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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덕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   · ·

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계 문화 관· . 

점 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세계시민교육 연구에 대한 (world culture p erspec tive)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덕 사회 교과서에 세, · ·

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서술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세계 문화 관점에 근거하여 외생적 요인들이 전 . 

세계 다양한 국가 교육과정 내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의 확산에 어떻게 기

여하였는지를 살펴본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각국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문. , , 

화적 맥락들이 세계시민교육의 발전에 미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경향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들이 큰 틀의 교육과정 . 

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 ·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정도와 서술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

본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를 초래한 내생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고. 

찰한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법을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의 도덕교과와 사회교과를 연   

구대상으로 선택하였고 교과서에 주제와 소주제 구체적인 삽화와 그림 인용 , , , 

글 등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키워드가 반영된 정도를 분석하였다 양적 . 

증가에 기초한 피상적 접근으로 각국의 도덕과 사회 교과서 내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 

대 각국의 도덕과 사회 교과서 내에 인권 민주주의 다문화 등의 용어가 , ‘ ’, ‘ ’, ‘ ’ 
증가하고 국가 애국심 등의 용어가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각국이 시민교‘ ’, ‘ ’ 
육을 통해 국가시민성보다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

리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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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의 맥락에서 통일. , ‘ ’ 
의 경우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시민성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도 있지만 민족의 동질성 등을 강조하는 국가시민성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 내에 통일 과 관련된 , · ‘ ’
키워드가 포함된 단락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둘째 세계화가 정부 . ,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온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결국 세계무대에서의 역량을 가진 국가시민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 예컨대 를 고려하여 한국과 일본의 도덕( , Kim (2020)) , ·

사회 교과서 내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단‘ ’
락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 분석에 기반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시민성과 국가시   . 

민성을 범주로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를 비교하였을 때 공통적으·

로 국가시민성 범주 가운데 가족과 전통 과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은 분포‘ ’ ‘ ’
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 도덕 사회 교과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 ‧
같다 첫째 한국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시민. , 

성보다 세계시민성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일본의 경우 . , 

도덕 사회 교과 모두 국가시민성 관련 주제가 세계시민성 관련 주제보다 더 ·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도덕 사회교과의 경우 세계. , ·

시민성 관련 주제가 국가시민성 관련 주제보다 더 다양하게 전 학년에 걸쳐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질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도덕 사회교과 내 통일관련 주제에서 민족 담론의 유지. , ·

를 위한 서술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도덕 사회교과 내 세계. ·

시민성 관련 내용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 

룰 때 전통적인 민족 개념이 여전히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교과는 모두 세계시민성과 . , ·

국가시민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세계시

민이 되어야 한다는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다만 세계시민의 정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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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맥락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차이점을 가진다 일본은 전통과 문화의 . 

우수성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 형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일본인이라는 자각을 . 

우선에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성을 국민의 정체성으로 추구한,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 문화 관점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가 서구적 편견 을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특정 (Western bias) , 

국가의 교육 내용 및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이 처한 정치사

회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맥락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시민교육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국. , 

가의 교육 내용 및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이 처한 정치 사회 ,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맥락적 접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시민. , 

성 개념은 오히려 각 국가의 목적과 맥락에 맞게 차용한 메커니즘이자 국가정

체성 형성을 위한 선언적 구호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세계화의 시대에도 국, 

민국가와 국가 시민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국가 형성을 . 

위한 세계시민교육 담론으로서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담론과,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내재한 유교문화 가치를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

주요어 : 세계시민교육 세계 문화 관점 한국과 일본 도덕 사회 교과서 내용분, , , · , 

석법

학  번 : 2017-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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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덕 사회과 교과서· ·

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 . 

세계 문화 관점 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세계시(world culture perspective)

민교육 연구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 ·

학교 도덕 사회과 교과서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

게 반영되고 서술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

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은 세계화의 변화에 대응   

하여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개혁해왔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민족적 지. , 

정학적 경계가 재편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경과 국민국가의 중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하에 시민교육 역(Falk, 1997). 

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맞추었던 전통적 형태에‘ ’ 
서 벗어나 글로벌 상호의존 초국가적 시민성 지역과 세계의 정치적 구, , 

조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등을 강조하는 세계시민적 요소를 교육과정 , ‘ ’ 
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외(Davies , 2005; Rose, 2015).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양한 국가들 내에서 시민교육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Law, 2011). 

히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 , , , , 

가 내에서의 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은 세계화의 흐름보다는 제 차 세2

계대전 이후 급변해 온 국내외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개편되어 왔음

을 지적하고 있다(Kim, 2009; Kariya & Rappleye, 2010; Ikeno, 

2012; Moon, 2013).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은 세계화의 추세 하에서의 시민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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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주제 아래 흥미로운 비교 분석의 대상이 된다 우선 두 국가는 · . , 

공통적으로 제 차 세계대전의 희생자 라는 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다2 ‘ ’
한국의 경우 일본의 침략에 의해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Rose, 2015). 

는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였고 이후 한국전쟁을 경험하였다 전쟁을 통, . 

해서 형성된 국가의 지도자들은 전쟁의 원리 로 정치를 지속하였고 한‘ ’ , 

국전쟁은 한국인의 경험에 있어 파괴와 폐허 가난과 고통의 이미지로 , 

표상되어 왔다 공준환 일본 역시 제 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 , 2015). 2

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에 의한 특별한 희생자 라는 의식을 내재‘ ’
화해왔다 이로 인해 전후 일본의 정책과 제도는 구성원의 내셔널리즘을 .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고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는 국내의 평화, 

주의와 경제성장 담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Wirth, 2009). 

즉 희생된 국가 로서 자기 이해는 민족 정체성과 통일 국가의 재구성에 , ‘ ’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외 그것은 지도자들이 다시는 이러(Smith , 2000). 

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 권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며 이, 

는 국가의 응집을 위한 필수요소로 외부 침략의 희생자인 자아 에 대한 ‘ ’
공통적 이해가 사회를 통합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Rozman, 2002).

더불어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왔다   . 

한국은 한국화된 유교 문화를 일본은 일본화된 유교적 전통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였다 세기 말 리콴유 같은 권위주의적 정치인이 절. 20

제와 규율을 강조하는 유교가 동아시아 발전의 문화적 기반을 제공했다

고 주장 김성기 최영진 외 이상봉이명수 재인용 하는 것( , 2005; , 2007 )‧ ‧
과 같은 맥락이다 이상봉이명수 는 유교가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 (2007)‧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진한 

년대 박정희 정권시기에 국가 주도적 근대화의 논리에 유교1960~1970

적 가치가 사용되었다 차재호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 (1994, 129-139) 

에서 유교가 조선시대 정신적 지주로서 현재도 한국인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일본 역시 에도시대를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 

축적되어 온 일본 특유의 유교적 사유방식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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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천황제 국가의 형성과 그 지속을 가능하게 한 정치 문화적 조건이 ·

되었다 하태수 나종석 또한 아래의 논의를 통해 살펴볼 ( , 2002; , 2017). ,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적인 세계시민교육 확산에 있어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통점 아래 각국의 시민. , 

교육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여 왔는가 각국의 시민?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 관련 내용의 차이는 무엇인가 만약 차이가 ? 

존재한다면 그러한 차이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그간의 경험적 연구는 국가의 외교정책 기업시  , 

민성 초국적 시민사회 그리고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의 변화 등에 초점, , 

을 맞추어 전개되었다 구정우 이수(Moon and Koo, 2011; Murdie, 2014; ·

빈 특히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 2015). 

졌고 이를 통해 각 국의 시민교육의 초점이 국가정체성 교육에서 세계, 

시민교육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국(Bromley, 2009). 

민국가의 일원이 아니라 세계사회의 일원으로 사회화의 객체가 아니라 , 

선택과 참여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학습자를 이해하는 흐름이 각국의 시

민교육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정(Ramirez and Bromely, 2009; 

우 이수빈· , 2017).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세계 문화 관점  (world culture 

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화 탈식민지화 국제이주와 다문화주perspective) . , , 

의의 영향으로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세계시민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는 (Bromely, 2009), ‘ (global trend)’
특히 차 세계대전 이후 증폭되었고 탈국가주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2

특히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시민성과 배타적인 정치를 기(Kaplan, 2006). 

반으로 강조되었던 내셔널리즘은 세계체제 혹은 세계문‘ (world system)’ ‘
화 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그 세력이 약화 되어왔다(world culture)’

세계 문화의 등장은 각국의 시민교육에도 큰 변화를 (Robertson, 1992). 

초래하였는데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국가정체성 교육에(Bromely, 2009), 

서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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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세계 (Nussbaum, 1994). , 

문화의 등장 하에서 발견되는 세계시민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강

조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보편적 인권과 공동체 내 다양한 구성원의 동. , 

등한 권리를 강조한다 둘째 국민국가 내에서의 권리를 넘어선 지구촌 . , 

내에서의 권리 즉 세계시민성 을 강조한다, , (global citizenship) (Sassen, 

2006). 

이처럼 세계 문화 관점에서 각 국의 시민교육의 변화를 살펴본 기존   

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다양한 국가들의 시. , 

민교육과정 내 인권 에 관한 내용이 증가하였다‘ (human rights)’
둘째 학생 중심적 페다고지(Bromely, 2009). , ‘ (student-centeredness)’ 

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Levinnson, 2004 ; Bromley et al, 2011 

재인용 셋째 다양한 국가들의 시민교육과정 내에 다문화). , ‘
관련 내용이 증가하였다 넷(multiculturalism)’ (Luke, Bromley, 2012). 

째 다양한 국가들의 시민교육과정 내에 환경 에 대, ‘ (the environment)’
한 언급이 증가하였다. 

한국과 일본 역시 이와 같은 시민교육의 글로벌 트렌드에서 예외가    ‘ ’
아니다 년 제 차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 1997 7

이념이 초중고 교과서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년대를 경과하면서 환, 2000 , 

경보호 인권존중 국제적 이해의 심화 세계시민의 자질 함양 등이 교육, , , 

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고 관련 내용도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Moon and 

일본 또한 글로벌시대의 훌륭한 시민을 육성한다는 목적 하Koo, 2011). 

에 소학교 저학년부터 글로벌 소양능력 을 ( · )グロ バル コンピテンシー ー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 아이들의 생활과 세계를 연결하는 학습체험을 제, 

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1994; , 大津 奥村、

2004; , 2010; , 2015田代 広島大学付属学校園研究推進委員会 ).

특히 이러한 세계시민교육 확산의 흐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세. , 

계 최고 권위의 시민사회 컨퍼런스인 제 차 유엔 컨퍼런스 를 < 66 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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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경주에서 개최하였고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세계시민교, ‘
육 이었다 더불어 년 월 인천에서 개최한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의 ’ . 2015 5

개최국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교육의제로 상정하였다 김진희( , 

일본은 차 세계대전 직후 년 월 일 시민유네스코운동을 2016). 2 1946 11 4

시작하는 사무국을 개설한다 그 후 이라. UNESCO Associated Schools

는 유네스코학교(ユネスコスクール 가 년 일본은 창설국의 일원으로 1953）

출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년 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일본 국내. 2017 4

에 개의 학교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유네스코학교 가맹국 1,043 ,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교 수이다( , 2018). 小林

세계 문화 관점에 근거한 기존의 연구들은 세계화의 흐름이 진전되기   

시작한 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시민교육 관련 교과서 특히 도덕1990 , 

과 사회 교과서 내에 세계시민 관련 내용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에 기초한 피상적 접근(Moon and Koo, 2011). 

으로 각국의 도덕과 사회 교과서 내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각국의 도덕. , 

과 사회 교과서 내에 인권 민주주의 다문화 등의 용어가 증가하고 ‘ .’ ‘ ,’ ‘ ’ 
국가 애국심 등의 용어가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각국이 시민교육‘ ,’ ‘ ’ 

을 통해 국가시민성보다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결론

을 내리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  , 

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의 맥락에서 , . , 

통일 의 경우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시민성의 ‘ ’ 
범주에서 논의될 수도 있지만 민족의 동질성 등을 강조하는 국가시민성

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 내에 , ·

통일 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단락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 . 

둘째 세계화가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온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세, 

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결국 세계무대에서의 역량을 가진 국가시민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예컨대 를 ( , Ki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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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 내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 · ‘
성 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단락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선 가 제시한 개념 틀을   , Moon and Koo(2011)

통해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덕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 ·

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양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와 더불· . 

어 질적 접근법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서술 방식을 비, 

교하여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덕 사회과 교과서 내에, · ·

서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 맥락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나아가 각국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의 양적 질적인 . ,  , 

부분에서의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러한 차이를 야기한 원인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계 문. , 

화 관점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가 서구적 편견

을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특정 국가의 교육 내용 및 (Western bias) ,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이 처한 정치사회 및 문화적 배경

을 고려하는 맥락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 절  연구문제와 논문의 구성2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덕 사회과 교과서에 세  , · ·

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서술되어 있는가?

둘째 한국과 일본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덕 사회과 교과서에 세계  , · ·

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반영된 정도와 서술 방식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 만약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차이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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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은 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의 목적을    1

밝히는 장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각국의 시민교육의 변화를 세계 . 

문화 관점의 한계에 비추어 검토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 ·

회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의 의·

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장 이론적 배경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 2

누어진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세계시민교육의 공통적 속성을 정. 

의하기 위해 세계화와 세계시민성의 개념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동향, 

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전 세계적 확산을 .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세계 문화 관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접근법의 , 

한계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교과서를 내용분석을 위한 연구 . 

대상으로 정하고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

육 관련 내용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 , ·

회 교과서의 구성 및 체계를 검토하여 시민교육의 역할과 변화를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관, ·

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과서의 제도적인 역할과 구성된 내용 . 

분석은 이후 진행될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

관련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준다.

제 장 연구 설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자료와 이를 분석   3

하기 위한 개념 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과정과 방법, ,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가 제시. Moon and Koo(2011)

한 개념 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덕 사회과 · ·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양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

다 이와 더불어 질적 접근법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 , 

서술 방식을 비교하여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덕 사회, · ·

과 교과서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 맥락

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 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가 제시한 세계시   4 Moon and Koo(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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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의 범주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초등 도덕 사회과 교과서 분석 ·

결과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국의 세계시민교육 관. , 

련 내용의 양적 질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를 야기한 원인에 대해 고찰하, 

였다 제 장은 결론에 해당하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 및 종합하고 . 5

연구의 함의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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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배경2 

 제 절  세계화와 세계시민교육 1 

 세계화와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1. 

  세계화 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에 의하면 (globalization) . Kellner(1998)

세계화는 다면적인 현상으로 각기 다른 수준의 흐름 긴장 갈등 을 포“ , , ”
함한다 오마에 는 세계화가 자본시(Kellner, 1998 ; 25). (Ohmae, 1995)

장의 완벽한 작동으로 인해 국가의 영향력 축소는 물론 국가의 불필요함

을 주장하며 국가의 죽음까지 초래했다고 선언한다 반면‘ ’ . , 

은 자본주의 시장의 전 세계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Gilpin(1987)

헤게모니는 여전히 국민국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제 혹은 정치 . 

결정론적 시각으로 세계화를 보는 견해와 달리 Waters, Giddens, Beck, 

등의 사회학자들은 세계화를 정치 경제 환경 등 거시적인 Robertson , , 

측면에서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국경을 초월해 개개인의 사고체계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미 완결된 것 이 아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으로 , ‘ ’ ‘ ’
본다 한수경 재인용( , 2011 ). 

이와 같은 세계화의 개념 정의에 대한 논란을 배경으로  , Held, 

은 세계화를 과잉 세계화론McGrew, David, Perraton(1999) ‘
회의적 이론 전환적 이론(hyperglobalist thesis)’, ‘ (skeptical thesis)’, ‘

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였다(transformative thesis)’ .

우선 과잉 세계화론은 세계화를 인간 역사의 새로운 시대 로 보는   , “ ”
관점이다 외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세계화는 국가 주권(Held , 1999). , 

의 약화를 특징으로 하며 하나의 세계적 거버넌스와 해체된 지역 문화, 

와 삶의 문화를 의미한다(Luard, 1990; Ohmae, 1990, 1995;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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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Albrow, 1996; Strange, 1996; Cox, 1997; Tomlinson, 1999). 

과잉 세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적 통합의 효

과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예컨(Kim, 2016). 

대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세계화가 인권 보호 민주주의적 정부 자유시, , , 

장경제의 진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말한다(Fukuyama, 1992; 

반대로 세계화에 대한 더 신중한 접근이 Seita, 1997; Sachs, 2006). , 

필요함을 주장하는 이들은 세계화의 진전이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을 심, 

화시켰다고 말한다(Gill, 1999; Stighlitz, 2002, 2007).   

반면 회의적 이론가들은 세계화를 현실이 아닌 신화 로 본다  , ‘ (myth)’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하나의 (Hirst, Thompson & Bromley, 1996). 

중심으로 수렴되기보다 오히려 더 분열 되었다는 것이다‘ ’ ‘ ’ (Boyer & 

예를 들어 세계화에 대Drache, 1996; Weiss, 1998; Gordon, 1999). , 

한 회의론자들은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들의 성장이 국민국가의 경제와 

정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러한 초국가적 시스템은 오히려 국, 

민국가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Ruigrok & Tulder, 1995; 

또한 회의론자들은 역Hirst et al., 1996; Allen & Thompson, 1997). 

설적으로 세계화가 국가와 인종 민족성 국가와 지역 등을 보호함에 있, , 

어 국가의 역할을 확대시켰다고 이야기한다 즉 회의(Kransner, 1999). , 

론적 관점에 따르면 세계화는 자본주의 시장과 거버넌스라는 보편적 패

러다임의 통합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지역이 그들의 역할과 영, 

향력을 유지 또는 확대시키는려는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Schmidt, 

1999).   

이러한 두 극단의 이론 사이에서 전환적 관점은 세계화에 대해 더 균  

형적인 관점을 취한다 전환적 관점은 과잉 세계화론들과 달리 세계화를 .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특수한 현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Giddens, 

1990; Ruggie, 1993; Scholte, 1993; Castells, 1996: Sassen, 1996).

대신 세계화가 국가 정부와 경계와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전환“
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시 한다(transforming)” (Rosenau,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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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론적 이론가들에게 세계화의 과정은 과잉 세계화Keohane, 2002). 

론과 회의론적 관점에서 보다 덜 결정적이다(Hoogvelt, 1997; Mann, 

전환론적 관점에 따르면 세계화는 지역과 국가에 변화를 가져온 1997).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아, 

직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Kim, 2016).

이와 같은 세계화의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교육의 제 측면  , , , 

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은 국가 단위의 경계를 넘어서 인권 평. , , 

화 사회정의 문화 다양성 등 인류의 상호 발전 문제를 고민하면서 세계, , 

시민으로서 의식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김(

신일 외 이에 국민국가의 컨테이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 2001). ‘ ’
시민사회의 출현과 그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 하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발현을 구성하는 사상적 실천적 토대가 마, 

련되어왔다 김진희 허영식( , 2013). ‧
이처럼 세계시민교육은 발생 배경 자체가 세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촌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빈곤. , 

인권 평화 환경 형평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적 수준의 연대, , , 

와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적 흐름으로 세계인이 전 지구적 문제들을 공, 

동으로 해결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를 하나(Tawil, 2013). 

의 단위로 인식하여 세계 안에 다양한 문화 및 사람들과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보편적 인류 공영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 교육이자 사회적 , 

실천을 도모하는 교육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세계시민교육. 

은 특정 단위 국가의 교육과정에서만 다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전 지, 

구촌이 학습해야 하는 교육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UNESCO, 2014; 

김진희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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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과 교육과정의 변화   2. 

  세계화의 흐름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각 국은 전통적으로 실시

되어 오던 시민교육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이론적 대응을 제안하였다. 

첫째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민국가 주도의 시민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 

관점을 취하는 입장이다 이는 세계화로 인해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시. 

민교육의 역할과 주체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국가의 경계를 , 

넘는 이민의 증가와 세계 경제 의 등장과 이로 인한 국(global economy)

가 간 상호의존성의 확대 환경문제 등은 기존의 국민국가 주도의 시민, 

교육 전략의 한계를 부각시킨다(Kennedy, 2012).   

두 번째 입장은 세계화가 오히려 시민성의 형성에서 국민국가의 중요  

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예컨대 는 국민국가. , Delanty(2001)

는 여전히 세계무대에서 핵심주체로 남아있으며 정부는 시민들의 정치, 

적 시민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 시민 사회 를 통한 세계. (global civic society)

주의 의 확산은 기존의 규범 체계에 혼란을 가져왔을 (cosmopolitanism)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폭력 을 수반하였다 이와 같은 새‘ (violence)’ . 

로운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새로

운 규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두 번째 입장은 국내 정부의 법과 정치 , 

제도의 안정적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Delanty, 2001).  

이러한 세계화의 등장은 각 국의 시민교육과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  

고 왔을까 최근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세계시민? 

교육의 등장과 확산을 핵심 주제 중의 하나로 삼아왔다 세계시민교육의 . 

역사는 전후 의 교육개혁을 시발로 하고 있으며 세계 공동체UNESCO , 

에 대한 존중 국제적 이해 함양 평화적 세계질서의 구현과 인권실현 등, , 

의 목표를 중심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Suarez, 

구정우 이수빈 재인용 이들 연구에 따르면 년et al., 2009; , , 2017 ). , 1980

대 말과 년대 초 냉전의 종식을 시발로 전 세계 초중고의 교육과정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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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통적인 국가시민성 교육에서 세계시민성 교육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세계 사회 의 흐름에 적극. , ‘ (world society)’
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의 정도가 컸

다 구정우 이수빈 재인용(Meyer, Bromley, and Ramirez, 2010; , , 2017 ). 

이러한 국가들 중의 하나로 한국 역시 년 제 차 교육과정 개정을 , 1997 7

거치면서부터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이념이 초중고 교과서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년대에 들어 환경보호 인권존중 국제적 이해의 심화 세, 2000 , , , 

계시민의 자질 함양 등이 교육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고 교과서 내에 관

련 내용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Moon and Koo, 2011).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년 고시된 제 차 교육과정에서 국제이해교육, 1997 7

이 처음으로 범교과 학습주제로 등장하였으며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목, 

표에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서“ . , 

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라고 진술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에는 국.” . 2007 

제이해교육과 함께 지속가능발전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이 추가적으, , 

로 포함되었으며 최근 발표된 개정교육과정에서 국제이해교육이 2015 

다문화교육으로 통합되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개. 2007 

정교육과정 총론부터 개정교육과정과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2009 2015 

이르기까지 보다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소연 외 도덕( , 2017). 

과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도덕 과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시민, 『 』 『 』 『

윤리 에서 한국적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

다 손경원 사회과 교육의 경우에도 세계시민성 함양이라는 사회( , 2006). 

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제 차 교, 7

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개정 2015 

교육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 되었다 이소연 외( , 

2017).  

이러한 바탕에는 세계 문화 의 학습 및 확산 과정에서   ‘ (world culture)’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세계 문화 관점이 전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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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인권규범 확산의 저변에는 개인의 권능화(Moon and Koo, 2011). 

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 내에서의 공교육의 역할 확대가 (empowerment)

자리 잡고 있다 세계 문화 이론가들에 따르면 교육은 개인들로 하여금 . , 

세계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인 인권 평화 환경 등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 , 

및 가치관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시민성 그 

자체를 형성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다(Friedman, 2000; Golmohamad, 

구정우 이수빈 재인용2009; , , 2017 ). 

 

제 절  세계 문화 관점 과 세 2 (world culture perspective)

계시민교육

세계 문화 관점 의 내용   1. (world culture perspective)

   세계 문화 관점 은 세계 사회(world culture perspective) ‘ (world 

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세계 문화 관점은 society)’ (Schriewer, 2000). 

를 비롯한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John W. Meyer, Francisco Ramirez

의 주도로 발전되어 이론적 틀로 국가 간 문화적 차이와 교육제도의 세, 

계적 유사성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세계 문화 . , 

관점은 전 세계 내의 다양한 국가들이 저마다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교육제도들을 채택하고 사용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자 하는데 특히 이와 같은 유사한 교(Meyer & Ramirez, 2010, 130), 

육제도들이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강력한 규범과 모델들에 의해 전 세

계에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한다(Schriewer & Martinez, 2004, 

29-30; Meyer & Ramirez, 2010, 116-117). 

김안나 재인용 에 따르면 학교교육   Baker & LeTendre (2005, ,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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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의 가치에 대한 세계 문화 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world culture)

된다 세계 문화는 국가나 지역의 문화와 섞이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 ,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비슷해지도록 만들고 있다

는 것이다 대체로 교육은 고유한 국가사업 이라고 . ‘ (national enterprise)’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적 동향들은 교육에 대해 매. 

우 다른 전망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교육시스템이 개별 국가의 영역에만 ,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교육의 , ‘
세계화 과정 이라 부를 수 있다 국가가 학교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 . 

적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제도 로서 , (institution)

교육은 이미 세계 기업 이 되어 가고 있다 학교가 사(global enterprise) . 

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요구 그리고 , 

기대는 특정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 

동일한 생각과 요구와 기대가 개별 국가에 침투되고 그들의 학교를 세계

의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 

전 세계의 학교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세계적인 힘이 작동한 것으로 세계 

시장 매체 및 정치가 국가 간에 가까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세, 

계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Baker, LeTendre, 2005). 

이는 국제적인 시험 연구 정치적인 목적에서 수행되는 비교와 함께 , , 

같은 다국적 기구들의 영향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World Bank, OECD 

강화되었다 이러한 세계 문화와 각 국의 교육제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베이커와 레텐드레(Baker & LeTendre, 2005; 

김안나 재인용 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한다, 2015 : 25-35) .

첫째 전 세계적인 공교육 제도의 확산에 의해 각 국의 학교교육이    ,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Fullan and Robinson, 1992). 

중 학교 교육 혹은 줄여서 대중교육은 (state-sponsored mass schooling) 

주로 대다수의 아이들을 위한 공립학교이다 대중교육이 실시되기 이전. 

에는 실무적이고 극히 제한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도제제도에 의. 

한 기술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읽기와 쓰기 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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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런 교육방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대중들을 위한 학교교육이 . 

생겨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대중교육은 순식간에 인간사회 역사에서 . 

가장 성공적인 문화모델 확산의 사례가 되었다 대중교육을 통해 대부분. 

의 국가에서 백년도 되지 않아 보편적인 문해 수준에 도달했으며 초등, 

교육이 대중화되고 일이십년 사이에 중등교육 역시 완전 취학 단계에 들

어섰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 . 

러한 대중교육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교육 모델이다 이 . 

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한 교육문화, 

를 형성하였다. 

둘째 교육이 세계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학교제도가 세계적  , , 

인 제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보건 혹은 가족.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마다 다르고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제도이지만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적인 규범과 규칙에 따라 운영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제도가 세계적인 제도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면 현대의 교육 추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특히 특정 국가에 기, 

반 한 개인의 교육적 경험과 다르게 보이는 세계적인 경향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교교육의 원리가 세계적인 것이. 

라는 점이다 학교교육의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생각들은 세계적인 수. 

준에서 재생산되고 강화된다 개별학교들은 현지 지역 및 국가적 요인들. 

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학교가 무엇이고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와 같, 

은 학교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규정된다 교육제도. 

가 세계적으로 유사해지는 이러한 변화는 유엔이나 다른 다국적 기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간 반복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공통, 

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교육의 변화는 제도적 변화라는 것이다 세계 사회 관점은 제도  , . 

의 변화를 야기하는 힘을 크게 제도 외부적인 것과 내부에서 작용하는 

것 두 가지로 본다 이 가운데 내부적인 힘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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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는데 하나는 표준화 와 보편주의 로 이(standardization) (universalism) , 

는 특정 제도 내에 있는 조직 및 개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사해 지

는 것을 의미한다 신제도주의 사회학자들의 선구. (neo-institutionalism) 

적인 연구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동질화 추세가 강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의 동형화 라고 명명된다 두 , ‘ (isomorphism)’ . 

번째 유형은 내생적 변화로 제도화 과정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 특정 제. 

도의 양식이 심화되고 확산되면 그에 따른 광범위한 결과들이 다시 본래

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국의 대중교육 모형. 

은 나름의 수정을 가했지만 대중교육은 세계적인 제도로 발전하였다 이. 

는 결코 정적인 것도 획일적인 것도 아니다 세계적인 힘이 국가적인 힘. 

과 상호작용하면서 학교교육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김안나 재인용(Baker & LeTendre, 2005; , 2015 ). 

세계 문화 관점에 근거한 세계시민교육 연구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문화 관점은 세계시민교육의 전 세계적   ,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주된 이론적 틀이다(e.g., Meyer, 

세계 문화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세계화Bromley, Ramirez, 2010). 

로 인한 전 세계적 수렴 현상에 주목하여 국제기구 등과 같은 초국가적 

주체가 세계시민교육의 모델을 각국에 확산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재인용 세계 문화 관점에 근거(Suarez et al, 2009; Bromley, 2009 ). 

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다양한 국가들의 시민교육과정 내 인권 에 관한   , ‘ (human rights)’
내용이 증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Soysal, 1997; Bromley, 2009). 

에 관한 이데올로기와 인권에 바탕을 둔 제도는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1948; 

재인용 에 출발을 둔다 그 이후 제 차 세계대전 이후 Bromley, 2009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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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인권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였고(Hanfner-Burtion, Tsutsui, 

재인용 인권은 특2005; Elliott, 2007; Stacy, 2009; Bromley, 2009 ), 

히 최근 교육의 중요한 한 담화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인권에 대. 

한 담화의 증가는 모두를 위한 교육 이 제창된 ‘ (Education for all)’ 1990

년 열린 회의 를 통UN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1990)

해 국제적인 화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인권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인적 , 

자본에 관한 투자 및 인권과 정의 평등에 관한 논의로 확산되었다, ( 

에서 재인용Russee & Tiplic, 2013, 315 ). 

둘째 학생 중심적 페다고지가 급격하게 증  , ‘ (student-centeredness)’ 
가하고 있다 외 재인용 애럼(Levinnson, 2004 ; Bromley , 2010 ). 

에 따르면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및 경제 발전이 (Arum, 2003)

원천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학교는 점점 더 학생들에게 자기표현 및 개

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외 재인용(Arum, 2003; Bromley , 2010 ). 

그리고 아동 중심적인 페다고지는 어린 학습자들에게 역동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액티브 학습 배움을 통한 배움. ‘ (active-learning)’, ‘
평생학습 권리 배우기(learning to learn)’, ‘ (life long learning)’, ‘ (right 

학습 사회 가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관점to learn)’, ‘ (learning society)’ . 

의 확산은 에서부터 에 이르기 까지 많Save the Children World Bank

은 국내 및 국제기구의 의제와 유사한 방향을 갖게 되었다(Jakobi, 

외 에서 재인용2009; Bromley , 2011 ). 

셋째 다양한 국가들의 시민교육과정 내에 다문화    , ‘
관련 내용이 증가하였다 외 세계화(multiculturalism)’ (Bromley , 2011). 

의 결과 교육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성 평등 모두를 위한 기회의 , , , 

평등을 반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형태는 다문화 교육. 

의 형태로 교실 내에서 실행되기 시작하였고(Multicultural Education) , 

처음에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의 영미 문화권에서 시작된 , , , 

다문화 교육은 현재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Gvirts, 2002), (Alidou,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2010; Soudien, 2010), (Chakravar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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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지에서 국가 교육의 Hirasawa, 2010), (Agudo & Malik, 2011) 

중요한 담화로 지정되었다 에서 재인용(Terra, Bromley, 2012 ). 

넷째 다양한 국가들의 시민교육과정 내에 환경 에     , ‘ (the environment)’
대한 언급이 증가하였다 교과서에서 환경과 관련된 언급이 증가한 것은 . 

국내의 상황에 의한 요인 보다 세계 문화의 확산과 전 세계적인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주의 의적 가치는 . (environmentalism)

특히 초국가적 가치의 강조와 병행하여 교과서 내 시민(post-national)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외 제도권의 (Bromley , 2010). 

학교교육과 대중 매체에서도 지구촌 내 많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교육과정을 , 

수립하는 정부들은 초등 중 고등 교육과정 내에 환경적인 요소들을 더 , ‧
많이 포함시키게 되었다(Benavot & Amadio, 2005; Rosenmund, 

외 재인용2007; Bromley , 2010 ). 

위 네 가지 특징을 종합하면 시민교육의 내용 가운데 인권 학생 중  , ‘ ’, ‘
심적 페다고지 다문화 환경 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 ’, ‘ ’
다 이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가 세계 문화 관점에서 보편화 되었고. , 

세계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이 사회과학 교과서 내에 점차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위에서 언급한 인권 학생 중심적 페다고지 다문화 환. ‘ ’, ‘ ’, ‘ ’, ‘
경 관련 담화의 등장은 세계시민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세계 문’
화 관점에서 시민교육이 세계시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을 말한다 이러한 세계 문화 관점에 근거한 세계시민교육은 교육 정책. 

들과 교육의 실제에 있어 국민국가의 경제적인 목적 기술자를 양성하는 (

등 이나 엘리트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 더 이상 교육의 목표가 아님을 )

보여준다 대신에 국가의 최근 교육의 주된 흐름이 유네스코. (UNESCO)

와 같은 국제기구가 확산시킨 세계적 수준의 청사진을 보고 이를 돕는 , 

학자 상담가 국제적인 교육 기관 그리고 교사에 의해 따라가게 되었다, , . 

즉 세계 문화 관점에 따르면 세계적인 교육 모델은 각국의 교육 개혁, ‘ ’
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규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처방전의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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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국가들이 이를 모방하여 받아들임에 따라 전 세계의 교육의 모습, 

은 서로 유사한 모습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외(Bromley , 2010).

요약컨대 세계 문화 관점은 세계 시민 관련 주제의 전 세계의 확산을   , 

가져온 핵심 메커니즘으로 국제기구와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계 시민 관련 주제들로는 서구의 교육제도에 근간을 , 

둔 인권 학습자 중심주의 다문화 환경 민주주의 등을 주요한 요소로 , , , , 

간주한다.

세계 문화 관점에 근거한 세계시민교육 연구의 한계3. 

   

  세계 문화 관점에 근거한 세계시민교육 연구들은 각 국이 세계시민교

육 관련 요소들을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친 외생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

춤으로써 국내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 앞서 살펴, , . 

본 바와 같이 세계 문화 관점 은 국가 내 교육제도의 변화가 국내적 요‘ ’
인 보다 세계적인 요인 에 의해 주도(domestic factors) (global factors)

되며 전 세계적인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역시 이와 같은 세계적인 요인, 

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처럼 각국의 교육제도의 변화. 

를 세계적 요인의 무비판적인 확산으로 설명하는 세계 문화 관점에는 근

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세계 문화 관점에 내재된 서구적 편견. , ‘
은 세계적 요인으로서 보편화된 가치들이 동형화(western bias)’ ‘

되어 확산되어 간다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문제를 (isomorphism)’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 문화 관점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전 세계. 

적 동형화는 각국이 세계적 요인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고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필, 

요에 의하여 시작된 과정이며 특히 세계적 요인들은 국민국가의 국내적 , 

맥락과 국가의 목적에 의해 다시 재구성되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강

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계 문환 관점의 한계는 아래에 제시하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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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세계 문화 관점에 바탕을 둔 기존의 연구는 보편적 가치의 확산으로   

세계시민성이 국가 내 증가하였음을 살펴보았으나 에 , Marginson(1999)

의하면 세계화 의 확산은 오히려 국민국가로서의 시민성을 (globalization)

더욱 강하게 확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국가는 세계무대에서 강, 

력한 주체가 되었다 이는 더욱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계층들을 사회적으. 

로 응집하고 통합하기 위한 국민국가의 노력이 더욱 대두되게 된 것이다

재인용 도 세계 문화 관(Marginson, 1999; Law, 2004 ). Delanty(2001)

점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서 세계시민성의 전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

하고 국민국가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 , , 

주체가 되었다고 말한다 재인용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의 (Law, 2014 ). 

확산은 국가적 요인과 국내적 이질성 들과 뒤엉키고 섞여(heterogeneity)

서 더욱 강한 국가와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intertwined) 

국민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게 되었다 재(Chung, 1999; Law, 2014 

인용 더불어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다름 들 속에서 세계). ‘ (differences)’ 
화로 인한 힘에 잠식되지 않기 위하여 더 강력하게 그들의 국민 정체성

을 지켜나갔다 재인용 그리고 (Touraine, 2000; Law, 2014 ). UNESCO

가 각 나라들에게 세계적이고 보편화된 커리큘럼을 균등하게 적용시키려

고 한 것 또한 국민국가의 유지를 오히려 지원하고 돕는 것이 되었고, 

국가의 차이와 다름 그리고 보편적 가치로서 그들의 배경과 맥락을 더욱 

보장하고 사회를 하나로 응집하게 하였다 즉 이질성과 다, (Law, 2014). , 

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세계시민적 요소로서 보편적 가치의 확산은 국

민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기제와 구호로 사용되었다 오히려 국민국가는 . 

보편적 가치의 도입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시민성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세계시민성 , 

개념은 오히려 각 국가의 목적과 맥락에 맞게 차용한 메커니즘이자 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한 선언적 구호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 세계 문화 관점에 의한 시민교육 커리큘럼 분석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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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살펴 볼 수 있다 세계 문화 관점 이론에 따라 국가시민성 보다 세. ‘ ’ 
계시민성의 빈도가 많이 나타나고 교과서 내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키워, 

드의 언급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피상(Moon and Koo, 2011), 

적 변화가 반드시 국가시민성 교육의 약화나 감소를 수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국가시민성의 키워드로 제시한 통일 같. ‘ ’ 
은 경우 제 자가 바라볼 경우 단순하게 보편적인 가치와 가깝다고 판, 3

단할 수 있으나 한반도의 상황으로 인하여 통일에 관한 담론이 달라질 , 

수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맥락적. ‘ ’
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 , 

아 유교문화권 국가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유교 . 

문화적 토양을 기반으로 하여 권위에 대한 존중 교육 중시 근면과 절, , 

제 등 근로 윤리 검약의 정신 가족 중심주의 등 유교적 가치는 동아시, , 

아의 공통된 문화가 되어있다 김일곤 박성인 재인용 그( , 1985; , 2017 ). 

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시민교육을 이해함에 있어 유교문화권 이라는 지‘ ’
역적 맥락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시민교육 내에서 공통적으로 국가시민성과 세계시  

민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화를 추구하는 맥락적 의, 

도는 서로 다르다 독일과 일본 미국의 역사교과서를 비교 연구한 . , Hein 

에 따르면 일본은 그들의 본질적인 문화적인 차이보and Seldon(2000)

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기술되고 있다 차 세계대전을 기억하기 위하여 . 2

그 가운데 내용을 선택하고 이것을 학생들의 생각에 주입 시켰다(Hein 

인류학자 에 따르면 일본은 and Seldon, 2000). Ruth Benedict(1989)

그 전쟁 패전 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낀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였고 서( ) , 

구의 문화는 잘못되었다고 인식한다고 구분 지었다 이는 독일 또한 마. 

찬가지로 은 독일은 그들의 학교 교육에서 나치 Hein and Seldon(2000)

대학살과 나치즘에 대하여 크게 주의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 

독일과 일본은 문화적 영향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요소에 의한 시민교육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재인용(Hein and Seldon,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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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단순히 현상적이고 피상적으로   , 

드러난 빈도의 많고 적음을 세는 양적분석 만으로는 국내 정치적 사회, , 

적 요인 등을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문화 관점에 근. 

거한 세계시민교육의 양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질적분석을 병행

하여 통일 과 정체성 에 관한 교과서의 서술방식과 내용구성에 관하여 ‘ ’ ‘ ’
표면적인 키워드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맥락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 하였다.

제 절  한국과 일본의 세계시민교육3 

세계시민교육의 도입과정 및 특징   1.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의 도입과정 및 특징     1) 

  선행연구는 국내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시점을 상이하게 

서술한다 예를 들어 윤노아 최윤정 의 연구는 년대 이후부터 . (2015) 1980‧
사회과 교육에서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등장하

였다고 주장하며 김진희 허영식 은 년대 후반부터 다문화교, (2013) 1990‧
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의 용어가 정통 교육학 영역에 등장, , 

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박환보 조혜승 은 세계시민교육이 다양한 . (2016)‧
학문적 배경 속에서 논의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년 1995

이른바 교육개혁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세계화 혹은 세계시민 ‘5.31’ 
양성이라는 화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박한보 조혜승 고 주장( , 2016)‧
한다 국내에서 세계시민 이라는 용어는 제 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 ‘ ’ 7

교육 목표에 처음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세계시민은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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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는 시민의 양성이라는 자문화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

다 성열관 박환보 조혜승 은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연구 동( , 2010). (2016)‧
향을 분석하며 한국 사회에서 세계시민성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 2011

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년 유엔의 교육최우. 2012

선구상 발표 년 세계교육포럼과 지속가능개발목표 설정 등 국제사, 2015

회의 교육의제 설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국내, 

의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국내에 세계시민교육이 확산되는 데에는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  

제기구 및 민간단체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최근 세계시민교육 논. 

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네스코는 창립 이래 영구적 세계평화는 교육을 통

해 가능하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평화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 , , 

가능발전교육 등의 이름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정우(

탁 그리고 년 유엔의 교육최우선구상, 2015). 2012 (Global Education 

과 지속가능발전목표First Initiative, GEFI) (Sustainable Development 

등의 글로벌 교육의제의 설정과정에서 유네스코가 주도적Goals, SDGs) 

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적 합의를 위한 연구도 활발, 

하게 진행하였다 김진희 정우탁 유네스코 이외에도 전 ( , 2015; , 2015). 

세계적인 불평등과 개발 격차 해소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인 은 사Oxfam

회정의와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추구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

여를 강조하고 있다 박환보 조혜승 재인용 그리(Oxfam, 2015; , 2016 ). ‧
고 교육원이나 개발 등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KOICA ODA NGO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이라는 개발교육의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다루고 있다 박환보 외 또한 도덕과와 사회과 등 교과교육학계( , 2015). 

에서는 시민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특히 교육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경환 박환보 조혜승 재인용( , 2010; , 2016 ).‧
박환보 조혜승 은 국내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  (2016)‧

는 문제의식이 처음 등장한 년부터 년 월까지 국내에서 발표1995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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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년 이후에 . 2010

관련 연구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음을 밝혔다 특정한 분야의 연구논문이 . 

증가했다는 사실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년 세계교육포. 2015 ‘2015 

럼 의 국내 개최 등 한국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박환보 조혜승 더불어 국내에서도 이와 ( , 2016). ‧
관련하여 교육부는 년 세계시민 확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6

세계시민교육 교육자료 개발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 육성 등의 정책들, 

을 제시하였다 교육부 이에 따라 교육현장의 교사들도 다양한 ( , 2015;6).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적용 실천하고 있다, .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담론을 다루고 있을까 한국 출신의 반기문 당시 사무총장은 세계? UN 

시민의식의 함양을 년 천명한 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로 제시2012 GEFI

하고 를 선도기구로 위임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UNESCO .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년 월 서울에 위치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 2013 9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에서 열린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

전문가 회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된 첫 번째 회의였다GCED 

정우탁 이후 한국은 세계교육포럼 유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 , 2015). 

지속적으로 표명하였고 한국 정부는 년 월 인천에서 개최된 , 2015 5 2015 

세계교육포럼 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2015 World Education Forum)

다 이 회의에서 세계시민교육 을 글로벌 교육의제 중 하나로 확정하고. ‘ ’ , 

년까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2030 (UNESCO, 2015b). 

또한 한국 정부는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교육 의제의 선도‘
자로서 새로운 교육 이슈에 대한 논의 주도권을 선점 하고 글로벌 교육 ’ , ‘
리더십을 강화 하고자 하였으며 한국의 교육 수출 루트를 확보하’ , ‘ ODA 

고자 하였다 교육부 정용시김용욱 재인용 이는 한국 정( , 2013; , 2019 ). ‧
부가 세계교육포럼의 준비과정부터 세계시민교육을 주요한 교육의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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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제안하고 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김, (

진희 외 이는 국제사회의 교육의제 설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2014). 

이 국제사회에서 증대되고 이로 인해 국내 외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
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도입과정에 있어 한국이 보편적인 가치  

로서 세계시민교육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 , 

맥락과 목적을 위해 세계시민교육을 재구성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문화 관점은 국가가 세계적 요인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여 동형화 되어진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국내적 요인에 의한 국‘ ’ , 

가주도적인 세계시민교육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첫 번째 근거로 한. 

국은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시민교육 . 

내에 북한에 대한 이해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의 문제 평화 지향적 통일, ( ) ,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세계시민교육의 일부로 통합될 필요가 있었다. 

우선 북한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분단 후 사회주의 체제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으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다름 이 승인될 수 있는 시민교육‘ ’
이 도입되어야 하였다 이경희 이처럼 통일의 맥락에서 국내적 ( , 2010). 

상황에 맞는 변형된 형태의 세계시민교육의 도입된 것이다. 

두 번째 근거로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세계시민교육의 도입이   

다 홍콩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적 민감성이 . , , , , 

학교 교육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러한 국가적 맥락의 (McClelland, 1991). 

예는 세계시민교육이 화두로 등장한 김영삼 정부의 정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년 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임현진 외 에서 . 1995 8 ( , 1995)

작성한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 과 세계화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 ’ ‘ ’
분석하고 있다.

세계화는 한국이 선진민주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

쳐야 될 내부적 제도 관행 규칙 의식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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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략 문민정부의 개혁은 과거 국정. ...( )...

운영방식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측면에 덧붙여 다가오는 세기에 번영21

된 민족사회의 창달과 후대의 아름다운 미래 보장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 임현진 외.( , 1995 :7-8). 

 

세계화 전략으로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로 ‘ ’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깥으로의 세계화도 긴요하지만 안으로의 세계화

도 중요하다 그리하여 한국적 뿌리를 갖는 성숙된 세계인으로 거듭날 . 

필요가 있다 우리의 세계화 발전전략은 그러한 지구화 와중에서 생. 

존 번영하기 위한 주체적인 대응이다 임현진 외, ( , 1995 :9).

 김영삼 정부는 개혁 과 세계화 를 문민정부 정책운영의 핵심으로 두 ‘ ’ ‘ ’
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와 다른 개혁 의 핵심에 세계화 가 가장 중요. ‘ ’ ‘ ’
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벌. 

어지는 개혁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그리하여 세계화와 지역주의화, 

에 따라 심화되는 국제적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아가 세계의 ,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 김영삼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대대적인 정부

개혁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전략에는 다음과 . 

같은 국가발전의 목적이 담겨있다. 

세계화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변화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거나 그러한 변화의 물결을 무작정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 걸맞는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자는 이야기이다 따. 

라서 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다라는 세계화 현상과 달리 국가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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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 세계의 중심국가 라는 등의 개념과 논리가 한국에 있어서 ‘ ’, ‘ ’
세계화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임현진 외. ( , 1995 :51)

 다시 말하면 한국의 세계화 전략은 세계 속에서 시장 기술 자본 등 , , 

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고 한국의 중대한 국력에 걸맞, 

는 국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국력을 더욱 키워나가자

는 데 핵심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세계화. 

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겠다고 표명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서 뚜렷

이 드러난다 그는 세계화를 우리가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 “
를 경영해 나가는 것 으로 정의하고 이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 , “
기 위한 생존전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현진 외 이는 제 ” ( , 1995 :51). 

장 절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더 자세히 제시된다2 1 .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나아가 선진국“ , 

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세계화는 문민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의 연장.”, “
이자 앞으로도 지속될 개혁 작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당시 한국 ,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구상 전략 의 논리적 기초를 보여주는 말( )

들이다 임현진 외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 , 1995 :51-52). , 

고 있는 세계화란 새 정부의 개혁전략이자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문화 관점에서 제시하는 . 

국제기구 주도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수동적 대응과 달리 김영삼 정부는 

국제외교의 수단으로 원조 및 국제기구 개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엔외교를 강화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년 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국제적 1995 3

위상을 신장시켰다 탈냉전이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빈곤퇴치 생산. , 

적 고용확대 취약 계층의 사회통합 증진의 주제로 개최된 사회개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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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의에서 김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공적개발

원조 를 현 수준보다 배 가량 높은 (ODA, Official Development Aid) 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제안한 가정의 사회 . 

완정과 통합에 대하 중요성 부분이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실천계획으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즉 각국 대표들은 한국의 초안을 토대로 가정은 사. “
회의 기본단위로서 강화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

다 고 규정하고 이를 통해 한국은 유엔에서 가정문제에 관해 주도적인 ”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임현진 외( , 1995 :86).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세계시민교육이 한국에 도입된 당시 한국이 보편

적인 가치로서 세계시민교육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 맥, 

락과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계 문화 관점은 국. 

가가 세계적 요인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동형화 되어진다라고 ‘ ’
주장하지만 실제는 국내적 요인과 목적에 의해 국가주도적인 세계시민, 

교육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은 그 당시 국가 개혁과 경제적 발, 

전 전략의 정치적 메커니즘으로서 또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국, 

제 외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세계시민교육 도입과정 및 특징   2) 

  세계화 시대 일본의 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 으로부터 출발하여 세‘ ’ ‘
계시민교육 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여 왔다 일본 국제이해교육’ ( , 1999). 立川

의 시작은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로부터 시작된다 일본은 2 . 1970

년대 이전까지 협동학교계획‘ (協同学校計画 에 참가하는 등 유네스코의 )’
국제이해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이 협동학교계획 프로젝트. 

를 실험적으로 시작한 가맹국으로 일본에서 개 이상의 초 중 고등학교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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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가하였다 연구 주제는 인권 타국과 타민족의 이해 국가 간의 . ‘ ’, ‘ ’, ‘
관계와 종합적 주제 로 국제이해와 국제협력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 , 

국제이해교육의 방법과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다(永井滋郎, 2002).

년대 이후 일본은 유네스코협동학교로서의 실천은 급격하게 줄어  1970

들고 오히려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여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게 된다 예, . 

를 들어 국제화 가운데 일본이 직면한 문제는 해외로부터 온 학생과 귀, 

국자녀에 관한 교육이다 이것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이념중심의 국제이. 

해교육에 관한 비판을 일으켰고 교육현장의 실천에 더 초점을 두게 되었

다 이를 위해 해외 및 귀국자녀 교육 외국어교육 국제교류활동을 전개. , , 

하게 되었다(佐藤郡衛 일본의 국제이해교육은 이러한 현실적 과, 2007). 

제와 별개로 년대 후반 개발교육1980 ‘ (開発教育 글로벌교육)’, ‘ (グローバ

教育ル 이 도입된다)’ (国際理解研究所 그 결과 원래 진행되던 국, 1980). 

제이해교육 개발환경과 관련된 글로벌 과제에 집중한 교육 그리고 현, , ‧
실적 과제로 등장한 해외 및 귀국자녀교육의 세 가지가 혼재되어 진행되

었다 나가이 지로우. (永井 滋郎 는 년대 이후 글로벌 교육, 1984) 1980 ‘ ’
이 일본 국제이해교육의 키워드라고 말한다 특히 다양화된 국제이해교. 

육을 포함하는 것이 이 글로벌 교육 이 된다 오오츠 카즈코‘ ’ . ( , 大津 和子

는 글로벌 교육이란 다문화가 공존하고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며1994) ‘ , 

지구사회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는 교육 이라고 정의한다’ . 

이러한 정의는 기존의 이문화이해교육‘ (異文化理解教育 개발교육)’, ‘ (開発

教育 환경교육)’, ‘ (環境教育 인권교육)’, ‘ (人権教育 평화교육)’, ‘ (平和教育)’ 
등을 종합하는 정의가 되었다( , 2007).  佐藤郡衛

년대 일본은 글로벌화 글로벌리즘1990 ‘ ( )’, ‘ ( )’, 化グロ バ グロ バリズム　 ー ー
세계시민성 글로벌 아이덴터티‘ ( )’, ‘ (世界市民性 グロ バルアイデンティー

라는 언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일본 국제이해교육의 중심 과제가 )’ティ

되었다 예를 들어 타다 타가시 는 앞으로의 학교교육. ( , 1997)多田 孝志　

의 교육과제는 글로벌 마인드 지구시민의식( , 地球市民意識 을 육성하는 )

것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국제이해교육임을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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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부터 국제이해교육은 총합적 학습시간1900 ‘ (総合的 学習 時な の

間)’1)에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총합적 학습시간은 여러 교육활. 

동 중 한 부분으로 사회의 현실적인 과제에 더 초점을 두는 교육이다. 

글로벌화 가운데 다문화공생 이라는 시점을 추가하게 된다‘ ( )’ . 多文化共生

이러한 배경에는 유네스코가 년대 이후 인권교육을 중요시하게 되1990

었고 글로벌교육과 다문화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이론모델을 소개, 

한다 이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Lynch, 1992).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었고 함께 살아가는 , 

공생 이 눈앞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국제이해교육‘ ( )’共生

에 반영되게 되었다 일본 내에서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계에 .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이해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으, 

로 다문화공생 을 제시한다‘ ( )’ . 多文化共生

이렇듯 일본의 시민교육은 년대 글로벌교육으로 통합되어 한 단계   1990

강해졌다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 개발교육 환경교육 해외 및 귀국자. , , , 

녀교육 등의 다양화된 국제이해교육의 입장들이 통합되고 정리되어 시작

되었다 예를 들어 는 개발교육의 독자성을 주장해 지금까지. (1994)田中

의 국제이해교육을 글로벌교육으로 통합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 

개발교육의 핵심은 지구규모의 개발문제 분열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

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 환경보전 문화적 정체성의 존중 위에 세우는 , , , 

것으로 보다 공정한 지구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개발문제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하는 태도를 기르고 교육학습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

다 라고 글로벌교육을 정의하였다( , 1994) .田中

년대 이후 일본은 다문화공생 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서로 연결되  2000

어 교육현장에 실천되었다 그 가운데 시민성 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더. ‘ ’
욱 초점을 두게 된다 다문화 공생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시민으. 

1) 총합적 학습시간은 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포함된 학교교육과정의 새로운 학습시간 1998
이다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과제를 찾아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 
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의 모습을 목표로 한다( , 2010)文部科学省

검색   https://www.mext.go.jp/a_menu/shotou/sougou/1300434.htm(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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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 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를 원‘ ’
하였다 세계화란 세계 국가 지역의 가지 공간에서 복합적인 관계로 . , , 3

이루어지며 세계와 지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지역을 바탕으로 한 ,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금까지는 지역에 주목하지 않았. 

지만 지역과 국가 세계가 동등한 관계에서 중심이 같은 동심원을 이루, , 

는 것이다 그리고 년 일본은 지속가능발전교육( , 2007). 2005佐藤

의 국내 이행을 효율적(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으로 추진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육증진 기본계획 과 이에 따른 교. ‘ ’
육과정 가이드라인에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를 실시, , ESD

하였다 특히 일본 내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는 관련 교사 연수 및 . ESD 

회의 교재 개발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의 전국적인 확산, , ESD

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차보은 정용시김용욱( , 2016; , 2019).‧
이와 같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주류화  (ESD)

하고 있는 부분이다 글로벌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가(main-streaming) . 

치 교육 담론인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이 ‘ (Learning to Live Together)

글로벌 의제화되어 가는 가운데 일본은 의 국제적 행위 주체자로서 , ESD

의제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정(Chung & Park, 2016; 

용시김용욱 일본 정부는 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 2019). 2002‧
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이하 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년Development, WSSD) 10 (Decade of 

에 대한 결의를 이끌어 내는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데 성공하였다 이 시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 (ESD)

의제화 할 수 있었던 국내적 배경은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데 힘입은 바가 크다 년 일본 환경성은 산하. 1996

에 환경협력실 을 설치하여(Environmental Partnership Office, EPO) , 

요하네스버그를 위한 일본포럼 을 조직(Japan Forum for Johannesburg)

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기금을 조성하여 시민단체 및 를 전폭(ESD) NGO

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국내에서 순조롭게 의제화한 는 . 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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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 분야 해외원조를 기대하던 내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UN 

확보하였고 이어 지속가능발전교육 년 를 선포하고 , 10 (Decade of ESD)

를 장기적 교육 의제로 중점 추진하였다 이러한 의제화의 목적은 ESD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 ’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내에서 교육 의제를 주류화하고자 하였다 정용시( ‧
김용욱, 2019). 

그러나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도입과정에 있어 일본도 한국과 유사  , 

하게 보편적인 가치로서 세계시민교육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

이 아니라 국가적 맥락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다 일본의 국제이해교육 은 유네스코의 국제교육 로부터 거. ‘ ’ ‘ ( )’際 育国 教
리를 둔 일본 독자적인 국제이해교육을 시작했다는 이론이 여러 연구자

들에게 의하여 논의되었다( , 1992; , 1992; , 1994; , 永井 米田 金谷 石井

재인용 예를 들어 년 중앙교육심의회는 국제사회에서 살아2006 ). 1974 ‘
갈 일본인 육성 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당시 년대 유네스코의 국제. 1970 ‘
이해교육운동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계획서 지면 안에 서술된 내용은 ’ 
교원들의 해외파견 해외자녀교육 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 ‘ ’ . ,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운동과 별개로 외국어교육 과 대학교육의 국제교‘ ’ ‘
류 활동 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일본에 온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일’ . , 

본어교육 강화 정책을 들 수 있다 결국 년도 유네스코에서 실시한 . , 1974

국제이해교육 운동 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내용이 불명확한 일본 독자‘ ’
적인 국제이해교육 으로 국제교류와 해외자녀 교육 에 중점을 두었으‘ ’ ‘ ’ ‘ ’
며 외국어 교육 일본어 교육 과 대학의 국제교류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 ) . 

더불어 이러한 독자적인 국제이해교육에 관하여 은 임시적(2000) ‘魚住

일시적 국제이해교육 이라 부르며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인의 ( ) ’
능력을 기르고 일본인의 자질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둔 자문화와 타, ‘
문화의 개성을 이해 하고 애국심 을 가지고 국제적 커뮤니티 능력을 ’ ‘ ’ , ‘ ’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 2000; , 2006 魚住 石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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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게다가 일본은 국제이해교육이 왜소화 축소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 ( )’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일본의 현장 교사들조차 국제이해교육이 무엇을 

하는 교육인지 몰라 영어교육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혼동‘ ’ , 

을 일으키는 주요한 근거로 문부과학성 또한 국제이해교육을 하는 목적

을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커뮤니케이“
션 능력을 기르는 외국어 활동 문부과학성 이라고 제시하고 있( , 2004e)”
기 때문이다 재인용( , 2006 ).石井

더불어 이러한 국제이해교육의 변형과 재구성은 국제이해교육의 대상  

을 구분한 국가 교육 정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일본인 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은 내셔널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이‘ ’ ‘
해교육 으로 여기에다 국제사회의 리더로 활약할 수 있는 엘리트 교육 ’ ‘
실천 을 목표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국제사회 리더 육’ . 

성의 관점에 외국인 자녀의 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교육의 . 

방향성은 아래의 문부과학성 위원의 발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

다.

국제교육의 의미와 앞으로 방향에 관해서는 모두가 내셔널리즘 을 ‘ ’
몸에 익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거기에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 

는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중. ...(

략 이번 논의의 핵심은 내셔널리즘 을 목표로 설정하는 내용 개발)... ‘ ’
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조금 더 높은 시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부과학성 재인용( , 2005a; , 2006 ).石井

일본인에게 필요한 국제적 센스를 기르기 위한 교육은 글로벌화된 

시대에 지구인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략. ...( )... 

일반적인 레벨업과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일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리더 를 기르는 것입니다 문부‘ ’ (

과학성 재인용, 2005a; , 2006 ).石井



35

일본 전체적으로 리더 가 부족한 상황에 이러한 인재를 기르는 것‘ ’
이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일반적인 일본인이 국제성을 . 

몸에 익히는 것이다 그런데 후자는 미래에 중요한 일이며 지금 당장 . ,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부과학성 재인용( , 2005a; , 2006 ).石井

이처럼 엘리트 교육 으로서 일본 국제교육의 방향성은 내셔널리즘 을   ‘ ’ ‘ ’
바탕으로 훌륭한 일본인 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재구성되어 있으며‘ ’ ,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리더 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국제이해교육의 ‘ ’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일본인 과 리더를 구분하는 국제이. ‘ ’ ‘ ’
해교육의 대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 를 주창하는 보편‘ (education for all)’
적 가치로서의 세계시민교육과는 거리를 둔 일본 독자적이고 변형된 세

계시민교육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도덕 사회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2. ·

 

한국의 도덕 사회 교육과정에서의 세계시민교육    1) ·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의 동향을 ·

분석하기 위해 현재 개정된 개정교육과정과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2015 

의 내용 체계 를 통해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2017)

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의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도덕과 중학. , 2015 

교 도덕과의 내용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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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 1] 2015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학년군3-4 학년군5-6

자신과의 

관계
성실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 없이 정

성을 다하고 인내하며 스스, 

로 자신의 욕구를 다스린다.

도덕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 근면 정직- ?( , )

왜 아껴 써야 할까 시간 관리와 절약- ?( )

왜 최선을 다해야 할까 인내- ?( )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 ?

감정표현과 충동조절 ( )

자주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자주 자율- ?( , )

정직한 삶은 어떤 삶일까 정직한 삶- ?( )

타인과의 

관계
배려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더불

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존중

하고 예절을 지키며 봉사와 

협동을 실천한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효 우애 ( ,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

할까 우정 ?( )

예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절- ?( )

함께하면 무엇이 좋을까 협동- ? ( )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사이버 예절 준법 ( , )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공감 존중 ( , )

우리는 남을 왜 도와야 할까 봉사- ?( )

사회, 

공동체와

의 관계

정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

며 바람직한 통일관과 인류, 

애를 지닌다.

나는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

공익 준법 ( , )

나와 다르다고 차별해도 될까 공정성 존중- ?( , )

통일은 왜 필요할까 통일의지 애국심- ?( , )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왜 존중해야 할까- ?

인권존중 ( )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공정성- ?( )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까 통일의지- ?( )

-전 세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존중 인류애 ( , )

자연, 

초월과의 

관계

책임

인간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자연 참된 아름다움과 도덕, 

적 삶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 

삶의 자세를 가진다.

생명은 왜 소중할까 생명존중 자연애- ?( , )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 )

어려움을 겪을 때 긍정적 태도가 왜 필요할까- ?

자아존중 긍정적 태도 ( , )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까- ?

윤리적 성찰 ( )

출처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내용을 재구성함 : (ncic.kice.re.kr,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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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 2] 2015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자신과의 

관계
성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덕

을 공부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자, 

아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도덕적인 삶- ?( )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도덕적 행동- ?( )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자아정체성- ?( )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 ?( )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복한 삶- ?( )

타인과의 

관계
배려

가정 이웃 학교 및 온라인 공간에서 바람직한 인간관, , 

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

도가 필요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의사소, 

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정윤리- ?( )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가 우정- ?( )

성 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성윤리- ( ) ?( )性
이웃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이웃생활- ?( )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정보통신윤리- ?( )

평화적 갈등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평화적 갈등 해결- ?( )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폭력의 문제- ?( )

사회, 

공동체와

의 관계

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편도덕에 근거하여 

보장하고 한 국가공동체의 도덕적 시민으로 사회 정의 , 

및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

동체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존중?( )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화다양성?( )

-세계 시민으로서 도덕적 과제는 무엇인가 세계 시민 윤리?( )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도덕적 시민- ?( )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 정의- ?( )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북한 이해- ?( )

유리에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통일윤리의식- ?( )

자연, 

초월과의 

관계

책임

환경친화적 삶과 과학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삶과 죽음, 

의 의미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자연관- ?( )

과학 기술과 도덕의 관계는 무엇인가 과학과 윤리- ?( )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소중함- ?( )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마음의 평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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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두 개의 표는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도덕의 내용 체2015 , 

계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 

분석함으로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동향을 살

펴 볼 수 있다 먼저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은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 , ·

영역에서 등장한다 특히 초등학교 학년군의 내용요소에는 전 세계 . 5-6 “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내용을 제시하며 존중과 인류애에 대하?”
여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중학교 도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 공동체. ·

와의 관계에서 내용이 제시된다 이는 중학교에서 더 구체화되는데 정. “
의 라는 핵심가치 아래에 일반화된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인간” . “
의 존엄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편도덕에 근거하여 보장하고 한 국가공, 

동체의 도덕적 시민으로 사회 정의 및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하며 세계 ,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 

어 내용요소에서 인권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존중 다문화 , “ ?( )”, “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화다양성 세계시?( )”, “
민으로서 도덕적 과제는 무엇인가 세계시민윤리 가 제시된다 이는 중?( )” . 

학교 도덕 과정에서 내용이 더욱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초등과정보다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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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정교육과정 초 중학교 사회과 내용 체계표[ 3] 2015 ·

영역 핵심개념
초등학교 중학교

학년3-4 학년5-6 학년1-3

정치

민주주의와 국가 민주주의 지역사회 공공기관 주민참, , , 

여 지역문제 해결,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 

정치 민주주의 정부형태 지방 자치 제, ,  , 

도
정치과정과 제도 생활 속의 민주주의 민주 정치 제도, 정치과정 정치 주체 선거 시민 참여, , , 

국제 정치
지구촌 평화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 , 

남북통일

국제사회 외교 우리나라의 국가 간 갈, , 

등

법

헌법과 우리 생활
인권 헌법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 ,  , 

구성

인권 헌법 기본권 국가기관의 구성 및 , , , 

조직
개인 생활과 법

법 법의 역할, 법 법의 구분 재판, , 
사회생활과 법

경제

경제생활과 선택
희소성 생산 소비 시장, , , 

가계 기업 합리적 선택, ,  
희소성 경제 체제 기업의 역할 자산 , , , 

관리 신용 관리, 
시장과 자원 배분 자유경쟁 경제 정의, 시장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시장 가격, ,  , 

국가 경제 경제 성장 경제 안정, 국내 총생산 물가 상승 실업, , 
세계 경제 국가 간 경쟁 상호 의존성, 국제 거래 환율, 

사회, 

문화

연구 방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활용, , 

개인과 사회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
사회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역할 갈등, ,  , 

사회집단

문화 문화 편견과 차별 타문화 존중, ,  
문화 문화 이해 태도 대중매체 대중문, , , 

화
사회계층과 불평등 신분제도 평등사회, 차별 갈등 사회문제, , 

현대사회의 변동
가족 형태의 변화 사회 변화 일상생활, ,  

의 변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변동 현대사회의 변동 한국 사회, , 

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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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인식

지리 인식 지리적 속성 고장의 위치와 범위 인식

국토의 위치와 영역 국토애 세계 주요 , , 

대륙과 대양의 위치와 범위 대륙별 국가, 

의 위치와 영토 특징

공간분석
지도의 기본 요소 방위 기호와 범례( , , 

줄인자 땅의 높낮이 표현, )
공간 자료와 도구의 활용 지도 읽기 지리 정보 지리 정보 기술, ,  

지리 사상 자연과 인간관계

장소

와 

지역

장소 마을 고장 모습과 장소( ) 우리나라 영역 국토애, 

지역 지역 중심의 위치 기능 경관 특성, ,  

국토의 지역 구분과 지역성 우리와 관계 , 

밀접 국가의 지리적 특성 우리 인접 국, 

가의 지리 정보 및 상호 의존 관계

세계화와 지역화

공간관계 촌락과 도시의 상호 의존관계
우리 인접 국가의 지리 정보 및 상호 의

존 관계
인구 및 자원의 이동 지역 간 상호 작용, 

자연 

환경

과 

인간 

생활

기후 환경
국토의 기후 환경 세계의 기후 특성과 , 

인간 생활 간 관계

기후 지역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온대 , ,  

기후 지역 기후 환경 극복 자연재해 지, , 

역
지형 환경 국토의 지형 환경 산지지형 해안지형 우리나라 지형경관, ,  

자연 인간 , 

상호작용

고장별 자연환경과 의식주 생활 모습

간의 관계 고장의 지리적 특성과 생활 , 

모습 간 관계 고장의 생산 활동, 

국토의 자연재해와 대책 생활 안전 수칙, 

열대 우림 지역의 생활 온대 지역의 생활, ,  

기후 환경 극복 산지 지역의 생활 해안 , , 

지역과 관광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인 문 

환 경

과 인

간 생

활

인구의 지리적 

특성
국토의 인구 특징 및 변화모습 인구 분포 인구 이동 인구 문제, ,  

생활공간의 체계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촌락, 

과 도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토의 도시 분포 특징 및 변화 모습

도시 특성 도시화 도시구조 살기 좋은 , , , 

도시

경제활동의 

지역구조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 모습의 변화

국토의 산업과 교통 발달의 특징 및 변화 

모습

농업 입지와 변화 공업 입지와 변화 서, , 

비스업 입지와 변화 자원의 편재성 자원, , 

과 인간 생활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문화의 공간적 

다양성

세계의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간의 관계

문화권 지역의 문화 변동 지역의 문화공, , 

존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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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

능한 

세계

갈등과 불균등의 세계 지역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지역 불균형

지속가능한 환경
지구촌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발전, , 

개발과 보존의 조화

지구환경문제 지역 환경문제 환경 , , 

의식
공존의 세계 인류 공존을 위한 노력

역사 

일반
역사의 의미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정치, 

문화사

선사시대와 고조선의 

등장

시대마다 다른 생활 모습 옛 (

사람들의 생활 도구와 주거 형태)
여러 나라의 성장

삼국의 성장과 통일
고대 국가의 등장과 발전 삼국의 발전( , 

불국사와 석굴암)
통일신라와 발해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화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청자와 고려 (

문화 금속 활자와 그 의의 팔만대장경, , )

조선의 건국과 유교 

문화의 성숙

민족 문화를 지켜나간 조선 이성계 세종( , ,  

훈민정음)
전란과 조선 후기 

사회의 변동

새로운 사회를 향산 움직임 영 정조의 ( ,

정치)
개항과 개화파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근대 개혁( )

일제 식민 지배와 

광복을 위한 노력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의 수립과 전쟁6.25 ,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을 위한 노력 역사 갈등 해소를 , 

위한 노력과 독도

사회, 

경제사

신분제도의 변화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경제적 변동 경제생활의 변화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가족 제도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전통문화 세시 풍속의 변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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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는 한국 개정교육과정의 초 중학교 사회과 내용 체계표를 2015 ·

정리한 것이다 도덕교과와 다르게 사회교과는 영역별로 세계시민 관련 . 

내용과 핵심개념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국제정치라. 

는 핵심개념 아래 초등 학년에서는 지구촌 평화 및 국가 간 협력 및 5-6

국제기구의 역할이 제시되며 중학교 학년에서는 국제사회의 모습에 , 1-3

대하여 공부하게 된다 법 영역에서는 초등 학년 분야에 인권과 기. 5-6

본권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경제 영역에서도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 

초등 학년에서는 국가 간 경쟁 상호의존성에 대하여 제시되었고 중5-6 , , 

학교 학년에서도 국제 거래에 대하여 학습한다 사회 문화 영역에서1-3 . , 

는 문화를 핵심 개념으로 편견과 차별 타문화 존중에 대하여 이해하는 , 

모습에 대하여 학습한다 더불어 사회계층과 불평등의 핵심개념도 함께 . 

제시되며 중학교 학년에서는 차별 갈등 사회문제를 함께 학습하게 , 1-3 , , 

된다 장소와 지역 영역에서는 지역이라는 핵심개념 아래 중학교 학. 1-3

년은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내용을 학습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세계 영. 

역에서는 초등학교 학년군은 지구촌 환경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에 5-6 , 

대하여 중학교 학년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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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덕 사회 교육과정에서의 세계시민교육  2) ·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특별교과로서의 도덕 은 제 ‘ ( )’特別 科 道の 　教 徳
장 총칙의 제 항 에 표시된 도덕교육의 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1 1 2(2)

기초가 되는 도덕성을 기르고 도덕적 가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기를 돌아보고 사물을 다각적이고 다면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살아가, , 

는 방법에 관하여 생각하여 찾아가는 학습을 통하여 도덕적인 판단력, , 

마음 실천의지와 태도를 기르는데 두고 있다, .

일본 초등 소학교 도덕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와 학년군별로 나누  ( ) 

어  다음과 제시하고 있다 표 의 내용 참고 일본 초등 도덕과의 학([ 4 ]). 

습지도요령은 사회과의 환경확대법의 원리와 달리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

리를 바탕으로 전 학년에 걸쳐 학년 군별로 골고루 주제를 다루며 학년 , 

군이 올라갈수록 내용을 심화 보충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소학교 도덕과 학습지도요령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동향을 살펴보

고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소학교 도덕과의 학습지도요령은 세계와 관련된 주제보다   , 

국가와 고장 가족에 관한 전통과 문화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등장함을 , 

알 수 있다 대주제 는 개 개 개 개의 소주. A, B, C, D A 6 , B 5 , C 7 , D 4

제를 가진다 이 개의 소주제 가운데 국제관계를 다루는 소주제는 . 22 C

의 번째 소주제인 국제관계 국제친선4 , (国際関係 国際親善、 하나에서 살) 

펴 볼 수 있다 반면 국가와 고장 가족에 관한 주제는 의 번째 소주. , , C 3

제 전통과 문화의 존중 국가와 지역을 사랑하는 태도 및 의 대주제 주, B

인으로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족 웃어른 예로부터의 도움을 받은 , , 

일에 대하여 제시한다 더불어 번째 소주제인 주인으로서의 집단과 . C 3

사회관계에서 의무 공공정신에서 사회를 위하여 봉사함의 중요성이 언, 

급되고 있고 의 번째 소주제는 가족애 가족생활의 충실에서도 가족, C 4 , 

에 대한 존경과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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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초등학교 소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표[ 4] ( ) 

구분 주제 학년1-2 학년3-4 학년5-6

주인으로서 A 

자기 자신에 

관하여

( と し て主 自
に す分自身 関
)ること

선악의 판단

자율

자유와 책임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별하기
정직한 판단 자유와 책임

정직 실천, 솔직하게 생활하기
정직하여 밝은 마음

으로 생활하기
성실한 생활

절제

건강과 안전을 생각

하고 물건과 돈을 , 

소중히 여기기

스스로 하기 절제하, 

는 생활 

생활습관을 소중히 

여기고 절제하는 태

도

개성의 신장 자신의 기분 알기
자신의 특징을 알고 

장소 넓혀가기

나의 특징을 알고 단

점을 장점으로 바꾸

기

희망과 용기, 

노력과 강한 

의지

내가 해야 할 공부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내가 하기로 결정한 

목표에 최선을 다하

기

더 높은 목표를 세우

고 용기와 희망을 가

지고 노력하기

진리의 탐색

진리를 소중히 여기

고 사물을 탐색하는 

것

주인으로서 B 

사 람 들 과 의 

관계

( と し て主 人
との わりに関

)すること関

친절, 

생각하는 

방법

자기 주변의 사람들

에게 따뜻한 마음으

로 대하기 친절하기, 

상대방의 마음을 생

각하고 친절한 태도 , 

갖기

상대방의 입장에 서

서 친절하기

감사

가족과 같이 평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에게 감사하기

가족 및 현재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신 웃

어른들께 존경과 감

사하는 마음 갖기

가족 및 예로부터 많

은 도움을 주고받은 

분들께 감사하고 보

답하기

예의
기분 좋은 인사 밝, 

은 동작

예의의 중요함을 알

고 다른 사람에게 , 

진심을 갖고 대하기

때와 장소를 분별하

여 예의를 갖추기

우정 신뢰, 
친구와 사이좋게 지

내기

친구를 서로 이해하

고 신뢰하고 도와주, , 

기

친구를 서로 이해하

고 우정을 깊게 하, 

고 이성을 이해하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

기

상호이해, 

관용

상대의 생각을 이해

하고 나와 다른 의, 

견을 소중히 하기

자기의 생각과 의견

을 상대에게 전하며, 

겸손한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다른 의견

을 존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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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학년1-2 학년3-4 학년5-6

주인으로서 C 

집단과 사회

와 관계

として主 集団
や との社会 関
わりに する関
こと

규칙의 존중

약속을 지키는 것, 

모두가 사용하는 물

건을 소중히 여기기

약속과 사회의 규칙

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

법률과 규칙의 의의

를 이해하고 지켜 나

가며 나와 다른 사, 

람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기

공정 공평, ,  

사회정의

자기가 좋아하고 싫

어하는 것에 구애받

지 않고 대하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리를 두지 않고 공

정하고 공평하게 대

하기

차별과 편견을 버리

고 공정하고 공평한 

태도로 대하며 정의, 

를 실현하기 위해 노

력하기

의무 공공의 , 

정신

일에 대하여 알고, 

모두를 위하여 일하

는 것

일의 소중함을 알고, 

모두를 위하여 일하

는 것

일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함을 소중히 여

기고 이것의 의의를 , 

이해하고 공정함을 

만들어 가기

가족애, 

가족생활의 

충실

부모 조부모를 존경, 

하고 가족의 역할 , 

세워가기

부모 조부모를 존경, 

하고 가족 모두가 , 

노력하여 즐거운 가

정 만들기

부모 조부모를 존경, 

하고 가족을 행복하

게 하기 위하여 세워

하기

더 나은 학교 

생활, 

집단생활의 

충실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교 모든 사람들에

게 친절하기

선생님과 학교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모, 

두가 노력하여 즐거

운 교실과 학교 만들

기

선생님과 학교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여, 

러 집단 속에서 자기

의 역할을 자각하고 

집단생활에 충실하도

록 노력하는 것
전통과 

문화의 존중, 

국가와 

지역을 

사랑하는 

태도

우리나라와 고장의 

문화와 생활과 친해

지고 애착을 갖기

우리나라와 고장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

히 여기고 나라와 , 

고장을 사랑하는 마

음 갖기

우리나라와 고장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

히 여기고 선조들의 , 

노력을 알고 나라와 

고장을 사랑하는 마

음 갖기

국제관계, 

국제친선

다른 나라 사람과 문

화에 친해지기

다른 나라 사람과 문

화에 친해지고 관심 , 

갖기

다른 나라 사람과 문

화를 이해하고 일본, 

인임을 자각하며 국

제친선을 위해 노력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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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을 재구성함: [ ], 2017 .きる文部科学省 学習指導要領 生 力

  둘째 세계시민교육의 대상 및 중심이 일본 즉 자국을 중심으로 서술, , 

되어 있다 개의 소주제 가운데 국제관계를 다루는 소주제는 의 번. 22 C 4

째 소주제인 국제관계 국제친선, (国際関係 国際親善、 이다 여기서 학습지) . 

도요령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일본 과 고장에 관해서는 애착( ) ,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내용으로 제시한다 반면, . , 

국제관계 및 국제친선에 있어서는 친해지고 관심 갖기 수준에 머무르고 , 

있고 학년 군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고 일본인임, 5-6 “
을 자각하며 국제친선을 위해 노력하기, (他国 人 文化 理解の 々や について

日本人 自覚 持 国際親善 努し としての を って に める、 로 제시하며 일본인으로서 )

자각을 갖고 세계 속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체가 일본인에서 출발하

며 그 행동영역도 우리나라와 고장에 대한 애착과 사랑보다는 다소 소, 

극적인 이해와 노력에 그치고 있다.

구분 주제 학년1-2 학년3-4 학년5-6

주인으로D 

서 생명과 자

연 숭고한 , 

것에 관하여 

として主 生命
や な自然崇高
ものとの わ関
りに するこ関
と

생명존중

살아 잇는 것의 위대

함을 알고 생명을 , 

소중히 여기기

생명의 존귀함을 알

고 생명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생명이 많은 생명과 

연결되고 그 안에 있

는 둘도 없이 소중함

을 이해하기

자연애

자기 주변의 자연과 

친해지고 동식물의 ,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대하기

자연의 위대함을 느

끼고 자연과 동식물, 

을 소중히 여기기

자연의 위대함을 할

고 자연환경을 소중

히 여기기

감동, 

경외하는 

마음

아름다운 것을 느끼

고 상쾌함을 마음에 , 

갖기

아름다움과 고상한 

것에 감동의 마음을 

갖기

아름다움과 고상한 

것에 감동하는 마음

을 갖고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것에 대하

여 경외하는 마음 갖

기

더 나은 삶을 

위한 즐거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인간의 강함과 

숭고함을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즐거움 느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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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보면 사회 교과에 대한 부분에서 목표 항 하 (3)

반절을 보면 “世界 国 人 共 生 大切 自覚の 々の 々と に きていくことの さについて な

-養どを う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에 

대하여 자각하는 것을 기른다(2017, ).文部科学省 라고 명시하며 글로벌” , 

화된 사회에 사회과의 목표를 제시한다 이는 초등학교 학년별 목표 및 . 

내용에도 나타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도요령 내에서 세계시민, 

교육 글로벌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

표 일본 초등학교 소학교 사회과 내용 체계표[ 5] ( ) 

 

* 출처 을 재구성함: [ ], 2017 .きる文部科学省 学習指導要領 生 力

  위 일본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학년은 주로 3

지역과 마을 중심의 자기 주변의 주제에서 시작하여 학년은 지역을 심, 4

화하였고 학년에서는 일본이라는 우리나라를 다루고 학년 마지막 주, 5 , 6

제에서 글로벌화된 세계와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 

학년3 학년4 학년5 학년6

내용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도도부현

도 시 군 구( , , , )

우리나라의 국토

의 모양과 국민

생활

우리나라의 정치 

활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산업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도와

주는 사업

우리나라의 산업

과 수산업에 이

르는 식품산업

우리나라의 역사

상의 중요한 사

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

자 연 재 해 로 부 터 

사람들을 지키는 

활동

우리나라의 공업

산업

글로벌화된 세계

와 일본의 역할

지역 모습의 변

화

지역 내 전통과 

문화 선조들의 , 

활동

우리나라 산업과 

정보

지역의 특색이 

있는 마을과 모

양

우리나라 국토의 

자연환경과 국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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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장의 원리는 환경확대법을 적용한 사회 교과의 특징이라 볼 수 있

으며 한국과 동일하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가, 

까운 곳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먼 곳으로 확장되, 

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장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차례대. , , , , 

로 다루게 되며 확장의 순서와 수준도 가족에서 주변 이웃 고장 지역, , , 

사회 국가 지구촌으로 확대하고 있다, , . 

이미 다양한 정보 통신 매체로 인해 세계화된 세계에 살고 있는 초등  ,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환경과 문화는 더 이상 경험 밖의 범위가 아니

다 학생이 경험하는 친숙한 공동체를 공부해야 한다는 환경확대법의 가. 

정에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이는 학생이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을 기계적. 

으로 확장시키는 의도가 있으므로 세계적 범위에서 중심지를 탐색하는 , 

탄력적이고 융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제 장 특별교과로서 도덕을 살펴보면 아  3

래의 표 과 같다 첫째 대주제에 공통적으로 주인의식 주체의식 을 [ 6] . , ‘ ( )’
바탕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맺어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체적 인식은 .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과제를 찾아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의 모습을 목표로 한다

(文部科学省 는 신학습지도요령의 목표와 같다 둘째 자기 자신을 , 2010) . ,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 집단과 사회 생명과 자연으로 주제가 점차 확대, , 

된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사회과의 환경확대법과 유사하게 나 로부터 . ‘ ’
출발하여 점차 사회 국가 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과와 다른 점은 생‘ , ’ ‘
명과 자연 그리고 초월적 대상으로 숭고한 것 에 관하여 함께 다루고 ’, ‘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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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중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표[ 6] 

대주제 내용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A 

( )として に すること主 自分自身 関

자주 자율 자유와 책임, , 
절도와 절제

향상심 개성의 신장, 
희망과 용기 강한 의지, 

진리에 탐구 창조, 

주인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B 

として との わりに すること主 人 関 関

동정심 감사, 
예의

우정 신뢰, 

상호이해 관용, 

주인으로서 집단과 사회와 관계C 

として や との わりに す主 集団 社会 関 関
ること

준법정신 남을 위한 마음, 

공정 공평 사회정의, , 

사회참여 공공정신, 

근로

가족애 가족생활의 충실, 
더 나은 학교생활 집단생활의 충실, 

지역의 전통과 문화의 존중 지역을 사랑하는 , 

태도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종중하기 나라를 , 

사랑하는 태도
국제이해 국제공헌, 

주인으로서 생명과 자연 숭고한 D , 

것에 관하여 

として や なものとの主 生命 自然崇高 関
わりに すること関

생명의 존귀
자연애

감동 경외의 생각, 

더 나은 삶을 위한 즐거움

* 출처 을 재구성함: [ ], 2017 .きる文部科学省 学習指導要領 生 力
  

  다음으로 일본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초등 사회과의 목표는 다음과 , 

같다 사회적인 견해와 생각하는 힘을 움직이고 과제를 탐구하여 해결하. , 

는 활동을 통하여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공민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는 학년부터 실시되며 내용은 다. 3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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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내용 체계표[ 7] 

  

* 출처 에서 재구성함: [ ], 2017 .きる文部科学省 学習指導要領 生 力

  일본 신학습지도요령에 제시한 중등 사회과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 

째 우리나라 일본 의 국토와 역사 현대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에 관하, ( ) , , , 

여 이해하면서 조사와 자료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 

기능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쟁점과 의미 그리고 특색과 . , , 

상호 관련된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하면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과, 

제의 해결을 위한 선택과 판단을 하는 힘 사고와 비판을 설명하면서 이, , 

것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쟁점에 관하. , 

여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태

구분 내용 세부내용

학년 예3 ( )

자기 주변의 지역과 고장의 

모양에 대하여

자기 주변 마을의 모습-

도도부현내에 있는 도시의 위치 지- , 

형 지리 교통 시설 등 공동시설, , , , 

예로부터 남아 있는 건축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생산, 

판매하는 직업

생산 활동 직업 지역 사람들의 생- , 

활과 관련된 것

판매 관련 직업 소비자의 다양한 - , 

요구를 반영한 판매

직업의 종류 산지의 분포 직업의 - , , 

공정 여러 가지 직업들, 

소비자의 요구 판매방법 여러 지- , , 

역과 외국과의 관계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

소방서 경찰서등 관련기관 지역의 - , ,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관련기관이 지역 사람들과 협력하여 -

재해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도시의 모양과 변화

도시 사람들의 생활모습 변화하는 - , 

모습

교통과 공공시설 토지이용과 인구- , , 

생활 도구 등의 차이에 대하여 다양

한 생활 모습과 변화 발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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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기른다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사고와 깊은 이해를 통하여 함양할 .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애정 국민주권을 가진 공민으, 

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다른 나라와 다, , 

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소중하게 자각하는 것에 있다. 

일본 중등 사회과의 내용은 크게 지리적 분야 역사적 분야 공민적 분  , , 

야 세 가지로 나뉜다 지리 과목의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세계와 일본의 . 

지역 구성 세계의 다양한 지역 일본의 다양한 지역에 대하여 학습하게 , , 

된다 사회과의 내용은 역사와의 대화 근세시대의 일본과 아시아 근현. , , 

대의 일본과 세계를 다룬다 공민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 

목표는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견해와 생각하는 방법을 움직여가고 과제를 

추구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통하여 넓은 시야를 세워가고 세계화된 국제,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의 사회를 형성

하는 데 필요한 공민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기초적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표 일본 중학교 사회과 지리적 분야 내용 체계표[ 8] 

구분 내용 세부내용

세계와 일본의 지역 구성A 지역구성
세계의 지역 구성-

일본의 지역구성-

세계의 다양한 지역B 

세계 각지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

사람들의 생활

세계의 지역 세계 각지의 지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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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을 재구성함: [ ], 2017 .きる文部科学省 学習指導要領 生 力

표 일본 중학교 사회과 역사적 분야 내용 체계표[ 9] 

일본의 다양한 지역C 

지역 조사의 

방법

야외조사 문헌조사- , 

지역조사-
일본의 지역적 

특색과 지역구분

자연환경        인구- -

에너지 산업     교통과 통신- -

일본의 각 지역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

방법 

인구와 도시 촌락을 중심으로 -

생각하는 방법 

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법-

-교통과 통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법 

다른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

방법 
지역의 이상적 

모습
공간적 상호작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역사와의 대화A 

우리의 역사 자료를 통해 역사에 관한 의미 알기

자신 주변 

지역의 역사

내가 생활하는 지역을 사랑하고 전통과 문

화에 관심 갖기

근세시대의 일본과 B 

아시아

고대일본

세계 고대문명

일본열도의 국가형성

법령국가의 형성

고대문화와 동아시아

중세일본

무사정치의 성립과 유라시아 교류

민족의 성장과 새로운 문화 형성

근세일본 세계의 움직임과 통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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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을 재구성함: [ ], 2017 .きる文部科学省 学習指導要領 生 力

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공민적 분야 내용 체계표[ 10] 

  

* 출처 을 재구성함: [ ], 2017 .きる文部科学省 学習指導要領 生 力

근현대의 일본과 C 

세계

근대일본과 

세계

유럽과 미국의 근대사회 성립과 아시아 -

제국의 움직임 

메이지유신과 근대국가의 형성-

의회정치의 시작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근대산업의 발전과 근대문화의 형성-

제 차 세계대전이후의 국제정세와 대중의 - 1

출현 

제 차 세계대전과 인류의 참화- 2

현대일본과 

세계
일본민주화와 냉전 속 국제사회-

구분 내용 세부내용

우리와 현대사회A 

우리가 살아가는 현

대사회와 문화의 특

색

현대일본의 특색으로 저출산고령화 정보, 

화 글로벌화된 사회 이해하기, 

우리와 경제B 

시장의 움직임과 경

제

주변의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의의를 이해하는 것

국민의 생활과 정부

의 역할
국민의 생활과 복지

우리와 정치C 

인간존중과 일본국

헌법의 기본적 원칙

인간존중 민주적 사회생활 일본국 헌법, , 

의 기본적 인권존중 국민주권 평등사회, , 

민주정치와 정치의 

참가

국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의 

조직 정당의 역할 이해하기, 

우리의 국제사회D 

와 과제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 증대

세계평화의 충실 인류복지의 증대- , 

지구환경 자원 에너지 빈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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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장 연구 설계3 

제 절  연구 모형  1 

  내용분석법은 사회과학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론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분석 연구(Firer, 1998; Avery and Simmons, 2001). 

는 교육과정 분석의 일환으로 내용 분석 이라는 방법“ (content analysis)”
을 이용한 양적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내용분석이란 문서 형식을 갖는 . 

특정 연구 대상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주로 양적 분포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 이라는 전통적 (Berelson, 1952)

정의가 있다 이는 보고자 하는 특정한 주제를 그것을 표현하는 양식을 . 

구조화하여 문서 내용을 카테고리화 함으로써 구조의 양적 분포를 조사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는 내용분석에 관한 . Krippendorff(2004)

그의 저서에서 어떤 문서 형태를 갖는 대상으로부터 그것을 사용하는 “
상황에 맞추어 신뢰할 수 있으며 의미 추론을 끌어내는 연구 방법(p. 

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는 전통적인 내용분석18)” . Krippendorff(2004)

에서 양적 분석 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는 양적 분석이 많은 연“ ” . 

구에서 쓰여지는 핵심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질적 분석 역시 효과적이

고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며 더구나 문서를 읽는 행위, 

는 기본적으로 행간의 의미를 찾는다 라는 질적인 분석 방법이므로 내“ ”
용분석은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 방법 또한 효과적이고 과학적

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Krippendorff , 2004).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기반으로 양적 분석 방법과 질적 분석 방  

법을 병행할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도덕교과와 사회교과를 선택한 이유. 

는 시민교육은 도덕교과와 사회교과에서 그 정체성을 형성해가며 시민, 

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국가교육과정을 가장 직접

적으로 포함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두 개의 교과이기 때문이다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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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김혜현 이러한 연구 관점을 바탕으로 , 2005; Moon and Koo, 2011). ‧
국가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를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며 의무, 

교육 교과인 두 개의 도덕교과와 사회교과를 선택하였다.

제 절  분석 자료2 

내용 요소 분석 준거 질적 분석 양적 분석    1. ( , )

  한국과 일본에서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되며 각각 교육 , 

부와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이 관할한다 교과서는 모든 의무적이고 주) . 

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엄격하게 집필진에게 안내되며 정, , 

부가 권위를 인정한 교과서 위원회 혹은 학교 에 의해 채택 배부 사용( ) , , 

된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 교과서는 현행 개정 교육과정 년 . 2015 (2018

시행 을 바탕으로 집필된 교과서를 선택하였고 일본도 년부터 적) , 2018

용되는 신학습지도요령(新学習指導要領 을 바탕으로 개정되어 집필된 교)

과서를 선택하였다 한국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인 봄 여름. 1 , 1 , 『 』 『 』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도1 , 1 , 2 , 2 , 2 , 2 , 『 』 『 』 『 』 『 』 『 』 『 』 『

덕 도덕 도덕 도덕 사회 사회 사회3 , 4 , 5 , 6 , 3 , 4 , 』 『 』 『 』 『 』 『 』 『 』 『

사회 을 채택하였다 중학교는 도덕 도덕 사회5 , 6 . , , 』 『 』 『 ①』 『 ②』 『

사회 고등학교는 생활과 윤리 고전과 윤리 사, , , ①』 『 ②』 『 』 『 』 『

회 문화 통합사회 세계사 동아시아사 를 선택하였다· , , , .』 『 』 『 』 『 』 2) 

2) 년 월 기준으로 국내 고교 사회과 교과서 채택현황 제공 교육부 서상기 의원실 2014 10 ( : )
에 따르면  공 사립 고교 교과서 채택 비율은 공립고교는 순위는 미래엔 순위· 1 (36.2%), 2
는 비상교육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기타(27.3%), (14.7%), (9.4%), (4 .8%), (7.6%) 
순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한국교과서는 미래엔에서 출판된 교과서를 연구자료로 . 
선택하였다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분석당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비상교육 박병기 외. ( , 

로 분석하였고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는 사 한국검인정 전북교육청 박병기 외2018) , ( ) ( , , 
로 분석하였다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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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동일한 학교 급에 맞게 초등 교과서 あたらしい どうとく『 　

, , ,新 新 新しい どうとく しい どうとく しい１』　 『 　 ２』 　『 　 ３』　 『 　

, , ,新 道 新 道 新編 新どうとく しい しい４』　『 　 ５』　『 　 ６』　『 　徳 徳
3· , 3·社 上 新編 新 社 下 新編 新 社しい しい しい　 ４ 』　『 　 　 ４ 』『 　 　会 会 会

, , , 上 新編 新 社 下 新編 新 社 上 新しい しい５ 』 『 　 　５ 』 『 　 　６ 』 『会 会
를 선택하였고 중학교는 , 編 新 社 下 私 道 中しい たちの　 　６ 』 『 （会 徳 学

, , 校 新編 新 社 地理 中 校 新編 新 社しい しい）』 『 　 　 （ ）』 『 　 　会 学 会
를 고등학교, , 公民 中 校 新編 新 社 史 中 校しい（ ）』 『 　 　 （ ）』学 会 歴 学

는 ,  A ,  高校 科書 倫理 高等 校 世界史 高等 校 世『 （ ）』 『 （ ）』 『教 学 学
B , A , 界史 高等 校 日本史 現代 史 高等 校 新からの（ ）』 『 （ ）』 『学 歴 学

, A , B選 日本史 高等 校 地理 高等 校 地理 高等　 Ｂ（ ）』 『 （ ）』 『 （学 学 学
을 선택, ,  校 現代社 高等 校 政治 高等 校）』 『 （ ）』 『 （ ）』会 学 経済 学

하여 총 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51　 3).

제 절  분석 과정 및 연구 방법3 

  본 연구는 한국 개정교육과정 과 일본 신학습지도요령 의 (2015 ) ( , 2017)

초 중등 도덕 사회교과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법 을 (content analysis)․ ․
활용하여 양적인 분석을 차적으로 실시하였고 이 양적분석 결과를 바1 , 

탕으로 교과서 서술에 관한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용분석 은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기록물들의 내용  (content analysis)

적 특징을 기술하여 동기 원인과 결과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론하, , 

는 기법으로 정책이나 메스미디어의 내용의 변화 추이나 논조 및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김구 김형렬 외 재( , 2011; , 2019 

3) 일본은 년 학교교육법 제정 이후부터 교과서는 검정제를 취하고 있다 도덕 및 사 1947 ‘ ’ . 
회 교과서를 출판하는 개 출판사 가운데 동경서적은 가장 높은 채택율을 보이고 있다38

년 기준 이에 본 연구도 동경서적을 분석(2015 , 18%, ja.wikipedia.org/wiki/ ). 東京書籍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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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내용분석법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 관점 ). 

이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다 더불어 세계시민교육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하. 

기 위하여 횟수계산 방법을 사용하였다 횟수계산은 (frequency counts) . 

단어 용어의 빈도수만을 계산하거나 빈도수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의 , , 

발생 빈도 지면 길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김구 김형렬 외, , ( , 2011, , 

재인용 이를 위하여 중요한 주제와 소주제 구체적인 삽화와 그2019 ). , 

림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인용 글과 주로 드러나는 키워드를 분, 

석하였다 더불어 보다 축약된 양적 연구를 위하여 세(Creswell, 2003). 

계시민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주요한 중심 주제들 가운데 Moon and 

의 관점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표 위 관점을 채택한 Koo(2011) ([ 11]). 

이유는 본 연구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세계 문화 관점 으로 인한 시민‘ ’
교육과정의 변화로 드러난 인권 학생중심적 페다고지 다문화 환‘ ’, ‘ ’, ‘ ’, ‘
경 관련 담화의 등장은 세계시민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세계 ’ 
문화 관점에서 시민교육이 세계시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

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도 사회과학 교. Moon and Koo(2011)

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세계 문화 관점으로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

성을 분석하여 세계화 이념이 초중고 교과서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년대를 경과하면서 환경보호 인권존중 국제적 이해의 심화 세계2000 , , , , 

시민의 자질 함양 등이 교육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고 관련 내용도 눈에 , 

띄게 강화되었다 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Moon and Koo, 2011) . 

계 문화 관점에 부합하는 키워드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누고 국가시민성에 

포함되는 요소로 국가 가족과 전통 책임감 통일 민주주의 권리를 선, , , , , 

택하였고 세계시민성에 부합하는 요소로 세계주의 환경 인권 평화 다, , , , , 

양성 사회정의를 채택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는 세계시민교육에   Moon and Koo(2011)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국가시민성 과 세계시민성(national citizenship)

으로 구분하여 각각 관련된 하위 주제를 제시하였다(global citizen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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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 교과서에서 인권 이라는 단어는 국가의 시민성이라는 목‘ ’
표보다 더 세계시민성이 추구하는 보편적 목표와 가치에 가까운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책임감 이라는 것은 오랜 유교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 늘 ‘ ’
가족과 사회 내에서 언급되고 추구되는 가치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를 . 

한 장씩 읽으며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단어의 숫자를 세었고 그, 

것의 합과 전체적인 비율을 분석하였다 국가시민성에 해당하는 키워드. 

인 국가 가족과 전통 책임감 통일 민주주의 권리의 사용이 도덕 및 , , , , , 

사회 교과서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세계시민성의 범주에 해당하는 , 

세계주의 환경 인권 평화 다양성 사회정의라는 키워드는 사용빈도가 , , , , ,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위 키워드의 횟수를 세기 . 

위하여 교과서 지면의 총 분량에서 색인을 제외하고 교과서의 본문 머, , 

리말 삽화 학생활동 평가활동 마무리에서 빈도를 계산하였다, , , , .

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적 차원 분석틀[ 11] ( )

핵심단어

국가시민성 주제 국가 가족과 전통 책임감 통일 민주주의 권리 권리 양가성, , , , , , ( )

세계시민성 주제 세계주의 환경 인권 평화 다양성 문화 사회정의, , , , ( ), 

출처 에서 재인용: Moon and Koo(2011: 585-586)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키워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 범주가 구분되   

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통일 의 경우 한반도 내에서의 평. ‘ ’
화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시민성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도 있지만 민, 

족의 동질성 등을 강조하는 국가시민성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또한 세계 문화 관점에 부합하여 교과서 내에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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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언급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국가시민성 , 

교육의 약화를 수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의 논의에 . , Kim(2020)

따르면 각국의 교과서 내에서 세계시민성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는 경우, 

에도 이는 세계무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국민의 양성 즉 궁극적, , 

으로는 국가시민성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 

구는 특히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를 분석할 때 통일 과 관련된 키워드· ‘ ’
가 포함된 단락의 경우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도덕, ·

사회 교과서 분석 모두에서 시민적 정체성과 관련된 서술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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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결과4 

제 절  분석 결과  1 

양적 분석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의 반영 정도    1. :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교과서의 연간 시간 배당 기준       1-1) ․

  양적인 분석에 앞서 우선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교과서의 연간 시간 ·

배당 기준을 살펴보았다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 [ 12]

두 국가 모두 초등학교 소학교 학년부터 고등학교 급까지 도덕 및 사( ) 1

회 교과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모두에 도덕 및 사회. ‘ ’ ‘ ’
라는 교과가 따로 개설되어 있으며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집중적, , 

으로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연간 시간 배당기준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소학교 와 중학교에서 . , ( )

한국의 시간 배당이 일본의 시간 배당 보다 약 배 가까이 많이 배당되2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초등학교 학년의 경우 도덕. 1~2

사회교과가 연 시간에 달하지만 일본의 경우 연 시간 배정/ 1,744 , 850~910

되어 있다 이는 중학교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 연 . 

시간이나 일본 중학교에서는 도덕 사회교과가 시간 배정되어 3,366 / 1,015

있다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약 배 가까이 더 많게 시간배정을 하고 있. 3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초등학교 학년의 경우 통합과정으로 바. , 1~2

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주제를 통합한 교과 예를 들어 , , , 

봄이라는 교과 이름 아래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그 바른생활 안에서 도‘ ’
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소학교 학년부터 도덕 교과를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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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교과 연간 시간배당 기준[ 12]  ·

국가

교육과정

도덕 사회 역사포함/ ( )

초등학교 소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학년1~2 학년3~4 학년5~6 학년1~3

일반고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

교
한국 128 272 272 510 170 과학포함204( )

총 수업 

시간수
1,744 1,972 2,176 3,366 3,468 3,468

주당시수 3 4 4

도덕1

사회2

역사2

3 3-4

일본 34 105~125 135~140 140~175 174

총 수업 

시간수
850~910 980~1,015 1,015 1,015 1,015

주당시수 1 3 3 3 3

한국 초등학교에서 수업은 시수제 로 운영되며 시간 수업은 분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 소학교에 ‘ ’ , 1 40 . ＊

서 수업시수는 단위 시간을 분으로 운영한다1 45 .

한국에서 시간 수업은 분을 원칙으로 하고 일본 중학교는 단위 시간을 분으로 운영한다1 45 , 1 50 . † 

한국 고등학교에서 단위는 분을 기준으로 하여 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위의 자료는 이수  1 50 17 . ‡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일본 고등학교는 단위를 분 기준으로 단위는 연간 주간. 1 50 1 35 , 

분 시간 으로 환산하였고 공민 현대사회 윤리 정치 경제 단위를 시간으로 환산한 수치이다1750 (29 ) , ( , ,  ) 6 .  ․
초 중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는 주 일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일이상이다, 5 190 .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가시민성 및 세계      1-2) ․
시민성 관련 내용 요소

   표 은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 13] ‧
핵심 단어의 개수를 전체 페이지 수로 나눈 값으로 이를 분석한 내용은 ,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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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교과서 페이지별 핵심 단어의 분포[ 13] ·

한국 일본
핵심단어 도덕 사회 도덕 사회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국가시민성 주제
국가 2.27 1.33 2.21 1.01 3.02 0.44 4.22 2.11 11.01 10.41 6.50 5.59

가족과 전통 6.67 2.22 0 8.32 0 1.11 7.59 3.80 1.37 1.68 .65 .30

책임감 1.41 0 0 .22 0 0 4.96 2.53 .46 0 0 0

통일 3.68 4.67 2.01 .07 .86 0.44 .53 0 0 0 0 0

민주주의 0 0 1.41 .007 2.16 0 0 0 5.50 0.24 1.04 .46

권리＊ 0 0 0.20 .80 0 0.88 1.79 0 .46 0 1.30 1.75

권리양가성( )＊＊ 0 0 0 0 0 0 .95 0 0 0 0 0

세계시민성 주제
세계주의＊＊＊ 4.50 2.89 0.60 1.89 6.90 3.11 2.85 1.27 2.29 3.35 5.33 2.39

환경 2.66 2.89 1.00 2.53 6.68 2.11 4.32 0 2.29 3.35 1.43 2.39

인권 2.49 3.78 0.20 1.74 2.59 2.22 5.59 1.69 1.83 0 2.08 1.03

평화 1.46 0 1.00 0 0 0.88 0 0 1.38 0.24 1.30 .46

다양성문화( ) 1.08 4.00 2.41 2.46 3.87 2.0 0.74 0 1.83 0 0.26 . 10

사회정의 1.63 0.44 3.21 0.87 0.08 4.11 1.16 2.53 2.29 0 0.52 .10

총 쪽수 1,844 450 498 1,382 464 900 948 237 218 835 769 1,938

교과서 수 12 2 2 8 2 4 6 1 1 6 3 8

여기서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권리이다.＊
헌법적인 권리와 인권사이에서 분명하지 않은 권리를 칭한다.＊＊

이 단어는 세계주의 을 주로 포함하며 국제화 국제사회“ (g lobalism)” , “ ( internationalization)”, “＊＊＊
세계화 지구촌 세계시민(international society)”,  “ (globalization)”, “ (g lobal vil lage)”, “ (world 

국제조직 국제법 국제연합citize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 (international law)”, “ (United 
세계공동체 를 포함한다Nations)”, “ (wor ld community)” .  

한국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 통합사회 사회 문화 세계사 동아시아사 도덕 생활과 윤리: , · , , / : , ＊＊＊＊
윤리와 사상

각 키워드 별 최댓값은 진하게 최솟값은 연하게 표시하였다, .  ＊＊＊＊＊    

가 한국과 일본 도덕 사회 교과서의 공통점) ·

한국과 일본 도덕 사회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국가시민성 범주 가운  ‘ ’ ․
데 가족과 전통 과 관련된 단어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 ’ . 

국과 일본의 도덕과 사회교과 내에서 가족과 혈통 연대와 결속 전통‘ ’, ‘ ’, ‘
문화 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과 ’ . 

일본 사회 내에서 가족과 전통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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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등도덕 교과서에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이어져 온 조상들‘ ’, ‘
의 멋과 슬기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특히 초등학교 여름 교과서는 ’ . 1-1 

이상이 가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 또한 50% ( , 2018).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 도덕과를 예로 들면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 ‘
살아가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봉사와 협동을 실천한다

개정교육과정 를 대단원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도 소학교 초(2015 )’ . (

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 학년 전 학년에 걸쳐 주인으로서 집단) 1~6 ‘C. 

과 사회와 관계(主 集団 社会 関 関として や との わりに すること 의 대주제 아래 )’
가족의 도움 가족과 협력하기 라는 대단원을 수업 주제로 제시하고 ‘ ’, ‘ ’

있다(文部科学省 또한 신학습지도요령 도덕과 소학교 교, 2017). , (2017) 

육과정을 살펴보면 전통과 문화의 존중 국가와 지역을 사랑하는 태도‘ , ’
를 대단원 주제로 선정하고 소학교 학년부터 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1 6

쳐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아 존중하고 이것을 다음세대로 전할 수 있는 , 

올바른 태도를 배워 나간다 신학습지도요령 이처럼 한국과 일본( , 2017). 

은 도덕 사회 교과서에서 국가시민성 범주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족과 ‘‧
전통 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의 차이점) ·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 분석 결과 나타난 국가별 차이점은  ·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 , 

국가시민성보다 세계시민성 비중이 더 높다 이는 도덕교과서 내에 국가. 

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분포를 연구한 선행연구(Moon and Koo, 2011; 

김형렬 외 에서 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국가, 2019) 3

시민성에 비해 세계시민성의 주제가 점차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는 세계 문화 관점에서 전제하는 동형화 의 방향과 ‘ ’
부합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제외하고 국가시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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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시민성 비중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계화로 인한 . 

교육과정의 변화 가운데에도 일본의 도덕 사회교과서에는 여전히 세계시‧
민성 보다 국가시민성 관련 내용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둘째 일본의 도덕 사회교과서에 국가 관련 키워드가 매우 높은 비   , ‘ ’ ‧
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사회교과서에서 국가시민성 관련 주제 . , 

가운데 국가 관련주제가 한국 도덕 교과서에 비하여 배 정도 높게 사3 , 

회 교과서는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중학교 도덕4 . ,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 관련 주제를 제시한다 일본인을 자각하고 . ‘
세계에 공헌하기 나라를 사랑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 창조’, ‘ , ’(私たち

道徳の 이렇듯 일본인 이라는 국민으로서의 인식과 나라를 사랑, 2018). ‘ ’
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한 활동들로 국가를 핵심적 주제로 단원의 내용과 

차시를 구성해가고 있다. 

셋째 한국은 통일 에 관한 주제가 도덕 사회교과 전 학교 급에 분포   , ‘ ’ ‧
되어 있다 특히 도덕 교과서에서 통일에 관한 내용제시 비율이 높다 이. . 

는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인으로서 국가정체성을 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Moon and Koo, 

또한 도덕 교과에서 통일의 담론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북한과의 2011). , 

재통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 (unification)’
나아가고 있다 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ang, 2002) .

넷째 세계시민성 관련 키워드 가운데 한국은 세계주의 와 관련된 내   , ‘ ’
용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근 환경과 관련된 이슈의 증가로 . 

인해 환경 관련 주제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일본은 학교 급별로 비중이 ‘ ’ . 

달랐는데 도덕교과서는 인권 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 ’ , 

사회과 교과서는 한국과 동일하게 세계주의 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높았‘ ’
다 전체적으로 세계시민성 관련 주제들이 편중된 경향이 있어 고르게 . 

주제를 제시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두 나라는 학교 급별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초등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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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단계에서 국가시민성의 비중이 높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는 세계, 

시민성을 더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 , , 

에서 세계시민성 주제가 더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 내용 . 

구성 체계에서 도덕적 주체인 나로부터 우리 타인으로 관계가 확장되고 , 

그 다음으로 사회 국가 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로 확장된다 반면 일본은 ‘ · · ’ . 

학교 급별로 비교적 균형 있게 주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 

정 내용 구성은 개의 영역이 전 학교 급에서 확장되어 고른 편성을 보4

이고 있다.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 비교 분석 결과       1-3) ․

  다음으로 표 는 표 의 내용 중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에 관[ 14] [ 13] ·

련된 내용만을 정리한 것이다 페이지별 핵심 단어의 분포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표 한국의 도덕 사회교과서 페이지별 핵심 단어의 분포 [ 14] ·

한국
핵심단어 도덕 사회

초 중 고 초 중 고
국가시민성 주제

국가 2.27 1.33 2.21 1.01 3.02 0.44

가족과 전통 6.67 2.22 0 8.32 0 1.11

책임감 1.41 0 0 .22 0 0

통일 3.68 4.67 2.01 .07 .86 0.44

민주주의 0 0 1.41 .007 2.16 0

권리＊ 0 0 0.20 .80 0 0.88

권리 양가성( )† 0 0 0 0 0 0

세계시민성 주제
세계주의‡ 4.50 2.89 0.60 1.89 6.90 3.11

환경 2.66 2.89 1.00 2.53 6.68 2.11

인권 2.49 3.78 0.20 1.74 2.59 2.22

평화 1.46 0 1.00 0 0 0.88

다양성 문화( ) 1.08 4.00 2.41 2.46 3.87 2.0

사회정의 1.63 0.44 3.21 0.87 0.08 4.11

총 쪽수 1,844 450 498 1,382 464 900

교과서 수 12 2 2 8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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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도덕 사회교과 공통적으로 세계시민성 관련 주제가 국가시민성 , ·

관련 주제보다 더 다양하게 전 학년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반면에 국가. 

시민성 주제는 특정학년에 편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국가. , 

시민성 관련 주제의 경우 국가 가족과 전통 책임 통일에 주제가 집중, , , 

되어 있고 민주주의와 권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반, . 

면 고등학교 도덕에서 국가시민성 관련 주제는 국가와 통일 민주주의만 , , 

보이고 있으나 세계시민성 관련 주제는 세계주의 환경 인권 평화 다양, , , , 

성 사회정의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둘째 한국의 초등학교 도덕 사회교, . , ·

과 모두 국가 국가시민성 주제 가운데 가족과 전통 이 두드러지게 나타‘ ’
나고 있다 셋째 도덕교과와 사회교과의 차이점으로 도덕교과는 사회교. , 

과 보다 통일 관련 주제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차 개정교육과정부. 3

터 실시된 초기 도덕과 교육에서 통일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도덕과 교육

과정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였다 특히 년. , 1960

대와 년대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국가적 교육 계획은 반공 인식을 1970

수용하는 도덕적 인간을 키우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 

도덕과 교육에서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가정 사회 국가로 확산하여 인, , 

식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였다 박찬석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하( , 2007). 

에서 통일 관련 주제는 여전히 도덕과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 비교 분석 결과      1-4) ․

  다음으로 표 는 표 의 내용 중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에 관[ 15] [ 13] ·

련된 내용만을 정리한 것이다 페이지별 핵심 단어의 분포를 통해 살펴. 

본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 모두 국가시민성 관련 주제가 세계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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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주제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제 차 . 2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피해를 입고 특별한 희생, ‘
자 라는 의식을 내재화 해왔다 이로 인해 전후 일본의 정책과 제도는 구’ . 

성원의 내셔널리즘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고 내셔널리즘 이데, 

올로기는 국내의 평화주의와 경제성장 담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즉 희생된 국가 로서 자기 이해는 민족 정체성과 국(Wirth, 2009). , ‘ ’
가의 재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정(Smith, 2000). 

체성을 형성하고 시민을 양성함에 있어 국가시민성을 중시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일본의 도덕 사회교과서 페이지별 핵심 단어의 분포[ 15] ·

일본
핵심단어 도덕 사회

초 중 고 초 중 고
국가시민성 주제

국가 4.22 2.11 11.01 10.41 6.50 5.59

가족과 전통 7.59 3.80 1.37 1.68 .65 .30

책임감 4.96 2.53 .46 0 0 0

통일 .53 0 0 0 0 0

민주주의 0 0 5.50 0.24 1.04 .46

권리＊ 1.79 0 .46 0 1.30 1.75

권리 양가성( )† .95 0 0 0 0 0

세계시민성 주제
세계주의‡ 2.85 1.27 2.29 3.35 5.33 2.39

환경 4.32 0 2.29 3.35 1.43 2.39

인권 5.59 1.69 1.83 0 2.08 1.03

평화 0 0 1.38 0.24 1.30 .46

다양성 문화( ) 0.74 0 1.83 0 0.26 .10

사회정의 1.16 2.53 2.29 0 0.52 .10

총 쪽수 948 237 218 835 769 1,938

교과서 수 6 1 1 6 3 8

  

   둘째 도덕교과에서 초등단계는 가족과 전통 관련 주제가 가장 많이 , ‘ ’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소학교 도덕과의 학습지도요령은 세. 

계와 관련된 주제보다 국가와 고장 가족에 관한 전통과 문화에 대한 내, 

용이 더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대주제 는 개 개. A, B, C, D A 6 , B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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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개의 소주제를 가진다 이 개의 소주제 가운데 국제관계를 C 7 , D 4 . 22

다루는 소주제는 의 번째 소주제인 국제관계 국제친선C 4 , ( 際 係、国 関 国
하나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반면 국가와 고장 가족에 관한 주) . , , 際親善

제는 의 번째 소주제 전통과 문화의 존중 국가와 지역을 사랑하는 태C 3 , 

도 및 의 대주제 주인으로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족 웃어른 예B , , 

로부터의 도움을 받은 일에 대하여 제시한다 더불어 번째 소주제인 . C 3

주인으로서의 집단과 사회관계에서 의무 공공정신에서 사회를 위하여 , 

봉사함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의 번째 소주제는 가족애 가족생, C 4 , 

활의 충실에서도 가족에 대한 존경과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처럼 일본은 소학교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가족과 전통 주제가 많( ) ‘ ’ 
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초 중 고 모두에서 도덕교과보다 사회교과에서 국가시민성 관련    , · ·

주제가 세계시민성 관련 주제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일본 신학습지도요령에 제시한 중등 사회과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 

그 가운데 하나가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사고와 깊은 이해를 통하여 함‘
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애정 국민주권을 가진 공, 

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다른 나라와 , ,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소중하게 자각하는 것 일본 신학습지(

도요령 에 두고 있다 이처럼 일본 사회과는 국민주권을 가진 공, 2017)’ . ‘
민 으로 우리나라 를 사랑하는 것 즉 국가시민성 함양을 중요한 사회과’ ‘ ’ , ‘ ’ 
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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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분석 통일 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에 대한 2. : ‘ ’ ‘ ’
서술방식

  

  앞선 양적 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 내에 세계시 ·

민성 관련 키워드의 언급 빈도가 다수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세계 사회 관점에 부응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가 반드시 국가 시민성 교육의 약화나 감소를 수반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세계시민성 관련 키워드의 언급 빈도에 대한 피상적 접근만으로 한. 

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 내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어떻게 ·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 내에 인권 민주주의 다문화 등, · ‘ ,’ ‘ ,’ ‘ ,’ 
의 세계시민성 범주에 해당하는 키워드의 언급 빈도가 국가 애국심‘ ,’ ‘ ’ 
등의 국가시민성 범주에 해당하는 키워드보다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

실만으로 한국이 시민교육을 통해 국가시민성보다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   , 

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의 맥락에서 , . , 

통일 의 경우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시민성의 ‘ ’ 
범주에서 논의될 수도 있지만 민족의 동질성 등을 강조하는 국가시민성

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 내에 , ·

통일 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단락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 . 

둘째 세계화가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온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세, 

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결국 세계무대에서의 역량을 가진 국가시민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예컨대 를 ( , Kim (2020))

고려하여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 내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 · ‘
성 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단락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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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관련 내용에서의 민족 담론의 유지1) 

  

 세계 문화 관점 이론에 따르면 세계사회의 등장 하에서 발견되는 세계 

시민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보편적 . , 

인권과 공동체 내 다양한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한다 둘째 국민. , 

국가 내에서의 권리를 넘어선 지구촌 내에서의 권리 즉 세계시민성을 , ,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과서에서 (Sassen, 2006).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전통적인 민족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전히 통일을 정당화하는 논의에서는 기존의 민족 담론이 핵심적인 논

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형렬 외 예컨대 개정 교육( , 2019). , 2015 

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및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통일4 2 

의 필요성을 민족 의 개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

우리는 하나예요 북한이 년 월 일 일요일 새벽에 탱크를 앞  . 1950 6 25

세워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큰 6.25 . 

아픔을 겪었어요 게다가 휴전선까지 생겼어요 유병열 외. ( , 2016: 88)

과거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과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 왔다 정창우 외( , 2018b: 108)

   특히 통일이 민족 공동체 회복과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민족 공동체 회복의 논리는 도덕과 교과서 안에서 통일을 ‘ ’
정당화하기 위한 중심적인 논거가 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도덕 교과서 . 

내에 국가시민성 관련 내용보다 세계시민성 관련 내용이 양적으로 더 많

이 나타남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국가시민성의 

범주에 해당하는 민족 담론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다음으로 통일은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다음 기사를    . 

읽고 생각해 보자 기사 생략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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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유지할수록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차이는 점・ ・ ・
점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남북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 

하며 전통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야 한다 정창우 외( , 2018b: 130).

남북한은 역사와 전통 언어를 공유하는 한민족으로서 많은 공통점   , 

이 있다 그러나 분단 이후 오랫동안 교류 없이 지내다 보니 여러 부. 

문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창우 외( , 2018b: 114).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중학교 도덕 학년 교과서에는 통일이 민족 문2

화와 전통의 발전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서술이 포함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민족 문화를 개방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시키는 나라  

여야 한다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문화로는 지구촌 시대의 다문화 환경 . 

속에서 통일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족 문화와 전. 

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통일 한국을 가꾸어 나가야 한

다 정창우 외.( , 2018b: 137).

   반면 한국의 사회교과서에서도 통일 관련 단원에서 민족 개념이 활, 

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교과의 경우 통일의 당위. 

성을 민족 공동체 회복의 측면과 더불어 경제발전 의 측면에서 또한 언‘ ’
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남북 분. , 2 

단의 문제점을 민족 동질성 약화 와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아래와 같이 ‘ ’ ‘ ’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

타났다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의 신용이 낮게 평가되어 경제 발전에 걸. 

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군사적 대립과 갈등으로 군사비를 ,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언어를 포함한 남북 문. 

화의 이질화와 민족 동질성 약화 문제가 나타났고 이산가족과 실향, 

민이 발생하였다 김진수 외 ( , 2018a: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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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회교과서에서는 남북 분단의 제 차적인 , 1

문제점으로 경제적인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 , 2

차적인 문제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민족 동질성이 약화되는 것을 언

급하고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 

일의 경제적 편익이 설명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민족의 동, 

질성을 회복하여 민족 공동체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 

일이 되면 사회 구성원이 거주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선택의 기, 

회가 많아지고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통. , 

일은 남북의 단일 시장 형성성에 따른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한의 기

술력 북한의 노동력 및 천연자원의 결합에 따른 국가 경쟁력 향상으, 

로 한반도의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통일을 이루면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을 해소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게 된다 또한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지하자원 및 노동력을 결합 할 . 

수 있고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여 경제적으로 크게 도약할 것이다, . 

이처럼 남북통일은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박병기 외( , 2018: 250).

  이처럼 한국의 사회교과 내에서 통일은 남북의 단일 시장 형성에 따른 

국내 경제 활성화와 같이 국가 경쟁력 강화 라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주‘ ’
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는 . 

것과 같은 민족 담론 또한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보다는 통일 비용 이나 ‘ ’
통일 편익 등의 용어를 통해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을 통한 경‘ ’ 

제적 이익의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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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성과 국가시민성의 조화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화에 따른 세계시민교육의 등장은 각국 , 

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 

다양한 국가들 내에서 시민교육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권의 정당

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한(Law, 2011). , 

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의 시민교육 , , , , 

관련 교육과정은 세계화의 흐름보다는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급변해 온 2

국내외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개편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Han, 

2007; Kim, 2009; Kariya & Rappleye, 2010;  Ikeno, 2012;  Moon, 

유사한 맥락에서 은 세계화가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2013). Kim(2020)

되어 온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결국 세계무

대에서의 역량을 가진 국가시민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을 지적하였다 김형렬 외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대응하( , 2019). 

여 한국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에, 1 

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우리 자신이 한국인이자 세계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세  . 

계 시민은 지구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정창우 외( , 2018a: 223).

오늘날 우리는 한국인이자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한국, 

인인 동시에 더 나은 지구촌을 만들어 갈 책임을 지닌 세계 시민이기, 

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류애 연대 의. , 

식 평화 의식을 추구하면서 더 나은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정창우 외( , 2018a: 206).

  이와 같은 서술은 한국인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이 되어야한

다는 입장으로 도덕과 교과서에서 추구하는 세계시민성은 국가시민성과 



74

대립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김형렬 외( , 2019). 

세계시민성의 서술과 국가시민성의 제시에 있어 도덕교과서는 둘의 조  

화로운 양립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회교과서의 경우 한국인으, 

로서의 정체성과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나 그림 . , “ [ 1]”
라는 단원에서는 세계시민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나 자신이 지구촌의 한   “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 

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지구촌 문제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 공감과 연대 의식을 가지며 문화의 차, 

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책임 의식을 . 

가지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 미래 지구촌을 살아간다는 점을 떠올. 

린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밝은 미래 지구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다 박병기 외”( , 2018: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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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박병기 외[ 1] (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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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국가의 국민 이라는 고유한 국가시민적 정체성과 세계시민  , ‘ ’ ‘ ’
이라는 세계시민적 정체성의 조화는 일본의 중학교 도덕교과서에도 아래

와 같이 나타나 있다.

그림 일본 중학교 도덕 교과서 문부과학성[ 2] ( , 2014)4)

일본인임을 자각하고 국제인으로서 세계에 공헌하고 싶어요 국제화  . 

가 크게 진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세계를 만들어갈 우리는 우리나라, 

일본 와 지역에서 배우고 익힌 전통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인( ) , 

임을 자각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문부과학성, ( , 2014: 

212,213).5)

4) 일본인임을 자각하고 국제인으로서 세계에 공헌하고 싶어요 .
5) 원문  : が きく する で これからの をつくっていくのは たち が、 。国際化 大 進展 中 世界 私 我 国

や で まれた と について を め としての をもって、 、郷土 育 伝統 文化 理解 深 日本人 自覚 国際社
に していきたい。会 貢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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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에서 우리는 일본인임을 자각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  , 

복 실현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 문부과(

학성, 2014: 214)6).

일본의 도덕 교과서에서 또한 이처럼 인권과 생명존중 평화 등의 보   , 

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일본인으로서의 정체

성 사이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교과서. 

에서는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인 임을 자각하는 것을 우선순위‘ ’
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시민성과 국가시민성의 요소 가운데 . , 

세계시민성 보다 국가시민성에 무게를 둔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한. 

국의 세계시민성과 국가시민성의 관계가 서로 공통성을 가진 요소들이 

동일감과 친근감을 주는 유사로운 조화 의 관계라면 일본의 세계시민성‘ ’
과 국가시민성의 관계는 국가시민성에 초점을 둔 극화된 강조 가운데 조

화를 제시하는 대비된 조화 의 관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본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서는 세계화의 서  

술 가운데 일본의 전통 을 바탕으로 한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 ’
할 수 있다.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우리의 전통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그 위, 

에 우리와 다른 외래사상에 맞서 대화하고 전통을 우리 내면으로부터 

새롭게 활성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 ( , 2018: 123).竹内整一 7)

우리는 우리 내면의 사상적 전통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그것에 더

하여 일본에 놓여진 상태와 지금부터의 역할 등을 바로 알고 더 넓어, 

진 국제사회로 눈을 향하면서 주체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

다( , 2018: 125).竹内整一 8)

6) 원문  : の の としての をもち の と の の に けて、 、世界 中 日本人 自覚 世界 平和 人類 幸福 実現 向
たちはこれから を え をすればよいのだろうか、 。私 何 考 何

7) 원문  : みずからの としての をはっきりと し その に なるものとしての、 、根底 伝統 自覚 上 異
をきちんと させ をうちから しく させていくこと、 、 、外来思想 対決 対話 伝統 新 活性化 開化

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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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교과서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일본의 전통과  

문화의 우수함을 잘 알고 이러한 장점을 이어나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 

하며 긍지를 가지고 세계 여러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 속에서 일본인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장 그림 에서 알 수 . 3 [ 2]

있듯이 제 장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의 자각 을 바탕으로 일“ 3 ” “
본인은 일본의 긴 역사 가운데 물려받은 독자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

고 있다.( , 2018: 73)”竹 整一内 9)고 기술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교과서는 . 

세계시민적 정체성을 세계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의 정체성 의 관‘ ’
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림 일본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3] ( , 2018)(竹内整一 10)

8) 원문  : わたしたちは めたみずからの をしっかりと し それをふまえつ、 、改 思想的伝統 自覚
つ のおかれている やこれからの など く に を けながら、 、日本 現状 役割 広 国際社会 目 向 主体

に しい を的 新 時代 き、開 りあげていくことが められている。創 求
9) 원문  : :に きる の には の い の で けつがれて、国際社会 生 日本人 自覚 日本人 日本 長 歴史 中 受

きた のものの えや じ がある。独自 考 感 方
10)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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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한국과 일본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 비교2 , 

  앞 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 맥락적으

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도덕 사회교과서 가운데 세계. , 

시민교육 관련 내용의 양적 질적인 부분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야기한 원인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

공통점  1. 

  양적분석에 기반을 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 도덕 사회 . ․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국가시민성 범주 가운데 가족과 전통 과 관련된 ‘ ’ ‘ ’
단어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도덕과 사회교. 

과 내에서 가족과 혈통 연대와 결속 전통문화 가 강조되고 있으며‘ ’, ‘ ’, ‘ ’ , 

공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사회 내에서 가족과 전통

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초등도덕 교과서에는 . ,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이어져 온 조상들의 멋과 슬기 등의 내용이 ‘ ’, ‘ ’ 
확인된다 특히 초등학교 여름 교과서는 이상이 가족이라는 주. 1-1 50% 

제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 또한 개정교육과정 초등 도덕과를 ( , 2018). 2015 

예로 들면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 ‘
예절을 지키며 봉사와 협동을 실천한다 개정교육과정 를 대단원 주(2015 )’
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도 소학교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 학년 . ( ) 1~6

전 학년에 걸쳐 주인으로서 집단과 사회와 관계‘C. (主 集団 社会として や と

関 関の わりに すること 의 대주제 아래 가족의 도움 가족과 협력하기 라)’ ‘ ’, ‘ ’
는 대단원을 수업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文部科学省 또한 신학, 2017). , 

습지도요령 도덕과 소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통과 문화의 (2017) ‘
존중 국가와 지역을 사랑하는 태도 를 대단원 주제로 선정하고 소학교 , ’
학년부터 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아 존중하고1 6 , 

이것을 다음세대로 전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배워 나간다 신학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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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도덕 사회 교과서에서 국가시민성 , 2017). ‧
범주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족과 전통 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 ’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유교문화권에 속. 

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라는 공통의 문화적 토양을 . 

기반으로 하며 권위에 대한 존중 교육 중시 근면과 절제 근로 윤리, , , , , 

검약의 정신 가족중심주의 등 유교적 가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김일곤 박성인 재인용 더불어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론( , 1985; , 2017 ). ‘ ’
은 후기 산업사회 서구 근대성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동양의 인문정신

을 강조하며 등장하였다 국민호 싱가폴의 리콴유 는 가족 ( , 2007). (1999)

중시 조상 숭배 사회적 조화와 국가 사회 간의 가부장적 관계와 같은 , , -

유교적 사회 질서 서구와 구별되는 동아시아 문화적 풍토를 설명하였, 

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는 아시아적 가치의 요체는 공동체 중심주의. 

라 정의하였다 이경찬 박성인 재인용 이처럼 한국과 일( , 2014; , 2017 ). 

본이 공통적으로 가족과 전통 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징은 서구적 맥락‘ ’
이 아닌 유교 라는 고유한 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가치라 볼 수 있다‘ ’ .

다음으로 질적분석에 따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 . , 

은 공통적으로 세계시민성과 국가시민성의 조화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일본인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간의 조화. 

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세계화로 인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 충돌 , 

사이에서 국가시민성으로서 각 사회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 , , 

교적 상황 등을 고려하고 성찰하는 조화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 공통적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  , 

장으로 지역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진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족 . “
문화와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통일 한국을 가꾸어 나

가야 한다 정창우 외 과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 2018b: 137)” “
들은 일본의 전통과 문화의 우수함을 잘 알고 이러한 장점을 이어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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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긍지를 가지고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

다 문부과학성 에서 기술하듯 한국과 일본 도덕 사회 교과서( , 2014: 206) ‧
에서는 각 나라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주장하고 있

다 이는 양적연구의 공통점과 유사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 사회에 여전. 

히 남아있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전통 을 중시하는 가치에서 기반한 ‘ ’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 근접성 이외에 유교적 가치를 . 

공유하며 유교라는 공통의 문화적 토양을 기반으로 한다 전통을 중시, . 

하고 가족중심주의 등 공동체 우선의 유교적 가치를 공통적으로 중시하, 

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흐름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적. , 

지역적 수준이 상호 연결되어 더욱 심화됨과 동시에 초국가적 수준의 긴

장과 갈등과 함께 지역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다. 

차이점2. 

  

첫째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에서 통일관련 단원에서 민족담론을    , ‧
주요한 논거로 제시하는 것과 다르게 일본 도덕 사회 교과서에는 민족담‧
론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차이를 가지. 

고 오는 원인으로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라는 특수성 가운데 세계시민교

육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남한과 북한의 . 

휴전상태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로 인해 남한은 북한에 대한 바른 인. 

식과 이해 및 통일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 체계 성립이 중요하다. 

이는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시민교, 

육에 필히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통일에 대한 교육적 . 

대비는 통일 전후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하며 특히 남한뿐만 아니라 북, 

한 주민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해 놓아야 한다

라고 역설한다 심익섭 박찬석 재인용 이러한 점은 도덕( , 2001;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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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가 사회교과 보다 통일 관련 주제를 더 많이 포함하는 것에서도 기

인한다 차 개정교육과정부터 실시된 초기 도덕과 교육에서 통일교육에 . 3

관련된 내용은 도덕과 교육과정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였다 특히 년대와 년대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국가적 . , 1960 1970

교육 계획은 반공 인식을 수용하는 도덕적 인간을 키우는 일이었다 이. 

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도덕과 교육에서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가정, 

사회 국가로 확산하여 인식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였다 박찬석, ( , 2007).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서 통일 관련 주제는 여전히 도덕과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일본의 민족 관련된 유사한 논의는 발견할 수 있  , 

다 예를 들어 일본은 나라의 전통. , 11)과 문화 계승12) 일본의 영토, 13), 

국가의 우수성14)에 관하여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에 비하여 자세하게 ‧
제시하고 있다. 

고향을 지켜낸 은행나무 도) “守 大ふるさとを った イチョウ（

쿄도 스미다구의 토비키이나리 신사에 년 넘게 살아 온 500

은행나무가 있다 은행나무가 전쟁의 폭탄 속에서 진자를 지. 

켜냈다 겉은 불탔지만 뿌리는 살아 있었다 이 은행나무처럼 . . 

옛것을 더 지켜나가자 일본 소학교 도덕 학년.”( 4 , 2019 : 

11) 2018: 136-139 ,しいどうとく ほか しい③（ 　 　 　 　　 ４４ 、 ） 　新 渡邊 満 ‧ 押谷由夫 名 新
2018: 40, 114 , どうとく ほか しい④（ 　 　 　 　　 ４４ 、 　 ） ⑤渡邊 満 ‧ 押谷由夫 名 新 道徳

2018: 128-133 171-175 , 6ほか しい（ 　 　 　 　　 ４４ 、 、 ） 　 渡邊 満 ‧ 押谷由夫 名 新 社会
40 45-46 , 8ほか ほか（ 　 　 　 、２０１８： ） （ 　 　 、 上 北 俊夫 名 倫理 竹内整一 名

124-125 , 52-55） （ 、２０１８： ）現代社会 間宮陽介
12) 2018: 79-83 , しい ほか たちの⑤（　 　 　 　 　　 ４４ 、 ）新 道徳 渡邊 満 ‧ 押谷由夫 名 私 道徳

206 , 51しい ほか（ 、２０１４： ） 　 　 　 （ 　 　 、２文部科学省 新編 新 社会 公民 坂上康俊 名
18-19, 22-23０１８： ）

13)  40 9 , しい ほか しい　 ５ （ 　 　 　 、２０１８： ） 　 　新 社会 上 北 俊夫 名 新編 新 社会 公民
51 170-171, 194-197ほか（ 　 　 、２０１８： ）坂上康俊 名

14) 40 : 100,102,113,121 , しい ほか しい　 ５ （ 　 　 　 、２０１８　 　 ）新 社会 下 北 俊夫 名 新
6 40 6ほか しい　 （ 　 　 　 、２０１８：１２１、１２５） 　 （ 　社会 上 北 俊夫 名 新 社会 下 北

40 90-91, 92-93 , ほか たちの　 　 、２０１８： ） （ 、２０１４：俊夫 名 私 道徳 文部科学省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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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1)

나라와 고향의 좋은 점( )良やきょうどの いところ国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쿠라 일본 전통의 소바가 일본“ ” “

과 우리 지역의 자랑이다 일본 소학교 도덕 학년.”( 3 , 2019 : 

136-139)

 

에서는 일본의 오리가미 “折 紙大使 際理解 際親善り （ 、 ）国 国
종이접기 가 세계로 뻗어갔고 그 기원은 일본이다 세계 여( ) , . 

러 나라에서도 오리가미가 인기이고 그 이름을 그대로 쓴

다 중략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가운데 ...( )...

일본의 오리가미가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었다 외국사.” “
람에게 일본의 어떤 문화를 전해주고 싶나요 일본 소학교 ?”(
도덕 학년5 , 2019 : 79-83)

위에서 제시한 단원의 주제와 차시 제목은 세계화 국제화 를 기술  ‘ ’, ‘ ’
하고 있지만 맥락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세계화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주, 

체는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는 내셔널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태평양전쟁의 희생과 피해를 두각 시키는 서술. 

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 초등학교 소학교 사회 상 교과서에서는 . ( ) 6

일본은 유럽과 달리 목조건물이 많아 피해가 심했다 미국의 공격으로 “ . 

우리는 피해를 입었다 라고 말한다 공습 상상도라는 그림도 전쟁의 피” . 

해로 불타고 있는 마을과 아이의 모습을 그렸다 공습으로 일본의 도시. “
가 불탔다 고 이야기한다 군사시설과 공장뿐 아니라 민간인 주택에도 ” . 

폭탄이 떨어졌다 고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 , 2018 : 136-137)” . 北 俊夫　

서만 기술되어 있으며 일본이 피해를 입힌 진주만 등 태평양 전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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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략 기록은 없다 사회 상 교과서의 희생당한 어린이들 제목에서 . 6 “ ” 

알 수 있듯이 피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2018 : 北 俊夫　

더불어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본이 세워졌음을 140-141). 

계속 제시한다 사회 상 교과서에는 공습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새로. 6 “ , 

운 일본을 만들었다 일본의 부흥은 국민.( , 2018 : 142-143)” “北 俊夫　

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공장에 집단으로 취직하여 , 

일했다 이러한 결과로 년에 국민소.( , 2018 : 146-147)”, “1968北 俊夫　

득 세계 위에 달성했다 를 제시하고 있다 이2 .( , 2018 : 149)” . 北 俊夫　

와 같이 민족 개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과 다른 일, 

본의 민족 관련된 유사한 논의는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은 나라. , 

의 전통과 문화 계승 일본의 영토 국가의 우수성에 관하여 한국의 도, , 

덕 사회 교과서에 비하여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둘째 세계시민성의 형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 . 

한국의 도덕 교과서 에는 더 나은 지구촌을 만들어 갈 책임을 지닌 1 “
세계시민으로 인류애 연대의식 평화의식을 추구하며 더 나은 지구 공, , 

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창우 고 기술하며 세( , 2018a:223) , 

계 보편윤리로서 지구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 형성 그 자체 를 ‘ ’
목적에 두고 있다 반면 일본 사회교과서에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 , 

한 목적으로 경제발전 을 그 논거로 두고 있다 일본 중학교 공민 교과‘ ’ . 

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외교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와 기업이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더 세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NGO, . 

근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국제적 경. 

영활동은 일본 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와 . NGO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 2018: 199).坂上

  이와 유사한 기술로써 지구사회와 일본 이라는 단원 장은 세계에서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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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하는 일본인 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세계화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 . 

가지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국제적 협력의 목적을 

일본 경제발전에 두고 있다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 기술에서 추구하. ‧
는 세계시민성으로서의 보편적 목적과 달리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 

단으로 기업들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듯 다양한 국가들 내에서 시민교육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Law, 2011). , , , , 

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의 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은 세계화의 흐

름보다는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급변해 온 국내외의 정치적 변화에 대2

응하여 개편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Moon, 2013; Ikeno, 2012; 

이러한 추세에 부Han, 2007; Kim, 2009; Kariya & Rappleye, 2010). 

합하게 일본은 엘리트 교육 으로서 국제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내셔‘ ’ , ‘
널리즘 을 바탕으로 훌륭한 일본인 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이해교육으로 ’ ‘ ’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경제발전을 위한 리더 를 양성하기 . ‘ ’
위한 목적이 국제이해교육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일본인. 

과 리더를 구분하는 국제이해교육의 대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
를 주창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세계시민교육과는 (education for all)’

거리를 둔 일본 독자적이고 변형된 세계시민교육의 형태라고 볼 수 있

다. 

셋째 일본은 일본인의 자각 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 형성을 강조한다  , ‘ ’ . 

세계화의 수용과 변화보다 국가와 지역 그리고 특히 일본인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을 추구한다 정진성 에 따르면 신민족주의 . (1998)

국익사관은 일본의 특수성 우수성을 입증하는 이데올로기 작업이고 최, , 

근 일본전쟁 책임론의 반발에서 자유주의사관이 등장하여 자국의 역사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국익사관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 , 

유주의사관 연구회 일본의 전쟁범죄를 기술한 것을 삭제할 것 밝은 역, 

사관 일본인의 자신감을 높이는 자유주의사관 을 확산시키는 운동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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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정진성 이는 종합적으로 일본 문화의 국제화( , 1998: 7~10). 

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강조. 2

하는 신민족주의 국익사관 정진성 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 , 1998) . 

전쟁의 패전을 경험한 일본이 제 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2

의 원자폭탄 투하에 의한 특별한 희생자 라는 의식을 내재화해왔다 이‘ ’ . 

로 인해 전후 일본의 정책과 제도는 구성원의 내셔널리즘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고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는 국내의 평화주의와 경제, 

성장 담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일본(Wirth, 2009). 

인의 자각을 우선에 두는 세계시민교육의 원인은 문부과학성의 국제교육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제교육의 의미와 앞으로 방향에 관해서는 모두가 내셔널리즘 을 ‘ ’
몸에 익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거기에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 

는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중. ...(

략 이번 논의의 핵심은 내셔널리즘 을 목표로 설정하는 내용 개발)... ‘ ’
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조금 더 높은 시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부과학성 재인용( , 2005a, , 2006 ).石井

이처럼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국제교육의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  

교육 논의의 핵심에 내셔널리즘 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내셔널‘ ’ , 

리즘 즉 일본인이라는 자각을 몸에 익히는 교육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  

세계 속에서 일본인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그림 에서 보았듯이 제 [ 3] “
장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의 자각 을 바탕으로 일본인은 일본3 ” “

의 긴 역사 가운데 물려받은 독자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竹

, 2018: 73)”整一内 15)고 기술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교과서는 세계시. 

민적 정체성을 세계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의 정체성 의 관점에서 ‘ ’

15) 원문  : :に きる の には の い の で けつがれて、国際社会 生 日本人 自覚 日本人 日本 長 歴史 中 受
きた のものの えや じ がある。独自 考 感 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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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교육 정책으로 인한 이러한 일본인의 자각과 내, 

셔널리즘을 세계시민교육의 주된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제 장 결  론5 

제 절  요약 및 논의 1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덕 사회 교과서에   · ·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 문· . 

화 관점 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세계시민교육(world culture perspective)

연구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 ·

덕 사회과 교과서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

되고 서술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

그동안 이루어졌던 세계 문화 관점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교육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문화 관점에 근거한 세계시민교육 연구. , 

들은 각 국이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들을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친 외

생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내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 , 

간과해왔다 둘째 세계 문화 관점에 근거한 기존의 세계시민교육 연구. , 

들은 시민교육이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맞추었던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 글로벌 상호의존 초국가적 시민성 지역과 세‘ ’ , , 

계의 정치적 구조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등을 강조하는 세계시민적 요, ‘ ’ 
소를 교육과정 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따

라야 할 일종의 목적론적인 최종 종착점 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셋‘ ’ . 

째 이러한 세계시민교육 연구는 큰 틀의 교육과정 분석에 초점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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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양적 증가에 기초한 피상적 접근으로 각국의 시민교육 관련 교, 

과서 내에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상대적 빈도를 계산하는 접근법을 

취해왔다.

그러나 국가시민성 보다 세계시민성의 빈도가 많이 나타나고 교과서   , 

내 세계시민성과 관련되 키워드의 언급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피상적 변화가 반드시 국가시민성 교육의 약화나 감소를 수반한다고 보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 내에 인권 다문화 민. , ‘ ’, ‘ ’, ‘
주주의 등의 용어가 증가하고 국가 애국심 등의 용어가 감소하였다’ ‘ ’, ‘ ’ 
는 사실만으로 각국이 시민교육을 통해 국가정체성보다 세계시민성의 함

양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  , 

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의 맥락에서 , . , 

통일 의 경우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시민성의 ‘ ’ 
범주에서 논의될 수도 있지만 민족의 동질성 등을 강조하는 국가시민성

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 내에 , ·

통일 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단락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 . 

둘째 세계화가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온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세, 

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결국 세계무대에서의 역량을 가진 국가시민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예컨대 를 ( , Kim (2020))

고려하여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 내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 · ‘
성 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단락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 . 

저 한국과 일본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의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도덕 사회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국가시민성 범주   , ‘ ’ ․
가운데 가족과 전통 과 관련된 단어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 ’ . 

한국과 일본의 도덕과 사회교과 내에서 가족과 혈통 연대와 결속 전‘ ’, ‘ ’, ‘
통문화 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과 ’ . 

일본 사회 내에서 가족과 전통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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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 도덕 사회 교과서의 차이점은 한국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시민성보다 세계시민성 비중이 더 높다 일본 . 

도덕 사회교과서에서 국가 관련 키워드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 ’ ‧
있다 그리고 한국은 통일 에 관한 주제가 도덕 사회교과 전 학교 급에 . , ‘ ’ ‧
분포되어 있다 특히 도덕 교과서에서 통일에 관한 내용제시 비율이 높. 

다 세계시민성 관련 키워드 가운데 한국은 세계주의 와 관련된 내용의 . ‘ ’
분포가 가장 많았다 두 나라는 학교 급별로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 

국은 초등교육 단계에서 국가시민성의 비중이 높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 

단계는 세계시민성을 더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의 . , 

도덕 사회 교과서를 분석했을 때 도덕 사회교과 공통적으로 세계시민성 ·‧
관련 주제가 국가시민성 관련 주제보다 더 다양하게 전 학년에 걸쳐 제

시되어 있다 반면에 국가시민성 주제는 특정학년에 편중되어 있다 한국. . 

의 초등학교 도덕 사회교과 모두 국가 국가시민성 주제 가운데 가족과 · ‘
전통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교문화권에 속한 한국의 문화’ . 

적 특성으로 가족과 전통 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덕교과와 ‘ ’ . 

사회교과의 차이점으로 도덕교과는 사회교과 보다 통일 관련 주제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를 분석. , ·

하였을 때 두 교과 모두 국가시민성 관련 주제가 세계시민성 관련 주제

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도덕교과에서 . 

초등단계는 가족과 전통 관련 주제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 ’ 
있다 또한 도덕교과와 달리 사회교과에서 초 중 고 모두 국가 관련 주. , · ·

제가  세계시민성 관련 주제보다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도덕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

내용의 질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관련 주제에서 민족 . , ‘ ’
담론의 유지를 위한 서술방식의 전개이다 세계시민교육의 확산과 이로 . 

인한 세계시민성 교육의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과서에서 통일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전통적인 민족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전히 통일을 정당화하는 논의에서는 기존의 민족 담론이 핵심적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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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교과서에서도 통일 단원에서 민족 을 . ‘ ’
주요한 논거로 제시하며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제시한다 그러나 도덕교. , 

과서와의 차이점은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공동체 회복에 머무는 것이 ‘ ’
아니라 통일을 통한 경제발전 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 ’ .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서에서 통일관련 단원에서 민족담론을 주요한   ‧
논거로 제시하는 것과 다르게 일본 도덕 사회 교과서에는 민족담론을 직‧
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다만 한국과 다른 일본의 민족 . , 

관련된 유사한 논의는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나라의 전통과 . , 

문화 계승 일본의 영토 국가의 우수성에 관하여 한국의 도덕 사회 교과, , ‧
서에 비하여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과 문화의 우수성에 . 

바탕을 둔 세계시민 형성을 강조한다 세계화의 수용과 변화보다 지역화. 

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을 추구한다 더불어 전쟁의 패전을 . 

경험한 일본은 제 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2

하에 의한 특별한 희생자 라는 의식을 내재화해왔다 이로 인해 전후 일‘ ’ . 

본의 정책과 제도는 구성원의 내셔널리즘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고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는 국내의 평화주의와 경제성장 담론을 뒷, 

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Wirth, 2009). 

둘째 세계시민적 정체성에 관한 서술방식의 차이이다 이는 한국인의   , . 

정체성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으로 도덕과 교과서에

서 추구하는 세계시민성은 국가시민성과 대립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다 김형렬 외 이러한 온건한 ( , 2019). 

세계시민의식 교육은 한국인이라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짐과 동시

에 더 나은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성을 함께 가지는 것이

다 이러한 세계시민성의 서술과 국가시민성의 제시에 있어 도덕교과서. 

는 둘의 조화로운 양립을 추구하였으나 사회교과서는 세계시민성을 따,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국가주의적 서술은 한국과 일본 공통적  

으로 세계시민성과 국가시민성의 조화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 



91

적으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일본인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이 되

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공통적으로 전통을 계승하. , 

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역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진행에 초

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 도덕 사회교과서 내에 세계시민성 관. , ‧
련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도덕 사회 교과서는 세계시민성을 세. ‧
계 보편윤리로서 지구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 형성 그 자체 를 ‘ ’
목적에 두고 있는 반면 일본 사회교과서에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 

목적으로 경제발전 을 이루기 위한 논거로 세계시민성 형성을 제시하고 ‘ ’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적 정체성에 관한 맥락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차이점  , 

을 가진다 일본은 전통과 문화의 우수성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 형성을 . 

강조한다 세계화의 수용과 변화보다 지역화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세. 

계시민을 추구한다 더불어 일본인이라는 자각을 우선에 두고 그것을 바. , 

탕으로 한 세계시민성을 추구한다 정진성 에 따르면 신민족주의 . (1998)

국익사관은 일본의 특수성 우수성을 입증하는 이데올로기 작업이고 최, , 

근 일본전쟁 책임론의 반발에서 자유주의사관이 등장하여 자국의 역사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국익사관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진성( , 

이는 종합적으로 일본 문화의 국제화를 표방하고 있는 것1998: 7~10). 

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정책과 제도는 . 2

구성원의 내셔널리즘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고 내셔널리즘 이, 

데올로기는 국내의 평화주의와 경제성장 담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

해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Wir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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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시민교육적 함의 2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민교육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 

째 특정 국가의 교육 내용 및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이 , 

처한 정치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맥락적 접근이 선행될 필요, 

가 있다 둘째 세계시민성 개념은 오히려 각 국가의 목적과 맥락에 맞. , 

게 차용한 메커니즘이자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한 선언적 구호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세계화의 시대에도 국민국가와 국가 시민성의 중요성이 ,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에 대한 맥락적 접근 1. 

그간의 세계 문화 관점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는 시간   

경과 또는 외생적 요인 주로 구조 과 제도 결정론 제도 에 초점을 두고 ( ) ( )

있다 이는 주로 정권 교체를 외부적거시적 구조로 설정한 후 이를 제. ·

도 변화의 요인으로 보고 각각의 양상을 거시적이고 분절적으로 기술하

는 데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시민이라는 주제가 전 세계적으로 .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Howlett & Rayner, 2006),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가져오는 역할이 제도라는 것이다 제도적인 관. 

점에서 세계적인 사회 모델과 그 주변의 개인 기관으로 인한 발전이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Meyer et al,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 글로벌 시민성이라는 개념의   , 

도입이 거시적인 제도적 확산과 피상적 양적연구만으로 밝힐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화의 거대담론과 제도적 확산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국가시민성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세계 문. 

화 관점을 바라보는 잘못된 편견으로서 동형화의 관점이 아닌 각 국가의 

맥락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또한 보편적 가치로서 세계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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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국가의 개혁과 내셔널리즘 확보 엘리트 , 

양성이라는 목적에 기반한 도입이었다 더불어 이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 

는 과정에서 세계 문화 관점이 제시하듯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 

과 일본 나름의 독자적이고 축소 또는 왜곡한 형태의 변형적 세계시민교

육을 시행하였다 이는 어느 나라도 세계시민성의 가치를 위해 국가시민. 

성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론적 측면에서 세계. 

문화관점을 바탕으로 피상적으로 접근한 양적연구의 한계로서 세계시민, 

교육의 도입과정 및 특징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일본의 시민교육과정

의 변화는 세계문화관점에서 제시하듯 무비판적으로 동형화되어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이해관계자가 주체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으로 주체성을 간과한 그간의 세계시민교육 연구에 관한 양적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거시적 담론을 보다 맥락적으로 접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 마을 사회 국가에 보다 깊은 이해, , , 

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통합적 . , , , 

관점은 도덕교육 내 세계시민교육을 개인과 사회로부터 출발하는 미시적 

접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세계시민이라는 . , ·

주제를 도덕 수업시간에 제시할 때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먼 나라의 

이야기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 

사회와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 

시민성과 관련된 인권 다양성 세계화 등과 관련된 생활 속 다양한 문, , 

제를 도덕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공동체 속에서 성·

숙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도덕과는 학교 시민 교육의 핵심교과이다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 

시민이라는 중첩된 인간상을 지향점으로 삼아 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21

고 있어야 할 인성의 기본 요소인 핵심가치를 확고하게 내면화하고 학, 

생의 경험세계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둘러싼 현상을 탐구하고 내면의 도

덕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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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함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교과이다 교육부 개정교육과‘ ’ ( 2015 

정 이러한 미시적이고 맥락적인 접근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 2019).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도덕과는 학교가 인성 교육의 . 

중심축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바람

직한 인성의 핵심인 도덕성 발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 ·

건강을 제고함으로써 인성 교육의 핵심교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화와 글로벌 시민성에 관한 사유와 성찰은 삶의 의

미를 탐색하게 하며 이러한 세계시민적 사유는 타 교과 및 학교생활 전, 

반을 통한 인성 교육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맥락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교육의 접근방식은 도덕과의   

핵심역량 가운데 도덕적 공동체 의식 을 기를 수 있도록 초점을 두어야 ‘ ’
한다 이는 도덕규범과 정서 및 유대감을 근간으로 자신이 속한 다양한 .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으로 자신이 , 

속한 공동체 나 가족 사회 국가 세계라는 공동체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 - - -

신의 삶을 작동하게 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도덕 현상에 대한 민감성에 

바탕을 둔 관심과 분석 그 도덕 현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내면에, 

서 작동하는 세계시민성과 도덕성에 관한 성찰 및 그 실천 과정을 탐색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덕과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 

민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한다. 

또한 세계문화관점에 근거한 세계시민교육 연구는 큰 틀의 교육과정   , 

분석에 주로 초점을 두어 형식적 교육 이외의 상황을 놓칠 수 있다 이. 

는 대부분의 세계시민교육연구가 형식적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등 공식적 문서의 교육과정만을 분석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박환보 조혜( ‧
승 이는 곧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간과를 의미하는데 잠재적 , 2016). , 

교육과정이란 학교의 물리적 조건 지도 및 행정적 조직 사회 및 심리“ , , 

적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의도하고 계획 세운 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 서울대학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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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더불어 고든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지닌 교육적 위력은 형식, 1995). 

적 교육과정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잠재(Gordon, 1982). 

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학교 밖 사회 환경 학교의 생태 학교의 인적, , 

요소 등의 측면이라고 보았을 때 학교 밖 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학생들, 

에게 전달되는 국제정세와 세계 이슈 남북관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잠재적 교육과정도 함께 분석. 

하기 위하여 세계시민교육의 도입과정에서의 상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세계시민교육이 한국과 일본에 도입된 년 당시 보편적 . 1995

가치로서 세계시민교육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국가 개혁과 경

제적 발전 전략의 정치적 메커니즘으로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 

이고 국제 외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그간의 양적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세계시민교육을 주도  , 

하고 있는 한국 일본이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요인에 의하여 가장 빨리 ,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동형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 주도

적 맥락적인 의도와 목적 때문이었음을 질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세, . 

계시민교육의 보편적인 가치들이 단순히 선언적 구호와 기풍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국가정체성 교육을 대체할 시민교육으로는 한계, 

가 있으므로 실제적 가치로서 국가정체성 교육에 바탕을 둔 맥락적이고 , 

미시적 접근의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도덕 교육 내 세계시민교육의 . 

미시적 접근은 기존의 거시적 세계시민교육 담론과 달리 자신이 살아가

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맥락적 접근 이 필요‘ ’
하다 이는 학생의 경험세계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둘러싼 현상을 탐구하. 

고 내면의 도덕성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도덕함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 ’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맥락적 접근의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 

하여 잠재적 교육과정도 함께 고려하여 학교 밖 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국제정세와 세계 이슈 남북관계 등 각 국가의 정, 

치 문화적 요소를 모두 탐색하는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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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민성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2. 

  

본 연구는 세계화 에 관한 회의론적 입장에 서서 다국적 기업과 국   ‘ ’ , 

제기구들의 성장이 국민국가의 경제와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러한 초국가적 시스템은 오히려 국민국가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Allen & Thompson, 1997; Hirst et al., 1996; Ruigrok & Tulder, 

는 주장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세계 문화 관점에 바탕1995) . 

을 둔 기존의 세계시민교육 연구가 보편적 가치의 확산으로 세계시민성

이 국가 내 증가하였음을 살펴보았으나 에 의하면 세, Marginson(1999)

계화 의 확산은 오히려 국민국가로서의 시민성을 더욱 강(globalization)

하게 확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국가는 세계무대에서 강력한 주, 

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더욱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계층들을 사회적. 

으로 응집하고 통합하기 위한 국민국가의 노력이 더욱 대두되게 된 것이

다 재인용 도 세계 문화 (Marginson, 1999; Law, 2004 ). Delanty(2001)

관점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서 세계시민성의 전 세계적 확산에도 불

구하고 국민국가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 , 

적 주체가 되었다고 말한다 재인용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Law, 2014 ). 

의 확산은 국가적 요인과 국내적 이질성 들과 뒤엉키고 (heterogeneity)

섞여서 더욱 강한 국가와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interwined) 

로 국민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게 되었다(Chung, 1999; Law, 2014 

재인용 더불어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다름 들 속에서 세). ‘ (differences)’ 
계화로 인한 힘에 잠식되지 않기 위하여 더 강력하게 그들의 국민 정체

성을 지켜나갔다 재인용 그리고 (Touraine, 2000; Law, 2014 ). 

가 각 나라들에게 세계적이고 보편화된 커리큘럼을 균등하게 UNESCO

적용시키려고 한 것 또한 국민국가의 유지를 오히려 지원하고 돕는 것이 

되었고 국가의 차이와 다름 그리고 보편적 가치로서 그들의 배경과 맥, 

락을 더욱 보장하고 사회를 하나로 응집하게 하였다 즉, (Law, 2014). ,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세계시민적 요소로서 보편적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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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은 국민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기제와 구호로 사용되었다 오히려 국. 

민국가는 보편적 가치의 도입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시민성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오, , 

히려 각 국가의 목적과 맥락에 맞게 차용한 메커니즘으로 국가정체성 , 

형성을 위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도구적   (nation-state) 

이행은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도입되었음을 살펴보았다 홍콩 중. , 

국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적 민감성이 학교 교육에 , , , 

그대로 반영된다 라는 주장과 동일하게 이러한 국가(McClelland, 1991)

적 맥락의 예는 한국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화두로 등장한 김영삼 정부의 

정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년 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5 8

임현진 외 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 과 세계( , 1995) ‘ ’ ‘
화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화 전략은 세계 ’ . 

속에서 시장 기술 자본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고, , , 

한국의 중대한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과 아울

러 국력을 더욱 키워나가자는 데 핵심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화의 . 

필요성을 역설하고 세계화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겠다고 표명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세계화를 우리가 세계변화에 . “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를 경영해 나가는 것 으로 정의하고 이는 냉엄한 ” , “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현진 외” ( , 

이는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더 자세히 제1995 :51). 

시된다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나아. “ , 

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세계화는 문민정부가 추진해 온 개.”, “
혁의 연장이자 앞으로도 지속될 개혁 작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 .” 
당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구상 전략 의 논리적 기초를 보( )

여주는 말들이다 임현진 외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정부( , 1995 :51-52). , 

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란 새 정부의 개혁전략 이자 과거와 다른 새로

운 형태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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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한국과 유사하게 보편적인 가치로서 세계시민교육을 국가적 맥  

락과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일본은 . 

일본인의 자각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 형성을 강조한다 세계화의 수용‘ ’ . 

과 변화보다 국가와 지역 그리고 특히 일본인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을 추구한다 이는 전쟁의 패전을 경험한 일본이 제 차 세계대. 2

전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에 의한 특별한 희생자 라‘ ’
는 의식을 내재화해왔다 이로 인해 전후 일본의 정책과 제도는 구성원. 

의 내셔널리즘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고 내셔널리즘 이데올로, 

기는 국내의 평화주의와 경제성장 담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Wirth, 2009). 

일본의 국제이해교육 은 유네스코의 국제교육 로부터 거   ‘ ’ ‘ ( )’際 育国 教
리를 둔 일본 독자적인 국제이해교육을 시작했다는 이론이 여러 연구자

들에게 의하여 논의되었다( , 1992; , 1992; , 1994; , 永井 米田 金谷 石井

재인용 예를 들어 년 중앙교육심의회는 국제사회에서 살아2006 ). 1974 ‘
갈 일본인 육성 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당시 년대 유네스코의 국제. 1970 ‘
이해교육운동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계획서 지면 안에 서술된 내용은 ’ 
교원들의 해외파견 해외자녀교육 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 ‘ ’ . ,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운동과 별개로 외국어교육 과 대학교육의 국제교‘ ’ ‘
류 활동 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일본에 온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일’ . , 

본어교육 강화 정책을 들 수 있다 결국 년도 유네스코에서 실시한 . , 1974

국제이해교육 운동 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내용이 불명확한 일본 독자‘ ’
적인 국제이해교육 으로 국제교류와 해외자녀 교육 에 중점을 두었으‘ ’ ‘ ’ ‘ ’
며 외국어 교육 일본어 교육 과 대학의 국제교류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 ) . 

더불어 이러한 독자적인 국제이해교육에 관하여 은 임시적(2000) ‘魚住

일시적 국제이해교육 이라 부르며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인의 ( ) ’
능력을 기르고 일본인의 자질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둔 자문화와 타, ‘
문화의 개성을 이해 하고 애국심 을 가지고 국제적 커뮤니티 능력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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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 2000; , 2006 魚住 石井

재인용).

이러한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담론 연구에 있어 본 연구  

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한반도 내 분단 상황이라. , 

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 세계가 국민국가 내에서의 권리를 넘어. 

선 지구촌 내에서의 권리 즉 세계시민성을 강조한다 는 , , (Sassen, 2006)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과서에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전통적인 민족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전히 통일을 정당화하는 논의

에서는 기존의 민족 담론이 핵심적인 논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형렬 외 특히 통일이 민족 공동체 회복과 남북 간의 동질성을 , 2019).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민족 공동체 회복의 논리는 도덕과 교과서 ‘ ’
안에서 통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중심적인 논거가 되고 있다 이는 한국. 

의 도덕 교과서 내에 국가시민성 관련 내용보다 세계시민성 관련 내용이 

양적으로 더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서

는 국가시민성의 범주에 해당하는 민족 담론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 ’ 
한다 특히 한국은 시민교육 내에 북한에 대한 이해 탈북자 북한이탈주. , (

민 의 문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세계시민교육의 일) , 

부로 통합될 필요가 있었다 우선 북한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분단 후 . 

사회주의 체제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으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다름 이 ‘ ’
승인될 수 있는 시민교육이 도입되어야 하였다 이경희 이처럼 ( , 2010). 

통일의 맥락에서 국내적 상황에 맞는 변형된 형태의 세계시민교육의 도

입된 것이다. 

둘째 세계시민교육 담론 연구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공유  , 

하는 유교문화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 

통적으로 가족 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전통을 계승하고 발‘ ’ , ‘
전시켜야 한다 는 입장으로 지역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진행에 초점을 ’
두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국 도덕 교과서에는 민족 문화와 전통을 창. “
의적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통일 한국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정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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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 도덕교과서에는 현대사회, 2018b: 137)” , “
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일본의 전통과 문화의 우수함을 잘 알고 이, 

러한 장점을 이어나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긍지를 가지고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문부과학성 라고 기술한다 이처럼 ( , 2014: 206) . 

한국과 일본 도덕 사회 교과서에서는 각 나라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세‧
계시민성의 함양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본 논문의 양적질적 연구 분석. ‧
의 공통된 결과로 한국과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문화의 영향

으로 전통 을 중시하는 가치에서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 ’ . 

들은 지리적 근접성 이외에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며 유교라는 공통의 , 

문화적 토양을 기반으로 한다 전통을 중시하고 가족중심주의 등 공동. , 

체 우선의 유교적 가치를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 

본의 흐름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적 지역적 수준이 상호 연결되, 

어 더욱 심화됨과 동시에 초국가적 수준의 긴장과 갈등과 함께 지역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nation-state)

담론은 국가의 특수성과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시민성으로서 공통적 맥, 

락으로서 보편화된 가치가 무비판적으로 동형화된다는 세계 문화 관점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의 서구적 편견(Western 

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특히 서양과 동양을 이항대립으로 bias) . , 

나누어 서구의 문화적 독자성 주체성 우수성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관, , 

점을 지적하고 세계시민성의 확산에 대하여 오히려 국민국가의 형성을 , 

위하여 국가시민성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 

요소로 보고 있다.



101

제 절  연구의 한계3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현행 개정 초 중등학교 도덕 사회과 교과서· ·

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 .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세계시민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교과서를 통해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문. , 

화 관점에 의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과서 분석 연구들이 주로 양적연구 

방법을 시도하였던 것에 한계를 지적하고 교과서 내에 어떻게 서술되어 , 

있는지에 대한 질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 

어 세계 문화 관점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가 서구

적 편견 을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특정 국가의 교육 (Western bias)

내용 및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이 처한 정치사회 및 문

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맥락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라는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활용함에 있어 다음  

과 같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내용 분석 이라는 . , (Content Anaysis)

방법을 이용한 교과서 양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양적 

분포를 조사하므로 객관성과 체계성이 결여될 수 있다 둘째 개정교육, . , 

과정과 신학습지도요령이라는 시대적 동일선 상에서 비교 분석하였으나· , 

세계화로 인한 교과서 내의 흐름과 변화는 고려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

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셋째 교과서를 읽어 행간의 의미를 찾는 과정. , 

에서 연구자 인에 의해 진행되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엄1

밀한 고찰을 하지 못하였다 넷째 국가시민성 주제와 세계시민성 주제를 . , 

구분하는 핵심단어 가운데 중첩되거나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요인

이 포함되어 있어 이외의 요인이 세계시민성과 국가시민성 주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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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성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 

진행한다면 세계화에 의한 교과서 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금 더 정

확한 인과관계 추정이 가능하다 둘째 설명력 및 신뢰도가 높은 연구 방. , 

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적 질적 연구에서 인 연구가 아닌 공. · 1

동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 

것이다 아울러 교과서의 내포된 의미를 읽어 내는 과정에서 교과서 집. 

필자의 본래 의도 및 내용의 선정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학, 

교 현장의 교사 및 학생들의 인터뷰를 연구 내용 및 대상으로 포함한다

면 조금 더 타당하고 엄밀한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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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Japan 

 : Content Analyses of Eth ics and Social Studies Textbooks 

Hyun Jaegyu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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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decades, educational and curricular reforms 

worldwide have been designed with the goal of preparing citizens 

for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Against this backdrop, previous 

studies based on a world culture perspective have raised doubts 

about the importance of borders and nation-states and called for 

a multileveled citizenship polity. Behind this world culture 

perspective is the instrumental need of nation-states to compete 

in a global society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diffusion of a global education agenda, implying a teleological 

inevitability of nation-states that will adopt this citizenship 

education model (Kim, 2020, Law, 2011). What happens to 

traditional civic notions of nation, national identity, and 

constitutional rights when national curricula incorporate ideas of 

global citizenship, other national identities, diversity, and human 

rights? Using mixed-method content analyses, I address this issue 

by analyzing global and national citizenship themes in South 

Korean and Japanese ethics and social studies textbooks.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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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Japan’s ties to the world society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activism in the diffusion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recent years, one can predict that 

developments in citizenship education in both countries would be 

likely to correspond to the global trend closely.

     My content analyses reveal that despite recent citizenship 

curricular reforms that have emphasized global citizenship themes, 

national citizenship themes (e.g., family and tradition) remain core 

elements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Furthermore, 

notwithstanding the demands to create global citizens, school 

curricula in both South Korean and Japan have responded to 

contemporary sociopolitical changes primarily in relation to 

domestic politics, i.e., the reality of the South-North divide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reconstruction of nationalism in the 

aftermath of the Second World War.

     In summation, this study highlights that citizenship education 

in both societies have paid more attention to local and national 

than to global concerns. In this sense, the reconf iguration of 

citizenship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Japan are 

useful counterexamples to the predictions of transnational 

convergence offered by a world culture perspective. 

Keywords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orld Culture 
            Perspective, South Korea and Japan, Content 

            Analysis, Ethics and Social Studies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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