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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교실 수업의 주체는 학생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교실 수업 내에

서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다루는 사회과 수업은 교과서 텍스트를 다루는

강의식 수업만으로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지구촌의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

는 범세계적인 문제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보다는 먼 세상 이야기

로 거리를 두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 문제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

험이 없으며 견문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깊은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하

며 적극적인 탐구를 통한 반응형성을 촉진하는 텍스트자료와 교수․학습방

법이 요구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을 배웠다는 자체가 사회과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되는 현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사고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사회

현상의 여러 문제를 맥락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실이

라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 밖의

사건이나 문제들은 다소 생소하며, 추상적인 의미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Roesnblatt의 반응중심 문

학이론을 초등사회과 세계시민교육에 들여와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

업을 구상하였으며 그것을 교실 수업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가설 : 초등사회과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은 세계시민성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하위가설 1.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은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성

지식 영역(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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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가설 2.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은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성 기

능 영역(정보처리기능,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가?

하위가설 3.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은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성

가치․태도 영역(세계 지향성,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 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E초등학교에

서 약 4주 간 총 4차시의 유사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

생들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험 전의 사전 검사로 세계시

민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은 각각 반응중심 문학텍스

트 활용수업과 교과서 활용 강의식 수업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었

다. 두 집단에 실시된 ‘세계 문제’ 수업의 학습 주제는 ‘평화, 빈곤, 환경,

인권’으로 동일하며 똑같이 4차시 분량의 수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사후

검사를 통해 세계시민성 변화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우선 처치 전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

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의 종속변인과 통제변인에 대한 t-test와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

수를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하여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과 교과서

활용 강의식 수업이 각각 세계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응 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이 세계시민성의 각 영역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이며, 이와 비교

하기 위해 교과서 활용 강의식 수업을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통제변

인)은 성별, 사회성적, 국어성적, 사회교과 선호도, 외국방문경험으로 하였

으며, 종속변인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식(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세계

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기능(정보처리기능, 의사소통능력), 가치․태도

(세계지향성,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영역으로 나누어 총 6가지이다.



- iii -

여섯 가지 요소 중에서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정보처리기능, 의사소통능력으로 나

타났으며,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세계지향성, 문제해결에 대한 참

여의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반응 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은 다양한 사회과교육 주제에 활

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문학텍스트를 접함으로써 사회과

교육 내에서의 읽기교육이 가능해지며, 수업 시간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서적을 통하여 사회현상을 경험함으로써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문학텍스트 수록 및 다양한

도서목록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명제적이며 설명적인 텍스

트 형태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의 감정이입과 자신의 반응을 형성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학텍스트의 도입은 사고를 촉진하는 교과서로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의 교재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Rosenblatt의 반응중심 문학이론을 세계시민교육에

들어와 적용하여 수업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Purves와 Rippere의 반응

범주 분류를 적용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형성하는 새로운 질문 형태를 제시

하였다. 반응중심이론은 문학텍스트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음

악, 미술, 공연 등)에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확

장하여 사회과 수업에서 반응중심의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과 관련된 더 많

은 연구와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반응중심 문학교육, 문학텍스트, 로젠블랫, 세계시민성,

세계 문제

학 번 : 2011-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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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사회과 교사들은 상당히 교과서에 의존한 수업을 한다. 그들은 
교과서에 맞춰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시간의 상당부분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소비한다. 교사들은 배워야 할 교과
서 페이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외우도록 
한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잘 배웠는지 확인하
기 위해서, 서로에게 교과서를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또한 주기
적으로 단원별 교과서 내용에 대해 시험을 보게 한다.(Schug, 
Western, & Enochs, 1997, p.97).

앞의 장면은 교실수업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교

사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해오면서, 교과서 내에서의 다양한 텍스

트자료가 부족하다는 논의가 계속되어왔다. 교과서 대부분의 서술이 설명

형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들은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했다는 안도

감에 학생들의 탐구나 사고활동을 독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주체로서

학습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생들은 스스로 교과의 내용과 만나려는 시도나

노력을 힘들여 기울이지 않아도 교사에 의해 해석되고 쉽게 요약 정리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사회과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수업의 주 교재로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생각해볼 때,

객관적 사실이나 명제적 개념 및 여러 사건들을 나열해놓는 교과서는 결과

적으로 수동적이고 무미건조한 사회과수업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교과에 대해 소위 ‘암기과목’이라는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사

회과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려 학습자의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사회과 학습

을 저해한다. 교과서의 내용을 배웠다는 자체가 사회과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되는 현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사고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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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사회현상의 여러 문제를 맥락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교실이라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 밖의 사건이나 문제들은 다소 생소하며, 외재적으로 겉도는 추상적인

전달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의 전환

이 보이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편

찬방향(2011)1)으로 ‘창의와 인성을 고려한 재미있는 교과서’, ‘현장 적합성

이 높은 교과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교과서’를 제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서술방식은 이야기(내러티브, narrative), 사례중심으로 하며, 학

생이 학습의 관찰자에서 주인공으로 발전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를 제시하고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

를 취함으로써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2)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는 단지 수업시간에만

사용되며 교과시간 이후에는 들여다보지 않는 소위 ‘교실 학습용 교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미국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양한

문체를 활용한 흥미 있는 본문 진술 방식, 다양한 원자료와 문학작품의 수

록, 관련 도서 목록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혁규, 1998).

학습자들이 스스로 사회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체만으로도 자기

주도적 학습의 도구로서 유용성을 지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과서

는 교과 외 시간에도 스스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근한 교과서로서 그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근래에는 수업에서 다양한 매체들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수업의 핵심적 도구로서 교과서의 위치는 여전하다. 따라서 교과서 내에서

의 이러한 텍스트의 한계를 보완할 매체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학텍스트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교과서의 무미건조한 수업에 활기를

넣으며 생동감 있는 간접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실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은 지

1) 심재호 외, 2011, p.183. 

2) 박용조, 2013,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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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촌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시․공간이 확대된 상황

과 장면을 제공하며, 깊은 감정이입과 적극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수업의

매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했

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어교육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문학작품을 사회과 수업에 들여옴으로써, 세계시민교육

수업의 도구로서 문학텍스트의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과

서텍스트만을 활용한 강의식 수업과 반응중심의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수업

간의 비교를 통하여 반응중심이론을 적용한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이 세계

시민성 각각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를 수

행할 것이다.

2. 연구문제

□ 주가설 : 초등사회과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은 세계시

민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위가설1.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은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성

지식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위가설2.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은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성

기능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위가설3.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은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성

가치․태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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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주요 개념

1) 문학 텍스트(literature text)

W. Iser3)에 의하면 문학작품은 두 개의 극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작가

에 의해서 생산된 ‘텍스트’(Text, 예술적인 극)이며, 다른 하나는 독자에 의

해서 이루어진 텍스트의 구체화로서의 ‘작품’(Werk, 심미적인 극)이다. 따

라서 종래의 비평가들이 사용해온 문학작품은 ‘문학 텍스트’의 뜻으로 쓰이

며, 이러한 문학텍스트가 수용자에 의해 구체화된 결과가 ‘작품’에 해당된

다(차봉희, 1993, p.19).

본 연구는 여러 문학 이론 중에서 독자반응비평 이론에 근거한

Rosenblatt의 ‘반응중심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의 개념을 볼 것이다.

이 접근에 따르면 아직 읽혀지지 않은 글을 ‘텍스트’로, 독자가 의미화한

텍스트를 ‘작품’이라 하여 텍스트와 작품을 구분한다. 텍스트와 독자 사이

의 거래(transaction)를 통해 독자가 의미 있는 상징으로 변이시키기 전까

지는 단지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문학작품은 능동적 독자에 의해 인식되고

그의 경험 세계 안에서 재구성되기 이전의 상태이므로 ‘문학텍스트

(literature text)’라고 명시한다. 또한 교과서텍스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문학작품들은 주로 아동문학으로 문학의 여러 종

류4) 중에서도 아동소설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장혜순(1997)은 아동문학은

3)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독자반응비평(reader-response-criticism)의 근간이 되는 문예학 

이론인「수용미학」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수용미학은 독자의 역할에 중점을 둠으로써 형식주의 

내지 구조주의 그리고 신비평(New Criticism)을 비판하고 나왔으며, 텍스트는 ‘독자와 상호작용’

으로 이루어지는 독서과정에서 독자에 의해 구체화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본다(차봉희, 1993).

4) 아동 문학 유형을 분류한 Smith와 Park는 아동문학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

다(장혜순, 1997, p. 65-66에서 재인용). ①그림책(picture story books) ②전래동요(mother 

goose nursery rhymes) ③ 동물 이야기(animal books) ④ 유머이야기(humor books) ⑤ 시

(poetry) ⑥ 민담(folklores) ⑦ 모험담(adventure tales) ⑧ 신비한 이야기(mystery) ⑨ 사랑이

야기(romance) ⑩ 판타지(fantasy) ⑪ 사실적인 허구(realistic fiction) ⑫ 사실에 관한 책

(nonfiction books) 예) 전기(biography), 지식에 관한 책(information books), 다른 시대와 장소

에 관한 책(other times and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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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학과 동일하게 문학성을 요구하지만 동심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학의 형태나 내용, 구성, 주제 사건의 해결 등이 달라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문학의 여러 종류 중에서 사실적인 허구

(realistic fiction)에 해당하는 도서 3권, 사실에 관한 책(nonfiction books)

1권으로 구성하였다.

2) 반응중심 문학수업

본 연구에서의 ‘반응중심 문학수업’은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계한 반

응중심수업모형을 적용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처치집단에는 반응중

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을, 비교집단에는 강의식 교과서 활용수업을 실시

할 것이다.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문학텍스트 활용 교수-학습 모형은

Rosenblatt(1995)이 제시한 ‘반응중심이론(Response-Based Theory)’의 원

리를 토대로 설계하였다. 한 문학작품을 다루는데 80분을 1차시로 하여, 총

4차시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수업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문학작품 전체를

다루지는 못하며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발췌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이

러한 과정의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기존의 세계시민교육과 문학교수이론

을 통합하여 교실수업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3)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본 연구에서의 세계시민성은 기존 세계시민교육에서의 여러 학자들의 논

의를 바탕으로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각 영역의 세부항목을 추출하였

다. 지식영역은 ‘세계 문제에 대한 지식’과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이다. 기능영역은 ‘정보처리기능’과 ‘의사소통능력’으로 추출하였다. 특히 기

능영역의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기존의 문학교육에서 ‘문학능력(literary

competence)’의 개념을 반영하여 기존의 세계시민교육에서의 기능요소들과

공통되는 부분을 추출하였다. 가치․태도 영역은 ‘세계지향성’과 ‘문제해결

에 대한 참여의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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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이 세계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국어과의 문학텍스트를 사회과에 적용시킴으로써, 통합 사회과 교

육과정으로서 교과서 텍스트 장르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통합교육의 새로운

면을 제시한다. 문학텍스트는 그 다양한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국어과에서 사용되어져 왔으며 교과 이외의 여가활동의

일부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학텍스트를 구체적으

로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한 경험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모형 절차에 따른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을 통해,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문학텍스트가 구체적인 학습 요소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도

구로서 주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교실 수업의 소재가 설명식 위주의 교과서 텍스트 위주였

다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학텍스트는 시․공간이 확대된 장면을 제공한

다. 따라서 학생이 사고의 주체가 되어, 단순 지식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및 도덕성, 심미성,

인류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수업이라는 인위적 공간(학교) 밖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이 처한

특정 삶의 사태에서 지식 형성과 사고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성찰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셋째, 사회과에서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의 구체적인 수업모형을 설계하

고 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사회과 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

적인 수업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문학텍스트 외에도 기타 예술 작품

(무용, 음악, 연극, 미술)을 사회과의 구체적인 개념학습에 통합시킬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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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반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E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6학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년의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립초등학교에서 4차시

에 걸친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성 신장효과를 제한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

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실험 연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무시할 수 없다.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신장을 위한 문학 활용 수업을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검증하려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처

치집단에 반응중심의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을 처치하였으나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특성 상 교과서를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

라서 처치집단의 학생들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반응중심의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을 추가적으로 처치된 것으로 보아 사전 동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하지만 처치집단은 연구자가 실험진행 과정에서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 정도로 교과서 활용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반응 중심의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 중심으로 처치하였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집단 간 동질성 문제는 Ⅳ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주로 ‘소설 및 아동문학’에

국한되어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

과수업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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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수업의 도구로서 문학텍스트

1) 교과서와 문학텍스트

여전히 교실 수업의 주 교재는 교과서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읽

기교재로서 교과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교과서 텍스트는 설명적 텍스

트와 표, 그림, 사진 등의 시각자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 직접적이며 명제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효율적이다(Wixson, 1991). 따라서 단위 시간 내에 정해진 교육과

정을 효율적이며 직접적으로 전달가능한 대표적인 교수․학습 자료이다.

하지만 교과서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Zevin(2002, pp.305-307)은, “교과서 텍스트

는 논쟁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덮어두거나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다, 복잡한 사건을 간략한 설명으로 일축해버린다, 반성적 사고와 정의적

태도의 함양은 제외시키고, ‘옳은’ 지식을 학습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 거의

완전한 교훈적 교수 목표를 지향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교과서의 명제

적이며 객관적인 특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활발한 사고활동과 탐구(Inquiry)

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Sewall(1988)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구성에 있어 단점의 하나

로 “대부분 교과서의 문체는 무감동하고 개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학생들

이 흥미로워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야기)이나 영웅(인물)들의 이야기보다 단

순히 사실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교과서는 아동들

을 위한 상상력이 부족하게 쓰여 있다. 게다가 짧은 문장들과 제한된 어휘

들은 결과적으로 재미없고 흥미가 떨어지는 독서로 이어진다(Goodman,

1988).

수업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교과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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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등학생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그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서

술되어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VanSledright &

Kelly(1998)는 아동문학과 비교하여 교과서 텍스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

데, “첫째, 설명적인 문체로 구성되어 있고 박식한 사람들만을 위해 사용되

고 있다. 둘째, 사건의 본질과 표현이 연결되지 않아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

게 되면 읽은 내용이 분절되고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결국 문맥을

찾을 수 없다. 셋째, 범위나 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반성적 사고와 확장된

범위의 깊은 분석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교실 수업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형성하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교과서의 정보전달적인

문체와 교사주도에 의한 강의식 수업은 여전히 우리 교실수업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교과서의 문제점들과 비교하여 여러 연구들에서는 사회과

수업에서 문학작품의 활용은 인지, 가치·태도 측면 등에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과 수업을 위해 문학작품을 활용하

는 것은 기존 교과서 텍스트와 비교하였을 때 사회과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힌다(Guzzetti et al, 1992; Smith, Monson,

and Dorothy, 1992). 왜냐하면 교과서의 제한된 단어와 건조한 문체에서

벗어나, 문학텍스트가 제시하는 풍부한 심미적․상징적 언어를 통하여 학

생들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당한 사고와 탐구를 요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단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력이나 반성적 사고력과 같은 사회

과 내에서의 고차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McGowan &

Neufeld, 1996).

시․공간 확대의 측면에서도 지리적․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건과 사

회현상들에 대하여 거리감을 좁혀준다(Davis & Palmer, 1992). 이는 교실

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사건들을 통

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확장된 공간에서의 체험을 제공함을 시사

한다. 문학은 사회과 내에서의 읽기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한 지식획득

의 수단이 아닌 문학을 읽어내는 활동을 통하여 평생학습으로서의 읽기기

능을 정착시키고 습관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Sanacor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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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특히 가치․태도적 측면과 관련이 깊다. 모든 문학작품들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담고 있다. 같은 작품을 읽고도 개인마다 발견하는 느

낌과 교훈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문학 속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며 각

인물들의 삶에서 그 인물들이 지니며 살아가는 가치관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훈화적인 주입식의 가치교육이 아닌, 작가가 글로써 만들어낸 세계

에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가치교육이 가

능해진다(최경희, 2004; McGowan & Neufeld, 1996).

뿐만 아니라 문학의 활용은 사회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선호도에 영

향을 미친다(Smith, Monson and Dorothy, 1992; Smith, 1993; Heubach,

1998; Levstik, 1986). 형식화된 내용을 암기하며 설명식 수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과에 대한 인식에서 진일보하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문

학이 제공하는 간접경험에 흥미를 갖게 되고, 사회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사회과에서 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하는가,

상업서적(문학을 비롯한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텍스트)만을 사용해야 하는

가, 아니면 양자를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여러 상업서적의 종류 중에서 문학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

다. 사회과 수업에서 교과서와 문학작품의 활용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식

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최진영, 2001, p.107).

첫째, 수업의 주 교육 자료로서 사회과와 관련된 문학작품을 활용하되

읽기와 사회과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국어교육의

통합적 언어교육(Integrated language arts)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관

점에 따르면, 문학을 통한 읽기 쓰기 교육과 사회과의 통합은 문해 학습

뿐 아니라 사회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방식에서

사회과 학습과 문해능력 신장 모두를 목표로 한다.

둘째, 사회과 수업의 학습을 위하여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회과

수업에서 사회과와 관련된 문학작품을 교과서 대신 또는 교과서와 함께 사

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다시 3가지 활용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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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사회과 학습을 위한 문학작품 활용 방식

사회과 학습을 위한 문학작품 활용

사회과와 문해 교육의

통합적 언어교육

사회과 수업학습을 위하여

문학작품 활용

ㄱ) ㄴ) ㄷ)

문학작품은 사회과

수업의 보조 자료로

서 사용되며, 교사가

교과서 내용과 관련

된 문학작품을 선정

하여 수업시간에 직

접 활용

문학작품은 사회과

수업에서 다루어지

는 주제를 학습하기

위해 학습자 개인의

읽기자료로서 사용

되며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선택함

문학작품을 주요

자료로 사용하며

사회과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위의 방식 중에서 사회과 학습을 위하여 문학작품을 활용

하되, 문학작품의 활용방식은 ㄱ)으로 범위를 좁히며, 사회과 수업에서 교

과서텍스트만을 활용했을 때와, 문학텍스트를 활용되었을 때를 비교하고자

한다. 물론 사회과 수업에서 문학작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에 대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을 활용하

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은 뒷 절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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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 경험으로서의 문학

우리는 과연 교과 내에서,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로 생생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을 교실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 제한된 교실 안에서의 경

험은 학교 밖의 상황과 동떨어지거나 이질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 생활에

서 의미 있게 작용하지 못한다.

일찍이 Dewey(1938)는 ‘경험의, 경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교육

(education of, by, and for experience)’이라는 표현으로 교육적인 경험5)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무감각해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다고 보

았다. 듀이가 말하는 경험이란 ‘한 개인과 그 시점에서 그의 환경을 형성하

고 있는 것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交涉)을 통하여, 즉 개인과 환경이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음으로써 경험으로 성립되는 것’이다(엄태동, 2001:

pp. 32-59). 그러나 학생들은 지식을 고립된 상태의 배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실제 삶 속에서 그 단절된 지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학습 당시에는 습득되는 지식이 학생들의 내면에 철저히 뿌리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절된 지식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앞의 책,

P.67). 문학은 인간 삶의 모든 면을 다룰 수 있으며, 기존 사회과의 수업에

서 한계로 등장하는 직접경험의 부족의 문제를 메워줄 수 있다. 따라서 학

생들은 대상(지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경험을 통하여 대상

과 상호작용하는 사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박인기 외, 2005, p.17). 이러

한 문학경험은 교실 수업에서 수동적인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인 면을

자극하여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artre(1949, pp.61-63)는 문학작품을 비롯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예술에

5) 듀이는 경험과정에서의 상징 매체의 매개 여부에 따라 직접 경험(direct experience)과 간접 경험

(indirect experience)으로 구분한다. 듀이는 후자를 언어나 기호 등의 상징 매체를 통해 얻는 경

험으로서 ‘매개된(mediated)’ 경험으로 이러한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송도선, 

2004: p.224). 따라서 듀이가 강조하는 경험이란 ‘직접경험(direct experience)’과 ‘체험’으로서 

‘매개되지 않은(immediated)’ 경험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문학 활용 수업

은 간접경험에 해당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듀이의 

‘경험 중심 학습’을 들여와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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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자 하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몰입시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관대

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는 “내가 세상의 불의를 접하게 될 때, 나는 이를

차디차게 멀리서 지켜보지 않고, 나의 분개심을 통해 예술을 생기 있게 소

생시키고, …(중략)…비록 문학과 윤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심미적 당

위성의 핵심에서 우리는 윤리적 당위성을 파악하게 된다.”고 하였다. 사르

트르에 따르면 문학을 비롯한 예술작품은 단순히 심미적인 작품 이해 수준

을 넘어 우리의 삶에 몰입하여 들어가 총체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도구

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학에는 단순히 언어적 아름다움과 표현의 다양

함을 넘어서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심미적 수준의 감상과 더불어 사르트르가 말하는 ‘윤리적 당위

성’과 같은 규범적 요소들을 읽어낼 수 있다. 김상욱(2001, p.16-17)에 의하

면 문학작품은 간접체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문학에서 현실이 언어로

인해 단순히 복제된 것이 아니라, 예술적 장치로 인해 변형, 굴절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문학 속에서 표현된 경험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닌 특정한 효

과를 위해 구성된 경험인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문학을 통해 단순히 경험

의 양적인 확대 뿐 만 아니라, 자신이 겪어 왔던 경험 세계를 투영해 봄으

로써 더욱 선명하게 체험하며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회과(social studies)와 문학(literature)의 특성에서도 문학 경험

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문학의 특성이 삶의 총체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 더

욱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국어교육에서는 이를 학생이 아동

문학을 '의미화(signifying)'하는 과정에 참여한다고 본다. 생활과 문학에

대한 한정된 경험밖에 갖고 있지 않은 어린이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통해 작품을 구체화하고, 작품의 의미를 그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

는 것이다(선주원, 2013, p.40). 사회과(social studies) 또한 인간사회의 총

제적인 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보가 논리적인 설명방식에 기반 하여 사실

전달로서 서술될 때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과의 접촉점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지식 전달적 수업으로는 개인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낮

다. 반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이 이야기(서사, 문학, 내러티브, 스토리

텔링 등)로 풀어서 학생들의 삶에 가까운 것처럼 느끼게 될 때, 독자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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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정이입을 하며 이를 동일시하게 된다. 문학을 비롯한 이야기들은 동

일화의 효과를 주어 주인공의 깨달음을 자신의 깨달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

이다(최예정 김성룡, 2005, p.16).

이는 이야기로 삶을 이해하는 인간의 본성과도 관련이 깊다.

Mandler(1984)는 이야기 식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는 기억 속에서 쉽게

잊혀 질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 구성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의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MacIntyre(이진우 역,

1997, pp.300-332)는 역시 인간의 본성을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동물”

이라고 보면서 이야기를 강조하였다. 그는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아를 구성하고 이야

기적 삶의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며,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일종의 실행된

연극적 이야기와 같다”라고 본다. 따라서 문학은 대표적인 서사(narrative)

의 한 장르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통한 유의미한 학습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문학의 본질이 지닌 여러 교육적 작용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는데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거래’, ‘심미적 독서’, ‘반응형성’ 등을 통하여 학

습자 중심의 읽기에 적절한 반응중심 문학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3) 반응중심 문학교육

본 절에서는 사회과 수업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

법으로 객관주의 문학교육인 신비평6)을 비판하여 나온 수용이론(독자반응

이론)의 한 갈래로 ‘반응중심 문학교육(Response-based theory)’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독자반응이론가들에는 Iser, Rosenblatt. Holland, Fish 등의

학자들7)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반응중심 문학교육에 직접적인

6) 텍스트분석과 텍스트(저자) 중심으로 텍스트와 언어의 구조물에 관심을 갖고 텍스트만이 가치 있

는 연구대상이라 생각하는 문학이론으로 학문중심주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문학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박태호, 1995, p.333).

7) Iser, Holland, Fish 등이 상정한 독자는 가상적이고 이상적인 일반 독자였으나 Rosenblatt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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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Rosenblatt의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텍스트와 독자와의 ‘거래(Transaction)’

반응중심 문학교육 이론은 1938년에 ‘탐구로서의 문학(literature as

exploration)을 발간한 Rosenblatt의 연구에서 기원한다. 그녀는 문학수업에

서 학습자의 문학적 경험을 중요시 하고 문학 텍스트와의 거래를 통해 형

성한 생각, 느낌, 감정 등 학생들의 반응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모든 독서 행위를 '특정 상황 하에서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독자와 텍

스트와의 서로 주고받는 거래(transaction)'라고 보았다(Rosenblatt, 1993,

p.7). 그녀는 ‘거래’라는 용어를 상호작용(interaction)과 구분 짓는다. 한 편

에 있는 텍스트, 다른 한 편에 있는 독자의 개성이 서로 분리되는 이원론

적이고 기계적인 상호관점 대신에, 독서행위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그

리고 특수한 시간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개인과 텍스트를 포함하는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osenblatt, 1985, p.100). 또한 ‘의미’는

이미 구성된 텍스트 안이나 독자 안에 각각 나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텍스트가 교류하는 동안 발생하며, 각각의 독서는 특정 상황 하에

서 특정 독자와 특정 텍스트가 만나는 ‘특정 사건’으로 간주된다. 그녀가

말한 다음 언급은 이를 잘 드러내준다.

  문학 작품(literary work)은 독자와 텍스트 사이에 놓여진 생생한 
회로(live circuit) 속에 존재한다 : 독자는 언어 상징 패턴(즉, 텍
스트)에 자신의 지적 정서적 의미를 불어넣고, 언어 상징은 그 속
에 담긴 사고와 감정을 독자에게 보낸다(Rosenblatt, 1995, 
p.24).

   
따라서 독서는 수동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능

정하는 독자는 문학교실에서 교수의 대상이 되는 ‘학습 독자’인 개별독자라는데 차이가 있다(이희

정, 1999, p.21-22). 본 연구의 대상이 사회과 수업의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Rosenblatt의 이론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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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이다(Probst, 1990, p.29). 그녀는 자장가이

든 어려운 문학이든 독자가 의미 있는 상징으로 변이시키기 전까지 단지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독자가 텍스트(Text)를 문서로서 읽

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 대상으로 읽게 될 때, 그 텍스트는 비로소 문학적

인 ‘작품(Work)’이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바로 독자와 텍스트와의 ‘거래’라

고 정의한다(Rosenblatt, 1985, p.103).

거래적 관점은 독자와 텍스트와의 거래에서 더 나아가 학생과 학생 사이

의 거래, 텍스트와 텍스트와의 거래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문학교육의 내

용과 방법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왔다(경규진, 1992, P.33). 즉,

처음의 교류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에서 비롯되었지만 독자와 독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교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와 독자가 상호작용하는 거래 과정을 일종의 ‘토의활동’으로 볼 수 있

는데 이는 의미를 구성하는 또 다른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앞 장에서 교사들이 교과서를 읽고 이를 요약 정리하여 전달하는 ‘What

about(지식, 정보)’만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바

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을 형성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How to(과정)'과 'Who(학생, 주체)'에는 소홀히 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거

래적 관점은 이러한 사회과 교실 수업의 일상적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

는 소재를 제공한다. 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 학습의 과정에서 독자

(학생)의 의미 형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심미적 독서(Aesthetic Reading)

Rosenblatt의 거래이론에 따르면 독서에는 독서 동안 독자가 갖는 관심

의 초점, 텍스트와 교류하면서 독자가 취하는 자세(입장, stance)에 따라

원심적 독서(efferent)와 심미적(aesthetic) 독서 두 가지 유형의 거래 방식

이 있다(Rosenblatt, 1994, p.23). 이 둘은 각각 ‘과학적인’ 시각과 ‘예술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원심적 독서(efferent)는 신문이나 약 처방을 읽을 때처럼 정보 획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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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논리적 해석에 중점을 두는 읽기이다. 그녀는 이 자세를 라틴어 ‘가

져가다’(to carry away)는 의미로부터 ‘원심적(efferent)’이라 명하였다. 정

보추출적인 자세(stance)로서 인지적․지시적․사실적․분석적․논리적․

양적 측면 같은 의미의 공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인다.

심미적 독서(aesthetic)란 소설이나 시, 희곡 등을 읽을 때처럼 독서를 하

는 동안 관심의 초점을 자신 내부로 이동하여 개별적인 느낌이나 아이디

어, 태도 등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읽기를 말한다. 그녀는 이런 독서의

종류를 ‘느끼다’(to-sense), 또는 ‘지각하다’(to-perceive)라는 의미의 그리스

어로부터 ‘심미적’(aesthetic)이라 명하였다. 원심적 읽기와 비교하여 심미적

자세는 감각적․정의적․정서적․질적인 측면으로 사적인 측면에 좀 더 주

의를 기울인다(Rosenblatt, 1994, p.24).

Rosenblatt은 두 가지 방식의 읽기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반대한

다. 어떠한 독서든 두 독서의 양 극 사이에 위치할 수 있으며, 어떤 텍스트

라도 두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보았다(Rosenblatt, 1994, p.25). 하지만

전통적인 문학수업에서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문학을 가르치며, 정보 추

출적 읽기가 중심이었으므로 이를 비판하면서 심미적 읽기를 독려해야 함

을 강조한다. 심미적 독서는 사회과 수업에서 읽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한다. 기존 사회과 수업에서 텍스트 읽기가 정보 추출적이며 지식 전달적

측면이 강하였다면, 심미적 읽기는 학생들이 사회과 수업에서 감정이입을

통한 사고의 주체로서 의미형성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심미적 읽기

라고 해서 단순히 정서적 측면에 국한하여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

업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읽기를 통해 비평하는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자

신의 반응을 인식하는 과정은 인지적 측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이다.

또한 앞에서 교과서의 명제적인 문체는 결과적으로 교사주도의 정보전달

수업을 낳게 될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심미적 읽기는 관심의 초점

을 자신의 내부에 두고 독서의 과정 중에 형성되는 의미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실수업에서의 소극적 읽기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학습

자가 주체가 되는 구성주의적 읽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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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응(Response)과 환기(Evocation)

Rosenblatt(1989, p.40)은 환기(evocation)란 “독자가 텍스트와의 심미적

인 거래를 하는 동안 자신의 언어적․문학적 삶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이

디어․감각․느낌․이미지를 선택하여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시,

소설, 희곡 등으로 종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반응(response)

은 “환기된 의미에 반응하는 것이며, 심미적 거래 중이나 그 후에 생성되

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독자는 텍스트의 경험에 참여하고 작중 인물과 동

일시하거나 그들에 대한 갈등과 느낌을 나누며 환기에 반응한다.

환기와 반응은 사회과 수업의 세계시민교육에서 학습독자인 학생들이 충

분히 경험할 수 있다. 사회과의 학습 독자로서 학생들은 독서 동안 텍스트

의 경험에 참여하고, 작중 인물과 동일시하며 그들의 갈등과 문제를 나눈

다. 또한 소설의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느낌이 생겨날 수 있으며, 텍스트 내에서 만들어진 세계의 모습

이나 사회적인 상황 또는 도덕적인 문제로부터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러한 모든 반응들이 Rosenblatt이 말하는 텍스트 언어의 환기적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경험에서 환기에 대한 ‘반응’은 텍스트에

의해 구조화된 경험이다. 반응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문화적 행위이

며8) 인지적․감정적 전체에서의 심미적인 경험이다(Purves, 1990).

따라서 경규진(1993, p.23)은 반응을 단순히 감정이나 흥미에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단순히 감정적 차

원의 독서를 넘어서 비평적 사고로 옮겨가고, 현재의 문학읽기가 자신의

신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주목하여,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은 단순히 감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

문이다. 이는 사회과에서 환기와 반응활동을 통한 문학읽기가 단순한 정서

적 측면을 넘어서 학생의 인지 영역의 발달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8) Rosenblatt(1985)은 반응에 대하여 “특수한 환경 그리고 특수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수한 개인과 

텍스트 사이에서 독특하게 오는 것” 뿐만 아니라 특수한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사회적이고 문화

적인 행위”로 설명한다(경규진, 1993,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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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중심의 문학감상 수업원리

Probst(1990, pp.31-35)와 Holt(1986, pp.17-20)는 Rosenblatt의 거래이론

을 근거로 하여 반응중심 접근법의 수업원리를 제안하였다. 경규진(1998,

pp.60-70)은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반응중심 접근법의 수업원리를 아홉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초등교실 상황에 적용하여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응중심 수업의 초점을 ‘학생들의 반응’에 둔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학경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으

로 형성된 관점에서 문학을 바라보고, 텍스트의 관점에서 그들 자신의 경

험을 다시 생각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질문할 때, 단순히 텍

스트 내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독자와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하여 학생

들이 지적·정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반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실의 분위기가 자

유스러워야 한다. 학생들의 문학 반응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실상황은 다른

수업보다 편안하며 비경쟁적이며, 비공식적인 상호 교환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의 견해 차이가 어떤 것은 옳고 그르다는 것을

가르는 토론이나 논쟁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교사는 숨어있는 방해 요소들

을 줄이는 절차(예: 규칙이나 약속 등)를 고안하고, 학생들에게 서로 부드

럽게(gently) 반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작품에 대해 반응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업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 수업단계는 다음 단계

로 빠른 이동을 재촉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반응을 취하고

명료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응을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넷째, 교사 자신의 반응이나 지나치게 특정한 형식을 지닌 반응을 강요

해서는 안 된다. 반응을 강요하게 되면 학생의 솔직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참고서가 요구하는 획일화된 정답과 같은 반응일 뿐이다. 반응을

억지로 쓰도록 강요받거나 일정한 형식에 갇힌 학생들은 반응의 형성이나

자기발견에 초점을 두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반응의 표현 가능성 범

위에 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 -

다섯째, 텍스트와 학생사이의 연계를 통한 경험을 문학사, 문학 지식 등

으로 대치해서는 안 된다. 문학은 정보뿐만 아니라 지적․감정적인 복잡한

요소들의 배열로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학경험이 중심되어

야 하며, 기타 문학지식 등은 이를 돕는 선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

어 ‘세계 문제’를 주제로 다룬 소설은 독자에게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제’에 대한 기억과 느낌을 깨우는 것이다. 문학교

육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문학 텍스트를 명제적으로만 다룬다면 반응중

심의 읽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사적인 독서단계를 넘어 서로의 반응을 공유할 수 있는 공적인

단계(예: 모둠토의, 역할놀이, 학급전체 발표 등)를 설정해야 한다. 문학교

실에서 공적인 단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반응은 발전하지 못하

고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고 말 것이다. 따라서 반응의 임의성을 인정해주

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반응을 격려함과 동시에, 학생 간의 반응을 나누는

반성을 통해 서로의 반응을 북돋아야 한다.

여덟째, 문학작품의 선정은 텍스트요소 이외에도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

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Holt(1986, p.17)는 “작품은 전통적으로 최

고의 작품으로 인정된 것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추가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하여 교재선정에 있어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

야 함을 밝혔다.

아홉째, 문학반응의 다양성과 임의성은 인정하지만 반응에서의 명백한

오류는 충분히 반성되어야 한다. Holt(1986, p.19)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견해를 갖고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명백히 부정확한 답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소설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배경에 대해 각각 다

른 추론을 하고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텍스트 이해의 부

족 또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한 명확한 오류는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 자

신의 텍스트 읽기 태도를 반성함으로써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반응의 다양성을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독서 중 발생하는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읽기수준을 지닌 학생들의 발달을 촉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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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학 활용수업과 세계시민교육

본 절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서 문학작품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학자들은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문

학작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해왔다.

William M, Kniep(1985)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세계교육을 정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은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기존 교과에 통합

하거나, 새로운 교과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kniep는 과학이나 문

학과 같은 기존 교과를 통해 세계 교육을 할 경우, 세계시민교육 내에서가

아닌 과학이나 문학과 같은 기존 교과 내에서 새로운 교과과정을 만들 것

을 제안하였다(황정애, 2006, P.49). 기존 교과들을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으

로 새롭게 발전시키려면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통합’을 통한 접근방식이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kniep의 통합적 접근방식은 초등 사회과의

세계시민교육에서 문학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시사한다.

W. E. B. Dubois(1989)는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양식을 이중의식(Double

Consciousness)이라는 개념으로 명명하였다.(밑줄 연구자 표시)

  이중의식은 특별한 감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
보고, 위로 받은 경멸과 동정의 시선으로 보는 세계의 끈으로 자신의 영
혼을 재는 감각이다. 한 미국인으로서, 한 흑인으로서의 개인은 한 번 이
라도 자신의 이중성을 느껴보게 된다: 두 영혼, 두 사고, 두 화해할 수 
없는 투쟁; 둘로 갈라지는 것을 막는 완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검은 몸 안
에서 적대하는 두 이상.(Dubois, 1989, p.3)

앞 절에서 문학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양적

․질적인 경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Dubois가 말하는 이

중의식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중의

식을 느끼는 것인데, 문학에서 주인공의 눈으로 통해서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경험은 이러한 이중의식을 경험하는데 있어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교과서에서 서술의 시점은 객관화 되어있으며 여러 목소리는 배제

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인종, 계급, 성 등의 차이로 인한 세계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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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소외하며,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초등학생의 시기에는 그러한 경험을 할 기회

가 거의 없다. 물론 사회에서 직접 소외되고 학대받음으로써 생존하기 위

해 발달되는 이중의식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일련의 훈련(학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관점의 형성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직접경험으로 이중의식을 발달시킬 기회가 적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사회

과 수업에서 문학의 활용으로 사건과 문제들을 관찰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식을 경험하도록 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McCarthy(1995, 1998)와 Edward W. Said(1993)는 모범적인 세계시민교

육자가 전 지구적 관점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대위법적

(Contrapuntal)9) 혹은 반대편의 역사와 문학으로 보았다. 이는 하나의 보편

적 역사를 가르치는 대신에, 다양하고 의문시되는 역사들과 인간 경험을

학생들이 “혼성의(hybrid)” 맥락으로 보도록 해준다. 혼성적(hybrid) 접근은

사람들의 동질의 경험 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 및 그들의 이질적 경

험들과 역사들 사이의 접촉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는 기존 교과서 내에서의 명제적인 진술과 객관적 사실로서의 텍스

트를 벗어나 이질적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와 사건들

을 상황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Ngugi(1993)는 ‘중심 옮기기(moving the centre)’로서 문화적 제국주의

식민지 이후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Ngugi의 목표는 ‘유럽의

좁은 토대로부터 지구를 보는 것으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라는 다양

한 중심들로 토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어떤 문학도 제외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혹은 소위 미국 대학에서 주류 밖으로 벗어난 ‘제 3세계 문학’이

라고 불리는 것을 그 국가들 안으로 중심을 옮기고 모든 문화를 포함시키

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교육과정의 중심을 옮긴다는 것이 단순히 이러한

국가들에 관한 내용(지식)을 포함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 사람들의 지식, 목소리, 생각들을 경험해야 한다. 중심을 옮긴다는 것

은 세계 모든 지역 사람들의 관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극 중 인물의 눈으

9) Merryfield(2002)는 다수 주류 집단의 관점을 억압받는 소수집단의 관점으로 대체해 보는 접근법

을 대위법(Contrapuntal approach)로 명명하였다(노찬옥, 2003,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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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문학작품은 유용한 활용매체가 될 수 있다.

Merry M. Merryfield와 Binaya Subedi(2001)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중심

을 옮긴다는 것은 사회과 교육과정이 단순히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

카, 중동을 사회과에 포함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문화,

권력, 지식 체계를 넘어선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 목소리, 생각들을 경험해야만 하며, 중심을 옮기는 것은 세계

모든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비교문화 경험학습’을 통합하는 것이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

카, 중동에 관한 프린트, 컴퓨터, 미디어자료를 통하여 비교문화경험 제공해

야 한다고 보았다.

Jack L. Nelson과 Valerie Ooka Pang(2006)에 따르면 문학작품 연구는

인종주의자들과 편견적인 생각, 비합리성에 반대하는 ‘저항 작품’을 살펴

볼 기회를 제공한다.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은 때로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affront)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인간의 상황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며, 인

종주의와 편견에 관한 인간적 노력을 가장 극도로(the highest), 가장 모멸

스럽게(the most degrading) 표현한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써 사회과 교육과

정에서 예술작품을 통해서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연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사회과 세계시민교육에서의 문학작품의 활용을 강조한 여섯 연

구를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들은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분류 중 주로 ‘문화

간 이해’에 초점이 맞춰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의 학자들이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과 통합’, ‘이중의식(Double Consciousness)의 발

달’, ‘혼성적(hybrid) 접근’, ‘중심 옮기기(moving the centre)’, ‘비교문화 경

험학습’, ‘예술작품을 통한 인종적, 민족적 편견 연구’ 등은 단순히 문화 간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 문제를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중요한 기틀을 형성할

수 있다. 타인의 관점에서 깊게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에서, 세계 문제를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책을 생

각하도록 할 수 있다. 그동안 문학을 통한 세계 쟁점과 이슈에 관한 세계

시민교육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반

응 중심(response-based) 문학 읽기’라는 세계시민교육 내에서의 또 다른

문학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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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과교육과 세계시민성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정의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

며 논의가 다양하다. 또한 그 분류와 개념이 모호하여 학교 수업에서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세계시민의 목표와 접근법, 내용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관점에 따라 세계시민성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

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성이 사회과 수업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전제하

고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요소를 행동영역별 목표 즉, 지식, 기능, 가치·태도

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문헌들을 고찰

하여, 세 영역의 구성요소와 세부항목을 선정하겠다.

1)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1) 지식 영역

글로벌 교육에 대해 Tye(1990)는 “세계교육(Global education)은 세계 여

러 나라가 공통으로 겪는 세계 문제나 세계 이슈에 대한 학습과 환경․문

화․경제․정치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지구체제에 대한

학습이며, …(중략)…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 이웃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는 학습이고 타인의 관점과 마음으로도 세계를 바라볼 수도 있

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

하는 학습도 포함한다.”10)고 정의한다.

신현국(1998) 또한 글로벌교육의 범주로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초국가적 이념 중심의 국제이해교육, 둘째, 세계 문제 해결 중심의

글로벌교육, 셋째, 이문화 경험 중심의 다문화교육, 넷째, 앞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총체적 의미의 글로벌 교육이 그것이다.

10) 김현덕 역, 199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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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인류학자이자 교육학자인 Hanvey(1974)는 「습득 가능한 세계적

시각(An Attainable Global Perspective」에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학교 교

육과정에서 강조해야할 가치 요소들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시하였다.

▪ 다양한 관점에 대한 지각(Perspective consciousness)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시각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세계에 대해 타인은 나와 전혀 다른 관

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또는 지각.

▪ 지구촌이라는 인식(State of the planet awareness)

: 인구 증가, 이민, 경제적 조건, 자원과 물리적 환경, 정치적 발

전, 과학과 기술, 법, 건강, 국제적․국내적 갈등과 같은 세계 문

제 및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

▪ 비교 문화적 인식(Cross-cultural awareness)

: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기초한 세계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세계적 역동성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global dynamics)

: 상호의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체제와 세계변화에 대

한 이해.

▪ 인류의 선택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human choices)

: 세계 체제에 대한 의식과 지식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에 대한 인식.

세계시민교육을 사회과 교육을 통해 접근하고자 했던 Kniep(1986b) 또한

세계교육에 있어서 지식 및 이해의 영역에 중점을 두고 논하였다. 그는 지

식 영역(Knowledge domain)의 목표로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으로서 오

늘날 세계 문제들의 전제 조건 및 원인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았으

며, 이를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보편적인 인간 가치’로서 민

족이나 국가 집단을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 가치(평등, 정의, 자유 등) 및

특정 집단과 그 집단의 세계관을 규정짓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관한 내

용이다. 둘째, ‘세계 체제’로서 세계 각 국가 및 집단을 연결해주는 4개의



- 26 -

주요 세계 체제 즉 경제, 정치, 생태계 및 과학 기술 체제에 관한 내용이

다. 셋째는 ‘세계 이슈 및 문제’로서 국가나 집단을 초월해 상호 관련되어

있는 쟁점 즉, 평화, 안전, 개발, 환경 및 인권에 관한 내용이다. 넷째, ‘세

계 역사’로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의 발달과정, 현대 세계체제의 역사적 발

달과정 및 세계 이슈와 문제점들의 근원에 관한 내용이다.

‘세계 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Hanvey는 지구촌이라는 인식(State of the

planet awareness)의 요소에서 세계적인 갈등과 문제를 학생들이 경험하도

록 하였으며, Kniep 또한 지식영역에서 ‘세계 이슈 및 문제’를 다룰 것을

제시하였다. ‘세계체제’의 측면에서는 Hanvey가 제시한 세계적 역동성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global dynamics)과 Kniep가 제시한 ‘세계 체제’

가 상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교육에 있어서 세 행동 영역별로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 조연순(1996)과 신현국(1998), 한명희(1996)를 들 수 있다. 조연순

(1996)은 세계교육의 목표 중 지식영역의 요소로 타국이해(역사, 지리, 인

물, 문화), 세계 문제 인식(환경, 전쟁, 난민, 인권, 인구, 기아), 세계체제 이

해(국제무역, 교류, 국제기구, 사회체제)를 제시하였다. 신현국(1998)은 인간

의 보편적 가치 이해, 인간의 문화 및 인식의 다양성 이해, 세계 문제에 대

한 지각, 체제의식의 개발, 대안적 미래에 대한 이해로 정리하였다. 한명희

(1996)는 세계교육의 지식영역의 목표를 국가 간 상호의존성 이해, 세계 갈

등 이해, 평화에 관한 문제, 환경과 자원에 관한 문제,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

이해, 세계체제 이해(정치, 경제, 문화교류, 국제기구)로 보았다.

이 외에도 기존 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세계시민성 지식 영역의 요소를 추출하겠다. 세계시민교육의 지식

(knowledge)영역에 관한 학자들의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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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세계시민교육 목표-지식영역에 관한 논의

연구자 교육 내용

Merryfield &

subedi(2001)

세계에 대한 지식(global knowledge)

비교 문화적 경험(cross-cultural experience)

인식적 기능들(perspectional skills)

Kniep(1987)

역사적 전망

: 현재 세계 이슈와 문제들의 전제조건, 원인파악

유형(patterns)과 체제(system)에 대한 이해
: 자신과 국가를 체제 내 행위자로 파악할 수 있게 함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Briks(1997)

사물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마인드,

우리의 위치를 지구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하기

간문화적 인식과 적응,
공동체에의 참여와 정치적 행위 기능

대안적 미래의 모색, 반성

Kinghorn

(1979)

다른 관점에 대한 인식

급변하는 세계의 상황과 발전에 대한 인식
간 문화적 인식(Cross-Cultural Awareness)
세계체제에 대한 주요 특징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및 세계의 역동성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켜주는 것

Heater(1990) 사실(Fact), 이해(Interpretation), 개인적 역할(Personal role)

Kirkwood

(2001)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정

세계이슈에 대한 지식
상호 연관된 체제로서의 세계

기존 연구들의 지식 영역 목표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보면 문화 간

이해, 세계 이슈와 문제,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으로 추려진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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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식영역의 요소로 ‘세계 문제에 대한 지식’ 과 ‘세계체제 및 상호의

존성 이해’로 2가지로 추출하였다. 세계 문제에 관한 상황과 장면이 문학텍

스트를 통해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간 문화이해 및 비교 문화적

인식(Cross-cultural awareness)을 통해 국가 간 이해를 도모하는 측면보

다는, 인구, 환경, 자원, 개발 등과 같은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

제를 간접 경험하며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찾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세계 문제에 대한 지식

지식 영역의 첫 번째 요소는 ‘세계 문제에 대한 지식’이다. Hanvey(1974) 는

지구촌이라는 인식(State of the planet awareness)으로서 세계 이슈나 사

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구촌에 사는 세계

시민은 국가 집단을 초월해 상호 관련되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global issues)을 자기의 문제처럼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사회과 수업에서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이고, 근본 원인과 예방책들을 생각해보

며 가치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Alger & Harf(1984)는 세계 문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

째, 그 파급 범주가 초국가적이다. 둘째, 세계 문제의 해결은 단일 국가를

넘어서 다국적인 행동 조치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며 그 갈등과 분쟁의 원

천이 다양하다. 넷째, 문제의 지속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오랫동

안 지속되며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세계 문제들은 서로 연

관성을 갖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원인과 결과 및 그에

대한 잠정적인 해결방법 등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구촌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지구촌을 둘러싸고 일

어나는 문제와 이슈 장면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으로

기존의 세계 여러 문제 중에서 평화, 빈곤, 인권, 환경으로 총 4가지를 선

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제를 담은 문학작품을 선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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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계 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지식 영역의 두 번째 요소는 ‘세계 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이다. 이는

세계체제들에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생태체제, 사회체제들이 있으며 학생

들이 이들이 시▪공간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과 연관성을 맺고 살

아가고 있다. Kinghorn(1979)은 세계시민교육 목표의 하나로 세계체제에

대한 주요 특징들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및 세계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세계의 역동성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

고 보았다. Falk(1994) 또한 세계적인 단체 및 기관을 옹호하는 세계적인

개혁가로서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는 시민성, 세계화의 결과로 초국가적인

의식을 요구하는 시민성을 강조하였다. Hanvey(1979)는 ‘세계적 역동관계

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global dynamics)’에서 상호의존적인 패턴으로

연관된 국가와 비국가적 행위체들의 복합적인 국제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차경수(2000)는 세계 체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지구촌의 긴

밀한 상호의존관계를 이해하고 세계체제의 등장과 확산에 대한 인식을 명

확히 해야 한다고 보았다.

Kniep(1986)의 경우 세계체제를 4개 부분으로 나누어 경제, 정치, 생태계

및 과학 기술 체제로 보기도 하였으나, 전숙자·이인표(1999)의 연구에서는

국제체제로서 국제기구, 국제통상, 사회체제 등으로 보기도 한다.

유재경(2008)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유아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로 세

계의 상호의존성 및 세계체제에 대한 인식, 타문화 이해, 세계문제, 사회참

여 및 리더쉽으로 추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의 상호의존성 및 세계

체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세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세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여야 함을 안다.”고 서술하였다. 체제

의식의 개발은 학습자로 하여금 체제적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계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

는 현상이나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지역과 전체라고 하는 이

분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적인 관계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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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 1998, p.1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체제와 상호의존성의 이해’의 세부 항목으로

초등학생의 인지수준에 맞추어 세계 문제에 대한 지식에서 선정한 평화,

빈곤, 인권, 환경 문제가 세계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계체제 속의 국제기구의 역

할에 관한 지식도 포함 한다.

(2) 기능 영역

사회과 내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국제 사회에서 살아가

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며, 세계 문제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에서의 기능 영역을 구체

적으로 제안한 학자는 많지 않다. Lamy(1987)가 제시한 학생들이 성취해

야 할 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현국, 1998, p.81 재인용).

의사 결정 과정 과정에 대한 기능 개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세계적인 관점들을 분석

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능 개발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획득 전략의 개발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기능 개발

세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 개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 개발

읽기, 쓰기, 계산하기, 비판적 사고, 역사에 대한 바람직한 감각,

지리학에 대한 기본적 기능 개발

Lamy가 제시한 요소들을 정리하여 보면 정보사용력, 합리적 판단능력과

고등사고력, 사회참여 등으로 추려질 수 있다. 조연순(1996)은 미국, 동남아

시아, 한국의 세계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세계교육의 기능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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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기능 영역

Kniep

(1987)

 사회과학자들과 학자들이 만든 과학적 조사 도구들을

사용하는 기술 : 학생들이 가진 지적 가능성(능력)을 발

전시키고, 기능을 적용시키는 범위를 확장시킴

예) 자료수집, 인터뷰, 자료조직화 등

Heater

(1990)

1) 판단(judgement)

: 자료수집, 조직, 분석, 평가, 비판적사고, 감정이입

2) 의사소통(communication): 토의·토론기능

3) 행위(action): 참여, 로비, 청원

김용찬․박

정훈(2007)
1) 고등사고력 2) 정보사용력 3) 상호작용능력

전숙자․이

인표(1999)

1) 정보화사회 대처능력 2) 의사소통기술 3) 고등사고력

4) 자율적 결정 능력 5) 평화적 해결과 대화능력

신현국(1998)
1) 정보관리 2) 인간관계 기술 3) 비판적 사고

4) 창의력 5) 의사소통 6) 참여 7) 문제해결력

Crick et

al.(2000)

1)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 2) 자신의 의사표현 정당화

3) 토론참여

로서 자료처리기술(비교, 대조, 분류, 관찰, 자료 분석 및 해석), 의사소통

기술(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고등사고력(문제해결력, 창의력)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국내․외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능영역 자질에 관한 논의는

연구자들마다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내용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세계시민교육 목표-기능 영역에 관한 논의

위의 기존 논의들 중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하면 ‘의사소통(상호작용)능

력’, ‘정보사용력’, ‘고등사고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세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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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문학능력 정의

컬러

(J. Cullar,

1975)

독자로 하여금 어떠한 텍스트를 문학 작품답게 읽을 수

있게 하는 능력, 즉 내면화된 문학적 문법.

김창원

(1999)12)

세계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언어-기호 능력과 문화-기호

능력, 그리고 기호-소통능력을 하위범주로 갖는 ‘텍스트

해석 능력’

제7차

교육과정

『문학』

해설서

학습자가 문학 현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 문학적 사고와 문학적 표현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문학 현상에 참여 하는

데 필요한 능력: 문학지식, 문학적 사고력, 문학소통능력,

민성을 기능영역을 정의함에 있어 문학텍스트를 통해 길러지는 기능을 별

개로 볼 수 없다. 수업의 주 매체로서 문학을 사용하므로 텍스트를 읽어내

고 이를 통해 길러지는 기능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어과 교

육과정11)에서는 문학교육의 목표-내용으로 기능영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고 있다.

∙작품 이해와 해석

∙작품 감상

∙작품 비평과 소통

∙작품 창작

또한 문학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능력을 보통 ‘문학능력(literary

competence)’이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학자들마다 그 정의에 대한 합의를

찾기 힘들며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능요소와

관련된 공통된 내용을 추출하고자 한다. 기존 논의들은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굵은 글씨 연구자 표시)

<표-3> 문학능력 정의에 관한 논의

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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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문학에 대한 가치와 태도, 문학 경험 등을 포괄한 개념

구인환 외

(1988,

p.348)

한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 기능으로서의 문학 감

상 역량, 개발될 수 있는 문학적 감수성, 문학에 대한 태

도, 사물과 세계에 대한 문학적 인식의 습관

문학능력에 관한 일련의 정의에서 '문학적 사고력'은 세계시민성의 기능

영역의 ‘고등사고력’, ‘정보사용력’과, ‘문학소통능력’은 ‘상호작용능력’과 상

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기능영역의 ‘작품

이해와 해석’, ‘작품 감상’은 세계시민성의 ‘고등사고력’, ‘정보사용력’에 각

각 상통한다. ‘작품 비평과 소통’은 상호작용(의사소통)능력과 상응하는 내

용으로 판단했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문학능력과 세계시민성의 기능영역

문학 ‘기능’ 영역 목표 문학능력 세계시민성 기능

작품 이해와 해석

작품 감상

작품 비평과 소통

작품 창작

문학적 사고력

문학소통능력

고등사고력

정보사용력

상호작용(의사소통)능력

공통요소 추출

정보처리기능

의사소통능력

⇓ ⇓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능

정보처리기능(정보획득, 조직, 활용)

의사소통능력(토론능력, 표현력)

12) 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 편(1999),『국어교육학사전』, ‘문학능력’ 항목에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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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앞의 도식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세계시민성의 기능 영역과

문학능력에서의 공통된 기능요소를 추출하여 ‘정보처리기능’과 ‘의사소통능

력’을 선정하였다.

첫째, ‘정보처리기능’의 세부 항목으로는 정보와 지식의 ‘획득’, ‘조직’, ‘활

용’으로 구성하였다. Heater(1990, pp.337-338)는 기능요소 중의 하나로 판

단(judgement)을 제시하였는데 ‘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 ‘비판적 사고

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숙자․이인표(1999) 연구에서의 ‘고등사고력’

과 Crick et al.(2000) 연구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이 또한 상응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능력’의 세부항목은 ‘토론능력’과 ‘표현력’으로 구성하였다.

Briks(1997)는 세계시민적 자질을 능력(Competence) 개념으로 제시하였는

데 사회적 능력으로 지구촌에서의 기능, 타자와의 네트워킹 능력, 공유 기

반의 모색, 평화와 타협의 기능 등을 중요시하였다. Crick et al.(2000)이 기

능영역의 세부내용으로 제시한 것에서 ‘자신의 의사표현 정당화’, ‘토론참

여’가 또한 이와 상응한다.

(3) 가치․태도 영역

세계시민교육에서의 가치·태도 영역 또한 기능목표에서의 측면과 같이

별도로 분리해서 논의하고 있는 학자들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 내용 또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살

펴보고자 하는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전숙자․이인표(1999)가 세계교육

의 목표 및 내용 선정을 위해 ‘지구시민교육 가치․태도’의 세부내용으로

제시한 것과 Delphi 조사를 통해서 신현국(1998)이 제시한 목표와 내용체계

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Cogan & Derricott(2000)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지녀야 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조망하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

▪ 사회 내에서 협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일하는 동시에 자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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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세부 내용

Pike

& Selby

(1988)

타인·타국에 대한 이해,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상응하는 책

임수행, 정의 및 권리에 대한 존중,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감정이입 및 세계지향성

신현국

(1998)

타국 및 타인에 대한 존중, 자아존중, 정의 및 권리에 대한

존중, 협동, 감정이입, 개방적 태도, 생태계에 대한 관심

전숙자․

이인표

(1999)

타문화 수용 자세 및 태도, 지구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식, 세계를 향한 진취적 자세와 개방성, 인류공영의 이상 실

현 포부, 세계인에 대한 우호와 협동정신, 민족주체성을 가

지고 우리나라를 세계에 선양하려는 적극적 태도

신혜영

(2006)

인간의 보편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적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세계지

과 의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능력

▪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관대히 다룰 수 있

는 능력

▪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 사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방식과 소비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

▪ 인권에 대하여 감수성이 풍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능력

▪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이 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영역에서의 세부요소

와 항목을 추출하는데 필요한 가치·태도 영역의 내용들을 <표-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4> 세계시민교육 목표-가치․태도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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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인 태도

조연순

(1996)

타문화의 수용(친밀감, 다양성 인식, 타국·타국민 존중)

세계문제에 대한 관심(자연보호의식, 인권존중, 비폭력주의,

기아·난민에 대한 동정심), 세계문제에 대한 참여의식

한명희

(1996)

지구촌 가족의식, 상호 협력하는 태도, 평화에 대한 지지,

인간애, 타협과 협조의 태도,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관용과

포용성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가치․태도 구성요소는 ‘세계지향성’과 ‘세

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으로 추출하였다.

첫째, ‘세계지향성’은 상호협력, 상호의존, 국제기구 및 국제 질서에 대한

신뢰로서 세계지향적인 태도를 말한다. 지식 영역에서 설정한 ‘세계체제와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의 가치․태도적인 측면이다. 즉, 지구촌 사회가

세계화 되어감에 따라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세계

적 차원에서 세계 문제와 이슈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상호 협력적 태도가

요구된다. 세계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필요한 국제기구의 역

할에 대한 신뢰 또한 이에 해당한다.

둘째,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는 지식영역에서 선정한 세계 문제(평

화․빈곤․인권․환경 문제)를 지구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참여하려는 의지‘이다. 세부항목은 평화․빈곤․

인권․환경 각각의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의지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출한 세계시민성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영역의 목표와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5>와 같다.



- 37 -

<표-5> 본 연구의 세계시민교육 목표-구성 요소

대분류 중분류 구성 요소 세부 항목

세

계

시

민

성

지식

영역

1. 세계 문제에 대한 지식

평화문제

빈곤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2.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세계문제의

상호의존성 이해

국제기구의 역할

인식

기능

영역

1. 정보처리기능

정보 획득

정보 조직

정보 활용

2. 의사소통능력
토론능력

표현력

가치․

태도

영역

1. 세계지향성

상호 협력적 태도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

2.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평화

문제해결

에 대한

참여의지

빈곤

인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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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시민교육의 접근법과 내용요소

(1) 세계시민교육의 접근법

지금까지 기존의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목표들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

는 세계시민교육에 접근하는 관점을 크게 3가지(국제이해교육, 지구사회교

육, 인간 및 인격 형성 중심)로 분류하고(노찬옥, 2003; 전희옥, 2006),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의 산하기구로 탄생한 유네스코

(UNESCO : Unites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 의해 주도되어 온 ‘국제이해교육’이 있다. 이것은 국제평화

와 국제협력, 기본적 인권신장 등 보편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문제

를 지구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세계주의적 입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다. 이 관점에서는 세계를 국가들의 집합체가 아닌 하나의 전체적인 공동

체로 파악하므로 사람들에게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세계시민적 가치에 기

초한 세계시민적 인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세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도록

한다. 하지만 국제 이해 교육은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라

는 국제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김신일, 2000, pp.10-12).

두 번째로는 주로 선진국에서 이뤄지는 ‘지구사회교육(Global education)’

이 있다. 지구촌 교육, 개발교육, 환경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 개별국가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상호의존적 관계의 증진으로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 환경, 자원, 개발 등과 같은 인류가 공

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도전하려는 국제교육으로 지구

촌교육이라고도 한다. 지구사회교육은 대체적으로 경쟁력 함양 관점에서

출발한 국제 교육이며, 기본적으로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한 자국 국민의

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자국의 이익증진에 기본적 목표는 두는 국익지향적

인 접근이다(Pike, 1990, p.47). 지구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상호의존’ 관

계로 보기보다 불균형 관계로 보며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빈곤문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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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불평등문제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입장에서 교육의 목표는 학습

자들에게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알리는 것이 된다.

셋째로, 인간 및 인격 형성을 중시하는 세계시민 교육이다. 국제이해교육

이 지나치게 이념적․규범적․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구사회교육

은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의 경우,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

향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시민 교육으로

타문화 이해교육(Cross-cultural education),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해외귀국자녀를 위한 교육들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세계

시민교육은 지구차원의 문제라든지 보편적 이념과 가치에 초점을 두기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 구성원의 적응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전희옥,

2006).

지금까지 세계시민교육의 세 가지 접근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학작품을 선정하는 큰 바탕으로 세계차원의 범지구

적인 공동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세계 문제와 이슈 중심의 ‘지구사회교육

(Global Education)’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세계의 불평등 구조와

문제는 제시되는 ‘문학텍스트’의 장면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구사회교육의

출발은 본래 국가 간 경쟁력 강화에 바탕을 두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다른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문제들에 대해 서로 비교하는 관점에

서 이해를 돕고(Pike, 2000),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2)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요소

앞 절에서는 기존 세계시민 교육에서 목표에 관한 논의들을 확인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 필요한 목표와 세부항목을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세

영역 범주로 추출하였다. 본 절에서는 사회과교육에 가장 근접하게 구성된

Kniep(1986b)의 세계시민교육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하며, 전희옥(2006)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필요한 내용요소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Kniep(1986b)는 사회과 커리큘럼에서 글로벌교육의 내용 범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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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제
주제 관련 내용

개념적

주제

상호의존

(interdependen

ce)

우리는 기능적인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세계체제 안에서 살고 있다.

관련개념: 인과관계, 공동체, 사회, 교환, 정부,

단체, 상호작용, 체제

변화

(change)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는 움직임의 과

정은 보편적이고, 또한 인생과 삶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부분이다.

관련개념: 적용, 원인과 결과, 발전, 진화, 성

장, 혁명, 시대

문화

(culture)

기술 그리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환경과 체제를

만든다. 이는 그들의 물리적 환경과 다른 문

화와의 접속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관련개념: 적응, 미학, 다양성, 언어, 규범, 역

할, 가치, 공간, 시간

희소성 무한한 인간의 욕구와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

인간의 가치, 세계 체제, 세계 이슈와 문제들, 세계의 역사에 대한 학습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앞 장의 지식영역의 목표선정에서 살펴

본 사항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은 앞서 목표 추출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교육(Global education)으로 정하였으며 그

내용 범주로는 ‘세계체제’, ‘세계 이슈와 문제’ 이다.

둘째, kniep(1986a)가 제시한 세 가지 주제13)의 구분은 실제적으로 사회과교

육의 교육과정 및 수업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Kniep(1986a)가 제시한 사회과에서 세계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원리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사회과에서 세계교육 내용

 13) 개념적 주제, 현상학적 주제, 지속적 문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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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city)

원에서 오는 불균형 상태에서 어떻게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체제를 강

조해야 한다.

관련개념: 갈등, 개발, 이동, 기회비용, 정책,

자원, 특화

갈등

(conflict)

사람과 국가는 공존하고 협상하는데,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의

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폭력으로 인해 상반된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협상의 기술

이 필요하다.

관련개념: 권위, 협동, 경쟁, 관심, 태도, 정의,

권력, 권리

현상학

적

주제

행위자와

구성요소
국가, 조직, 종교 문화적 집단, 주요인물, 기관

주요사건 역사적 현대시대적 사건들

지속적

문제

주제

평화와 안전
군비경쟁, 동서관계, 테러리즘, 식민지주의, 민

주주의 대 전제주의

국가적/국제적

발전

기아와 빈곤, 과잉인구, 남북문제, 적절한 기

술, 국제적 부채위기

환경문제
산성비, 공해, 열대 우림의 감소, 핵폐기물 처

리, 어업권의 유지

인간의 권리 인종차별, 정치적 감금, 종교적 학대, 망명

(Kniep, 1986a pp.536-541)

전호윤(1998)은 Kniep가 세계교육의 네 가지 내용 범위로부터 다섯 가지

개념적 주제를 추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화의 개념은 인간가치 영역,

상호의존성 개념은 세계체제 영역, 희소성과 갈등의 개념은 세계 이슈와

문제영역, 변화의 개념은 세계사 영역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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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문제 주제 관련 하위 주제

평화와 안전 테러리즘, 식민주의, 독재주의, 무기경쟁, 동서관계

국가적․국제적

발전 문제
빈곤, 과잉인구, 남북문제, 기술문제, 국가부채

환경문제 공해, 산성비, 열대우림 파괴, 핵폐기물처리, 어업권

인간의 권리 인종차별, 정치적 감금, 종교적 학대, 피난민

특히 Kniep의 구분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세계시

민교육의 내용요소 틀을 적용해보면 개념적 주제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세

계체제’와, ‘세계 이슈와 문제들’은 ‘희소성’과 ‘갈등’의 개념과 관련이 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현상학적 주제에서는 문학텍스트를 통해서 ‘행위자와

구성요소’와 ‘주요사건’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 ‘지

속적 주제’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문학텍스트의 주제가 모두 세계

문제(global issues)를 다룬다는 점에서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평화’ ,

‘빈곤’, ‘환경’, ‘인권’의 문제가 모두 해당되며 위의 범주 구분에 속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전희옥(2006)은 학교 문화교육에서 세계시민 교육 내용

요소를 ‘인권존중’, ‘세계평화’, ‘다문화 이해’, ‘세계 문제’로 나누어 4가지를

추출하였다. ‘인권존중’과, ‘세계평화’ 요소는 ‘세계 문제’의 주제에서 중복되

는 면이 있다. ‘세계 문제’는 앞에서 Kniep가 제시한 ‘지속적 문제 주제’와

세부 주제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세계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7>과 같다.

<표-7> 세계적 문제 주제

(출처: 전희옥, 2006, p.133)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류에서 세계 문제 주제를 균형 있게 선택하되, 각

관련 하위 주제들 중에서 한 가지씩을 선정하여 문학작품을 선정할 것이

다. 본 연구의 내용요소 추출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3>과 같다.

(출처 : 도식 틀- 박혜련, 2008, p.16 / 바탕색․화살표-해당부분 연구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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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본 연구에서 적용할 내용요소 분석

학습영역 ⇨ 인간가치 세계체제
세계이슈

및 문제
세계역사

  ⇩
개념적 주제

문화 상호의존성 변화 희소성 갈등

⇑

⇙ ⇘

현상적 주제 지속적 문제 주제

행위체 구성요소 사건
평화와 안전
인권개발환경

학습내용 ⇨

‘세계 이슈와 문제’는 세계의 분쟁과 갈등문제, 평화와 안전, 개발, 환경, 인

권, 빈곤 등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세계 문제들을 다룬다. kniep(1986a)

는 세계 문제를 ‘지속적 문제 주제’로 구분하여 학년별로 독립적인 단원으

로 구성하도록 하여 전 학년에서 학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학텍스트를 통해 ‘세계 이슈와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각 학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여 세계 문제에 대한 장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세계 체제’ 영역은 세계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내용으로 경제, 정치, 환경

(생태학적), 기술 체제에 세계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계적 교

류, 범세계적인 상호의존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로 목표를 구체화 하였다.

초등학생의 인지 수준에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제들이 전반적

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범세계적

인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세계체제

속의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드러나는 문학텍스트를 선정하도록 한다. 본 연

구에서는 2차시 ‘빈곤’ 문제에서 국제기구 역할이 드러나는 작품을 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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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개관

1) 국외 연구

Guzzetti et al(1992)은 소설과 논픽션을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학생들에

개념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6학년 2개의 학급에

준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처치집단 학생들은 더 많은 개념을 요구하는

아동문학으로 학습했지만 읽기와 사회과에 대한 태도에는 의미 있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실험집단 학생들과 인터뷰함으로써 학생

들의 태도가 향상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냈다. 처치집단 학생들은 사회 교

과서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 중심 사회과 수업을 사회수업으로 보

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사회과 수업에서 단순히 문학작품

만을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이를 사회과 수업으로 인식하지 못

할 수도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국어과 수업으로 생각하여 읽기와 사회과

학습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본래 의도하고자 하는 사회과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서와 문학텍스

트와의 적절한 활용 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Vansledright & Brophy(1992)는 역사소설을 통한 역사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처치집단 4학년 10개의 학급과 통제

집단 4학년 10개의 학급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행하였다. 아동문학을 포함

하여 수업에서 사용된 대체 도서(alternative books)의 활용은 학생들의 수

업에 대한 흥미를 높였으며, 역사 이해도와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Heubach(1998)는 사회과 교육과정에 문학을 통합하였을 때 학생들의 학

습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3개의 학급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교과서만을 활용한 학급은 선다형 검사에서

문학중심수업의 학급보다 더 뛰어났다. 하지만 문학중심 수업의 학생들은

교과서만을 가지고 수업한 학급보다 자유 응답형 시험에서 더 길게

(longer), 더 복합적으로(more complex), 그리고 더 정교하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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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borate) 답했음을 발견하였다. 양적 검증에서는 두 집단사이에 학생들의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술데이터에서 학생들의 태

도는 큰 차이가 있었다. 태도에 관한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과

학급 전체 회의에서 수집한 자료에서는 학생들이 문학중심단원을 교과서중

심 단원보다 더 잘 읽었으며, 사회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향상되었음

을 밝혀냈다.

Suratinah(1999)는 사회과 수업에서 4․5학년 학생들에게 논픽션 상업서

적을 활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살펴보았다. 논픽션 서적

(nonfiction books)을 읽은 학생들은 충분한 기회를 가지며 고차사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음으로써 정보를 분석,

수집, 비교․대조, 분류를 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학생들은 그들의 읽기

능력에 맞추어 책을 읽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에서, 그

리고 추후 독서활동에서 성공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과 수업에

교과서 이외의 다른 서적( 및 상업서적)을 활용했을 때 학생들이 내용과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고차사고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국내 연구

송인영(2003)은 Rosenblatt의 독자반응이론을 역사과 수업에 도입하여

학습자 반응 중심의 역사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는 Purves와 Rippere

의 반응분류범주 4단계-참여․몰입, 지각, 해석, 평가-를 응용하여 수업에

적절한 질문을 만들고 수업 후 학습자의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역사이해도

를 살펴보았다.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는 기존 역사 교수학습에 ‘독자’, ‘텍

스트’, ‘상황’이라는 3가지 변인을 들여옴으로써 학습자가 해석과 관점을 형

성하고 탐구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사실에 학습자 자신의 의미

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수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사

회과 수업에서 반응중심이론의 다양한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김현정(2013)은 아동문학중심 다문화교육과정이 문화 간 감수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문학중심 다문화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수업에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부정-방어-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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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응-통합으로 총 6단계 중에서 ‘부정’단계에 머물렀던 학생들이 문

학을 활용한 수업 이후 ‘부정’과 ‘방어’단계를 통과하여 ‘최소화’단계로 진입

하였다. 또한 집단(처치-비교) 간 차이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별 감수성 변

화를 확인함으로써 개인별 질적 변화를 찾아냈다. 개인의 내적 요인에 따

라 문학 활용 수업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최경희(2004)는 문학경험이 아동의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토의망식 토의 수업을 실시하고, 아동의 가치 반응을 분석하였다. 사

전 검사와 비교하여 사후검사에서 문학 토의학습을 통한 한 번의 문학경험

으로도 36명 중 11명(30.56%)의 아동들에게 가치선택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발견하였다. 물질적 가치에서 정신적 가치로, 더 나아가 다른 범주의 가치

까지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문학작품을 읽고 스스로의 삶과 가치체계를

변형하고 일신시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사전에 정신적 가치를

선택한 아동이 <종이 목걸이>라는 문학작품을 경험한 후에 물질가치를 선

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난한 삶이 좋지 않다는 가치를 새롭게 형성한 것

이다. 이는 아동기의 부정적인 세계의 간접경험이 아동의 가치 형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교실 수업에서 아동문학의 여러 장르 중

현실주의 작품 활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유수옥(2001)은 반 편견 동화(Anti-bias story)에 기초한 문학적 활동이

장애 유아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역할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K시에 위치한 공립유치원 5세 아동 11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행하였

다.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사전검사에서 낮은 수용태도를 보였으나 8

주간의 반 편견 동화에 기초한 문학적 활동을 통하여 장애유아에 대한 비

장애유아의 태도와 사회적 역할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유치

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치원 밖(중재환경 밖)에서도 수용하는 태도를 갖

게 되었으며, 장애유아가 좀 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변화한 것으로 보아 문학적 활동을 통하여 장애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기회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박진환․류혜숙(2009)은 도덕과 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한 반편견․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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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다양한 문화적 가치인식과 문화적 편견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맥카티의 ‘반편견․다문화 프로그램’과 인종차별을 다룬 Harper

L.의 소설『앵무새죽이기』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맥카티의 ‘반편견․다문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탐구공동체를 모

델로 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토론을 위한 규칙 세우기, 토론을 통해 주

제 명료화하기, 실존주의 철학가인 Sartre와 문화이론가인 Anzaldua의 이

야기 제시하기, 문학작품읽기, 학생들의 삶으로 주제 끌어들이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탐구와 토론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사고, 그리고 배려적 사고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인종차별을 다룬 Harper L.의 소설『앵무새죽이기14)』는

차별과 편견, 사회의 모순을 여섯 살 난 스카웃이라는 어린 소녀의 눈으로

고스란히 그려낸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스카웃 남매와 애스커스의 삶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교훈을 배우게 된다고 밝혔다. 문학을 통해 인간이 지

향해야할 도덕적 원리를 지니고 생각하며,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되었음을 밝혀냈다.

박윤경(2006)은 민족 및 인종 편견 감소를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을 위하

여 아동 문학을 활용한 간접접촉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아동문학을 활용한

편견 감소 수업의 5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5단계는 아동의 편견

드러내기, 아동문학의 내용 이해하기, 편견을 부르는 오해 바로잡기(인지적

측면), 편견과 연결된 감정 탐구하기(정서적 측면), 활동 및 마무리로 구성

되어 있다. 아동문학을 사회과의 특정 주제에서 활용하려 할 때 필요한 선

정기준과 구체적인 수업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간 실행된 국내외 연구의 결과들은 문학 활용 수업이 사회과 수업에서

여러 개념학습 및 교과 선호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과에서 문학작품 활용수업은 다양한 주제영역에서 개념이해와 가치 형

성을 위한 활용가능성을 가늠하게 한다. 하지만 문학작품을 사회과에서 활

용한 연구는 대부분 사회과에 대한 흥미와 개념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14) 여기에서의 앵무새는 흑인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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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용면에서도 다문화․편견 교육이나 가치형성 등에

국한되어 세계시민교육에서 활용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또한 대부분 가

치․태도 영역으로 정서적인 측면을 살핀 연구가 대부분이며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3가지 영역 모두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응중심의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을 통

해, 문학텍스트를 통한 간접경험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적 자질(지식, 기능,

가치․태도영역)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4. 수업 모형 구성

사회과 수업에서의 문학텍스트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서는 전략적인 수업방식과 교사의 역할 및 교사가 사용하는 평가방법과의

연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성 관련 수업에서 문학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으

로서, 세계시민교육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앞서 살펴본

Rosenblatt(1995)이 제시한 ‘반응중심이론’의 원리를 국내의 교수-학습 환

경에 적절하게 구안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 반응중심이론의 이론적 토대로

구심적 역할을 해 온 경규진(1993)의 모형을 토대로 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4>로 큰 틀을 파악하는 선에서 경규진의 반응중심 수업모형을 확인

하고, 사회과 수업에서 세계시민교육에 적합한 문학 활용 수업절차를 설계

하겠다. 각 단계의 구체적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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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반응중심 문학수업 모형

<1단계>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반응의 형성)

(1) 작품 읽기

심미적 독서 자세의 격려

텍스트와의 거래 촉진

1차시

⇩

<2단계>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반응의

명료화)

(1) 반응의 기록

짝과 반응교환
(2) 반응에 대한 질문

반응을 명료히 하는 탐사질문

거래를 입증하는 질문
반응의 반성적 질문

반응의 오류에 대한 질문

2차시
(3) 반응에 대한 토의(또는 역할놀이)

짝과의 의견교환
소그룹 토의
전체토의
(4) 반응의 반성적 쓰기

반응의 자유 쓰기
반응의 자발적인 발표

3차시
⇩

<3단계>

텍스트와 텍스

트의 상호관련

(반응의 심화)

(1) 두 작품의 연결

(2)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

(출처 : 경규진, 1993, 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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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반응의 형성)

이 단계의 초점은 우선 학생들이 심미적 독서를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다.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선입관이나 어려운 어휘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학생 체험과의 거리 등으로 학생들이 텍스트 이해하는데 방해

가 되는 요인들을 줄여나가는 활동을 한다.

다음으로는 텍스트와 학생의 일차적 거래를 촉진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문학으로서 다루어야하며 특정 주제에 관한 논문 읽기와 같이

정보 찾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독서가 학생들 자신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심미적 읽기를 하여야 하며 정보나 지식의 습득

을 위한 원심적 독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경규진, 1993, p.127).

2) 학생과 학생과의 거래(반응의 명료화)

(1) 반응의 기록

경규진(1993)은 문학수업에서 학생들이 독서 후 그 작품이 자신에게 일

으킨 기억, 느낌, 제시된 관념 등에 대한 반응을 약 5-10분 정도 일정한 형

식 없이 간단히 쓰도록 하였다. 단순히 읽은 것을 요약하기보다 문학텍스

트와 자신의 삶을 관련시키는 내용,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단어와 부분, 등

장인물에 대한 느낌 등을 쓰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수준

에서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혼동할 것으로 예상하여

Cox(1996, p.254)의 질문 유형 중 심미적 질문15)을 반응일지(response

journals)16)에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읽기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5) 박태호(1995)는 cox(1996, p.254)의 질문유형 중 심미적 질문을 반응일지에 제시하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사용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독서하면서 무슨 생각(느낌)이 들었는가?

 •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 이야기에서 궁금한 점은?

 • 이 이야기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 이 이야기에 대해 무엇이든 쓰고 싶은 것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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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에 대한 질문

경규진(1993)은 학생들의 반응을 고양시키기 위한 문학 교수-학습에서의

질문형태를 고찰하여 네 유형(반응을 명료히 하는 탐사질문, 거래를 입증

하는 질문, 반응의 반성적 질문, 반응의 오류에 대한 질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 범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Purves와 Rippere(1968)의

반응 유형으로 질문형태를 구성할 것이다. 이는 ① 참여-몰입 ② 지각 ③

해석 ④ 평가로 분류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희정,

1999, p.34-35에서 재인용).

① 범주1 : 참여․몰입 - 필자가 그 작품에 몰입된 것을 나타내는

진술이며, 독자에게 준 정서의 자극의 정도, 독자에게 일어나 흥미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술들이다(예: “참 재미있다”, “감동적이었다” 등).

② 범주2 : 지각 - 작품 그 자체를 기술하는 진술들이다. 예를 들어

작품 내용을 다시 진술하거나 내용을 요약하거나 형식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언급하거나 작품의 역사적 배경 등에 관해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예 : “주인공의 이름은--이다”, “이 작품의 작자는 --이다”, “작품은

--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등).

③ 범주3 : 해석 - 텍스트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일반화하려는 것이

다. 이 진술은 텍스트 자체에서 다루었던 것보다 문제를 더 포괄적이

고 폭넓게 다루는 것이다(예 : “이 작품에서 이 장면은 이러이러한 것

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 등).

④ 범주4 : 평가- 작품의 특징에 대한 판단이다. 평가는 단순하거나

허술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정교한 기준에 의해서 복잡하게 분석하는

평가일 수도 있다(예 : “이 작품은 --면에서 훌륭하다”, “이런 점은 미흡하다”

등).

16) [부록7], [부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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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ves와 Rippere의 반응 범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세계 문제를 다루는

문학텍스트를 읽고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교사의 질문으로 변형해보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본 연구에서의 반응범주에 따른 교사의 질문

반응범주 교사의 질문

①범주1

:참여․몰입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였니?”

“이 작품이 무엇을 느끼게 하니?”

② 범주2 : 지각

“이 장면에서는 인물이 무슨 행동을 하니?”

“이 작품은 어떠한 세계 문제가 드러나니?”

“이 문제는 어떠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니?”

“왜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니?”

③ 범주3 : 해석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단어는?”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은?”

“이 작품에서 이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니?”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

는 것일까?”

④ 범주4 : 평가

“너는 이 작품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너는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A라는 친구는 이 장면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너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3) 반응에 대한 토의( 및 역할놀이)

문학에서의 토의는 작은 그룹형태에서 시작하여 짝과의 의견교환, 소그

룹 토의, 전체토의로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경규진, 199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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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토의로 바로 나가지 않고 참여 학생의 발

화 기회를 늘이기 위하여 4~5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형태로 구성하였다.

문학에서의 토의는 일반적인 다른 수업에서의 토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반

응중심 학습에서의 토의는 참가한 학생들의 생각이나 견해의 옳고 그름의

시비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반응

을 나누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앞의 글, P.140). 게다가 본 연

구에서는 네 차시에서 모두 토의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인권’ 주제에서는

역할놀이, 즉흥극, 극화 등으로 변형하여 학생들이 직접 작중 인물이 되어

자신의 반응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토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앞서

작성한 반응일지(response journals)와 비교하여 토의를 통해 새로 형성한

반응에 대하여 ‘처음의 생각이 변했는가?’, ‘작품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

었는가?’. ‘자신의 첫 반응을 확신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반성하도

록 하였다.

(4) 반응의 반성적 쓰기

경규진이 제시한 반성적 쓰기는 ‘긴 반응쓰기’이다. 문학에서 긴 반응 쓰

기는 무방향 자유 반응 쓰기와 단서가 제시되는 반응쓰기로 분류될 수 있

다. 단서가 제시된 반응쓰기는 사고에 방향과 목적을 주어 학생들이 단서

없이 반응하는 것보다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무방

향 자유 반응쓰기는 학생들의 탐구를 독려하며 사고를 제한하지 않는 특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생이므로 지나친 쓰기 과제의 부

담을 느끼지 않도록 ‘무방향 자유 반응쓰기’를 택하여 짧고 간단한 쓰기로

대체하였다. 경규진은 반성적 쓰기를 반응의 명료화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반응의 심화 단계로 옮겨 ‘반성적 쓰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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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반응의 심화)

반응의 심화 단계에서의 활동은 두 작품의 연결, 텍스트 상호성

(intertextuality)의 확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두 작품의 연결’은 학생들의

반응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작품과의 관련을 맺는 것이다. 다음으로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는 앞서 두 작품을 연결하여 읽은 후 같은 주제를

담은 소설을 찾아 읽을 수도 있으며, 다른 학생들은 같은 작가의 다른 소

설을 읽을 수도 있다. 어떤 학생은 문학영역 밖의 심리․사회과학 영역의

서적을 읽기 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에 관심이 생긴 학생은 그 저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작품이 생산된 시대의 역사에 새로운 흥미

를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의 경우 ‘반응의 심화’는 기존 교

실 수업에서 더 발전된 형태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외에도 자기 주도적으로 세계 문제를 자각하고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학생 스스로 세계 문제를 다룬 문학작품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더 많은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의 차이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다른 문화 배경의 문학을 조사하고 공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의 심화’ 단계에서 두 작품의 연결이나, 텍스

트 상호관련성 찾기가 제한 시간 내에 초등학생의 인지수준에 난이도가 높

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대체하였다.

•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 토의를 통해 작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바뀐 생각 써보기  
•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께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담은 편지     

   쓰기 
• 세계 문제(인권, 평화, 환경, 빈곤 문제)에 관한 문학작품 조사하기
• 세계 문제(인권, 평화, 환경, 빈곤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생각해보기
지금까지 Rosenblatt의 반응중심이론을 우리나라의 교수-학습 상황에 맞

게 설계한 경규진(1993)의 반응중심 수업모형 각 단계를 살펴보았다. 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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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본 연구에서의 문학 활용 수업절차

반응 형성을 위한 준비
•텍스트에 대한 동기유발하기

•스키마 형성하기

⇩ ⇩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반응의 형성)

• 심미적 자세로 읽기

-관련 경험 생각하면서 읽기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하면서 읽기

• 반응의 기록

-반응일지(response journals)쓰기

⇩ ⇩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래

(반응의명료화)

• 반응에 대한 질문

-참여․몰입적 질문

-지각적 질문

-해석적 질문

-평가적 질문

⇩ ⇩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반응의명료화)

• 반응에 대한 토의( 및 역할놀이)

-소그룹 토의준비 및 안내

-토의화제 선정 및 화제에 대한 토의

⇩ ⇩

반응의 확장 및 심화

• 반응의 반성적 쓰기

-작품에 대한 느낌, 반응, 생각 쓰기

• 학급전체 대상 발표

호(1995, p.345)는 좀 더 단순화한 적용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반응의 명료

화’ 단계를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단순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품읽기->반응의 기록->간략한 질문->소그룹 토

의(역할놀이)->쓰기’의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수업절차를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본 수업절차를 초등학교 40분 수업(1차시)에 모두 수행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학 1권 당 80분을 1차시로 하는 활동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문학 활용 수업절차는 다음 <그림-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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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변인

1) 종속변인

종속변인의 각 구성요소와 세부항목 추출과정은 앞의 Ⅱ장에서 기존 논

의들을 고찰함으로써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추출한

종속변인(세계시민성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세부요소를 다룬 기존 연

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인의 조작적 개념을 좀

더 보충하여 기술하겠다.

(1) 지식 영역

본 연구에서 세계시민성의 지식 영역은 두 가지 항목으로 ‘세계 문제에

대한 지식’과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이다.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은 해당 교과서 단원의 내용과 본 연구에서 선정

한 문학텍스트의 공통된 주제와 문제로 선정하여 세계 문제에 해당하는

‘평화, 빈곤, 인권, 환경’에 대해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계 문제를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선정한 까닭은 세계 교육(Global education)의 내용영역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였음을 앞서 Ⅱ장의 지식요소 추출과정에서 제시하였다. 모경환․최

유리(2003)는 문제 중심 학습이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태도 변화에도 전통

적 수업방법에 비해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문제와 이슈 중심(problems

and issues focused)이 아닌 주제(theme) 중심으로 내용이 다뤄질 경우 본

연구에서 지양하고자 하는 인지적인 측면에 치우친 학습이 될 가능성이 있

다. 김경은․이나라(2012) 역시 학생들이 세계 문제를 들여다봄으로써 자신

의 삶과 세계의 삶을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세계 문제를 중심으로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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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문제를 중심내용으로 하여 학습모형을 설계하였다.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은 ‘세계문제의 상호의존성 이해’와 ‘국제

기구의 역할 인식’ 정도를 측정하며, 각 2문항 씩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박남수․정수권․서경석(2007)은 초등학생들의 세계시민성 육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계교육모형의 설계에 있어 ‘지구촌 사회의 연계와 상

호의존 관계의 발전’을 첫 번째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자신의 일상생활, 경

험과 외부 세계와의 관련성 이해는 지구촌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세

계의 여러 문제를 상호의존적인 구조적인 관계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전숙

자․이인표(1999)는 국제화 교육의 대응 방식의 하나로서, 전 세계 문제들

을 개별국가나 몇몇 국가들의 관심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국제체제(국제

기구, 국제통상, 사회체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인지

수준에 맞추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국제기구들(UN, 국제엠네

스티 등)로 범주를 좁혀 살펴보기로 한다.

(2) 기능 영역

본 연구에서 세계시민성의 기능 영역은 두 가지 항목으로 ‘정보처리기술’

과 ‘의사소통능력’이다.

‘정보처리기술’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정보 획득’,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

는 문제에 관한 글을 읽고 요약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정보 조직’, 세계 여

러 나라에 관한 글을 읽고 수집한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정보 활용’으로 각각 1문항씩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eater(1990)는 세계시민교육의 기능요소의 중 판단(judgement)영

역으로 ‘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 비판적 사고력’을 제시하였다. Crick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반응중심 수업모형은 텍스트와의 거래, 반응일지(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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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s)의 기록을 통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수업에서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는 문학텍스트를 읽어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능으로 판단된다.

‘의사소통능력’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 및

대화의 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능력’과, 여러 다양

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묻는 ‘표현력’으로 각 2문항씩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계

문제 혹은 이슈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은 세계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

으로 참여하기 위한 시민적 자질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용하다(김경

은․이나라, 2012, P.237). 물론 본 연구에서는 찬반을 가르는 토론의 형식

이 아닌 학생 자신이 텍스트와의 거래를 통해 형성한 반응을 서로 공유하

는 활동에 가깝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거래를 통하여

각자 형성한 다른 반응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있다.

(3) 가치․태도 영역

본 연구의 가치․태도 영역은 두 가지 항목으로 ‘세계지향성’, ‘문제해결

에 대한 참여의지’이다.

‘세계지향성’은 ‘세계문제해결에 있어 상호 협력적 태도’와 ‘인류공동체로

서의 의식’을 묻는 2문항과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를 묻는 2문항으로 총 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5)는 아동들이 세계 지향적

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참여하는데 다소 소극적이라고 보

고하였다. 조문주(1997) 또한 초등학생 4, 5, 6학년의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과 태도 조사에서 세계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세계지향적인 의식과 세

계문제를 해결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통계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하지

만 두 연구의 시기가 모두 1990년대라는 한계가 있다. 최근 초등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망 발달과 해외여행 경험의 증가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세계 문제를 보다 가까이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로 매일 접하는 세계 소식들을 통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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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문제에 해결에 있어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다 성숙

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상호의존적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학생들의 세계지향성 수준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전호윤(1998)은 글로벌 시각을 높이는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서 kniep(1986a)가 제시한 글로벌 시스템 영역의 중심 개념인 상호의존성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학생들이 변화해 가는 사회의 제 현상 속에서

시스템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환경 구성요소와의 관계

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상호 의존성’ 개념이 중요하다고 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및 체제라는 구체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초

등학생의 인지수준에 맞추어 ‘상호의존, 상호협력, 인류공동체로서의 가

치․태도’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는 ‘평화’, ‘빈곤’, ‘환경’, ’인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자신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의

지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각 1문항씩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혜영

(2006)은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실태 분석을 위해 개발한 ‘세

계시민의식 실태조사지’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를 묻는 문항17)으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혼혈 친구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다면 차별 없이

대할 것이다’를, 환경문제와 관련한 문항으로는 ‘나는 급식을 먹을 때 음식

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 한다’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세

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제

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4가지 세계 문제들

(평화, 빈곤, 환경, 인권)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를 묻는 문

항을 구성하였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은 ‘반응 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이며,

처치집단에는 반응 중심의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을, 비교집단에는 강의식

17)신뢰도계수 .6113 (신혜영, 2006, p.48)



- 60 -

교과서 활용 수업으로 실험설계를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2학

기 사회 교과서의 <Ⅲ.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단원을 선정해 해당

단원의 학습에 적합한 문학작품을 선정하였다.

문학작품은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예술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반

응중심이론에 근거하여 심미적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심미성을 바

탕으로 창작된 언어예술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경환(2008, pp.69-70)이 제시

한 ‘사회과 수업에서의 예술 활용 기준’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는 사회과

수업에서 예술작품이 지녀야할 요소로 인지적․맥락적 적합성, 핵심적인

사회과 내용이나 주제와의 연관성, 다양한 예술양식들 간 보완적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자료의 제시 및 교사의 발문과의 조화, 구조적․표현적인

질의 우수성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든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수준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개인적 특성(문해 능력, 선호하는 문

학작품의 종류 등)에 구애받지 않으며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이해와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화, 빈곤, 인권, 환경’을 주제로 하며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인지적인 수준에 적합하

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별 주요 내용 요소18)’와 연관성이 있으

며, 세계 문학대회 수상작 및 교육기관 추천도서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

가 높다고 평가받는 작품들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서교육 전문가 1

명과 교사 3명19)의 검토를 거쳐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문학작품 선정 후 Rosenblatt(1995)이 제시한 ‘반응중심이론’의 원리를 토

대로 본 연구에서 구안한 수업모형에 따라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1차시

마다 한 가지 세계 문제를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의 특정 부분을 교사가 발췌

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며, 전체적인 줄거리는 도입부분의 ‘반응 형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제시하도록 하였다. 처치집단에 적용할 지도안20)을 작성하여

처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도서와 학습주제는 다음 <표-9>와 같다.

18) 대단원 <Ⅲ.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의 2주제-‘세계화와 우리 생활’에서는 세계화의 쟁점사

례를, 4주제-‘통일과 인류 공동 번영의 길’에서는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을 주제별 주요 내용 요

소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1, p.215). 

19) 초등국어교육 전공자 1명, 초등사회교육 전공자 2명(연구자포함)

20) [부록 3], [부록 4], [부록 5], [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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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선정도서와 학습주제

차시 중단원 도서명/저자/연도/출판사
학습

주제

장르/

기타사항

1

차

시

2.세계화

와 우리

생활

《아프리카수단

소년의 꿈》

앨리스미드 지음,

김상희 옮김

(2007).

내 인생의 책

•평화

realistic

f ic t ion /

어린이

도서연구회

추천

2

차

시

2.세계화

와 우리

생활

《왜 세계의 절

반은 굶주리는

가?》

장 지글러 지음,

유영미 옮김

(2007).

갈라파고스

•빈곤

nonfiction

book /

어린이

도서연구회

추천

3

차

시

4.

통일과

인류

공동번

영의 길

《천둥아, 내

외침을들어라》

밀드레드 D. 테일러

지음,

이루리 옮김

(2004).

내 인생의 책

•인권

-인종

차별

realistic

fiction/

1977년

뉴 베 리

(Newbery

Award)

수 상 작

4

차

시

4.

통일과

인류

공동번

영의 길

《날씨 전쟁》

토니브래드먼 지

음,

최석운 그림

김영선 옮김

(2013). 사파리

•환경

realistic

f ic t ion /

도서기관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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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반응중심 문학 활용 세계시민교육 수업 예시

반응 형성을 위한 준비

•텍스트에 대한 동기

유발하기

•스키마 형성하기

-‘마틴 루터 킹’의 연설 동영상 시청하기

인종차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발표하기

-삽화를 통해 이야기의 내용 예상하기

『천둥아, 내 외침을 들어라』줄거리 듣기

⇩ ⇩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반응의 형성)

•심미적 자세로 읽기

•반응의 기록

-관련 경험 생각하면서 읽기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하면서 읽기

-인물의 행동을 생각하며 읽기

-반응일지(response journals) 쓰기

․ 독서하면서 무슨 생각(느낌)이 들었는가?

․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 이야기에서 궁금한 점은?

․ 이 이야기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 이 이야기에 대해 무엇이든 쓰고 싶은 것을

쓰시오.

⇩ ⇩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래

(반응의명료화)

• 반응에 대한 질문
-참여․몰입적 질문

․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였니?”

-지각적 질문

․ “이 작품은 세계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드러나니?”

․ “흑인 아이들이 지저분한 교과서를 배부 받고,

본 연구에서 구안한 수업 모형에 따라 ‘인권’ 문제 (도서:『천둥아, 내 외

침을 들어라』)의 수업 절차를 다음 <그림-6>에 예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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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를 타지 못하는 까닭은 어떠한 배

경으로 일어난 것이니?”

․ “주인공 캐시(Cathy)는 이 장면에서 어떻

게 행동하고 있니?”

-해석적 질문

․ “이 책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장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 “이 작품에서 이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니?”

-평가적 질문

․ “너는 인종차별의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캐시와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니?”

․ “A라는 친구는 흑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끌려오게 된 것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너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 ⇩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반응의명료화)- 두 활동 중 택1 가능

•등장인물이 되어

인터뷰하기

-‘깜둥이’로 취급받아 더럽고 낙서 가득한 교과서

를 배부 받은 리틀맨

-흑인이라는 이유로 웰러스 상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로건가족

-비폭력 운동을 벌인 캐시의 아버지와 삼촌

•주인공이 되어

역할놀이하기

-리틀맨, 스테이시, 캐시, 크리스토퍼 존, 티제이

가 되어 역할극 해보기

-내가 직접 인종차별의 문제를 겪는다면?

⇩ ⇩

반응의 확장 및 심화

•반응의 반성적 쓰기

•학급전체 대상 발표

-작품에 대한 느낌, 반응, 생각 쓰기

-인권(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다른 문학작품

조사계획 세우기

-학급 전체 대상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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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설정된 독립변인 외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은 성별, 사회과목 성적, 국어과목 성적, 사회교과 선호도, 외국방문

경험 등이다.

김용찬․박정훈(2007)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세계시민적 자질이 지

식, 기능, 가치․태도 세 가지 전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남학생보다 여학생

이 더 높게 나와 여학생의 세계시민적 자질의 수준이 더 높음을 밝혔다.

구정화(2008)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활동을 하였을 때,

세계이해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사전․사후 검사

모두 여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과목 성적’ 뿐만 아니라 ‘국어과목 성적’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본 연구의 독립변인이 문학텍스트라는 점에서

이를 읽어내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어과에서 요구되는 학업능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선호교과목’에 따른 세계시민적 자질은 지식, 기능 영역에서는 사회과를,

가치․태도 영역에서는 영어과 다음으로 사회과를 좋아하는 학생이 가장

높게 나왔다(김용찬․박정훈, 2007). 따라서 사회교과를 선호하는 수준에 따

라서 세계시민적 자질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은림․선광식(2007)의 연구에서는 ‘외국방문경험(해외여행 및 외국생

활)’이 많을수록 지구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유화진(199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해외여행이 개인의 대인관계나 진로 결정

에 매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해외여행과 외국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외국방문경험의 범주로 설

정하여 외국 방문(체류) 기간을 5단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총 5가지 변인이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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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계
처치 집단(문학텍스트 ‧ 반응중심수업) 37 39 76
비교 집단(교과서 ‧ 강의식 수업) 39 35 74

합계 76 74 150

구분 인원수(비율)

성별 남 76(50)

2. 연구 절차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초등사회과에서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세계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E초등학교 6학년 6개 학급 152명(남

학생 77명, 여학생 7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 문학텍스트 활

용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한 번이라고 결석을 하거나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케이스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사후 결과처리에서

는 6학년 6개 학급 총 150명이 유효한 표본으로 처리되었다.

<표-10> 연구 대상

다음 <표-11>은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152명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빈도에 따라 나타낸 자료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사회성적,

국어성적, 사회과목 선호도, 외국방문경험 등을 정리하였다. 아래 응답 사

례 가운데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2명의 설문지

는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11> 연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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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74(48.7)

2(1.3)결측

사회과목 성적

64점 이하 2(1.3)

65점~74점 15(9.9)

75점~84점 30(19.7)

85점~94점 39(25.7)

95점 이상 64(42.1)

결측 2(1.3)

국어과목 성적

64점 이하 3(1.9)

65점~74점 5(3.3)

75점~84점 24(15.8)

85점~94점 64(42.1)

95점 이상 54(35.6)

결측 2(1.3)

사회교과

선호도

매우 좋아한다 19(12.5)

좋아하는 편이다 51(33.6)

그저 그렇다 42(27.6)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28(18.4)

매우 싫어한다 10(6.6)

결측 2(1.3)

외국방문경험

없음 85(55.9)

3개월 미만 45(29.7)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3.3)

6개월 이상-1년 미만 3(1.9)

1년 이상 12(7.9)

결측 2(1.3)

합계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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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G1 O1        X1            O2
G2 O1         X2  O2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 유무로 설정하였으

며, 사전검사 실시 후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에 4차시에 걸쳐 실험처리를 하

였다. 사전검사 문항과 동일한 항목의 검사지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설계를 정리하면 <표-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12> 연구 설계

G1 : 처치집단 G2 : 비교집단

O1：사전검사 O2：사후검사

X1：문학텍스트 반응중심수업

X2 : 교과서 강의식 수업

3) 실험 절차

본 연구주제는 2013년 8월에 선정되었으며, 관련 연구 검토 및 수업 설

계 과정을 거쳐 2013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4주간 실험이 진행

되었다. 사전검사는 11월 둘째 주 6일부터 11월 7일까지 3학급에 순차적

으로 실시되었고, 사전검사 실시 후 4주에 걸쳐 4차시의 수업(주당 1차시

(80분), 총 4회)이 이루어졌다. 수업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여 각

각 ‘반응중심의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과 ‘교과서텍스트를 활용한 강의식

수업’을 처치하였다. 엄밀한 검증을 위하여 수업 해당 차시와 내용을 동일

하게 선정하였고, 같은 시간동안 수업을 진행하였다. 4차시의 수업이 마무

리 된 12월 첫째 주에 6개 반(152명)에 걸친 최종적인 사후검사가 실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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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연구 
검토 ⇒

도서선정 
및 

수업설계
⇒ 사전검사 ⇒

4차시 수업 
⇒ 사후검사처치

집단
비교
집단

2013.6.
~2013.9

.
2013.9.~
2013.10 2013.11 2013.11 2013.12

<그림-7> 실험연구의 절차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세계시민성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세

계시민성 측정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지21)의 내용과 구성

항목은 동일하나, 무성의한 응답을 방지하고 질문자의 의도를 응답자가 파

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항 순서를 재배열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신현국(1998)이 교육관련 전문직 종사자 75명을 대상으로

세계교육의 지식, 태도, 기능 영역의 목표를 중심으로 추출한 ‘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한국청소년개발원(김선미․남경희, 2003, p.75)

에서 개발한 설문문항을 선별하여 초등학생의 수준에 적절하게 수정하였

다. 특히 가치․태도 영역의 설문 문항은 신혜영(2006)이 개발한 ‘세계시민

의식 실태조사지’에서 해당내용을 추출하였다.

설문 형식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영역별로 점수화하

였다. 각 문항이 측정하려는 특성에 대하여 5단계로 평가척도를 나열하였

으며, ‘아주 그렇다’가 5점, ‘그렇다’가 4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지 않다’

가 2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이다. 반대의(부정적) 질문을 한 경우에는

‘아주 그렇다’가 1점, ‘그렇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지 않다’가 4점,

21)【부록1】,【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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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영역 자질요소 문항번호 Cronbach α

종속

변인

지식

1.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1, 3, 6, 8 .602

2.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4, 7, 9, 11 .572

기능

3. 정보처리기능 5, 10, 13 .604

4. 의사소통능력
12, 14, 17,

20
.795

가치
․
태도

5. 세계지향성
2. 15. 18.

22*
.644

6.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16, 19, 21,

23
.603

통제

변인

성별 24 -

사회과목 성적 25 -

국어과목 성적 26 -

사회교과 선호도 27 -

외국방문경험 28 -

‘전혀 그렇지 않다’가 5점으로 역코딩하여 처리하였다. 정보처리기능의 문

항수가 3문항으로 다른 요소(4문항 씩)들과 다르므로 평균값으로 처리하였

다.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13>, <표-14>와 같다.

<표-13> 사전검사 설문지 구성 및 신뢰도

*표시는 반대 질문을 한 경우로 통계분석 시 역코딩 처리함

- 문항이 하나이므로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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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영역 자질요소 문항번호 Cronbach α

종속

변인

지식

1.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1, 2, 6, 10 .760

2.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3, 11, 12,

16
.726

기능

3. 정보처리기능 4, 9, 14 .751

4. 의사소통능력
7, 17, 20,

22
.814

가치
․
태도

5. 세계지향성
8, 13, 19,

21*
.623

6.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5, 15, 18,

23
.668

<표-14> 사후검사 설문지 구성 및 신뢰도

*표시는 반대 질문을 한 경우로 통계분석 시 역코딩 처리함

설문지에 포함된 척도 중 사전 검사의 지식영역에서 ‘세계체제 및 상호

의존성 이해’에 대한 질문을 한 문항의 Cronbach α 값이 일반적으로 연구

에서 인정하는 수준22)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체제 및 상호의

존성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은 세계문제의 상호의존성 인식에 관한 2문항,

국제기구에 대한 지식을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연구의 특

성상 Cronbach α 값이 낮을 수 있음을 밝힌다.

22) 0.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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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세계시민성 함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기법을 채택하였

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1.0 한글프로그

램을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통제변

인들(성별, 사회과목 성적, 국어과목 성적, 사회교과 선호도, 외국방문경험)

을 통제한 상태에서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괄투입방식(Enter)으로 변수를 투입하였다. 독립변

인과 통제변인 중에서 범주형 변인인 ‘집단’과 ‘성별’은 더미변인으로 처리

하였다.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i = a + b1X 1 + b2X2 + b3X 3 + b4X 4 + b5X5 + b6X 6 + b7X 7 + e

Y : 사후 세계시민성

Y1 :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Y2 :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Y3 : 정보처리기능

Y4 : 의사소통능력

Y5 : 세계지향성

Y6 :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a : 상수

X1 : 사전 세계시민성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정보처리기능, 의사소통능력, 세계지향성,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X2 : 집단 (반응중심 문학 활용수업 : 1, 강의식 교과서 활용수업 : 0)

X3 : 성별(남 : 1, 여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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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 : 사회과목 성적23)

X5 : 국어과목 성적24)

X6 : 사회교과 선호도25)

X7 : 외국방문경험26)

e : 오차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X2이다. 따라서 연구 가설이 ‘X2가 Y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라고 할 때, X2의 회귀 계수인 b2의 유의도에 따라 가설을 검증

할 수 있다. 즉, 독립변인인 X2가 종속변인인 Y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계수 b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23) 64점 이하=1, 65점 이상 74점 이하=2, 75점 이상 84점 이하=3, 85점 이상 94점 이하=4, 95점 

이상=5 

24) 64점 이하=1, 65점 이상 74점 이하=2, 75점 이상 84점 이하=3, 85점 이상 94점 이하=4, 95점 

이상=5 

25) 매우 좋아한다=5, 좋아하는 편이다=4, 그저 그렇다=3,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2, 매우 싫어한다

=1

26) 없음=1, 1개월 미만=2, 1개월 이상-3개월 미만=3, 6개월 이상-1년 미만=4, 1년 이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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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초등 사회과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검증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인과 종속변인의 사전검

사에 대한 티 검증(t-test)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처치

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대응표본 티 검증(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독립변인에 의해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집단 간 동질성 분석

본 절에서는 사전검사를 분석하여 두 집단이 동질적인가를 확인하도록

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본 실험은 연구자가 재직하는 공립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무선할당을 통한 집단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

다. 따라서 본 절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인된다면

무선할당과 비슷한 정도의 집단 구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 통제변인 사전검사 비교

실험처치에 들어가기 전 두 집단 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치집

단과 비교집단 간 사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통제변

인을 먼저 살펴보면 성별, 사회과목 성적, 국어과목 성적, 사회교과 선호도,

외국방문경험으로 총 5가지이다. 이 중 성별은 x검증 방법으로 분석하였

으며, 나머지 4변인은 연속 변인이므로 t-test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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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표-15>, <표-16>과 같다.

<표-15> 집단별 통제변인 사전검사(성별 변인 제외)

항목 (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처치집단 비교집단

사회과목 
성적 3.961(1.113) 4.014(1.041) -.053 -.301 .764

국어과목
성적 4.053(.965) 4.095(.863) -.042 -.281 .779

사회교과
선호도 3.421(1.086) 3.473(1.023) -.052 -.301 .764

외국방문
경험 1.724(1.127) 1.770(1.199) -.190 -.245 .807

<표-16> 집단별 통제변인 사전검사(성별 변인)

성별
x = .242

df = 1
p = .623

남자 여자 계

집단
처치집단 37 39 76
비교집단 39 35 76

계 76 74 150

t-test 분석결과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평균차는 첫째 사회과목 성적

에서 -.053점(p=.764), 둘째 국어과목 성적에서 -.042(p=779), 셋째 사회교

과 선호도에서 -.052(p=.764), 넷째 외국방문 경험에서 -.190(p=807)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평균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x검증 분석 결과 성별 변인에서는 처치집단의 경

우 남자 37명, 여자 39명으로 총 76명이며, 비교집단의 경우 남자 39명, 여

자 35명으로 총 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성별 할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유의확률이 .623으로 나타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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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실험 처치 이전에 두 집단 간에는 통제변인에 대한 차

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무선할당과 유사한 집단 구분이 이루어졌음

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동질적인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종속변인 사전검사 비교

종속변인에 대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사전 검사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 대상인 종속변인

은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정보처리능력, 의

사소통능력, 세계지향성,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로 총 6변인이다. 그 결

과는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집단별 종속변인(세계시민성) 사전검사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처치집단 비교집단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3.882
(.559)

4.044
(.562) -.162 -1.774 .078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4.128
(.477)

4.314
(.540) -.186 -.2.237 .027*

정보처리기능 3.478
(.689)

3.707
(.750) -.229 -1.949 .053

의사소통능력 3.500
(.666)

3.716
(.819) -.216 -1.772 .079

세계지향성 3.697
(.600)

3.821
(.687) -.124 -.1.174 .242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4.007
(.616)

3.997
(.677) .010 .094 .925

 (*p<.05, **p<.01, ***p<.001)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종속변인의 사전검사 결과 두 집단 간의 평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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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에서 -.162(p=.078),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에서 -.186(p=.027), 정보처리기능에서 -.229(p=.053), 의사소통능력에서

-.216(p=.079), 세계지향성에서 -.124(p=.242),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에

서 .010(p=.925)로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항목

에 있어 비교집단의 사전점수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두

집단 간 평균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반

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과 교과서활용 강의식 수업이 처치되지 이전에

두 집단 간에는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항목을 제외하고(p=.027),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항목에서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 확인되어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사실상 본 항목에서는 반응 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의 효과를 통계

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시간과 공

간으로 인해 실험 대상 선정에 있어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따져보면, 설문지의 문항을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

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세계체제와 상호 의존성

이라는 개념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세계체제 및 상

호의존성’ 항목에 관해서는 차후 더 정련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발전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2. 집단 별 사전․사후 검사 분석

세계시민성 사전검사에 대한 사후검사의 점수 향상정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처치집단(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과 비교

집단(강의식 교과서 활용수업)의 사전-사후 검사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

는 대응표본 티 검증(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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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치집단 :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

사전검사 이후 4차시에 걸친 처치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을 한 처치 집단의 세계시민성 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처치집단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확률사전검사 사후검사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3.882(.559) 4.138(.472) .256 3.508 .001**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4.128(.477) 4.148(.460) .020 .296 .768

정보처리기능 3.478(.689) 3.934(.552) .456 4.678 .000***
의사소통능력 3.500(.666) 3.915(.499) .415 4.768 .000***
세계지향성 3.697(.600) 3.967(.568) .270 3.062 .003**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4.007(616) 4.220(.489) .213 2.368 .020*
 (*p<.05, **p<.01, ***p<.001)

각 항목의 사전-사후 검사 간 점수의 평균차는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에

서 .256(p=.001),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에서 .020(p=.768), 정보처리

기능에서 .456(p=.000), 의사소통능력에서 -.415(p=.000), 세계지향성에서

.270(p=.003),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에서 .213(p=.020)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

해’ 항목을 제외하고는 5개 변인에서 모두 향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차에 대한 t점수를 통해 향상 정도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의사소

통능력(t=4.768)과 정보처리기능(t=4.678)에서 가장 큰 향상효과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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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제에 대한 지식(t=3.508), 세계지향성(t=3.062),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

의지(t=2.368) 순으로 향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t=.296)에서는 효과가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

해’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결

과의 원인으로 적절한 문학텍스트 선정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식영역의 항목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문학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

에서 세계문제 장면을 접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세계문제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진 문학텍스트를 선정함으로써 세

계체제는 서로 상호의존하지 않고 비협력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매김

했을 수 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반응중심 문학테스트 활용수업은 지식, 기능, 가치 태

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세계시민성 점수의 향상이 있으나 특히 기능영역

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비교집단 : 강의식 교과서 활용수업

처치집단에서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집단에서도 사전

검사 이후 4차시에 걸친 강의식 교과서 활용수업 실시 후 사후 검사를 실

시하였다.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세계시민성 점수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 <표-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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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비교집단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확률사전검사 사후검사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4.044(.562) 3.987(.659) -.057 -.970 .335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4.314(.540) 4.210(.622) -.104 -1.867 .066

정보처리기능 3.707(.750) 3.779(.745) .072 1.189 .238
의사소통능력 3.716(.819) 3.706(.773) -.010 -.159 .874
세계지향성 3.821(.687) 3.875(.628) .054 .879 .382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3.997(.677) 4.061(.685) .064 1.061 .292
 (*p<.05, **p<.01, ***p<.001)
각 항목의 사전-사후 검사 간 점수의 평균차는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에

서 -.057.(p=.335),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에서 -.104(p=.066), 정보처

리기능에서 .072(p=.238), 의사소통능력에서 -.010(p=.874), 세계지향성에서

.054(p=.382),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에서 .064(p=.292)로 나타났다. 발견

되는 결과 중 주목할 점은 지식 영역의 두 항목과 의사소통능력에서 교과

서 강의식 수업 이후 오히려 점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나머지 3개 항목 또한 사후 검사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평균차에 대한 t점수를 확인하여 보면 정보처리기능(t=.1.189), 문제해결

에 대한 참여의지(t=1.061), 세계지향성(t=.879) 순으로 높았으며,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의 향상 점수 t값은 -1.867로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교과서활용의 강의식 수업은 세계시민성

점수에 향상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의 실험설계에 있어 연구자가 비교집단의 수업처치에 있어 의도

치 않게 자의성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교과서의 내용이 ‘세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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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연구 독립변인 간 단순상관관계

처치
여부 성별 사회

성적
국어
성적

사회과목
선호도

외국방문
경험

처치여부 1 -.040
(.625)

-.025
(.764)

-.023
(.779)

-.025
(.764)

-.020
(.807)

성별 1 -.012
(.881)

-.170*

(.038)
.064

(.435)
.003

(.972)
사회성적 1 .589***

(.000)
.421***

(.000)
.127

(.123)
국어성적 1 .308***

(.000)
.144

(.078)
사회과목
선호도 1 .121

(.141)
외국방문

경험 1
• 상반부: 상관계수, 하반부: 유의수준 (*p<.05, **p<.01, ***p<.001)

제’를 주제로 한 것이지만 일상 교실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구성된 차시가 아니므로 수업에 대한 집중도

가 낮을 수도 있다. 둘째, 수동적인 강의식 학습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설문

에도 소홀하게 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토의활동이나 읽기활동이 주가 이

루는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활동비중이 적은 교

과서 강의식 수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이에 관해서 묻는 설문문항에 불리하

게 작용했을 수 있다.

3. 종속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하기에 앞서 독립 변인간의 상관관계

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높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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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1.820 .278 6.538 .000 
사전 세계시민성 .449 .079 .466 5.677 .000  1.536

처치여부 .189 .066 .193 2.859 .005 1.031
성별 -.045 .068 -.046 -.663 .509 1.086

사회성적 .037 .040 .080 .919 .359 1.710
국어성적 -.020 .047 -.037 -.424 .672 1.692

사회선호도 .090 .037 .193 2.425 .017 1.443
외국방문경험 -.004 .029 -.009 -.125 .900 1.076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13 .376 .345 .39910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3.618 7 1.945 12.214 .000

잔차 22.617 142 .159
합계 36.236 149

 (*p<.05, **p<.01, ***p<.001)

1) 세계시민성 전체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세계시민성' 전체에 대하여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21>과 같다.

<표-21> 세계시민성 전체 회귀분석

<표-21>에 의하면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중공산성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2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

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이 세계시민성을 37.6% 설명해주고 있으

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t=2.859, p=.005)은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성 함양에 있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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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베타(Beta)값 .193으로 변인들 중에서 세계시민성 함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가설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초등학

생의 세계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 모형’

이 세계시민성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영역 함양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다. 초등학생의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교실수업에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선호도(t=2.425, p=.017)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성별(t=-.663, p=.509), 사회성적(t=.919, p=.359), 국어성

적(t=-.424, p=.672), 외국방문경험 (t=-.125, p=.900)등은 세계시민성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

다.

2)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지식영역의 첫 번째 종속변인인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의 향상 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22>와 같다.

<표-22>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회귀분석

회귀계수(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1.968 .326 6.035 .000

사전 세계문제에대한지식 .387 .083 .380 4.655 .000 1.344
처치여부 .223 .082 .194 2.725 .007 1.027

성별 .050 .083 .043 .598 .551 1.064
사회성적 -.045 .049 -.085 -.918 .360 1.715
국어성적 .027 .057 .044 .483 .630 1.647

사회선호도 .143 .046 .261 3.113 .002 1.423
외국방문경험 .001 .035 .002 .025 .98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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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545 .297 .263 .49378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4.651 7 2.093 8.584 .000 

잔차 34.622 142 .244
합계 49.273 149

 (*p<.05, **p<.01, ***p<.001)

<표-22>에 나타난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인들이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을 29.7%(  = .297) 설명해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p<.001) 이 회귀모형이 유의한 모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p=.000).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했을 때, 반응중심 문학 텍

스트 활용수업(t=2.725, p=.007) 변인은 초등학생의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에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설명해준다. 회귀계수가 B=.223으로 이는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을 했을 때 교과서 텍스트로 강의식 수업을 했을 때보다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점수가 .223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

위가설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초등학생의 세계문제 대한 지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는 채택되었다. 또한 베타(Beta)값 .194로

변인들 중에 사회선호도(t=3.113, p=.002)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

한 평화, 빈곤, 인권, 환경에 관한 세계 문제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교과서텍스트 중심의 강의식수업과 비교했을 때 반응중심의 문

학텍스트 활용수업은 학생들의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사회선호도(t=3.113, p=.002)를 제외한 성별(t=.598, p=.551), 사회

성적(t=-.918, p=.360), 국어성적(t=.483, p=.630), 외국방문경험(t=.025,

p=.980)에서는 모두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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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1.739 .353 4.925 .000 

사전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434 .085 .410 5.120 .000  1.298
처치여부 .030 .078 .028 .387 .699 1.041

성별 .083 .079 .077 1.050 .296 1.077
사회성적 .011 .047 .022 .243 .808 1.727
국어성적 .033 .054 .056 .621 .535 1.647

사회선호도 .105 .042 .203 2.521 .013 1.310
외국방문경험 .004 .034 .008 .112 .911 1.048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545 .297 .263 .46812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3.175 7 1.882 8.589 .000 

잔차 31.118 142 .219
합계 44.292 149

 (*p<.05, **p<.01, ***p<.001)

3)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지식영역의 두 번째 종속변인인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의 향상정

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23>과 같다.

<표-23>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회귀분석

<표-21>에 나타난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인들이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를 29.7%(  = .297) 설명해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하여(p<.001) 이 회귀모형이 유의한 모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p=.000).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t=.387, p=.699)은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에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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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는 기각되었다.

이 밖의 사회선호도(t=2.521, p=.013)를 제외한 기타 변인 성별(t=1.050,

p=.296), 사회성적(t=.243, p=.808), 국어성적(t=.621, p=.535), 외국방문경험

(t=.112, p=.911)에서는 모두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정보처리기능

본 연구의 기능영역에서 첫 번째 종속변인인 ‘정보처리기능’에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24>와 같다.

<표-24> 정보처리기능 회귀분석

회귀계수(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1.992 .291 6.841 .000 

사전정보처리기능 .336 .077 .371 4.344 .000  1.473
처치여부 .238 .094 .182 2.541 .012 1.033

성별 -.069 .095 -.052 -.721 .472 1.062
사회성적 .033 .056 .054 .583 .560 1.709
국어성적 -.027 .068 -.038 -.404 .687 1.776

사회선호도 .153 .051 .246 3.037 .003 1.320
외국방문경험 .015 .042 .026 .353 .725 1.085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543 .295 .260 .56496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8.975 7 2.711 8.493 .000

잔차 45.324 142 .319
합계 64.299 14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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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에 나타난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인들이 정보처리기

능에 대해 29.5%(  = .295)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t=2.541, p=.012)은

정보처리기능에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 또한 변

인들 중에 사회선호도(t=3.037, p=.003)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회귀계수가 .238로 이는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을 했을 때 교과서 텍스트로

강의식 수업을 했을 때보다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점수가 .238점 높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초등학생

의 정보처리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학텍스트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세계 문제에 관한 문

학 텍스트를 읽으며 반응 형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내고(정보 획득), 줄

거리를 이해하고 요약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며(정보 조직),

이를 통해 얻는 정보를 실제 생활에서 세계문제 해결에 참여하는데 활용

(정보활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밖의 사회선호도(t=3.037, p=.003)를 제외한 기타 변인 성별(t=-.721,

p=.472), 사회성적(t=.583, p=.560), 국어성적(t=-.404, p=..687), 외국방문경험

(t=.353, p=.725)에서는 모두 정보처리기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의 기능영역에서 두 번째 종속변인인 ‘의사소통능력’에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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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23.861 7 3.409 12.062 .000 

잔차 40.131 142 .283
합계 63.992 149

 (*p<.05, **p<.01, ***p<.001)

<표-25> 의사소통능력 회귀분석

회귀계수(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1.712 .282 6.082 .000
사전 의사소통능력 .406 .068 .465 6.002 .000 1.357

처치여부 .302 .088 .231 3.428 .001 1.027
성별 -.076 .090 -.058 -.850 .397 1.069

사회성적 .088 .053 .145 1.663 .099 1.721
국어성적 -.048 .061 -.067 -.780 .436 1.652

사회선호도 .097 .047 .155 2.052 .042 1.292
외국방문경험 .018 .040 .032 .456 .649 1.136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11 .373 .342 .53161

<표-25>에 나타난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인들이 의사소통능

력을 37.3%(  = .373) 설명해주고 있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0).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t=3.428, p=.001)은

의사소통능력에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 또한 베

타(Beta)값 .231로 변인들 중에 사회선호도(t=2.052, p=.042)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회귀계수가 .231으로 이는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을 했을

때 교과서 텍스트로 강의식 수업을 했을 때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231

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위가설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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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2.287 .320 7.151 .000
사전 세계지향성 .319 .078 .345 4.117 .000 1.320

처치여부 .131 .087 .110 1.500 .136 1.014
성별 -.175 .091 -.147 -1.931 .055 1.092

사회성적 .074 .053 .132 1.385 .168 1.718
국어성적 -.018 .061 -.027 -.289 .773 1.652

사회선호도 .071 .050 .124 1.416 .159 1.453
외국방문경험 -.005 .038 -.009 -.121 .904 1.044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96 .246 .209 .53182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3.105 7 1.872 6.620 .000

잔차 40.162 142 .283
합계 53.267 149

 (*p<.05, **p<.01, ***p<.001)

수업은 초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채택되었다.

이 밖의 사회선호도(t=2.052, p=.042)를 제외한 기타 변인 성별(t=-.850,

p=.397), 사회성적(t=1.663, p=.099), 국어성적(t=-780, p=.436), 외국방문경험

(t=.456, p=.649)은 모두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세계지향성

본 연구의 가치․태도영역의 첫 번째 종속변인인 ‘세계지향성’에 반응중

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26>과 같다.

<표-26> 세계지향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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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2.505 .331 7.563 .000

사전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325 .074 .351 4.397 .000 1.181
처치여부 .155 .088 .130 1.764 .080 1.003

성별 -.158 .091 -.133 -1.748 .083 1.072
사회성적 .058 .053 .104 1.083 .281 1.709
국어성적 -.024 .062 -.037 -.391 .696 1.638

사회선호도 .070 .049 .123 1.428 .156 1.371
외국방문경험 -.021 .038 -.040 -.542 .589 1.031

<표-26>에 나타난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인들이 세계지향성

을 24.6% (  = .246) 설명해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t=1.500, p=.136)은

세계지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반응중

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세계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 밖의 나머지 변인들 성별(t=-.1931, p=.055), 사회성적(t=1.385,

p=.168), 국어성적(t=-.289, p=.773), 사회선호도(t=1.416, p=.159), 외국방문

경험(t=-.121, p=.904) 모두 세계지향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본 연구의 가치․태도영역에서 두 번째 종속변인인 ‘문제해결에 대한 참

여의지’에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27>과 같다.

<표-27>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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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82 .233 .195 .5360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2.380 7 1.769 6.156 .000

잔차 40.797 142 .287
합계 53.177 149

 (*p<.05, **p<.01, ***p<.001)

<표-27>에 나타난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인들이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를 23.3%(  = .233) 설명해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모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p=.000).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t=1.764, p=.080)은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 밖의 기타 변인 성별(t=-1.748, p=.083), 사회성적(t=1.083, p=.281), 국

어성적(t=-.391, p=.696), 사회선호도(t=1.428, p=.156), 외국방문경험(t=-.542,

p=.589)은 모두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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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요약 및 논의

교실 수업은 학생이 사고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학생의 적극적인 사로

를 촉진하여야 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교실 수업 내에서 교과서 텍

스트를 다루는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고와 탐구를 끌

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글로벌 시대의 세계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범세계적인 문제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보다는 먼 세상 이야기로 거리를 두게 한다. 교실이라는 물리적

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 밖의 사건이나 문

제들은 다소 생소하며, 외재적으로 겉도는 추상적인 전달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응 중심의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세계시민으로서 살아

가는 학생들에게 시․공간이 확대된 상황과 장면을 제공하며, 깊은 감정이

입과 적극적인 사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에서

그 유용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초등사회과 세계시민교육에

Rosenblatt(1995)의 반응중심 문학이론을 들여와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

용수업 모형을 구상하였으며 그것을 교실 수업에 적용하였다. 가설의 검증

을 위해 ‘세계시민성’은 기존의 세계시민교육에서 논의된 기존 선행연구들

을 고찰하여 지식, 기능, 가치․태도 영역의 세부요소를 추출하였다.

지식 영역에는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과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를, 기능 영역에는 ‘정보처리기능’과 ‘의사소통능력’을, 가치․태도 영역에는

‘세계지향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로 총 6가지 요소를 세계시민성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기능영역의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기존의 문학

교육에서 ‘문학능력(literary competence)’의 개념을 반영하여 기존의 세계

시민교육에서의 기능요소들과 공통되는 부분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은 ‘관련연구 검토→ 문학 도서선정 및 수업 설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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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시→ 4차시 수업(실험처치)→ 사후검사 실시’로 진행되었다. 처치집

단에 실시한 수업은 Rosenblatt의 반응중심 문학이론에 근거하여 경규진

(1993)이 설계한 수업모형을 본 연구에 적절하게 변형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가설은 다음과 같다.

•주가설 : 초등사회과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은 세계시민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위가설 1.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은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성 지

식 영역(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하위가설 2.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은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성 기

능 영역(정보처리기능,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하위가설 3.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 수업은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성 가

치․태도 영역(세계 지향성,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 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E초등학교에

서 약 4주 간 총 4차시의 유사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

생들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험 전의 사전 검사로 세계시

민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은 각각 3학급 씩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을 학급과 교과서 활용 강의식 수업으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에 실시된 ‘세계 문제’ 수업의 학습 주제는 ‘평화, 빈곤, 환경, 인권’

으로 동일하며 똑같이 4차시 분량의 수업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집단 간 동질성분석(t-test, 검증), 집단 별 사전 사후 검사분석

(대응표본 t-test)을 하였다. 또한 반응 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세계

시민성의 각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검증 다중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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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정보처리기능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처치여부 .223 .007** .030 .699 .238 .012*

성별 .050 .551 .083 .296 -.069 .472
사회성적 -.045 .360 .011 .808 .033 .560
국어성적 .027 .630 .033 .535 -.027 .687

사회선호도 .143 .002** .105 .013** .153 .003**
외국방문경험 .001 .980 .004 .911 .015 .725

종속변인
독립변인

의사소통기능 세계지향성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처치여부 .302 .001** .131 .136 .155 .080

성별 -.076 .397 -.175 .055 -.158 .083
사회성적 .088 .099 .074 .168 .058 .281
국어성적 -.048 .436 -.018 .773 -.024 .696

사회선호도 .097 .042* .071 .159 .070 .156
외국방문경험 .018 .649 -.005 .904 -.021 .589

 (*p<.05, **p<.01, ***p<.001)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며, 이와 비교하기 위해 교

과서 활용 강의식 수업을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통제변인)으로는 성

별, 사회성적, 국어성적, 사회교과 선호도, 외국방문경험으로 하였으며, 종

속변인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식(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 기능(정보처리기능, 의사소통능력), 가치․태도(세계지향

성,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2가지 요소로 하여

총 6가지이다.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

과, 세계시민성 전체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독립변인들이 세계시민성

을 37.6% 설명해 주며,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28>과

같다.

<표-28>다중회귀분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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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가지 요소 중에서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지식영역의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과 기능영역의 ‘정보처

리기능’, ‘의사소통능력’으로 총 세 요소로 나타났다.

첫째, 반응 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을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2.725, p=.007). 이러한

결과는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평화,

빈곤, 인권, 환경에 관한 세계 문제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교과서텍스트 중심의 강의식수업과 비교했을 때 반응중심의 문학텍스트 활

용수업은 학생들의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

라서 교사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세계 문제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문학텍

스트 활용수업을 할 경우 해당 주제를 충실하게 담아내며 학생들의 인지수

준에 적절한 도서 선정이 중요함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은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에

alpha=.05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t=.387,

p=.699).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문학텍스트를 통해 접하는

장면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주제 자체가 세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문학텍스트 또한 이러한 문

제 장면이 드러나는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의

세계체제와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설문 문항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는

데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문학작품이 빈곤

주제를 다룬 도서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에만 해당되어 비교적 충

분하지 못하게 다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은 정보처리기능에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2.541, p=.012). 이러

한 결과는 문학텍스트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세계 문제에 관한 문학 텍

스트를 읽으며 반응 형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내고(정보 획득), 줄거리

를 이해하고 요약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며(정보 조직), 이를

통해 얻는 정보를 실제 생활에서 세계문제 해결에 참여하는데 활용(정보

활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반응의 심화 단계에서 세계 문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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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다른 문학작품들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하여 정보처리기능의 향상을 가

져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은 의사소통능력에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t=3.428, p=.001). 이러한 결과는 본 수업모

형이 반응의 명료화 단계에서 ‘교사와 학생사이의 거래’의 활동으로 참여

몰입적 질문, 지각적 질문, 해석적 질문, 평가적 질문에 묻고 답하는 과정

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에서 학생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며, 학생 개인의 독자적 반응을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며 이를 명료화

하는 과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수업모형에서는 반응의

명료화과정에 토의하기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

및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존의 토의방식이 아닌 학생 각자가 만들어낸 반

응을 거래(transaction)함으로써 평소 수동적이며 비적극적이던 학생들이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은 세계지향성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t=1.500, p=.136). 주목할 점은 앞서 기각되었

던 지식영역의 두 번째 변인인 ‘세계체제 및 상호의존성 이해’에 대한 가

치․태도에 해당하는 세계지향성 변인에서 또한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세계문제를 다룬 문학텍스트를 접하며 주인공의 눈

을 통해 감정 이입된 문제 상황들이 학생들에게는 이를 극복해가고자 하는

범세계적인 상호 협력의 태도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시

각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설문 문항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신

뢰를 물었는데 세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를 국제기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섯째, 반응중심 문학 텍스트 활용수업은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t=1.764, p=.080).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문학경험과 이를 통한 세계 문제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다 하더라

도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참여하려는 의지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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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의 심화’단계에서 무방향 자유글쓰기 활동을

하였는데,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은 있었으나 이를 실천으로까지 끌

어내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자는 이외에도 주인공에

게 편지쓰기, 세계 문제를 다룬 문학작품 조사하기, 지인에게 이 작품에 대

한 자신의 감상을 담은 편지쓰기 등을 구안하여 처치하였다. 따라서 이후

의 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의 가치․태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구안하여 ‘반응의 심화’ 단계에서 실시하고 이러한

활동들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수업 시간에 실천계획을 세우고

한 주간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김경은 이나라(2012)의 연구에서는 세계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

르기 위한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수업 차시의 마지막 활동으로

자기평가 단계에서 성찰일기(After diary)를 쓰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수업

시간의 활동을 자신의 삶과 관련짓도록 하였다. 자신의 생활 습관 변화가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

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참고할 의미가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이 기능영역의 두 항목

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치·태도 영역의 두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응중심

이론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이는 연구자의 예상과 다른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연구자가 실험 수

행에 있어 각 단계를 기능위주로 처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

생들이 해당 수업 이후에 자신들이 직접 활동한 행동을 위주로 기억하여,

기능영역의 항목들을 사후검사에서 향상된 점수로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생들이 세계문제가 드러난 문학텍스트를 접하고 난 후 오히려 세

계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접함으로써, 부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문학을 통한 부정적인 세계의 간접경험

이 학생들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낸 최경희(2004)의 연구

와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실주의 문학 작품(realistic fiction)을 통

한 문제 장면을 제시함에 있어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가치와 태도를 형성

하는데 효과적인 교사의 발문 및 수업 활동을 구상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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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다음과 같은 함의

를 갖는다.

첫째, 초등사회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였

다. 교실 수업의 가장 주요한 학습도구인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문학텍스트를 들여왔으며, 반응중심 문학이론을 접목하여 그 활

용방법을 상세히 하였다. 이는 단순히 학습매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

고를 촉진하며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충분히 정규 교육과정에 내에도 도입하여 활

용이 가능하여 실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무미건조한 강의식 수업을 개선하여 사회과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끌어냄으로써 좀 더 학생 주체적인 수업

으로 개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교사에 의해 해석된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위치에서 더 나아가 세계 문제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반응을 명료화하는 과정은 능동적인 학습

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과서 텍스트의 다양성을 촉구하며 교과서 내의 문학텍스트 도입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텍스트의 다양성을 중요시하여 교육과정에도

반영되고 있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내러티브(narrative)’로서의 서

사적 문체의 도입도 충분히 세계시민교육 및 사회과 수업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야기 중심의 학습들은 학생들이 사

회현상을 맥락 속에서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발달수준을 고려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의 계속되는 연구들의 선행적 틀을 마련했

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모형은 반응중심 문학이론의 기본적인

틀을 크게 변형하지 않는 선에서 들여옴으로써 사회과수업의 특성에 맞는

모형으로 더 발전된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과 수업의 다양한 주제에서도 본 연구의 모형을 토대로 학생들

의 반응을 형성하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개발될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러한 연구들의 기본 틀로 활용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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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이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성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국어과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문학텍스트를

사회과 수업에 들여와 시․공간이 확대된 장면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

이 학습 주체로서 스스로의 반응을 형성하며, 단순 암기식의 수업형태에서

벗어나 학습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사고활동을 하도록 독려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

이고자 한다.

첫째, 보다 다양한 사회과 교육의 주제에서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의 효과

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의 주제를 ‘세계 문제’에

국한하여 실험하였다. 하지만 교실수업 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기에

한계가 있는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 수업으로 학생들의 탐구활동과 정서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어려운 다문화교육,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들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 외에도 반응 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은 다양

한 사회과교육 주제에 적합하다. 그럼으로써 사회과교육 내에서도 읽기교

육이 가능해지며, 수업 시간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서적을 통하여 사회현

상을 경험함으로써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반응중심학습을 사회과 수업에 적용할 때, 반응의 심화 및 반응의

명료화 단계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결과도 학생들의 가치․태도를 형성하기 위

하서는 더 다양하며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역할놀이, 인터뷰, 소그룹 토의, 무방향 자유쓰기 등을 사용하였으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각 단계에서의 활동 종류에 따른 효과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수업의 효과를 처치․비

교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반응 형성의 과정’과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는 반응중심이론의 특성 상 그 효과가 양적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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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research)을 통하여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이

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통합 효과에 대한 양적 검증과 기술 데이

터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던 Heubach(1998)의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각 단

계를 수행하며 학생들이 반응을 형성하고 심화해 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질적으로 기술하는 연구(qualitative research)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특정 사회과 교육의 주제에 대해 어떠한 사고의 과정을 거치며, 의미를 형

성하고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하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문학텍스트 수록 및 다양한

도서목록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단순히 명제적이며 설명적인 텍스트 형

태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의 감정이입과 자신의 반응을 형성할 수 있는 다

양한 문학텍스트의 도입은 재미있는 교과서, 읽고 싶은 교과서로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각하도록 만드는 교과서로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수업 시간 외에도 자기 주도적 학습의 교재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Rosenblatt의 반응중심 문학이론을 세계시민교육

에 들어와 적용하여 수업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Purves와 Rippere의 반

응 범주 분류를 적용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형성하여 구성주의적인 질문방

식으로 사회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응중심이론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법으로 사회과 내에서 문학텍스트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음악, 미술, 공연 등) 활용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시

사한다. 이는 사회과와 타(他) 교과와의 통합적 접근으로서 교과 간 통합

과, 아울러 수업활동에 있어 다양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의 논의를 확장하여 인문학과 다양한 예술분야의 교수이론들을 사회과

수업에 접목하는 더 많은 후속 연구와 논의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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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사전 검사용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이 세계시민성 함양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설문

지는 여러분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신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됩니다.

  질문에는 옳고 그른 정답이 전혀 없으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신만의 생각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든 질

문에 정확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 

이주화 드림

연락처: smjh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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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세계 인권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세계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협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세계 빈곤문제나 난민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아프리카에서 전쟁에 의한 문제의 심

각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세계평화는 한 국가만의 책임뿐만 아

니라 세계 공동체로서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 단체의 이름과 하는 일을 알

고 있다. 예) 유엔(UN), 국제앰네스티

① ② ③ ④ ⑤

10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한 글을 읽고 요약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국제기구는 세계인권, 지구자원, 환경

문제 등 여러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함을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 원

만히 합의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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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3
세계 여러 나라에 관한 글을 읽고 수집

한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

에서 내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깊이 실감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프리카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

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어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의 과정에 어울려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세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단

체에서 일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글을 읽고 난 후 느낌이나 생각을 친구

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

이라면 적극 참여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2

국가 간의 전쟁은 국제기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피하거나 해결할 수 없

다. 

① ② ③ ④ ⑤

23
혼혈 친구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다

면 차별 없이 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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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      ) 학년  (      ) 반  (        ) 번

■ 다음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되는 번호에 ✓ 표 하세요.

24. 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5. 본인의 가장 최근 사회 과목 성적은:

     ① 64점 이하

     ② 65점 이상 74점 이하

     ③ 75점 이상 84점 이하

     ④ 85점 이상 94점 이하

     ⑤ 95점 이상

26. 본인의 가장 최근 국어 과목 성적은:

     ① 64점 이하

     ② 65점 이상 74점 이하

     ③ 75점 이상 84점 이하

     ④ 85점 이상 94점 이하

     ⑤ 95점 이상

27. 나는 여러 과목 중 ‘사회’를 :

     ① 매우 좋아한다.

     ② 좋아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⑤ 매우 싫어한다.

28. 나는 외국을 방문한 경험(외국여행, 외국생활)이  : 

     ① 없음    

     ② 3개월 미만   

     ③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1년 미만  

     ⑤ 1년 이상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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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사후 검사용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이 세계시민성 함양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설문

지는 여러분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신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됩니다.

  질문에는 옳고 그른 정답이 전혀 없으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신만의 생각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든 질

문에 정확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 

이주화 드림

연락처: smjh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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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세계 인권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아프리카에서 전쟁에 의한 문제의 심

각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세계 빈곤문제나 난민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 원

만히 합의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깊이 실감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한 글을 읽고 요약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세계평화는 한 국가만의 책임뿐만 아

니라 세계 공동체로서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국제기구는 세계인권, 지구자원, 환경

문제 등 여러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함을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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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3
세계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협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세계 여러 나라에 관한 글을 읽고 수집

한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아프리카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

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어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 단체의 이름과 하는 일을 알

고 있다. 예) 유엔(UN), 국제앰네스티

① ② ③ ④ ⑤

17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

에서 내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

이라면 적극 참여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세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단

체에서 일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의 과정에 어울려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국가 간의 전쟁은 국제기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피하거나 해결할 수 없

다. 

① ② ③ ④ ⑤

22
글을 읽고 난 후 느낌이나 생각을 친구

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혼혈 친구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다

면 차별 없이 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 초등학교  (      ) 학년  (      ) 반  (        ) 번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18 -

학습

주제

인권 문제 

(천둥아, 내 외침을 들어라) 
차시

      1 

     4

학습 

목표

♣ 인권에 관한 소설을 읽고, 장면에 나타난 인권문제를 역할놀이로  

   표현한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 텍스트에 대한  

  동기 유발

• 스키마 형성하기

• 마틴 루터 킹의 연설 동영상 시청하기

-「"I have a dream."」

• 문학작품 줄거리 소개하기

반응의 

형성

• 텍스트와 학생  

  의 거래

• 심미적 자세로 읽기

-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등장인물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면서 읽기

• 반응 일지(response journal) 쓰기

- 이야기를 읽으면서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들을  

  간단하게 써보기

반응의 

명료화

•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래

• 참여 ․ 몰입  

  적  질문
-“이 작품이 무엇을 느끼게 하니?”

• 지각적 질문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어떤 문제  

  를 겪고 있니?”

-“이 장면에서는 인물이 무슨 행동  

  을 하니?”

• 해석적 질문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 작품에서 이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니?”

• 평가적 질문

-“A라는 친구는 이 장면이 충격적  

 이라고 했다. 너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 학생중심 역할놀이

- 모둠편성, 역할놀이 안내, 계획세우기

- 반응일지의 내용을 토대로 모둠별 역할놀이하기 

반응의 

심화

•  반응의 확장    

  및 심화

• 역할놀이를 통해 작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바뀐 생각 써보기

•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부록3】문학 활용 수업 지도안(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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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빈곤 문제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차시

      2

     4

학습 

목표
♣ 빈곤에 관한 소설을 읽고, 세계적인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한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 텍스트에 대한  

  동기 유발

• 스키마 형성하기

• 세계빈곤 퇴치의 날(10.17) 관련 동영상 

  시청하기

• 문학작품 줄거리 소개하기

반응의 

형성

• 텍스트와 학생  

  의 거래

• 심미적 자세로 읽기

-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등장인물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면서 읽기

• 반응 일지(response journal) 쓰기

- 이야기를 읽으면서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들을  

   간단하게 써보기

반응의 

명료화

•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래

• 참여 ․ 몰입  

  적  질문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였  

  니?”

• 지각적 질문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어떤 문제  

  를 겪고 있니?”

-“이 문제는 어떠한 배경에서 일어  

  난 것이니?”

• 해석적 질문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장면은?”

-“이 작품에서 이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니?”

• 평가적 질문
-“너는 이 작품이 어떻다고 생각하  

  니?”

•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 학생중심 소집단 토의

- 모둠편성, 토의 안내, 집단보상 예고

- 반응일지에 적은 내용 토대로 모둠별 토의하기 

반응의 

심화

•  반응의 확장    

  및 심화

• 토의를 통해 작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나 바뀐 생각 써보기

• 빈곤 문제에 관한 문학작품 조사계획 세우기

【부록4】문학 활용 수업 지도안(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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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환경 문제 

(날씨 전쟁) 
차시

      3

     4

학습 

목표

♣ 소설을 읽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을 찾아본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 텍스트에 대한  

  동기 유발

• 스키마 형성하기

•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 소개하기

• 문학작품 줄거리 소개하기

반응의 

형성

• 텍스트와 학생  

  의 거래

• 심미적 자세로 읽기

-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등장인물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면서 읽기

• 반응 일지(response journal) 쓰기

- 이야기를 읽으면서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들을  

  간단하게 써보기

반응의 

명료화

•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래

• 참여 ․ 몰입  

  적  질문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였  

  니?”

• 지각적 질문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어떤 문제  

  를 겪고 있니?”

-“이 문제는 어떠한 배경에서 일어  

  난 것이니?”

• 해석적 질문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장면은?”

-“이 작품에서 이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니?”

• 평가적 질문

-“A라는 친구는 이 장면이 충격적  

  이라고 했다. 너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 학생중심 소집단 토의

- 모둠편성, 토의 안내, 집단보상 예고

-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방안 찾아보기 

반응의 

심화

• 반응의 확장    

  및 심화

•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편지 쓰기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실천 다짐하기

【부록5】문학 활용 수업 지도안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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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평화 문제 

(아프리카 수단 소년의 꿈) 
차시

      4

     4

학습 

목표

♣ 수단의 내전을 겪으며 스티븐이 느낀 고통과 슬픔을 이해한다.

♣ 수단의 내전에 개입한 중국과 미국, 유엔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 텍스트에 대한  

  동기 유발

• 스키마 형성하기

• 사회과 부도에서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위치를  

  찾아본 다음 ‘수단’의 위치 찾아보기

• 문학작품 줄거리 소개하기

반응의 

형성

• 텍스트와 학생  

  의 거래

• 심미적 자세로 읽기

-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등장인물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면서 읽기

• 반응 일지(response journal) 쓰기

- 이야기를 읽으면서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들을  

  간단하게 써보기

반응의 

명료화

•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래

• 참여 ․ 몰입  

  적  질문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였  

  니?”

• 지각적 질문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어떤 문제  

  를 겪고 있니?”

-“왜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   

  니?”

• 해석적 질문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장면은?”

-“이 작품에서 이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니?”

• 평가적 질문
-“너는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니?”

•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 학생중심 소집단 토의

- 모둠편성, 토의 안내, 집단보상 예고

- 내전에 개입한 중국, 미국, 유엔에 대해 토의하기 

반응의 

심화

• 반응의 확장    

  및 심화

• 토의를 통해 작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나 바뀐 생각 써보기 

• 다르푸르 사태를 다룬 문학작품 찾아보기

【부록6】문학 활용 수업 지도안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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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 반응일지(Response journals) 활동지

♣ 글을 읽으며 드는 느낌이나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독서하면서 인물의 행동을 보며 무슨 생각(느낌)이 들었나요?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야기에서 궁금한 점은?

‣이 이야기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나

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에 대해 무엇이든 쓰고 싶은 것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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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8】 반응일지(Response journals) 정리 내용

■ 환경 문제

* 6학년 1반 권○○

나부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

용을 줄여야겠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안 쓰는 전기기구는 전원도 꺼놓아야겠

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 6학년 3반 김○○

나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나의 사소한 행동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 

* 6학년 3반 황○○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 병으로 죽은 찬드리카의 이야기가 너무 

슬펐다. 이는 단지 스리랑카의 한 아이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해야 기후변화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세계 기후 변화 협약이 잘 지켜져 나갔으면 좋겠다!

* 6학년 2반 나○○

다른 환경문제보다도 지구온난화는 나와는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었

다. 그런데 주인공 찬드리카와 아만시 남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 같다. 

* 6학년 2반 전○○

만약 계속 지구온난화가 계속되어 지구가 뜨거워진다면 최후에 어떻게 될까? 그

리고 서늘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이 되는 등 계절의 구분이 없어진다면 그로 인한 

생태계는 어떻게 바뀔지 참 걱정이다.

* 6학년 1반 이○○

스리랑카의 남매이야기를 소설로 읽으니 왠지 내가 그 아이들이 된 것 같은 생각



- 124 -

이 들었다. 말라리아 병으로 누나를 읽은 아만시가 참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날씨가 더워져 모기가 많이 생기게 과정이 궁금하다. 

*6학년 1반 김○○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잊지 않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산화탄소 줄이

기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다. 

■ 인권 문제

* 6학년 3반 김○○

백인들이 어떻게 인종 차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피부색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겠다. 

* 6학년 3반 임○○

이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흑인들의 비참함, 그 시대적 배경, 흑인들의 심정’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만약 이 시대에 흑인으로 태어났다면 자유, 인권, 권리를 빼

앗긴 삶을 한탄하였을 것 같다. 리틀맨처럼 낙서 가득한 더러운 교과서를 받았다

면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 6학년 2반 안○○

지금까지 버스나 지하철에서 흑인이나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 피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읽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인권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

 

* 6학년 1반 김○○

이 이야기를 읽고 나와 다른 아이들을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않아야겠다

고 생각했다. 얼굴색 말고도 사는 곳, 외모, 성적, 성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다. 앞으로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로 차별하지 말아야겠다.

* 6학년 2반 최○○

내가 주인공 캐시였다면 과연 똑같이 행동했을까? 매일 자신들에게 물을 튀기며 

신랄히 웃고 가던 백인학생 전용버스 운전기사에게 복수하게 위해서 구덩이를 파

는 장면에서 참 통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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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문제

*6학년 1반 강○○

나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일이 사실일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

지로 삼음으로써 건장한 남성들은 노예로 데려가 팔고, 어린아이들은 농장에서 노

동을 시키며, 자연을 훼손하며 아프리카를 황폐한 초원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

에 화가 났다. 

*6학년 1반 하○○

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다르푸르에서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총과 무기를 

들고 정부군과 반정부군에 소속되어 싸우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인공 스티

븐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지닌 것이 참 안쓰러웠다. 돌아가신 엄마의 부탁을 

잊지 않고 꼭 배워야겠다는 신념을 지닌 스티브가 대견스러웠다. 전쟁은 이와 같

이 어린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없애버리는 

재앙과 같다. 

*6학년 3반 김○○

아프리카 내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는 단지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

니라 국제사회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럽의 식민지로 인해 

자신들의 힘을 잃어버린 아프리카 땅이 불쌍하다. 하지만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

의 협조와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6학년 3반 이○○

전쟁의 무서움과 잔인함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 하나 없

는 다르푸르의 모습을 보며 평소의 작은 일에도 불평하던 내가 부끄럽다. 

*6학년 2반 오○○

수단이 산지, 사막, 열대우림, 늪지대 등으로 다양한 지리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최대 국가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 표지만 봤을 때는 단

순히 아프리카 전쟁에서 힘들어하는 소년의 이야기로만 느껴졌는데, 주인공 스티

븐 마조크의 눈으로 본 전쟁의 끔찍함은 평화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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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문제

* 6학년 1반 신○○

영국의 토머스 맬서스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산아제한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화가 났다. ‘자연도태’로 못 먹고 못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도움 없

이 죽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 6학년 3반 배○○

소말리아는 식량, 식수, 비타민 부족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장면이 충격적이었다. 소말리아에 유엔 직원들이 매일 목숨을 걸고 활동한다는 내

용을 보고 국제기구에서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 6학년 3반 박○○

세계 인구의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

하는 굶어죽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다. 기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에서 시작되었다는 부분을 보고 새로웠다.  

* 6학년 2반 이○○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일 수 있다면서 왜 기아로 굶어죽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인가? ‘자연도태’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끔찍했다. 자연의 먹이그물처럼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참 잘못된 것 같다.

* 6학년 1반 박○○

빈곤, 기아 문제는 단순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

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군벌끼리의 갈등, 내전, 불안한 사회제도, 가뭄이나 사

막화 같은 자연재해, 도로나 항만 같은 사회시설의 미정비, 유엔이나 인도적 지원 

조직의 협력을 거부하는 등의 복잡한 연결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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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 of classroom instruction is the student. But in

repetitive daily classroom instruction, social studies dealing with

social facts and phenomenon have its limit to encourage students

to think positively. Besides, it seems that Korean students (even

though they live in the global world) do not consider issues

arising all over the world as their own. They rather think these

issues are unrelated to their life.

Thus, to elementary students who have not experienced these

world issues firsthand, it is required to use the text-materials

and the teaching-learning methods that can promot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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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through positive exploration and induce empathy. In

today's classrooms, it is commonly assumed that studying the

contents in textbooks is sufficient and even everything to social

stud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students experience

various issues of social phenomenon by boosting positive thinking

and interests. Since students study within the restricted

classrooms, most concepts related to social issues remain to be

abstract for students.

As an alternative to these problems, the response-based theory

of Rosenblatt was introduced to elementary social studies and

applied to classroom instruction.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ain Hypothesis : Do elementary social studies classes using

the response-based literature text have a positive effect on

developing global citizenship?

<Hypothesis 1> Do elementary social studies classes using the

response-based literature text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knowledge domain(knowledge of global issues,

comprehension of global system and interdependence) of global

citizenship?

<Hypothesis 2> Do elementary social studies classes using the

response-based literature text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skills domain(information processing skills,

communication skills) of global citizenship?

<Hypothesis 3> Do elementary social studies classes using the

response-based literature text have a positive effe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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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value-attitude domain(world directivity, will of

particip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global citizenship?

To verify these hypotheses, a researcher performed a

quasi-experimental design for about four weeks at the 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Yuseong-gu, Daejeon. Global

citizenship was examined through a pre-test. This was given to

the 152 sixth-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hese students were

then divided into two groups, with those in the treatment group

given the classes using the response-based literature text, and

those in the control group given the lecture-type class using

textbooks. The topic performed to each group was the same as

'Global issues', and they included 'Peace', 'Poverty',

'Environment problem', 'Human rights'. And then the degree of

global citizenship was measured through the post-test.

To verify these hypotheses, statistical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1.0 program. First, to identify the homogeneity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 an independent

t-test and a  verification on the pre-test scores of 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have been conducted. An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classes using response-based literature

text and the lecture type classes using textbooks, paired t-test on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each group were conducted.

Lastly, to verify the effect of the classes using the

response-based literature text on each domain of global

citizenshi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class using the respons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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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text. The control variables were gender, social studies

exam grade, Korean exam grade, the degree of social studies

preference, and the experiences abroad. As mentioned above,

dependent variables are 6 factors, which are knowledge

domain(knowledge of global issues, comprehension of global

system and interdependence), skills domain(information processing

skills, communication skills), value-attitude domain(world

directivity, will of participation to solve the problems).

Among them, three factors(knowledge of global issues,

information processing skills, communication skill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others(comprehension of global

system and interdependence, world directivity, will of participation

to solve the problem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Implications from the study results can be made as follows.

First, response-based literature text can be applied to various

social studies topics. Reading classes can be done in social

studies by learning literature texts of diverse topics, and students

can expand their horizons encountering a wide variety of genres

after school.

Second, it is suggested that literature texts and a variety of

book lists should be included when developing textbooks. The

introduction of literature texts on the textbooks should function as

impetus which leads to empathy and active responses from

students, not merely being propositional or expository texts. Also,

it will perform a role as a material of self-directed learning,

thereby promoting students' thoughts and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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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n this study, the model of instruction was designed by

introducing the response-based theory of Rosenblatt to global

education. And besides, the response category classification of

Purves and Rippere was applied to the question method. It implies

that the response-based theory can be applied to a diversity of

artworks(music, visual arts, performing arts etc.).

It is hoped that many discussions and following studies

continue with regard to the response-based theory in social

studies classes by extending this study.

Keywords : response-based theory, literature text,

Rosenblatt, global citizenship, global issues

Student Number : 2011-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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