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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앞서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은 문
헌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진행하였고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핵심구성요소(인류애, 글로벌 정체성, 글로벌 사회참
여)선정 및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를 재구조화하였다. K(Knowledge), S(Skill),
A(Attitude)(이하 KSA로 표기함)를 기준으로 영역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기반하여 교육내용을 선정·조직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사회교
과 단원 중 글로벌 시민교육 요소를 다루고 있는 지리과 4개 단원, 일반사회과 3개
단원, 총 7개 단원의 주제와의 연계성 및 참여와 실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현장교
사를 포함한 전문가 7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3개 모듈과 9개 소주제를 총 18차시로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개발프로그램을 실제 2016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교육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차시별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 내용을 보다 차별화
하여야하고 교육과정 평가를 통한 교과과정에 대한 효과성 입증을 위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 주제어: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글로벌 시민교육, 자유학기제, 사회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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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 67차 UN총회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교육우선구상(EFI:Education
* 교신저자 : 안미리, 한양대학교, mlahn@hanyang.ac,kr

2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6)

First Initiative)제창 이후 새로운 교육과제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promot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떠오르고 있다. 2013년 9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전문가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물인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 Emerging Perspective”를 기반으로 동일년도 12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포럼(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는 학습자를 위한 준비(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라는 대주제로 개최되었다(UNESCO, 2013). 전문가
회의와 포럼을 통해 글로벌 시민교육에 관한 첫 번째 유네스코 출판물인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가 출간되며 연계된 일련의 활동 결과물들이 향후 글로벌 교육 의제 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우선구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반향이 일며, 상호 의존적
이고 다원화 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중심이 될 청소년을 참여적인 시민이 되도록 준
비시키는 것이 시민교육의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모경환, 2010). 이러한 사회적 변화
는 21세기 시민의 범위가 확장되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 뿐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함양까지도 포괄하는 사회과 교육의 등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승연·차조일·설규주, 2015).
근래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실천적 방법 및 교수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
약하다(조대훈·조아라, 2013). 특히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미미하다(윤철경·박선영·손민경·김명선, 2010).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의 글로벌 시민교육도 이승연 외(2015)의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
타난 글로벌 시민성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글
로벌 시민성 관련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시민성 구성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시
민성 관련 내용 구성에 있어 학생의 발달 수준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위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적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연구를
넘어 학습자 발달과정에 맞추어진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청소년이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들어 끼와
잠재력 발현을 위한 공교육 내에서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중
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토론과 같은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과 같은 체험 활동
이 가능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교육부, 2013). 그러나 2013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종합보고서(최상덕·이상은·김병찬·소경희·홍창남, 2014)에서 자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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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 자율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체계적인 인프라 제공 및 연계망 부족’,
‘교사의 업무과다 또는 편중’과 함께 ‘일회적이고 과시적인 프로그램 운영’ 을 주요
저해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과정 개
선 및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목적
에 부합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 자유학기제의 운영은 교육과정의 변
화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교육에서 학생 내부에서 출발하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이다
(곽병선, 2013).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평가
방법의 변화라는 학교교육과정 개선이 맞물려있다(교육부, 2013). 그러므로 현 교육과
정 중 글로벌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 교과과정을 확장 및 보완할 수 있는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정규교과과정 내에서 수용
하기 어려웠던 글로벌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글
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안하는 것이다. Banks의 교육과
정 모델(Banks, 2004)의 제 4수준인 사회적 행동접근법 수준의 교육과정 제안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시기에 맞춘 목표 성취를 위한 행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자
유학기제의 목적에 맞는 진로탐색을 위한 글로벌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개발된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과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시 단위학교에서 자유학기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의 실천적 활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
까운 미래와 장래 진로를 준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실천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글로
벌 시민의식 개념과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구성요소 간 유기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둘째, 자유학기제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청소년이라는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탐
구하고 2016년 전면 시행예정인 자유학기제의 등장배경과 현황에 대해 비교·분석하
였다.
셋째,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와 문헌 분석 및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글로벌 시민성 체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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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넷째, 교육목표에 맞춰 사회교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
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통한 타당도 검토 후,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
양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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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민이란,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구적
의식 및 책임을 지닌 시민으로서 세계화에 따라 요구되는 글로벌 시민의 개념은 사
회과 교육의 목표인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
연정, 2011). 글로벌 시민 교육은 실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학습을 장려
한다. 나아가 학습 환경과 학습과정의 한 부분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의 이해당사자들
을 참여시켜 교실 안팎의 교육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다(유네스코아시아 태평양국
제이해교육원, 2014). Lynn(2006)은 글로벌 시민교육은 세계적인 관심이나 이해를 넓
히기 위한 교육이기보다는 직접적인 사회정의 형성을 확고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언
급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시민교육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의 개인화가 아닌 관계와
환경을 포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체성이 전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시민교육 관련 선행연구들과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추
어야할 글로벌 시민의식의 개념과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글
민
글로벌 시민의식이란 글로벌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 기능, 가치, 참여 등의
자질을 말하며, 시민성의 의미를 확장한 것으로, 지구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이라고 할 수 있다(Osler, 2005). UN의 교육우선구상 이후 글로벌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글로벌 시민성 및 역량’ 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가 모호하다(조대훈 외, 2013). 우리나라에서는 용어 자체에 있어서
도 글로벌 시민의식, 글로벌 시티즌십, 글로벌 리더십 등이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용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의가 있어 지
속적인 글로벌화에 맞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일관된 적합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민의식 관련 문헌자료를 살펴 본 결과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연구자
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윤철경 외(2010)는 글로벌 시민의식은 인류와 세계의 지속가
가.

로벌 시

의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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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과 실천능력을 의미한다고 정
의했고, Osler(2005)는 글로벌 시민의식이란 지구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라
고 그 핵심을 정의하며 글로벌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지식, 기능, 가치, 참여 등의 자
질을 갖춘 시민성의 의미를 지구적인 수준으로 확장한 것으로 보았다. Banks(2004)
는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가 지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시민성이라고 보았다. 18세기 말
Bahati는 “지구는 하나의 국가이며 인류는 그 시민이다.” 라고 주장하며 시민의 정의
를 지구적 범주로 확대하였고 조화로운 사회 구현에 목적을 둔 글로벌 시민의식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문헌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시민의식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글로벌 시민의식이란 다양한 문화권의 이해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초
국가적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글
민
시민의식의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다층적인 것이다(Lynn, 2006). 때문에 연구
의 목적 및 대상별로 글로벌 시민의식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인다. 윤철경 외(2010)는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강화방법 연구에
서 글로벌 시민의식의 핵심 구성요소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글로벌 이슈에 대
한 공감과 책임감 및 자기 효능감,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실천의지나 실천 경험을
도출했다. 허영식(2004)은 글로벌 시민의식의 구성요소로 지구적 세계관, 인권과 다양
성의 존중, 배려와 평화적 갈등 해결의 세 가지를 제시했고, Banks(1998)는 전 세계
적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세계 모두가 협력해야함을 주장하며, 지식, 기능, 가치,
태도라는 4가지 목표영역별 지적· 정의적· 심미적· 사회적· 도덕적 능력의 5가지 영
역을 제안했다. 학자별 글로벌 시민의식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나.

로벌 시

의식의 구성 요소

<표 1> 글로벌 시민의식의 구성요소
학자

구성요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글로벌 이슈에
윤철경 대한 공감과
등
책임감 및 자기
(2010)
효능감
글로벌 이슈해결에
대한 실천의지나
실천 경험

의미
사회 정의와 평등, 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존중, 세계화와
상호의존, 환경 친화적 개발, 평화와 갈등
비판적 사고, 불의와 불평등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사람과 사물에 대한 존경, 일체감과 자기 존중감, 공감,
사회정의 및 평등에 대한 의무, 환경에 대한 의무,
변화지향적 관점
불평등과 부정의에 도전하는 능력, 효과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 협력과 갈등 해결, 해외활동 경험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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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세계관
허영식 인권과 다양성의
존중
(2004)
배려와 평화적
갈등 해결
지적능력
Banks
(2008)

정의적 능력
심미적 능력
사회적 능력
도덕적 능력

국경을 넘어서는 사고, 초국가적 사고, 상호의존적이고
구조적인 사고, 조망을 할 수 있는 사고
다양성 존중 및 관용 베풀기
타인의 감정을 의식할 수 있는 기능,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능력
사물을 세계적이고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마인드,
우리의 위치를 지구 전체적 맥락에서 조망하기, 간문화적
인식과 적응, 공동체에의 참여와 정치적 행위 기능,
대안적 미래 모색, 반성
변화에 대한 인내, 동정과 감정이입, 이타주의, 전체로서의
공동체와의 동일시
문화적다양성의 인식, 창조적 과정과 공동체 문화적
발전에 대한 이해
지구촌에서의 의사소통 기능, 타자와의 네트워킹 능력,
공유 기반의 모색, 평화와 타협의 기능, 자연에 대한 존중
문화 분석의 틀을 발전시키기, 상호 대화에서 가치 있는
의미를 확립하기, 타자의 존중, 더 큰 공적 선에의 기여

이 외에도 지은림·선광식(2007)은 시민의식, 다국적 의식, 지구공동체의식, 국가정
체성으로 시민의식 구성요소를 제시했으며 이광우·전제철·허경철·홍원표·김문숙(2009)
은 시민의식을 핵심역량 영역으로 분류하고 공동체의식, 준법정신, 환경윤리, 윤리의
식, 봉사정신을 구성요소로 제시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보면 글로벌 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1) 인권과 다양성에 인식 2) 자국정체성과 타국정체성이해 3) 지구
공동체의식 4) 국가 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공감 5) 국가 간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의식과 봉사 6) 사회정의와 평화 7) 환경과 윤리 로 정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연구들에서 제시한 글로벌 시민성 구성요소들은 대부분 평면
적 요소제시에 그치고 있으며 시민성 구성 요소간의 유기적 관계와 위계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청 글
민
현
윤철경 외(2010)의 연구에서 정리한 국내 청소년 대상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
한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정리된 11개의 기관에서 실시되
는 프로그램을 교육형태 별로 분석했을 경우, 강의형이 2개, 체험형이 4개, 강의 체험
혼합형이 5개로, 강의와 체험을 혼합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교육제공방
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 교육방식은 한 곳에서만 시도되었으며 나머지 10
곳에서는 오프라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1개의 프로그램 중 단기 캠
다.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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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나 봉사형이 7개, 학교 방문형 교육방식이 4개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내용면에서는 다문화사회를 겨냥한 타문화의 이해와 문화교류
등의 인식전환을 목표로 한 교육프로그램들과 나눔과 봉사의 실천적 참여 프로그램,
리더십과 글로벌 이슈의 인식 증진을 내용들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2> 국내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관련 프로그램

단체명
교육명
세계시민학교
월드비전 -지도
밖 행군단
기아대책 글로벌시민교육

주요교육내용
교육형태
개발, 인권, 평화, 빈곤,
Off line-3박4일
타문화이해
캠프
빈곤, 기아현황과 원인, 나눔 및 Offline-방문교육,
활동체험,
실천방법
Online-게임놀이
현지인
지구촌 단기봉사단프로그 교육,노력봉사활동,현지사회.역사.
Offline-단기봉사
나눔운동
램
문화조사, 워크샵, 문화탐방
국제사회주요이슈
Offline-아카데미,현
COPION 지구시민교육센터 글로벌리더십/문화역사/문화교류
지탐방 등
월드
세계화와 상호연계성/세계의
투게더 세계시민교육 다양한 문화/국제개발협력이슈 Offline-학교방문
외국인과 함께
하는
타문화이해강의,
UNESCO 문화교실(CCAP:Cr
Offline-학교방문
oss Cultural
문화체험(전통의상, 노래, 춤)
Awareness
Program)
영국 CCP(Connecting
Offline-학교방문,
Classrooms
글로벌
이슈
인식증진
문화원
토론, 문화답사
Program)
청소년
Offline-강의,
한국청소 해외테마체험단타문화 이해
문화답사,
년진흥센터
터키
문화체험(전통예술)
안산시 다문화가정청소년
학습지도, 생활지도,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Offline-봉사체험
야외체험활동, 봉사활동
수련관
국제워크
Offline-봉사체험(예
YESiA
캠프기구
파견국가 현장체험
체능 교육봉사,
해외봉사단
(IWO)
환경개선 봉사)
한국청소
Offline-토론, 발표,
년단체협 국제청소년광장
글로벌이슈 인식증진
문화답사, 강의,
의회
문화교류

(출처: 윤철경 외, 2010;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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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민 교육은 단순히 학교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교육을 강조한다(조대훈 외, 2013). 2011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시
행함으로 학교에서 글로벌 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향상되었으나(윤철경
외, 2010) 과정중심의 교육, 즉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기에는 학교교육과정의 제한점이 있어 국제협력 관련 단체, 청소년 단
체가 주체가 된 글로벌 시민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현

황

가. 자유학기제 개념

자유학기제는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이다(김경미, 2013). 자유학기제는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
대에 맞추어 제안된 교육정책으로 교육과정의 혁신이기도 하다.(강현석, 2013; 손희
권, 2013). 자유학기제는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교육적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청사진으로 삼으면서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 인성
및 미래역량 교육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 개혁적 성격의 제도이다(김나라,
최지원, 2014; 교육부, 2013).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나친 지식, 입시위주로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과 같은 비인지적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태준·장근영, 2010)는
연구 결과 등을 통해 교육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어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9년 ‘창의 인성 교육기본 방안’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의 종합적인
방안 및 실행정책이 제시되었다(최상덕·김진영·반상진·이강주·이수정·최현영, 2011).
최상덕 외(2013)는 현재의 입시위주의 주입식 지식교육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
는 역량을 키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미래 사회에서 필요치 않
은 죽은 지식을 과감히 배제하고 인성, 사회성, 창의성 등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기회
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
육’(교육부, 2013)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로와 적성을 선택할 수 있은 기
본 소양과 역량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21세기 세계 속에서 중심이 되어갈 청소년에
게 참여적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역량은 진로선택의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 될
것이다.
현
자유학기제의 운영은 개별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자율로 편성할 수 있
으며 학생의 수요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 진로탐색 활동, 선택적 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과 같이 구성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제안하고
있다(교육부, 2013). 또한 중간·기말 고사가 없으며 고등학교 입학에 반영하지 않기로
나. 자유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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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체적인 성취에 관한 평가는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에서 그
방법과 기준을 결정한다(교육부, 2013).
13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는 서울5, 부산3, 대구2, 광주3, 대전4, 울산2, 경기2, 강
원2, 충북2, 충남3, 세종1, 전북2, 전남3, 경북2, 경남2, 제주2개교로 총 42개 학교가
선정되어 시범운영하였다. 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는 서울4, 부산2 대구2, 인천2,
광주2 대전2, 울산2, 경기4, 강원2, 충북2, 충남3, 세종1, 전북2, 전남3, 경북3, 경남3개
교로 총 38개교가 신규로 선정되어 기존 42개 포함 총 80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다.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2013년 42개자
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신규 38개교 포함 80개의 연구학교 시범운영
등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인적 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연
구 기관 등과의 협력 체제1)를 구축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강사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은영· 손주영·김
예슬·조재순(2014)이 예시한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의 프로그램유형별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교과연계형과 체험형으로 분류한 진로탐색 유형이 가장 많은 프로
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음으로 예체능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황규호(2013)는 자유학기제의 기본성격을 진로 교육만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서서 공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한 것처럼 자유학기
제가 목적이 진로교육은 아님을 경계해야한다. 교육부(2013)가 제시한 ‘지식에 대한
교육보다 미래사회에 능동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핵심역량에 초점을 맞춘 교육’
이라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현 시범운영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3> 시범학교의 자유학기제 예시
구분

활동

프로그램 예시

Ÿ

진로
탐색

교과연계 진로학습
(진로와 직업,
SCEP활용 진로독서,
진로검사,
진로포트폴리오)

Ÿ
Ÿ
Ÿ
Ÿ

두근두근 미래열음(51차시): SCEP 기반 진로탐색활동
(부평동중)
멈춰서서 마음살핌: 진로교육에 따른 자아성찰프로그
램(대전서중)
단계적 독서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2시간 블록운영
(대전서중)
에듀팟 활성화를 통한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제작(회덕
중)
학년별, 단계별 진로교육프로그램: 빚고, 담고, 세우는
북클럽(천내중)

1)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등 17개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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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간접
진로체험활동(교과 및
학교행사 연계활동
진로특강/ 진로캠프
외부기관/ 대학탐방
교외 직업체험 교내외
토요 전일제 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축제/진로콘서트/
기타 교외 문화체험
활동)

Ÿ
Ÿ
Ÿ
Ÿ
Ÿ
Ÿ
Ÿ

선택 수요자 중심 선택
프로 교과, 동아리활동,
그램 진로활동과 연계 운영

Ÿ

동아 맞춤형 개설: 교과연계
리 및 직업유형별 연계

Ÿ

Ÿ
Ÿ

Ÿ
Ÿ
Ÿ
Ÿ

예술․체육 활동의
예 다양화 및 내실화: 교과
체능 및 선택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운영

Ÿ
Ÿ
Ÿ
Ÿ
Ÿ

창업과 진로 Wi-Fi 3개반 운영(동신중)
진로비전캠프: 1시간찍 16회 실시(청북중)
학부모와 함께 하는 진로활동: 학부모 지원단 구성, 소
규모 3박 4일 진로체험(신길중)
홀랜드 직업유형별 진로체험(부산중앙중)
교과별 토요체험활동(부산중앙중)
맞춤형 진로아카데미운영-동아리형대, 4개반, 2시간
블록운영(대전서중)
나의 꿈 발표대회(연암중)
행복수업, 학급뮤지컬(언양중)
예․체능감성프로그램(삼각산중, 천내중)
선택프로그램 연계 진로체험(부평동중, 영종중, 연암
중)
행복 찾기 진로탐색동아리: 직업유형별 15개 동아리개
설, 3시간 블록운영(연암중)
동아리 중심 나의 꿈 키우기 프로그램(대전서중)
동아리 경진대회: 모의창업, 전시, 공연(거제중앙중)
12개의 특성화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한밭예중)
교과통합 뮤지컬 및 공연(수서중, 서귀중앙여중)
2~3개 교과연계 융합예술프로그램(연암중)
예술․체육 융합프로그램(대전외삼중)
24개 반 예․체능 프로그램(서현중)
문화․예술 체험(화순동면중)
1인 1악기(선운중)
(출처: 이은영외, 2014: 78)

Ⅲ

.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개발 연구로 진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글로벌 교육과
글로벌 시민의식의 개념과 구성요소, 자유학기제의 목표와 방향, 중학교 사회교육
과 중학교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개발연구는 이승연
외(2015)가 도출한 글로벌 시민성 체계와 Heater(2003)의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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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연구시 제시한 내용요소 분류기준을 근거로 K(Knowledge), S(Skill),
A(Attitude)영역별(이하 KSA로 표기) 글로벌 시민성 구성요소와 개념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였고, 분류별 교육 목표를 토대로 중학교 사회과 교육
과정에 나타난 글로벌 시민성 관련 교육내용을 확대 연계할 수 있는 내용요소를
검토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개발하였고 타당도 검증의 단계로 진행하였
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그 대상이 자유학기제에
임하는 중학생이며, 자유학기제라는 단기간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기간 동
안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교육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발 연구의 첫 번째 단계인 사회과 교과분석은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사회과 교육과정 중 글로벌 시민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교육목표 설정은 이승연 외(2015)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글로벌
시민의식 체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민의식 구성 요소별–K S A영역별 교육목표
매트릭스를 구성하였고 문헌연구과 교과분석을 통해 수집한 글로벌 시민성 관련개
념들을 분류한 뒤 영역별 핵심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
째 단계에서 선정한 영역별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내용체계를 확립하였다. 교육내용은 글로벌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민의식 구성요소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교육목표 분류별
계열성과 통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연구과
개발 연구 1,2,3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초안을 전문가 3인과 중학교 사회과 교사 3인에 의해 타당도
검증의 절차를 거쳤다. 추가적으로 다문화교육 전공 교육학 전문가 1인의 검토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4인과 사회
과 교사3인은 개발된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학습목
표, 학습내용 선정과 조직의 적합성, 내용 오류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들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초안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아래 [그림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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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방법 및 절차

Ⅳ청
.

1.

소년

글

청 글
본

의 기

소년

민

로벌 시

민

로벌 시

함

의식

의식

양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결과

함

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교육과정

방향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성격과 목적성에 부합한 청소년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목표와 내용을 선정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목적
및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적용하였다. 글로벌 시민의
식에 대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청소년이라는 발달시기와 글로벌 사회로의 환경적
변화, 자유학기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글로벌 시민의식의 핵심구성 요
소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지식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체험과 경험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
였다.
셋째,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 이라는 세 가지 분류목표별 글로벌 시민의식 구성
요소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선정하였고
글로벌 시민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현장참여와 활동 수행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글로벌 시민의식관련 내용요소를 분석하였으나,
교과중심, 단원중심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지식습득과 이해 중심의 교과내용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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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역량별 모듈 구성과 타교과 통합형 활동을 제안하였다. Banks의 교육과정
개혁 모델(Banks, 2004)의 4수준 관점을 기반으로 사회적 행동접근법을 활용하여 학
습자 스스로가 사회적 이슈를 판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활동 내용을 제시
하였다.

청

2.

소년

글

민

로벌 시

의식

함

양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

민

가. 시

의식 구성요소 선정과 사회과 교과 분석 (개발단계 1)

1) 시민의식 구성요소선정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분석한 결과 시민의식의 구성요소는 학자들 별로 다양한 견
해들이 있었으나 근간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글로벌 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인
을 1) 인권과 다양성에 인식 2) 자국정체성과 타국정체성 이해 3) 지구공동체 의식
4) 국가 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공감 5) 국가 간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해
결을 위한 참여의식과 봉사 6) 사회정의와 평화 7) 환경과 윤리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글로벌 시민성 구성요소들을 포괄적이면서 하위 관련 지식과 가
치 및 태도 제시를 통해 글로벌 시민성의 체계 아래 [그림 2]와 같이 제시한 이승연
외(2015)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글로벌 시민성 요소를 Ⅰ. 인류애, Ⅱ. 글로벌 정체
성, Ⅲ. 글로벌 사회참여 로 선정하였다.

[그림 2] 글로벌 시민성의 체계(출처: 이승연 외, 2015; 23)
인류애 형성과 글로벌 정체성의 형성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
여로 표상될 수 있다(이승연 외, 2015). 인류애, 글로벌 정체성, 글로벌 사회참여의 동
등한 상호작용과 함께, 인류애와 글로벌 정체성이 글로벌 사회참여로 표상될 수 있음
을 근거로 인류애, 글로벌 정체성, 글로벌 사회참여의 유기적 관계를 아래 [그림 3]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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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글로벌 시민의식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관계
2) 사회과 교과 분석
사회과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인권을 존중하고 관용과 타협의 정서를 가지며,
사회정의의 실현 등에 앞장선다(원진숙·김정원·이인재·남호엽·박상철·김광수·류재만,
2010). Banks도 전지구 공동체에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
도록 하는 다문화교육의 교육목적이 사회과의 지향과 일치하다고 주장하였다(Banks,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요소 선정을 위해 사회교과를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사회과 교과분석은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사회과 교
육과정 중 글로벌 시민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 틀은 사회과 교과과정내용
분석을 한 모경환(2014)연구와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내의 시민성 분석연구를
한 이승연 외(2015)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표 4>와 같이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
다. 분석 자료는 국가교육과정정보제공센터에서 제공하는 국가교육과정 자료인 “2009
개정 사회과”, “2009중학교_총론”, “사회과핵심성취기준의 이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영역과 단원별 핵심주제를 정리하였다,
이승연 외(2015)의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성을 다루는 사회과 교과 단원을 지리영
역 (8),(9),(12),(14) 4개, 일반사회단원 (3),(9),(12),(13),(14) 5개로 분석하여 대단원 개
관 내용과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글로벌 시민성을 구성요소를 분석하였고, 모경환
(2014)의 연구에서는 지리영역 (9),(11),(12),(14) 4개 단원, 일반사회영역 (12),(13),(14)
3개 단원이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사회과 세부교육과정과 성취기준 근거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회과 지리영
역에서는 모경환(2014)이 제시한 (11)단원을 제외한 공통단원 (8),(9),(12),(14) 4개를,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이승연(2015)이 분석한 (3),(9)단원을 제외한 (12),(13),(14) 공통
단원 3개를 선정하여, 사회과 총 7개 단원을 대상으로 교육내용별 핵심주제와 글로벌
시민성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3개의 단원의 경우 주 내용이
글로벌 시민 의식 보다는 한국 민주시민의식관련 내용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
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아래 <표 4>는 위의 과정과 기준들을 적
용하여 2009년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내용의
핵심 주제와 해당 주제에 연결되는 글로벌 시민의식 구성 요소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231

<표 4> 2009년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내용 요소
영

단원명

역

(8)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9)
글로벌
경제와
지역변화
(12)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14)
통일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지
리
영
역

(12)
국제경제와
세계화
일
반 (13)
사 국제사회와
회 국제 정치
영
역
(1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나.

청

소년

글

핵심주제

① 세계 문화의 다양성의 이해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
② 세계화에 따른 문화의 획일화와 융합
③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갈등과 존중
① 다국적 기업의 개념과 생산 공간의 변화
② 세계화가 각국의 현지 생산구조와 경제구조에 미
치는 영향
③ 세계화에 따른 경제 공간의 불평등 사례와 해결방
안
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
② 이웃 국가에서 발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
③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자기 가치관
① 동아시아에서 우리 국토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과
국토 통일의 당위성
②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미래의 한국
③ 지구상의 다양한 지리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개인,
NGO,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공존을 위해 노력하
는 사례와 참여 방안
① 국제 거래의 의미와 특징의 이해와 국제거래 발생
요인
② 국제 경제 협력과 경쟁, 상호 의존이 증대하는 현
상과 세계화의 관계
① 국제 사회의 특성을 이해
②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행위 주체
③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경쟁과 갈등의 다양한 모습
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외
교 정책 탐구
④ 국가 간 갈등 문제 문제의 해결에 대한 능동적 참
여 태도
①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의 현황과 특징
②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
③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탐구한 미래 사회 실
현 방안

민

로벌 시

설정 (개발단계 2)

의식

함

글로벌
시민구성요소

Ⅰ.인류애
Ⅱ.글로벌 정체성
Ⅰ.인류애
Ⅲ. 글로벌 사회
참여
Ⅱ.글로벌 정체성
Ⅲ. 글로벌 사회
참여
Ⅰ.인류애
Ⅱ.글로벌 정체성
Ⅲ. 글로벌 사회
참여
Ⅰ.인류애
Ⅱ.글로벌 정체성
Ⅰ.인류애
Ⅱ.글로벌 정체성
Ⅲ. 글로벌 사회
참여
Ⅰ.인류애
Ⅱ.글로벌 정체성
Ⅲ. 글로벌 사회
참여

양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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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교
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기본성격은 주제중심의 교육이 아닌 가치변화와 행동중심에
그 목표를 둔다. 교과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명확한 교육목표 설정을 위해 사회교
과 핵심 목표와 글로벌 시민성 구성요소를 K S A 일반 교육목표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 5>과 같이 이해와 지식(Knowledge), 현장 참여와 실천(Skill), 가치와 태도의 변화
(Attitude)로 제시하였다. 기능(Skill)에 해당하는 현장참여와 실천은 본 프로그램에선
조작적 정의로 현실참여와 실천(Practice and Participation)으로 개념화하였다.
<표 5> 교육목표 분류에 따른 교과연계 핵심목표와 글로벌 시민성 구성요소
교육목표

사회교과 핵심 목표

K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종합적
이해와 지식
탐구능력
A
기본가치에 대한 이해와
가치와 태도의 변화 존중 공감 및 수용능력
S
문제해결과 관련된 의사결정
현실참여와 실천
및 실천 능력

글로벌 시민성 구성요소

Ⅰ.인류애
Ⅰ.인류애 Ⅱ.글로벌 정체성
Ⅲ.글로벌 사회 참여

<표 5>에서 제시한 교육목표 분류에 글로벌 시민성 구성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포
함하여 재구조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교육목표 분류별 글로벌 시민성 구성요소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교육목표 설
정의 거시적인 준거는 <표 5>과 [그림 4]로 요약할 수 있다. 단계별 교육목표 설정
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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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설정은 이승연 외(2015)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글로벌 시민의식 체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민의식 구성 요소별–K S A영역별 교육목표 매트릭스를 구성하
였고 문헌연구과 교과분석을 통해 수집한 글로벌 시민성 관련개념들을 분류한 뒤 영
역별 핵심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내용
과 문헌연구 시 글로벌 시민의식 구성요소 분석 자료로 활용한 주요논문 6개2)를 대
상으로 하였다. 교육목표 매트릭스는 인류애, 글로벌 정체성, 글로벌 사회참여라는 글
로벌 시민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 별로 교육목표의 일반적 분류기준인 K.S.A에 해당
하는 글로벌 시민교육관련 개념을 개발단계 1에서 <표 4>로 정리한 사회교과 분석
내용과 선행 연구들로부터 추출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매트릭스로 재구조화하였
다. 교육목표 설정을 위한 매트릭스 구성에 적용한 K S A 영역별 교육목표 분류기
준은 다중시민성을 목표로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했던 Heater(2003)가 구체적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로서 지식(K), 기능(S), 가치·태도(A)를 기준으로 교육영역과 내
용을 정리하였던 방법을 근거로 활용하였다.
<표 6> 글로벌 시민의식 구성 요소별–K S A 영역별 교육목표 매트릭스
지식(K)
사실/ 이해/ 개인의 역할

Ⅰ.
인
류
애

Ⅱ.
글
로
벌
정
체

1. 민주적 기본 가치에 대
한 이해
<지-(14)-②>3)
2.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
식
<지-(9)-①, 일-(13)-③,
일-(14)-①>
3. 공동체 문화적 발전에
대한 이해
<지-(8)-①>
4..세계화 및 지구적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
<지-(9)-②, 일-(12)-②>
5.세계적이고 전체적으로
조망과 초국가적 사고
<지-(14)-①, 일-(12)-①>
-

가치와 태도(A)
자기이해/ 타인존중
/다양한 가치에 대한

기능(S)
판단/ 의사소통/ 행동

1.인권존중(타인의 감정과
권리 존중)
<지-(8)-③>
2.관용 베풀기
<지-(8)-①>
3.사회정의 평화적 갈등 해
결
<지-(8)-②③, 일-(14)-④>

-

1. 지구촌 공동체의식
<지-(14)-③>
2.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
신과 타인에 대한 자각 및
태도

-

2) 윤경철(2011), 허영식(2004), Banks(2008), 지은림 외(2007), 모경환(2010). 이승연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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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2)-③, 지-(13)-②,
지-(13)-③>
3. 타자와의 네트워킹
<일-(12)-②, 일-(13)-②>

성

Ⅲ .
글

-

로
벌

-

참
여

다.

청

소년

글

민

로벌 시

의식

함

1.지구상의 지리적 문제 해
결과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와 참여 방안
<지-(14)-③>
2.지구촌 문제에 대한 해
결 방안모색 및 실천
<지-(9)-③,지-(12)-①②>
3. 대안적 미래 모색
<지-(14)-②③>
<일-(13)-④, 일-(14)-②
③>

택

양을 위한 선

프로그램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 (개

발 단계 3)

<표 6>의 글로벌 시민의식 구성 요소별–K S A 영역별 교육목표 매트릭스 안
에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핵심 목표를 선정하여 아래 <표 7>로 핵심목표를 정리하
였다. 교육목표선정 다음 개발단계인 교과내용 연계와 글로벌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교과과정 선정과 조직을 위해 비고란에 분류코드를 병기하였다.
<표 7>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KSA영역
별 핵심목표
핵심 목표

지식
(K)

가치
와
태도
(A)

1. 민주적 기본 가치와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적 발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민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세계화와 지구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세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초국가적 사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다양하게 나타나는 글로벌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원인과 문제점
을 이해할 수 있다.
1.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편적 권리인 인간 존엄성의 가
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2.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타문화 집단에 대한 공존과 관용
의 태도를 갖춘다..

3) <지-(14)-②>은 지리영역 (14)단원 핵심주제 ②항목을 의미함

비고4)

K-Ⅰ-1,3
K-Ⅰ-4,5
K-Ⅰ-2
A-Ⅰ-1
A-Ⅰ-2
A-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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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S)

3. 타문화와 환경의 사람들과의 평화적인 갈등해결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의식과 태도를 갖춘다.
1. 지구상의 지리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개인, NGO, 국가, 국제적 수준
에서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참여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2. 지구촌의 현실적 문제와 이슈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을 위해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A-Ⅰ-3
A-Ⅱ-3
S-Ⅲ-1
S-Ⅲ-2
S-Ⅲ-3

개발단계 3에서는 개발단계 2에서 선정한 영역별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청소년 글
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
교육내용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민의식 구성요소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
로 교육목표 분류별 계열성과 통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교육내용은
심리사회적 발달시기상 ‘자신을 일에 적용하는 기쁨을 배운다(Myers, 2012)’는 학령
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대상 학습자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과 태도 가
치의 습득보다는 실천과 적용 중심으로 조직하였다.
교육내용 선정은 Tyler가 제시하는 일반적 원리(Tyler, 1949)를 기준으로 하여 자
유학기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지식, 사고능력과 상황에 맞는 학습경험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청소년기의 교육
적 발달 단계와 특징을 분석하였고 사회과 교육과정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연계성 있
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였다. 청소년기의 교육적 발달단계의 특징과 중요과제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Myers, 2012). 따라서 사회교과내용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식구
성의 부담을 줄이면서 예체능활동과 현장 활동 및 실천적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하여 진로 적성 탐색, 자기주도성 향상과 미래역량 신장이라는 자유학기제 도입
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일반 교과의 제한점(서우철·이경원·한은정, 2014)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성을 두었다. 더불어 일반 교과 과정과는 달리 문제와 사회적 참여 행위
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교과별 연계와 교사의 개입을 통한 팀티칭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유학기제의 자율적 과정 설계 특성을 염두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글로벌 시민교육이란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지식, 기능, 가치,
사회, 참여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다(김연정, 2011). 모경환(2010)은 글로벌 사회 청소
년 시민교육의 전략과 방법 연구에서 시민교육을 위해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신념을
4) K-Ⅰ-3 은 <표 7>에서 분류한 내용을 코드화하여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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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능동적 교수-학습이 필요하
다하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은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수
업 내용을 조직하고 능동적 교수-학습이 지원되도록 하였다.

[그림 5]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의 모형 (허영식, 2006; 327
참조 수정)
<표 8> 는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차시주
제별 학습목표와 교수-학습방법, 생각열기,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6]에 제
시한 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의 과정과 글로벌 시민구성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
여 <표 8>와 같이 ‘모듈Ⅰ_사회적 탐구’, ‘모듈Ⅱ_가치탐구’, ‘모듈 Ⅲ_사회적 행위
(실천과 참여)’라는 3개의 모듈로 구성하였다. 각 모듈별로는 하위 3개의 차시로
구성, 총 9개 차시로 구성하였고 차시별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
과 활동을 제안하였다.
<표 8>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편성내용(가안)

모듈 차시 차시주제
1/9 문화의
다양한
의미
모듈1.
문화와
사회적 2/9 사회적
탐구
차별
3/9 글로벌
시민과

학습목표
문화의 다양한 정의를 이
해하고 문화 발생 및 발
전과 인류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문화위계와 사회적 차별
현상을 이해하고 문화적
위계와 사회적 차별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다.
보편적 권리인 인간 존
엄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교수-학습방법
활동
문답식
시대별 나라별
모둠별 토의 문화
정의 사전
모둠별
만들기
탐구학습
광고 속 문화
문답식
인종 차별
모둠별 토의
찾아내기
모둠별 토의 외국인 주민
미디어 활용 조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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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제사회
4/9 경쟁과
갈등

모듈2.
가치 5/9 다원주의
시민의식
탐구
공동체
6/9 의식과
연대의식
지리적
문제
해결과
7/9 공존을
위해
모듈3.
노력하는
사례와
사회적
참여
행위
(실천
문제해결
과 8/9 을 위한
참여)
실천
미래를
9/9 위한
대안

존중하며 세계적으로 조
망할 수 있는 초국가적
사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타문화와 환경의 사람들
과의 평화적인 갈등해결
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
는 의식과 태도를 갖춘다.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이
해하고 타문화 집단에 대
한 공존과 관용의 태도를
갖춘다.
민주적 기본 가치와 공
동체에 대해 이해하고, 세
계적 상호작용에 대해 이
해할 수 있다.
지구상의 지리적 문제 해
결하기 위해 개인, NGO,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공
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
를 조사하고 참여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수업
모둠별 토의
발표식

현장
전문가와의
만남

모둠별 토의 올해의 글로벌
발표식
시민상
모둠별 토의
모둠별
탐구학습

연합동아리
활동

발표식
모의공청회식 모의 국제회의

학교 밖
지구촌 현실적 문제에 대 모둠별 토의 캠페인-우리는
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 협동학습
지역문제
로 참여할 수 있다.
활동중심수업
해결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모둠별 토의 내가 살리는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위 협동학습
미래 포스터
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할 발표식
만들기
수 있다.

토
전문가 검토 단계에서는 문헌연구과 개발 연구 1, 2, 3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초안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공학 전문가 3인,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연구 경력이 있는 다문화교육전공 박사
인 교육학 전문가 1인을 포함한 총 4인의 전문가와 중학교 사회과 교사 3인의 현장
전문가에 의뢰해 타당도 검증의 절차를 거쳤다. 1차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해 선정한 전문가 정보는 아래 <표 9>, <표 10>과 같다.
라. 전문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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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육과정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선정한 전문가
이름

전문가A
전문가B
전문가C
전문가D

학위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전공

교육공학
교육공학
교육공학
교육학

직위

선임연구원
겸임교수/ 연구원
연구교수
교사

연구 분야

교육과정
국제협력 및
글로벌교육
교수설계
다문화교육

비고

교육학
및
교육공학
전문가

<표 10> 교육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선정한 현장 전문가 교사 3인
이름

교사 A
교사 B
교사 C

학위

학사
석사
학사

전공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담당교과

일반사회
일반사회
지리

교직 경력

15년
3년
4년

전문가 4인과 사회과 교사 3인은 개발된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
육의 방향과 목표, 학습내용, 운영, 평가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들의 검토 내
용을 바탕으로 초안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1,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
로는 교육공학 전문가 3인과 현장전문가인 교사 3인에게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
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단계와 프로그램 편성내용을 요약하여 7문항으
로 구성된 설문지와 함께 이메일로 검토를 요청하였다. 검토 요청시 제시한 설문지는
1)프로그램의 적합성, 2)사회교과 연계성, 3)핵심목표 도출 방법 및 과정의 타당성, 4)
핵심 교육목표의 적합성, 5)세부내용 선정과 조직의 적합성, 6)교수-학습방법의 적합
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6문항으로 제시하였고, 7번 문항의 경우 기타 내용에 대한 검
토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제공하였다. 2차로는 1차 검토
전문가 중 교직경력 15년차인 교사전문가 A와 면대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
사전문가 A의 학교에서 총 1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질문은 1차 이메일 검토 시 제
시한 질문지의 문항을 기반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 안을 수렴하였다. 더
불어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관련 수업을 담당하고 연구 경력이 있는 교육학 전문가
1인의 추가적인 검토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추가 수렴하였다.
아래 <표 11>은 전문가 검토항목 중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수정사항
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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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항목별 전문가 주요 검토 내용과 수정 사항
항목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적합성

교과
연계성
핵심목표의
적합성
세부교육내
용 선정 및
조직의
적합성
교수-학습
방법의
적합성

검토내용

청소년 (엄밀히 얘기하면 중학생)
대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
램이라고 보임. 자유학기제와 연계
되는 지점이 명확해져야함(교사 A)
지리 영역은 중학교 1학년, 일반사
회는 3학년으로 별도의 교과서로 배
정해 두었기 때문에 교과 영역의 통
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함(전문가
A, 교사B)
연구자가 생각하는 본 연구의 취지
를 고려할 때 사회 교과에만 한정짓
지 말고, 예체능이나 다른 교과와
연계하는 것이 통합적인 취지에 맞
음. 사회교과는 기본이고 다른 교과
와 연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임(전문가 A, 교사 A, B)
핵심교육목표를 조금 더 위계적으
로 구성하여야 함(교사 B)
skill(기능)은 참여와는 다른 간단한
조작이기 때문에 참여라는 교육목
표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을 따로 구
성하는 것이 합당함(전문가 A)
학습과 활동을 포함하여 내용구성
요소가 한 차시 기준에 과도함 차시
를 조금 더 여유있게 학기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함(교사A)
교수학습방법을 조금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교수학습방법에서 활
동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제안함(전문가 A)

수정사항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
도록 지식중심보다는 지식과 연계된
경험과 참여 중심 활동 강조
-> 지리영역과 일반사회영역의 고유
의 개별적 지식영역이 아닌 사회교과
의 일반적 목표수준으로 활동중심 내
용으로 구성함
-> 사회교과연계성을 기반으로 과학,
및 예체능 등 다양한 교과 활동을 연
계할 수 있도록 수정함
-> 핵심교육목표의 두 단계로 위계에
맞춰 재구성함
-> 참여라는 교육목표에 적합한 세부
내용으로 활동 영역 수정 보완함
-> 한차시내에 지식, 태도, 기능, 참여
의 내용요소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차시를 18차시로 차시증가
->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 내용을 구
체적으로 기술하여 수정함

<표 11>의 주요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표 12>와 같이 최종 수정하였다.
학습 목표는 2단위의 위계로 구체화하였고 생각열기를 추가하여 도입부에 주제의 이
해와 관심을 높이고, 타교과와의 연계를 보완하였다. 특히 한 차시당의 내용구성요소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식, 가치와 태도, 기능, 참여의 유기적 관계 요소를 고려
하여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1차시를 2차시로 늘려 총 9차시를 18차시로 확대하였다.
다문화 교육전공 교육학 전문가D의 인터뷰를 통한 검토 내용 중 Banks의 교육과
정 개혁 모델 중 제 4수준인 사회적 행동 접근법(The Social Action Approach) 수준
의 구체적 행동 실천제시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통해 활동 영역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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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시별로는 ‘생각열기’를 도입부에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성찰적 태도와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의 경우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성격상 수행평가형식을 기본으로 학생들의 성찰일
지를 통한 자기평가와 모둠별 동료평가활용을 제안한다.
<표 12>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편성내용
모듈

차
시

차시주제

1-2 문화의
다양한
의미

모듈1. 3-4 문화와
사회적
차별
사회적
탐구

글로벌
5-6 시민과
시민사회

모듈2.
국제사회
가치 7-8 경쟁과
탐구
갈등

학습목표

문화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문화 발생에 따른 문
화의 정의를 이해한다.
-문화발전과 인류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문화위계와 사회적 차
별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 위계와 사회
적 차별의 관계를 설
명할 수 있다.
-문화위계와 사회적
차별 현상의 원인을
나열할 수 있다.
글로벌 시민성과 시
민사회의 의미를 이해
할수 있다.
-보편적 권리인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인정
하고 존중할 필요성을
이해한다.
-글로벌 시민사회의
시민의 역할과 특징
을 이해한다.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
등 현상을 이해한다.
-국제사회 경쟁과 갈
등의 사례를 탐색한다.
-타문화와 환경의 사
람들과의 평화적인 갈
등해결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의식과 태도
를 갖춘다.

생각열기

같은
행위
다른
평가

명화 속
동·서양
의 모습

마틴루터
킹의
연설

교수-학습
방법

활동

문답식 모둠별로
시대별
모둠별 나라별
문화
토의
사전
모둠별 제작하고
탐구학습 문화 간
미디어활 징검다리
용수업
만들기
인쇄 광고
포스터지를
문답식 출력하여
광고 속
모둠별 문화
인종
토의
차별
미디어 찾아내고
활용 수업 차별없는
광고지로
수정해보기
문답식
역할극
모둠별
올리기
토의
(특정
모둠별 상황에서의
탐구학습 글로벌
미디어 시민역할극)
활용 수업

모둠별
현장
IS
토의 전문가와의
(Islamic 발표식
만남
State) 미디어
활용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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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다원주의
시민의식

공동체
11-12 의식과
연대의식
지리적
문제
해결과
13-14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와
참여

모듈3.
사회적 15-16 문제해결
을 위한
행위
실천
(실천
과
참여)
미래를
17-18 위한
대안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한다.
- 타문화 집단에 대한
공존과 관용의 태도를
갖춘다.
-세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초국가적 사
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민주적 기본 가치와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
할 수 있다.
-공동체와 공동체의식
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악할 수 있다.
-세계적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지구상의 지리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례와
방안을 탐색해 본다.
-개인, NGO, 국가, 국
제적 수준에서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
이 참여할 수 있는 방
안을 탐색할 수 있다.
지구촌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미래사회를 위한 대
안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미래사회를 위한 구
성원의 역할을 을 제
시할 수 있다.

올해의
글로벌
모둠별
시민상
다양한 토의
(영화속
NGO 발표식
인물
탐구를
통해
현황 미디어
최고의
활용 수업 글로벌
시민
투표)
연합
모둠별 동아리
활동
토의 (인근학교의
모둠별 동아리간
나비효과 탐구학습
미디어 공동목표
활용 수업 설정과
활동)
모의
국제회의
발표식 (독도영유권
독도는 모의공청
누구 땅? 회식 분쟁 해결을
위한 모의
국제회의)
봄철
황사

모둠별
토의
학교 밖
협동학습 캠페인-문제
활동중심 해결사
수업

모둠별
‘아마존 모둠별 토의결과 의
의
토의 방안에 맞춰
눈물‘ 협동학습 내가 살리는
의 의미 발표식 미래 포스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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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시로 구성된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편
성내용 중 예시안으로 모듈1의 1차시의 구체적 교수안을 다음 <표 13>과 같이 제안
하였다. 차시별 활동의 성격에 따른 교수-학습과정안은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학습환경과 자료의 유형 또한 교수자의 수업설계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될 수 있다.
<표 13>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문화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보드, 학생용
협력연구,
패드, 인터넷 환경,
활동 정보탐색, 환경과 이동식
책상, PPT,
자료 동영상 자료,
유형 정보만들기
모둠별
화이트 보드판
교수-학습활동
단계
(문답식/ 모둠별 토의/ 모둠별
(시간)
탐구학습/미디어활용수업)
[생각열기]
- “같은 행위 다른 평가”
- 퀴즈 맞추기(교사가 준비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
상황 추측하기)로 긴장 완화 동기유발
학습 - 고문화상대주의/
문화절대주의/ 문화다원주의 에
동기 대한 예시적 사건들을
유발 사고를 유연하게 하기 문답법을 통해 학습자의
(15‘) [예습과제 공유]
-학생들의 문화정의사전 발표(다양한 관점의 확인)
[학습 목표확인과 수업안내]
-차시의 학습목표 확인과 활동 안내
[활동1]
- 동양-서양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눔
- 교사 화면에 동양 서양 문화 키워드들을 구분
나열하여 보여줌
행동 - 없이
토의를 통해 각 모둠에 해당하는 키워드
실행 모둠별
순서 선정
해보기 - 와“징검다리게임”
모둠별로 1:1 가위바위보로 해당
(20‘) 키워드방석 가져와서
먼저 징검다리 연결
- 교사는 징검다리 연결의 오류를 학생들이 스스
로 연결한 징검다리 뒷면을 참고하여 수정해 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함
행동 [활동2]
실행 - 같은 행위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동-서양 키워
확장하기 드를 짝짓기하여 2인 1조로 키워드에 대한 문화
모듈- Ⅰ1.문화의
차시 다양한 의미

학습
목표

예습
과제

개별검색을 통한
문화 정의사전

연계
교과

국어/ 정보/
사회/ 미술

자료(♠) 및 유의점(▣)
♠ 익숙하지 않은 ‘장례/음식/
결혼/출산 문화’와 관련된
영상과 사진(예를 들어 그
레시아인과 칼리시아인의
장례행위/ 힌두인과 이슬
람인의 식탁)
▣ 영상이나 사진은 학생들의
수용수준을 고려하여 사전
편집하여 제공함
♠ 동양-서양 문화 키워드들
로 구성된 방석 준비
▣ 방석 뒷면에는 힌트와 참
고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검
색처를 제시해줌
♠ 문화 키워드별 소품 등을
3분 스피치 영상 작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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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인식의 방향에 대한 3분 스피치 영상
만들기
올린 영상의 댓글을 확인
- 유튜브에 징검다리 키워드 비교영상(3분 스피치) ▣ 하고
질문의 경우 학생들
(20‘) 올리기
-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친구 가족과 함께 감상해 이함 답변할 수 있도록 격려
보고 문화인식에 대해 정립된 자신의 생각을 타
인과 공유해본다.
♠ 온라인 카페에서 토론과
성찰노트작성 기능을 제공
하고 교사가 학생들의 학
[활동에
대한
교사
피드백과
성찰노트
작성
안내]
습과 활동을 확장시킬 수
정리
있는 연계 기구나 프로그
(5‘) [다음 차시에 대한 예습과제]
램 정보 사이트들을 안내
▣ 학생 성찰에 대한 교사 피
드백이 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Ⅳ

. 결론 및 제언

세계화의 흐름은 시민성교육에 대한 재 개념화와 실천적 방식의 시민성교육을 요
구하고 있다(김세광, 2014).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시민교육은 청소년
이 자신의 지식, 기능 가치를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모경환, 2010). 본 연구에서는 인류애, 글로
벌 정체성, 글로벌 사회 참여라는 세 가지의 글로벌 시민의식 구성요소를 청소년 자
유학기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맥(Thread)으로 삼아 학교 밖의
실사회 현장 속에서 참여와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글로벌 시민교육을 위한 프로
그램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
램을 통한 교육의 기대하는 효과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이슈와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올바
른 인식을 갖춘다. 둘째,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감하고 사회적 공감대로의 확대를 선
도하는 책임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셋째, 글로벌 이슈 원인 분석과 해결을 위한
협력적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고 실천적 경험의 기회를 확대한다. 넷째, 위 세 가지
과정을 통해 본인의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가치기준을 정립하여 진로선택의 직업관
을 개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
이고, 보다 체계적인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교육의 확산을 위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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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언한다.
첫째, 자유학기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과 기간을 고려한 정교한 과정개발 모델 연
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Banks가 제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모델의 4단계
를 세분화하여 교육목표과 교육과정 계획 및 교육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
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차시별 ‘생각하기’, ‘활동’ 등이 실제 학령기 청
소년의 심리사회적, 인지적 발달기에 맞추어 유의미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수준의 문제제시가 필요하다(Myer, 2012). 셋째, 교사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
전 교원연수와 다양한 교과 교사간 학습공동체 구성을 활용한 전문성 확보와 효과적
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차시별 활동에 따라 중심교
과 연계 교사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팀티칭 방식을 도입하여 융합· 통합형 수업을
지향해야한다. 넷째, 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의 함양은 18차시 자유학기제 과정 이수
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동체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경
험으로 확장되는 함을 고려할 때 방학기간으로의 활동연계와 지역사회와의 프로그램
공유 등의 발전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교육목표 설정 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한
요구조사 대신 선행 연구 분석과 2009년 개정 사회과 교과 목표 및 교육과정 분석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제안한 프로그램을 교육의 현장에서 시범운영함으로써 효
과성 검증을 통한 외적타당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제한점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에서 해당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활용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연구를 제안한다. 교육 프로그램 제안
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 실제 정착되어야 할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을 기반 한 교육과정 개선 및 보완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속연구에서는 학교현장의 자유학기제를
선도하고 있는 다양한 교과의 TF팀 교사,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의 전문연구원 등 자유
학기제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및 정책에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하는 연구지원
팀 구성을 기반하여 연구지원이 된다면 보다 실천 및 지속 가능한 청소년 글로벌 시
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선도적 모델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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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eks to suggest an educational program that can cultivate the youth’s
global citizenship, as part of the Free Semester Program (FSP) bound to start in
schools from 2016. As the first step, an intensive literature review on global
citizenship and program development steps was conducted. Core competencies of
global citizenship were identified and grouped as: ‘humanity,’ ‘global identity,.’ and
‘global participation.’ In relation to these core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objectives
of the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 draft program was developed.
Terminal goals of the drafted program were further identified, which were clustered
into three module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social participation and taking
initiatives,’ and ‘change of values and attitudes.’ Contents were then selected and
organized. The derived program was further linked to encourage learners’
participation and taking of initiatives, which were connected to 7 unit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including 4 units of Geography and 3 units of general Social
Studies. Finally, the drafted program was modified under the review of four
curriculum specialists and three social studies teachers working in middle schools.
The duration of the program was structured to last for a total 18 periods, to be held
during the semester. Instructional and learning activities for field studies will further
have to be elaborated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and be able to be adopted in
the real FSP. Moreover,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ill
have to be established through assessment..
Key words: global citizenship, global education, free semester
program(FSP), social studie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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