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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남북한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1)

김성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신창원

세계 공동체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교육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으며 세계어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영어는 이러한 세계시민교육과 밀

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 교과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

비하여 남한과 북한의 영어과 교육과정과 영어교과서를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

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세계화와 분단 극복이라는 과제 앞에서 남북한의 교육

적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남북한의 영어과 교육과정을 비교하기 위해 남한의 2015 개정 영어과 교

육과정과 북한의 2013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법령에 따른 영어과 교육강령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분석대상 영어교과서로는 남한의 고등학교‘영어’,‘영

어Ⅰ’, 영어Ⅱ’교과서 총 30종과 북한 교과서‘영어 1(고등중학교)’,‘영어2(고등중학

교)’,‘영어3(고등중학교)’각 1종씩 총 3종을 사용하였으며 각 교과서의 읽기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는 정의선 외(2015)에서 제시한 내용 분석 준거 – (1)상호의

존적 세계 이해, (2)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3)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4)지구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의식 - 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사회과

학 분석 기법 중 하나인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선 남북한의 교육과정은 그 성격과 목표에서 세계시

1) 본 논문은 202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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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남북한 모두 영어교과를 통해 세계시

민교육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남북한 영

어교과서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읽기 자료의 빈도를 분석

한 결과, 남한의 영어교과서는“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관련 내용이 33.3%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는“상호의존적 세계 이해”(28.3%),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22.2%),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16.2%)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 북한의 영어교과서는“상호의존적 세계 이해”와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가 동일한 비율(각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

교과서는“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석 주제 중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주제가 2건(20.0%)으로 나

타났고,“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주제는 북한 교과서 읽기 본문

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빈

도와 분포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남북한 모두 영어과 교육과정 및 영어교과서

에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일정 수준이상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이미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내용을 교과서 읽기 자료에 충분히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북한의 경우도 이전까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서구 문화에 대한 폄

하가 중심이었던 내용을 버리고 2013년 교육 개혁 이후로는 서구 및 세계 보편

적인 문화 내용을 포함시키며 세계화에 발맞춘 내용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통일 시

대를 준비하며 남북한 통합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 및 영어교과서 개발을 진행함

에 있어서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세계시민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

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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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20년에 발생한 팬데믹은 지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인식을 더욱 공고

히 해주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구 반대편의 이야

기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전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전 세계의 원조로 이어졌

다. 세계인들은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와 물가 상승을 경험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지구라는 한 배를 타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

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기후 변화, 테러, 인종 차별, 빈곤의

문제 등은 한 국가나 한 집단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

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인, 지역,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

해 하나의 교육적 방안으로 등장한 세계시민교육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

록 증대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환경보호, 전염병, 빈곤, 평화, 국가 간 불평

등, 안보 등 전 지구적인 도전 과제들에, 지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역량, 기능, 태도를 강화하는

교육을 의미한다(UNESCO, 2013, 2014).

우리나라의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

서 교육부가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천명함에 따라 더욱 활발히 논의되기 시

작했다.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서도 세계시

민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관련 교과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급별로 세계시민교육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

사를 위촉해 연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김지은, 2019).

영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

라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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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알고 상호적인 가치 인식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본

예절, 협동심 및 소양을 기르는 것’을 영어교과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세부

목표에서 ‘국제 사회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국제 사회 이해 능력과 태도’를 기

르도록 장려함으로써, 영어과 교육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

라,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영어과 교육의 목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세계인들과 소통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어교과는 우리나라의 경

우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자는 학교 영어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의사소통 수

단으로서의 영어뿐만 아니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정보와 가치관을

습득하게 된다. 영어교과 학습에 있어 교과서 내용이 갖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

다.

학교 교육에서 영어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다. 2000년 영

국과의 정식 수교 후, 북한은 영국 정부와 북한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전략적 연

대를 맺고, 영어 교재개발, 교사 양성, 영어 교육과정 등 전반에 걸친 개선 작업

을 진행하였다.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선 북한은 2013년

과학기술 교육과 영어 교육의 강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전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는 볼 수 없었던 서구 및 세계 보

편적 문화 내용을 교과서 본문으로 채택하였는데, 2013년 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

서 집필에 영국문화원과 유니세프가 관여하였고, 국제기구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북한 교육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조하였다(배제이,

2015). 북한의 영어 학습자들 역시 EFL 환경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영어를 배우

게 된다. 북한의 국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와 교과서 내용을 통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뿐만 아니라 교과서 내용에 담긴 국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

게 된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

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

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왔고, 과거 반공교육, 안보교육,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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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ㆍ통일교육의 형태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강순원, 2020). 현재 진행 중

인 평화⋅통일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기본 계

획’을 발표하였고, 17개 시도교육청도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을 2019～2020년

에 걸쳐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역시 기존의 통일교육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비판받았고(문아영, 윤지영, 2019), 따라서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구성에

있어 세계시민교육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 있게 조화

시켜나가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박형빈, 2018; 성열관, 2010; 윤지

영,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롭게 구성될 평화·통일교육은

변화된 세계와 한반도 상황을 주도할 시민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분단극복의 평

화 의식을 담는 변혁적 세계시민성에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권순정, 조윤정, 서화진, 2020). 통일교육에서도 민주시민성이나 글로벌 보편

성을 강조하는 세계시민성을 융합한 평화적 세계시민성이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대안으로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세계화와 분단 극복이라는 당면한 과제 속에서 공통적인 대안으로 제

시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모두에서 그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과 같은 중요한 가치관 교육은 청소년기 대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교육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교 교육의

중심에 놓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지식, 역량, 기능, 태

도를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공동체 시민을 길

러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교육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고, 세계어로서의

위상을 지닌 영어가 해당 교과를 통해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한과 북한의 영어 교과서를 함

께 살펴봄으로써, 세계화와 분단 극복의 과제 앞에 남북한의 교육적 준비가 얼마

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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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국제적인 교육 의제이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남북한 영어

교과서에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

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남북한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는 세계시민교육 내용은 주제별ㆍ

영역별ㆍ교과서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

는가?

1.3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

구 문제를 제시한다. 제 2장은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남북한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을 살핀 후, 영어과 교육에서 세계시민교

육을 다루거나 남북한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제

3장은 연구 방법으로 분석 대상 및 범위, 분석 준거와 분석 방법을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제 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가 주는 교육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언급하

며 영어과에서 다루는 세계시민교육과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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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2.1 세계시민교육의 배경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을 길러내고, 글로벌 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 즉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다(이성회, 김미숙, 정바울, 박영, 조윤정, 송

수희, 2015). 여기서 세계시민성은 세계시민의식, 글로벌 시민의식, 세계시민주의,

민족국가를 초월한 시민의식 등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사용되고 있다(한경

구, 김종훈, 이규영, 조대훈, 2015).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 또한 학자들이나 기

관에 따라 글로벌 시티즌십, 글로벌 시민 교육, 지구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번역으로 지칭되고 있다(장의선, 이화진, 박주현, 강민경, 설규주, 2015).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세계시민은 인류가 처한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

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을 세계시민이라

한다(권성훈, 2018).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세계시민성은 국가 시민과는

다르게 법적 지위를 수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집단 정체성, 연

대감, 인류 공동 번영의 가치,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능력 등의 가치를 포함한

다(오수민, 2021).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촌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Marshal

Mcluhan(1965)은 최초로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디어의 기술적 발

전이 가져다주는 문화의 발전이 지구를 하나의 마을로 묶어줄 것으로 예측하였

다. 그의 예측대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

(loc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지구 공동체라는 하나의 활동 무대가 형성되

었다. 실제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긴밀한 연결성과 상호 영향력

은 교육을 비롯하여 경제, 정치, 문화, 환경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김진희,

2015).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구는 하나의 울타리로 통합되고 동질화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시민들이 세계 속에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서 관용의 정신과 다

양성의 가치 속에 국가 간 갈등과 문화 차이에 기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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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한경구 외, 2015).

2020년 팬데믹은 지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을 통해 팬데믹에 대처하는 각 나라들의 다양한 성

공과 실패 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의 의미와 팬데믹 시대의

세계화의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되었다(오마이뉴스, 2020

년 4월 25일자).

이 같은 세계화의 물결은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

다. 특히 교육 분야는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평화, 인권, 사회정의, 문화 다양성

등의 인류 전체의 상호 발전 이슈를 더욱 고민하게 되었고, 세계시민 의식 함양

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교육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김신일, 2001). 이렇게 등

장한 세계시민교육은 그동안 개발교육, 지속가능개발교육, 국제이해교육, 평화교

육 등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세계화에 발맞춘 국제적인 교육 담론으로서 세계시

민교육은 지난 60년 동안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유엔이 창설된 이

래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네스코(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평화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시민교육의 토대가 되었다(강보라, 2016). 이러한 평화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1960년대부터는 국제이해교육이 대두되었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역시 활발하게 논의되었

다. 이후 국제 개발 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개발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으로 이어졌다(정기오, 2015).

1990년에 유네스코(UNESCO)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세계교육회의’에서 문해, 기술, 유아, 초등 교육을 아우르는 기초교육 운동을 시

작했다. 여기서 설정된 목표는 2000년 ‘다카르 세계 교육 포럼’에서 ‘다카르 행동

계획’으로 발전했고, 유엔(United Nations,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 보편교육의 달성을 위한 전 세계의 행동강령이

되었다. 2012년 유엔(UN)이 발표한 ‘교육 우선 구상 사업(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은 전 아동 취학 달성, 교육의 질 향상,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3대 우

선순위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UNESCO(유네스코)는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8년 동안 세계시민교육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한경구 등, 2015).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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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유네스코(UNESCO),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난민기구(UNHCR), 유니세프(UNICEF),

유엔개발계획(UNDP)의 공동 주최로 ‘2015 세계교육포럼’이 있었다. 여기에서 세

계시민교육을 ‘교육 2030(Education 2030)’의 의제로 채택하였고(UNESCO, 2015),

이어서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됨으로써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노

력하여 달성해야 할 공동의 교육 목표이자 개발 목표로 세계시민교육이 설정되

었다(Toh, Shaw, and Padilla, 2017; UNESC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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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세계시민과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은 학자

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간의 논의를 아래 <표Ⅱ-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통적인 개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계시민은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

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受容)하며, 인류가 공유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

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권성훈, 2018).

<표 Ⅱ-1> 세계시민의 개념
저자 세계시민의 개념

Falk

(1984)

1) 세계 정부, 세계국가 혹은 UN을 옹호(擁護)하는 전 지구적 개혁가 부류
2) 세계화의 결과로 초(超)국가적 의식을 획득한 부류
3) 환경문제와 국제 경제 문제에서의 질서 관리에 관심을 지닌 부류
4) 유럽 연합과 같은 지역적 정치의식이 등장하고 성장하며 나타난 부류
5) 초(超)국가적인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부류

Heater

(1996)

1) 인류공동체에 속한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으로서의 세계시민
2) 지구와 인류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
는 참여의식(參與意識)으로서의 세계시민

3) 개인이 속한 공동체나 나라보다 더 상위(上位) 수준에 있는 도덕(道德) 법칙을
인정(認定)하고 수용(受容)하는 태도로서의 세계시민

4) 지구적 의식(意識)과 지구적 책임감을 의미하는 세계시민

KOICA

(2013)

1) 지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인류가 서로 상호의존(相互依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

2) 평화, 갈등, 사회정의, 재난, 빈곤, 불평등, 교육 등의 세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공감하는 사람

3) 세계문제를 균형 잡힌 관점,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사람

4)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바라보고 차별(差別)하지 않는 사람
5) 빈곤과 불평등, 차별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OXFAM

(2015a)

1)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
2)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
3) 어떻게 세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
4)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5) 지역부터 글로벌 수준까지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參與)하는 사람
6) 지속가능하고 더욱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사람
7) 자신의 행동에 책임(責任)을 지는 사람

경기도

교육청

(2017)

1) 지구촌에 소속감을 가지고 평화와 인권 등의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
2)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행동
을 실천하는 사람

3)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열린 태도로 타인을 포용하며 소통하는 시민

Toh, et al.
(2017)

정의, 비차별, 인권,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
여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공공(公共)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행동에 참
여하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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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은 또한 세계시민성, 즉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성회 등, 2015). 위의 <표 Ⅱ-1>에서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세계시민은 환경

과 국제 경제 같은 문제들에서의 질서 관리에 관심을 갖고, 초(超)국가적인 사회

운동에 참여한다(Falk, 1984). 세계시민은 인류와 지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Heater, 1996), 세계문제를 균형 잡힌 관점과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

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KOICA,

2013). 또한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떻게 세계가 작동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으며(OXFAM, 2015), 정의, 비차별, 인권,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공공(公共)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행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이다(Toh, et al.,

2017).

이러한 세계시민이 갖게 되는 세계시민의식은 세계시민이 가진 특성에 기반을

두어 정의된다.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변종헌(2001)은 국가시민의식의 공간적 범

주를 넘어서는 세계적 소양과 역량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세계적 소양이

란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지녀야 하는 의식, 태도 및 행동을 지칭

한다고 하였고, 세계적 역량은 국제관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 및 전 지구

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말한다. Noddings(2005)는 세계

시민의식이 세계 어디에서나 유능하게 일하며 생활하는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였고, 김민선(2013)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

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세계시민의식은 세계화 시대에 맞는 전 지

구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

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세계적 소양과 역량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김지은, 2019).

다시 말해, 세계시민의식은 글로벌 사회의 국제 관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

를 갖춘 인재가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식과 태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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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앞서 세계시민교육을 세계시민을 길러내고,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으로 정의하였는데,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다만 그동안 전 세계의 학자들과 관련 기관들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전 세계적 확산을

도모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이 초학문적 영역으로서 이와 관련된 연구 주제의 범주가 폭넓고

다양한 데다, 연구의 범위를 좁히고 주제 분류의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

기 때문이다(심희정, 김찬미, 2018). 그럼에도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

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정리해보는 것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연구의 흐름을 살피고, 이를 통해 공통적인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2>, <표Ⅱ-3>과 같다.

<표 Ⅱ-2>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정부, 정부산하 연구기관)

출처: 오수민(2021), 김지은(2019), 최승인(2018), 장의선 등(2015) 참고하여 재구성

구분 단체/저자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국제
기구

유네스코
(2015c)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包容的)이고, 정의(正意)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치, 태도,
지식, 기능을 길러주는 교육

비정부
기구

OXFAM
(2015a)

상호의존적이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학습자들의 도전과제
와 삶과 기회를 비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틀

정부

교육부
(2019b)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 세계 평화, 문화 다양성 등을 폭넓게
이해하면서 실천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
(2017b)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상호의존성(相互依存性)을 이해하며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認識)하고 보편적인 인류 공영(共
榮)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사회적인 실천으로 이어가는 교육

정부
산하
연구
기관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장의선 등
(2015)

기존에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성(市民性) 관련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전 지구적 관심사와 전 지구
적 시민(市民) 문화(文化)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

한국교육
개발원:
이성회 등
(2015)

불확실성, 불평등이 증대되고, 빠르게 변하며 글로벌 상호의존
성이 커지는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방
식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변혁
적(變革的) 교육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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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학계)

출처: 오수민(2021), 김지은(2019), 최승인(2018), 장의선 등(2015) 참고하여 재구성

구

분
단체/저자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학계

Falk
(1994)

초국가적 사회 운동, 지역적 정치의식 고양, 전 지구적인 개혁활
동, 지구 질서의 관리, 경제적인 영역의 초국가적 활동을 진작(振
作)하는 시민교육

Heater
(1998)

하나의 인류 공동체(共同體)라는 의식, 세계 정부에의 기여, 자신
의 공동체보다 상위(上位)의 도덕 법칙을 준수하고 수용하는 태도,
지구와 지구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의식과 책임감, 헌신(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가르치는 교육

Merryfield
(1998)

세계와 인류를 유기적이고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체계로 이해
하는 것, 역사를 통해 인류의 상호연관성 이해,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 비교문화적 이해, 복합적 관점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지역적ㆍ세계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책임감의 이해, 편견을 없애는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비판적
맥락에서 도덕 교육을 추구,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추구

Davies
(2006)

가치를 탐구하고, 학습하며 참여하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문화다
양성과 글로벌 상호의존성을 습득하는 교육

Tawil
(2013)

세계인이 지구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함께 해결하며 참여할 수 있
는 역량(力量)을 키우기 위한 교육

김경은 등
(2012)

국제이해교육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에 대해 공동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계인으로서 더불어 함
께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

김진희
(2015)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면서 사람들과의 상호의존성과 세계
안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보편적 인류 공영(共榮)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인 교육. 전 지구촌이 함께 학습해야 하는 교육.

정지현 등
(2015)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사회 및 국가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지하
는 능력을 함양(涵養)하고, 인류애와 세계 공동체를 위해 보편성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養成)하는 교육

강혜영 등
(2017)

자신과 세계에 대해 성찰(省察)할 수 있고, 상호 연계성을 이해하
고,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시민(市民)을 길러내는 교육

모경환 등
(2018)

세계시민으로서 인류가 상호의존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다양한 관점과 문화를 이해하며, 지구적 관점에서 지역과 국가와
세계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며 책임을 느끼도록 돕는 교육

조대훈 등
(2018)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가 단일국가에 기반한 시
민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국가, 지구촌 차원에서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主體)로서 전 세계가 당면(當面)한 공동의 문제와 위
기 상황들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관용적
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시민교육

오수민
(2021)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전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며, 보편
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지역, 국가,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적 행동을 이어가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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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Ⅱ-2>에 언급된 연구 중 글로벌 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을 재개

념화하고자 했던 장의선 등(2015)의 연구는 글로벌 시티즌십을 다양한 층위에서

살펴보고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는

‘글로벌 시민’을 규정하려는 이론적 입장 차이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졌고, ‘글로

벌 역량’을 강조할 것인지, ‘글로벌 연대의식’을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개념 정의

가 상이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장의선 등(2015)의 연구는 세계시민교육 실천

쟁점을 ‘글로벌 연대의식’에 더욱 초점을 두고, 세계시민의 정체성이 지역적 수

준, 국가적 수준, 세계적 수준 모두에 걸치는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느낌, 실천에

있다고 보았으며,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는 비판적 사고와 시민적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영역이 기존의 다문화 교육, 지

속가능발전교육, 평화 교육, 인권 교육의 관심사와 중첩되므로, 세계시민교육은

이 모든 영역 즉, 문화 다양성, 환경, 평화, 인권 등과 같은 주제 중심의 교육적

접근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리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은 그동안 위의 <표 Ⅱ-2>, <표 Ⅱ-3>과 같이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주요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교육이

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성, 다양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

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적, 국

가적, 세계적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는 교육이다(오

수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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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세계시민교육의 주제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핵심 영역와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적 추구를

담아내는 교육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다음의 <표 Ⅱ-4>는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요소들을 분류한 연구들 중,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시민교

육의 핵심 영역과 그에 따른 하위요소 및 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Ⅱ-4>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영역과 주제

출처: 오수민(2021) 참고하여 재구성

위의 <표 Ⅱ-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연구기관 영역 하위 요소/ 주제

OXFAM

(2015a)

지식ㆍ이해
Knowledge &
Understanding

권력과 거버넌스, 인권, 평화와 갈등, 지속가능개발, 세계화의
상호의존, 형평성, 다양성, 사회 정의

기능
Skills

의사소통, 정보에 근거한 반성적 행위, 협동과 갈등 조정, 비
판적ㆍ창의적 사고,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 능력, 자
아 인식과 반성, 감정이입

가치ㆍ태도
Value & Attitude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헌신,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변호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인류애, 참여(參與)와 포용(包容)의 가치
를 위한 헌신, 형평성과 사회 정의를 위한 관심과 노력

유네스코

(2015)

인지적 영역
Cognitive domain

지역ㆍ국가ㆍ세계의 구조와 체계
지역ㆍ국가ㆍ세계 차원에서 커뮤니티 간의 연계와 상호작용
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권력과 암묵적 가정의 역학 관계

사회ㆍ정서적
영역

Socio-emotional domain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간의 상호적 연
계방식, 다양성과 차이의 존중,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행동적 영역
Behavioral domain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행동하고 참여하기

경기도

교육청

(2017)

지식
Knowledge

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 상호의존과 세계화, 지속 가능한 발
전, 민주주의와 인권, 다문화와 다양성, 형평성과 사회정의

기술적 능력
Skill

분쟁 해결 능력과 협력, 타인에 대한 존중, 논쟁 능력과 효과
적인 토론, 비판적 사고

가치/ 태도
Value & Attitude

어떤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확신,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
중감, 환경 보전 노력과 관심, 형평성과 사회정의를 위한 관
심과 노력, 인류애

사회 참여
Social Participation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인식과 참여(參與), 대안 모색 및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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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핵심 주제’는 통일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고, 어떤 분류 방식을 적용할지

에 따라 서로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다(나장함, 조대훈, 2017). 그러나 그 구체적

인 주제 요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중첩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세계시민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지식, 가치, 태도, 실천적 행동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고전적 논의라 할 수 있는 Hanvey(1982)의 연구는 세계

화에 대응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시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지구촌으로서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실제 우리의 삶

과 관련된 지구촌의 중요 사건들과 이슈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를 갖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비교문화적 인식’으로, 다양한 세계 문화의

차이점을 알고 각 문화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세계 역동성에 대한 지식’으로, 전 세계의 국가적 행위체와 비국가적 행위체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로 구성된 세계 시스템의 복잡성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는 ‘인류의 선택에 대한 인식’으로, 지역,

국가, 국제 이슈와 관련해 인류가 그 동안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겼

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Hanvey(1982)의 이러한 연구와 제언은 당시 국가 내의

결속과 애국심 함양에 치중되어 있던 미국 교육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국가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Hanvey의 제안은 이후 미국 내에서의 세계

시민교육에 주요한 전통과 흐름이 되었다(차경수, 모경환, 2016).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과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세계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오수민, 2021). 첫째,

세계시민교육은 변혁적인 교육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공

정하고 관용적이며 다양성과 통합을 강조하는 미래로 이끄는 교육이다. 둘째, 학

습자가 지역, 국가, 세계의 문제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은 과정 중

심, 문제 해결 중심의 실천 지향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교육이다. 넷째, 세계시민

교육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함께 가치, 태도, 기술적 능력 등 비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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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 개발에 더욱 초점을 맞춘 교육이다. 이러한 역량이 개발되는 것을 통해

지역, 국가, 국제적 관점에서 인권, 문화, 환경, 분쟁 등의 이슈를 이해하고 해결

하려는 교육이다(이성회 등, 2015). 다섯째,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 지속가

능발전교육, 인권교육,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교육, 환경교육, 평화와 비폭력 교육,

성평등 교육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교육이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들을 살펴볼 때, 최근에 전 지구가 맞닥뜨

린 도전과제와 기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이 가장 적합한

교육적 대안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지구촌을 이루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세계시민이라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인간과 자연을 포함

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

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상으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배경, 세계시민의식, 세

계시민교육의 개념,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그림 Ⅱ-1>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배경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이 남북한 국가 교육과

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한 2015 개

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북

한의 최근 영어 교육의 변화 양상과 함께 북한 교육과정에서 보이는 세계시민교

육 관련 내용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배경
→

세계시민과

세계시민의식
→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

세계시민교육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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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북한 국가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2.2.1 세계시민교육: 남한 영어교육과정

1) 남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교육

2022년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

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b).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

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

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를 바탕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목표

를 밝히고 있다.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총괄 목표로 삼으며

동시에 남을 배려하고 돕는 모범적인 시민 의식과, 지적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고 상호

적인 가치 인식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본예절,

협동심 및 소양을 기르는 것 역시 영어 교과의 목표다(교육부, 2015a).

즉, 영어 교과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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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데에도 주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총론에서 핵심 역량을, 각론

에서 교과역량을 설정하였다. 이정우(2017)는 핵심 역량을 “모든 사람이 기본적

으로 갖추어야 하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역량으로

실제 수행 상황에서 가동할 수 있는 능력(수행성), 지식, 기능, 가치 등이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총체성)이며 사회적 환경이나 맥락과 결부된 인간의 능

력(맥락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핵심 역량은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기

르고자 하는 범교과적, 일반적 능력이며, 교과 역량은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발

달시킬 수 있는 교과 특유의 역량이라고 보았다. 영어과는 총론의 핵심 역량 중

지식정보 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 4개의 역량

을 교과역량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교육과정 안에 세계시민성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핵심 역량으로, “지역ㆍ국가ㆍ세계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

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포함한다(교육부, 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공동체 역량’은 첫 번째, 지역ㆍ국가ㆍ지

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말하고,

두 번째, 지역적ㆍ국가적ㆍ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말한다. 세 번째,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하고,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교 영어 교과의 성격에 기반을 둔 영어과 핵심역량은 (중략) 셋째,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

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

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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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중략) 고등학교 영어 교과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 학습자 각자의 지적 역량을 신장시켜 학습자들이 미래의 주

역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글

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a).

특히, 위와 같이 학교급별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과는

‘글로벌 시민’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목표에서 ‘세계시민’을

언급함으로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 역량’이 사

실상 세계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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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실현 가능성

세계시민교육의 교육 현장 실현 과정의 역사가 가장 긴 나라는 영국이다. 대략

50년 정도의 긴 세계시민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세계시민교육은 발

전을 거듭해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 당시 ‘글로벌 시민’이라는 교과목 이

름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질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글로벌 시민’ 교과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오히려 영어, 과학, 수학, 인문학, 언어 등의 일반교과목에

세계시민교육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박수연, 이상백, 2014). 이러

한 변화는 우리나라 학계와 교육 현장에도 적용되어, 최근 들어 세계시민교육과

기존 교과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관련한 연구가 많아졌고, 이를 효과적

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과 관련된 연구 또한 함께 증가하였다(심희정,

김찬미, 2018).

영어 교과는 세계시민교육과 접목하여 실행될 수 있는 주요 교과 중 하나이다.

실제 영국에서는 런던대학 내 교육연구소에서 일반 교과목에 세계시민교육을 접

목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세

계시민교육 담당 NGO인 OXFAM은 글쓰기 교육의 일환으로 개도국 아이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Send My Friends to

School"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학교에서 교육 받은 빈곤에 대한 이슈를 편지로

써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Message in a Book"을 진행하였다. 이는 영어 등

의 언어 교과에서 설득력 있는 글쓰기(persuading writing) 기술(skill)을 강화하

는 활동과 세계시민교육을 병행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박수연 외, 2014).

한편 2001년～2018년까지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국내 논문의 현황을 파악

한 심희정과 김찬미(2018)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논문 중 분석 대상인 218개

논문 중에 2001년부터 2018년까지 49개 논문(22.5%)이 10개의 교과목(사회, 지리,

도덕, 미술, 세계사, 음악, 국제법, 문학, 실과, 영어)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세계

시민교육 관련 교과목 연계 연구는 사회(19편, 39%), 지리(12편, 25%), 도덕(6편,

12%), 미술 (4편, 8%), 세계사(4%), 음악(4%)의 순서로 많이 다루어졌고, 가장

적게는 국제법, 문학, 실과, 영어가 각각 2%씩을 차지했다. 이러한 교과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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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를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이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들이었다.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 중 적지 않은 비율(22.5%)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

분석 논문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계

성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가

능성과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상에

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적은 EFL 상황이므로 학교 밖에서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영어 교과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격,

목표, 내용, 성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주요 교재인 교과서라는 매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된다. Cortazzi와 Jin(1999)은 다음과 같이 영어 교과서

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교과서는 영어 사용권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교수하는 교사이자, 언어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이

다.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문화적 항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선택하여

만든 자료와 활동 등으로 구성된 자료이며, 설명과 예시를 제시한 지

도서이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

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정책의 한 형

태로 쓰일 수도 있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주종균, 2006,

p. 6 재인용).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영어 교과는 주로 교과서를 통해 학습되고, 언

어 학습 교과의 특성상 세계시민교육 자체가 중심 주제가 되기보다는 교과서 내

의 소재로서 등장하여 본문 내용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

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고 상호적인 가치 인식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본예절, 협동심 및 소양을 기르는 것’으로 영어 교

과의 목표를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총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세 번째 항목에서 ‘국제 사회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국제 사회 이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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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구체화하

는 영어 교과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 체계의 하위

요소 중 ‘언어 재료’ 부분에서, ‘문화 및 소재’ 내용으로, ‘타 문화 이해’, ‘타 문화

이해 및 우리 문화 소개’, ‘다양한 문화 이해 및 존중’이 각 학교급의 언어 재료

로 제시되고 있다(교육부, 2015a).

<표 Ⅱ-5>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언어 재료

출처: 교육부(2015a, p. 11).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또한 ‘자연스러운 언어 활동을 위하여 아래의 소재,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를 참고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소재’ 영역에서 아래 <표 Ⅱ-6>에 제시된

‘소재’를 참조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교육부,

2015a).

<표 Ⅱ-6>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언어 소재

출처: 교육부(2015a, p. 12).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위의 <표 Ⅱ-6>에서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 소재【별표 1】의 내용은 다음의

<표 Ⅱ-7>과 같다. 2015 영어과 교육과정은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되 학습

구분 내용 초 중 고

문화 문화 요소 •타 문화 이해
•타 문화 이해 및
우리 문화 소개

•다양한 문화 이해
및 존중

소재
【별표 1】의
소재 참조

•자기 주변의 일상
생활 주제

•친숙한 일상생활
주제

•친숙한 일반적 주
제

구분 내용

소재

∙【별표 1】의 ‘소재’를 참조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
∙ 학습자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내용

∙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 주제, 상황, 과업 등을 고려한 내용
∙ 상호 작용에 적합한 내용
∙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
∙ 창의력 및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 22 -

자들의 의사소통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a).

<표 Ⅱ-7> 2015 개정 영어 교육과정 【별표 1】에 제시된 소재

출처: 교육부(2015a, p. 141).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별표 1】소재.

위의 <표 Ⅱ-7>에 제시된 영어 교과의 소재 내용 중 세계시민의식을 구체적

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16번(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시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에서 제시된 소재이지만, 앞서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4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5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운동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6 동･식물 또는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7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

8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9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0 우리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1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책임감 등에 관한 내용

12 환경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

13 문학, 예술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의력,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14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
에 관한 내용

15 진로 문제, 직업, 노동 등 개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

16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시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17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에 관한 내용

18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일반교
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9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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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와 OXFAM,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주제

의 범주 기준으로 본다면, 7번, 8번, 9번, 12번, 14번, 16번, 17번이 모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표 Ⅱ-8> 참조).

<표 Ⅱ-8>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와 관련 있는 영어과 소재 목록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와 같

이 영어 교과서에 담을 수 있는 소재 속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

는 내용과 관련 있는 소재들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교

과서에서 제시된 본문을 가지고 내용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다면, 별도의 교과(윤

리, 도덕, 사회, 지리, 창의적 체험활동 등)가 아니더라도 영어과 교과 시간을 통

해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어 교과가 세계시민교육이 주로 다루어지는 타 교과(일반 사회, 윤리 등)

와 함께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강화하는 기능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의사소통 능력 함양 중심의 기능 교과인 영어의 역할이 보다 확장되

어 세계시민교육을 다루는 내용 교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

8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9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2 환경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

14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
에 관한 내용

16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시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
식을 고취하는 내용

17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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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세계시민교육: 북한 영어교육과정

1) 북한의 영어 교육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가 세습되

고 있는 나라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 정권을 계승한 김정은

은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법령’을 발표하였다. 2022년 현재 북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2013년 김

정은의 교육 개혁은 다음과 같은 학제 개편을 포함하고 있다.

<표 Ⅱ-9> 북한의 학제(이효선, 2017, p. 20)

나이 학제

26 박사원ㆍ연구원

(2～3년)

고등교육

25
24
23

대학

(4～6년)

22
21

단과대학

(3～4년)
20 고등전문학교

(2～3년)
19
18
17

의무

교육

고급중학교 (3년)

중등교육

16
15
14

초급중학교 (3년)13
12
11

소학교 (5년) 초등교육
10
9
8
7
6

유치원 (2년)
높은반 (1년)

학교전교육

5 낮은반 (1년)
4

탁아소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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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전 북한의 학제는 학교전교육인 유치원 높은반 1년, 초등교육에 해당

하는 소학교(또는 인민학교) 4년,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6년 총 11년

이었다(이성신, 2005). 하지만 북한의 2013년 교육 개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효선(2017, p. 20)의 연구에 제시된 북한의 학제는 유치원을 2년으로 늘리고,

중등교육 6년 과정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한 것이다. 또한

유치원의 높은반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각 3년씩, 총 12년의

의무교육 학제를 확립하는 변화를 보였다. 12년 의무교육으로의 학제 개편은 북

한에서 42년 만에 이루어진 교육 개혁이었다(배제이, 2015). 또한 2013년 교육 개

혁은 과학기술교육과 영어교육의 강화를 큰 특징으로 하여, 북한 중등교육과정에

서 교수 시간이 가장 많이 배정된 상위 6개 교과목 대부분이 과학기술교육과 영

어로 구성되게 하였다(조정아, 이교덕, 강호제, 정채관, 2015).1)

북한이 처음부터 영어를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 1948년

부터 북한의 모든 학교에서 러시아어 위주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이 시기 외국

어 교육은 제1외국어인 로어(러시아어) 수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북한으로서는

적국인 미국의 언어이자 제2외국어였던 영어는 1960년대에 현실적인 필요에 의

해 중등교육과정에 도입되었으나 당시는 효과적인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북한에서 영어는 1983년 교육과정부터 강조되어 1985년 초등교육과정인

인민학교(현재의 소학교)부터 학교 영어교육이 도입되었다. 이후 1991년 당시 소

련의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 이후, 로어(러시아어)를 제치고 유일한 제1외국어로

서 영어 교육 강화 정책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곧 북한의 대기근 시기인

‘고난의 행군’ 시기가 찾아왔고, 공교육의 붕괴와 함께 인민학교(소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중지되었다. 2008년에 이르러서야 초등교육과정인 소학교부터 다시

영어교육이 시작되었는데, 2008년부터 4년제 소학교의 3학년에 외국어과목으로

도입되어 주 1시간으로 가르쳐지다가, 2013년 교육 개혁 이후에는 5년제 소학교

의 4학년부터 주 2시간씩 배정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2) 또한 2013년 교육

1) 2013년 북한의 중등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가 가장 많이 배정된 과목은 초급중학교의 경우, 수
학, 자연과학, 국어, 영어, 체육, 정보기술이고, 고급중학교의 경우, 수학, 물리, 기초기술, 화학,
영어, 생물의 순서이다(조정아 등, 2015).

2) 2008년 이전에는 중등교육과정인 고등중학교 1학년(현재의 초급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교과
가 시작되었다(배제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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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이전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 주당 4시간, 중학교 2학년부터는 주당 3시간으

로 배정되었지만, 2013년 교육 개혁 이후에는 초급중학교에서는 1～3학년까지 모

두 주당 4시간씩 수업을 실시하도록 바뀌었다(김지수, 김지혜, 김희정, 김병연, 한

승대, 강호제, 김선, 2019). 2013년 이전까지 북한에서 영어는 ‘외국어’라는 이름의

교과목으로 존재했으나, 2013년 교육개혁 이후 처음으로 ‘영어’라는 교과목 이름

을 부여받았다(배제이, 2015).

이러한 학제 개편 및 영어교육 강화는 김일성 집권 시기 외국어 교육의 초점

이 ‘전쟁 준비’에 있던 것과는 달리, 김정일 집권 때부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해외 국가와의 교류’에 중점을 둔 것을 김정은 집권 때도 계속해서 같은 흐름으

로 이어가고자 했기 때문이다(조정아 외, 2015).

특히, 2013년 김정은 정권의 교육개혁에서 영어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2년 1월 만경대 혁명학원 현지지도에서 김정은은 북한 초등교육

과 중등교육이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3) 이에 초

등 및 중등일반교육단계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기술교

육과 영어교육 강화를 내세웠고, 이를 위해 북한교육의 세계화를 원하는 국제기

구들과 적극 협조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 교육위원회(남한의 교

육부에 해당)는 2012년 3월부터 유니세프와 영국문화원 파견 영어교육 전문가들

과 함께 전 교종(학교의 종류) 모든 학년의 새 영어교과서를 집필하였다. 2014년

6월, 북한과 영국은 북한 주재 영국대사관에서 2017년까지 북한의 영어 교사 양

성 프로그램과 영어 교육 개선을 연장한다는 MOU를 체결하였고, 영국대사관은

평양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북한의 영어교육 개선 프로그램을 고

급중학교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4) 또한 영국문화원은 영어 강사를 북

한에 파견해 해당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영어 교습법을 가르쳐 왔으며 중학교와

대학교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배제이, 2015).5)

3) 본사기자,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교수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교육자
들의 숭고한 의무.” 『인민교육』, 2013년 제5호, 12-14, 15. (배제이, 2015 재인용)

4) GOV.UK. (2014). Promot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the DPRK.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omoting-english-language-teaching-in-the-dprk (검
색일: 2022. 2. 6)

5) VOA. (2016). 영국문화원, 15년 간 북한 영어교사 4천명 교육. https://www.voakorea.com/a/318
3599.html (검색일 : 2022. 2. 7.) - '영국문화원 대변인은 지난 1999년 마련된 교사 연수프로그
램을 통해 영어교육과 교사 연수, 교육자료와 교과과정 개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omoting-english-language-teaching-in-the-dprk
https://www.voakorea.com/a/3183599.html
https://www.voakorea.com/a/31835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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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가 북한의 영어 교과서 집필에 공조한 덕분에, 2013년 교육 개혁 이

후 개발된 북한의 교과서는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북한이 영국문화원과 미

국 및 캐나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 전문가들과 함께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

를 만든 결과, 세계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TEFL(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재처럼 바뀌었다(Johns, 2008; Kay

& Jones, 2008). 북한은 2008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및 영국의 CLT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 북한 용어로는 교제식 언어 교수법)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CLT를 확산시키고자했고,

학습자 중심 CLT 교수 학습법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책을 펼쳤다(배제이, 2015).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 외교부로부터 연간 20만 파운드, 미화 약 29만 달러
를 지원받고, 영국문화원이 같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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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교육

북한의 교육과정은 ‘교육강령’이라는 문건으로 나타난다.6) 북한 교육강령은 ‘교

육과정안’과 ‘교수요강’을 포함하는데, 남한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7) 2014년 1학기부터 적용된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머리말’에는 영어 교과의 성격과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8) 즉, 2013년 발행 중등

일반 영어교육강령 머리말에서 ‘세계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소유하는 것’으로 영어교

육의 성격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위의 머리말을 요약한 현재 북한 영어교육의 성격과 목적은, 지식경제정보시대

6) 북한의 교육법에 의하면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 즉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교육
위원회에서 작성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해 중앙교육지도기관에 비상설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교육강령을 고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교원은 이
교육강령에 기초하여 담당과목의 교수안을 작성해야 하고,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강령은 강력한 국가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제32~36조9)(김지수 등, 2019 재인용).

7) ‘교육과정안’은 모든 과목을 배열한 편제와 각 과목의 주당 수업 시수, 총 수업 시수 등이 나타
나 있기 때문에 교과목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어교수요강’에는 영어 교과 목적과
목표, 교수내용 체계 및 단원 관련 상세 교수내용과 방법과 평가방법이 표시되어있다(배제이,
2015).

8) 2013년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영어교육강령은 머리말, 1.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1) 교수목적, 2)
교수목표, 2. 교수내용 1) 교수목표, 2) 범위와 수준 (1) 언어지식 ①어음 ②어휘 ③문법, (2) 언
어기능 ①듣기 ②말하기 ③읽기 ④쓰기, 3) 도달기준, 3. 교과서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 4. 학
과목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5. 학업성적평가원칙 등으로 구성되어있다(배제이, 2015 재인용)

9) 교육위원회(2013, p. 74).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교육위원회(2013, p. 86).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배제이, 2015 재인용)

머리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선진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과학문화분야에서 국제적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자면 중등일반교

육단계에서 외국어교육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선집> 제8권, 109페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데서 세계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초급중학교 외국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중등일반교육기간에 한 가지 외국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외국어기초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줄 뿐 아니라 그들을 사상적으로, 문화정서

적으로 교양하고 말하고 글을 쓰는 능력을 키워준다.

초급중학교에서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

직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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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적 수준과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선진과학지식도입에

필요한 국제적 교류·협력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체제유지에 이바지하는 혁명인재

의 양성으로 볼 수 있다(배제이, 2015). 통일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북한

교육과정에 나타난 외국어 교육의 목적을 과학기술 발전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여긴 것과 일맥상통한다(조정아

등, 2015). 따라서 김정은 시대의 외국어 교육은 북한의 정치사상 및 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영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은 “영어교육 사업을 시대

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면 교육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야”한다고 2013년 교육일꾼 담화문에서 말했다. 교육

계획은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과 규모를 규정한 국가 계획을 가리키고, 주체의

교육 사상과 교육 이론에 기초하며, 계획 이론을 응용하여 영어교육 사업의 목표

와 발전 방향, 규모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사업으로서, 북한에서 매우 중요시하

는 교육 사업을 말한다(이경애, 2020).

2013 교육 개혁 이후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영어교육의 목표는 선진 과학기술

을 받아들이기 위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조정아 등, 2015). 특히 고급

중학교 단계에서는 언어기능적 목표에 있어, ‘영어를 말하고 글을 쓰는 능력’ 함

양을 목표로 하여, 높은 학년일수록 언어기능 숙달 자체에 더해 높아진 난이도와

심화된 학습 내용으로 정치사상 교육은 물론, 선진과학기술 도입에 필요한 과학

원서 이해능력 및 외국과의 교류협력에서 실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실천이라

는 교수 목적이 강조되었다(배제이, 2015 재인용). 북한 교육과정에서 밝힌 바,

교과서를 통해 원서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 중심 교수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교과서 본문 내용의 심화 학습으

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2013년 영어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이전 시기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서구 및 세계 보편적인 문화 내용을 수용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각 학교급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영어 교육과정 모두, 1.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2) 교수목표 ④번에 “우리나라(북한)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사이에 언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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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차이를 알고 그것을 언어실천의 적합한 계기에 리용하도록 한다.”라는 목

표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10) 이러한 내용 체계에 맞춰, 실제 교과서 본문에

서 서구 및 세계 보편적 문화 내용, 즉 지구 온난화, 사막화, 환경오염, 다른 나

라들의 몸짓 언어(제스처) 이해, 세계 문화 등이 전체 학교급과 각 학년에서 반

복ㆍ심화되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이전 교과서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으

로, 2013년 영어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에 영국문화원과 유니세프가 관여한 점

과 국제기구 유네스코와의 북한 교육 세계화 및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결과로 인한 것이었다. 서구 및 세계 보편적인 문화 내용이 북한의 영어 교과서

모든 교종(학교 종류) 전체 학년의 수업에 공식적인 교과 내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배제이, 2015).

한편 북한의 영어교육은 2013년의 교육 개혁 전과 후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어

학습은 북한의 혁명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채관(201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영어 교육의 목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언어적인 기

능보다는 “정치적ㆍ사상적인 학습을 보조(補助)하기 위한 도구 과목”으로 더 강

조되었다. 이는 개정 이전과 이후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북한

의 혁명을 위함이라는 공통적 목적 하에 현재까지 북한의 영어 교육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영어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교과목의 학습 목적

은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국제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영어 교과에서 서구 및 세계 보편적인 문

화 내용을 모든 학년에서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북한이 세계시민교육을 향

해 고무적인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교과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고급중학교 국어교과에서 “신문, 방송으로

보도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해 리해”하는 것이나, 지리교과에서 “우리나라(북한)와

주변나라들의 자연지리적, 경제지리적 분포”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 교육

과정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교육위원회, 2013). 또한

세계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외의 지리나 경제적 상황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고

10) “우리나라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사이에 언어생활에서의 차이를 알고 그것을 언어 실천의
적합한 계기에 리용하도록 한다.” 교육위원회(2013, p. 75).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
급중학교); 교육위원회(2013, p. 87).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배제이, 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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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중학교에서는 시대적 흐름을 읽도록 하는 요구도 있다. 예를 들어, 물리교과에

서는 “지식경제시대의 교수에 맞게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초기술지식의 물

리적 원리”들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교육위원회, 2013). 또한 기

초기술교과에서도 “지식경제발전의 요구에 맞는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기능,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교육위원회, 2013). 이러

한 내용은 해당 문서가 작성된 2013년의 세계적 흐름을 나타내는 키워드인 ‘지식

경제’를 반영할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고급중학교 교육과

정에서 목표하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지수 등, 2019). 이

와 같이 북한은 2013년 교육 개혁 이후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지리, 물리, 기초

기술 등의 교과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을 교육과정에 담아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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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분석

2.3.1 세계시민교육과 영어 교육

지금까지 세계시민교육과 영어 교육을 접목한 연구의 대부분은 (1) 영어 교육

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구현 및 활용 방안(교수․학습 방법 제안) (강정진, 2017;

유호성, 2017; 유호성, 조규희, 2020), (2) 영어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 적용 수업

사례 연구 (강후동, 박지현, 2019, 김소진, 2019; 김지은, 2019; 정현정, 2019) (3)

영어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교사용 프로그램 개발(박수경,

2021; 이혜경, 2021b; 최유경, 2022)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영

어 수업에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학교 영어 교육에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적용하고

자 하는 시도가 드물게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연구 중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고등학교 영어 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과서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는 대부분

사회과와 도덕과, 지리과의 순서로 많이 다루고 있다(심희정 등, 2018). 그러나

영어교과에서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본문의 소재 분석은 상

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그나마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에서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분석한 이혜경(2021a)의 연구는 교과서 본문의 문화

내용을 분석하여 세계시민교육과 잘 연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문화적 내용’ 분

석 연구에 가깝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화적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등장할 정도로 많았으나,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론적

준거틀을 가지고 분석한 연구는 주종균(2006)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영

어 교과서의 가치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탈식민주의와 다문화주의, 세계시

민교육 등 세 가지 이론을 다루면서 영어 교과서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가치관

을 도출하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그 대상이 7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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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남북한 영어 교과서 비교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남북한의 교과서를 비교하는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2000년 김대중 정권에서 최초로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이후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진 10년간의 활발했던 남북 교류의 영향

이 컸을 것이다.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를 비교하는 연구 역시 2000년대 들어서

활발해졌는데, 대부분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한 학년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체계와 구성 요소 및 내용 등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앞서 언급한 남한 영어 교과서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적 소재를 분석한

연구들처럼 북한 영어 교과서의 ‘문화적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 시도들이 있었다.

유명근(2008)은 서구문화항목을 중심으로 북한 중학교 전 학년(중학교와 고등학

교에 해당)의 지문을 연구하였으나 북한의 2013년 교육 개혁 이전의 교과서를 다

룬 논문이었다. 또한 이율희(2015)의 북한의 일반 중등학교와 북한의 영재 중등

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었으나, 이 역시 2013년

교육 개혁 이전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의 영재 중등학교는 2013년 교

육 개혁이전에는 제1중학교라는 명칭으로 존재하였는데, 이율희(2015)의 논문에

서는 북한의 일반 중학교 4～6학년과 제1중학교 4～6학년 즉, 우리나라 고등학교

1～3학년에 해당하는 북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2013년 북

한의 교육 개혁 이후의 영어 교과서를 연구 대상에 포함한 최근의 연구는 2000

년대 이후 북한 영어 교육의 변화와 흐름을 다룬 배제이(2015)의 연구와 이경애

(2020)의 김정은 시대(2013년 이후) 북한 영어 교육을 다룬 연구가 있었다. 두 연

구 모두 북한 영어 교육의 역사적 변화를 교육과정과 교과서 중심으로 폭넓게

다루면서 북한 영어 교육의 변화를 개괄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를 비교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교과서 체

제 및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와 문화적 소재를 북한 교과서 간에 비교하는 연구,

최근 북한 영어 교육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틀로 남북한

영어 교과서를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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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계시민교육과 영어 교육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어 교육 분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다룬 논문들은

영어 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교수ㆍ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와 구체적으로

학교 수업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적용한 사례 연구들이 있다. 기존에 진행된

실제적인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영어 교

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가 될 것이다. 남북한의 영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본문의 소재들이 세계시민교육

의 주제들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영어 교과서가 타 교과와의 통합

수업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학교 현장에서 한 출판사의 교과서만을

접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을 균형 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

는 기초 자료로서의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남한과 북한의 학교

영어 교육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현재 남

북한의 학교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현황을 짚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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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남한의 2015 개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북한의

2013 교육 개혁 이후 발행된 고급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남북

한의 영어 교육과정이 세계시민교육을 담아낸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

였고, 교과서 분석을 통해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

을 주제별로 혹은 교과서별로 얼마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담아내고 있는지도 살

펴보았다.

<표 Ⅲ-1> 분석 대상 남북한 교육과정

본 연구를 위해 남한의 고등학교 영어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영어’와 일반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영어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과목 중, 공통

과목 ‘영어’와 일반 선택과목 ‘영어Ⅰ’, ‘영어Ⅱ’ 교과서를 선정하여, 현재 검정도서

로 지정된 ‘영어’ 11종, ‘영어Ⅰ’ 10종, ‘영어Ⅱ’ 9종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

였다. 각 교과서 전종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은 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교과서는 결국 1종의 교과서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모든 교과서 종에서 세계시민

구분 교육과정 발행제도 교과서 구분 발행 종수 분석 종수

남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검정 영어 11 11

검정 영어Ⅰ 10 10

검정 영어Ⅱ 9 9

합계 30 30

북한
제1차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강령
(고급중학교)

국정 영어 1 (고급중학교) 1 1

국정 영어 2 (고급중학교) 1 1

국정 영어 3 (고급중학교) 1 1

합계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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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각 교과서가 내용

상 부족한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자료로서 본 연구

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2> 2015 개정 고등학교 영어 선택과목 및 어휘수

출처: 교육부(2015a, p. 12).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표 Ⅲ-2>의 남한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본 논문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은 과목들도 존재한다. 남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우게 되는 영어 교

과 중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영어 교과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

은 북한이 한 학년에 한 개의 영어 교과서만 국정 교과서로 지정하여 고등학교

전체과정에서 3개의 교과서만 배우고 있는 것과 달리, 남한은 고등학교 영어 교

과서를 17개의 다양한 과목 이름하에 검정교과서의 형태로 발행하여 다양한 선

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은 출판사별로

다양하게 발행된 검정교과서를 개별 학교 재량 하에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어 교과서에 학년 구분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영어교과서는 분석 대상에

2015 개정 고등학교 선택과목별 어휘수
과목명 어휘수

공통 영어(8) 1,800 내외

일반 선택

영어 회화(5) 1,500 이내
영어Ⅰ(5) 2,000 이내

영어 독해와 작문(5) 2,200 이내
영어Ⅱ(5) 2,500 이내

진로 선택

실용 영어(5) 2,000 이내
영어권 문화(5) 2,200 이내
진로 영어(5) 2,500 이내

영미 문학 읽기(5) 3,000 이내

전문 교과Ⅰ

심화 영어 회화Ⅰ 1,800 이내
심화 영어 회화Ⅱ 2,000 이내
심화 영어Ⅰ 2,500 이내
심화 영어Ⅱ 2,800 이내

심화 영어 독해Ⅰ 3,300 이내
심화 영어 독해Ⅱ 3,500 이내
심화 영어 작문Ⅰ 2,000 이내
심화 영어 작문Ⅱ 2,3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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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교과서들은 2009 개정 교육과

정 이후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최

근에 발행된 2015 개정 교과서에 해당하는 공통과목인 ‘영어’와 ‘영어Ⅰ’, ‘영어Ⅱ’

교과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 보도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를 근거로, 여기서 밝히고 있는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영어Ⅰ’, ‘영어Ⅱ’ 교과서까지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의 교과서는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이 반영된 가장

최근의 고급중학교 영어 교과서 ‘영어1 (고급중학교)’, ‘영어2 (고급중학교)’, ‘영어

3 (고급중학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남북한의 학제 차이와 북한의 영어 교

육과정 편제를 반영하며 북한의 영어 교육 첫 시기가 소학교 4학년인 것을 고려

해볼 때,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총 8년의 영어 교육 기간 중 마지막 3년의 영어교

육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선정된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어휘 수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표 Ⅲ-2>와 <표 Ⅲ-3> 비교 참조), 북한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남한의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교과서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앞서 ‘<표 Ⅲ-1>

분석 대상 남북한 교육과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한 교과서 중 공통 과목 ‘영

어’와 일반 선택 과목 중 ‘영어Ⅰ’, ‘영어Ⅱ’ 교과서만이 북한 교과서와의 비교 분

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표 Ⅲ-3> 북한의 영어 교과서와 해당 어휘수

출처: 배제이(2015, p. 129 재구성)

학교급 과목명 어휘수

소학교
영어 (소학교 4학년)

확인 불가
영어 (소학교 5학년)

초급중학교
영어 1 (초급중학교)

1,200개 이내영어 2 (초급중학교)
영어 3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영어 1 (고급중학교)

1,500개 이내영어 2 (고급중학교)
영어 3 (고급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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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북한 영어 교과서에 포함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교과서 읽기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남북한 각 교과서의 세계시민교육

단원 빈도수를 측정하고, 해당 단원에서 다루는 본문의 내용이 세계시민교육의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지도 분석하였다.

<표 Ⅲ-4> 분석 대상 남북한 교과서

분류 도서명 출판사 저자 발행
시기 도서명 출판사 저자 발행

시기

남한

영어

(11종)

1. 고등학교 영어 (주)금성출판사 최인철 외 2017

북한

영어 1

(고급중학교)

외국문도서

출판사

최죽송,

박철호,

오선해,

황철진

2013

2. 고등학교 영어 (주)다락원 김길중 외 2017

3. 고등학교 영어 동아출판(주) 이병민 외 2017

4. 고등학교 영어 (주)비상교육 홍민표 외 2017

5. 고등학교 영어(김) (주)엔이능률 김성곤 외 2017

6. 고등학교 영어(양) (주)엔이능률 양현권 외 2017

7. 고등학교 영어 (주)와이비엠 박준언 외 2017

8. 고등학교 영어 (주)와이비엠홀딩스 한상호 외 2017

9. 고등학교 영어 (주)지학사 민찬규 외 2017

10. 고등학교 영어(김) (주)천재교육 김태영 외 2017

11. 고등학교 영어(이) (주)천재교육 이재영 외 2017

영어

Ⅰ

(2015

개정/

10종)

1. 고등학교 영어Ⅰ (주)교학사 강문구 외 2017

영어 2

(고급중학교)

외국문도서

출판사

김명옥,

김혜영,

전원제,

리무일,

박철호

2014

2. 고등학교 영어Ⅰ (주)금성출판사 최인철 외 2017

3. 고등학교 영어Ⅰ (주)다락원 김길중 외 2017

4. 고등학교 영어Ⅰ 동아출판(주) 권혁승 외 2017

5. 고등학교 영어Ⅰ (주)비상교육 홍민표 외 2017

6. 고등학교 영어Ⅰ (주)엔이능률 김성곤 외 2017

7. 고등학교 영어Ⅰ (주)와이비엠 박준언 외 2017

8. 고등학교 영어Ⅰ (주)와이비엠홀딩스 한상호 외 2017

9. 고등학교 영어Ⅰ (주)지학사 민찬규 외 2017

10. 고등학교 영어Ⅰ (주)천재교육 이재영 외 2017

영어

Ⅱ

(2015

개정/

9종)

1. 고등학교 영어Ⅱ (주)금성출판사 최인철 외 2017

영어 3

(고급중학교)

외국문도서

출판사

박철호,

오선해,

황철진,

리무일

2015

2. 고등학교 영어Ⅱ (주)다락원 김길중 외 2017

3. 고등학교 영어Ⅱ 동아출판(주) 권혁승 외 2017

4. 고등학교 영어Ⅱ (주)비상교육 홍민표 외 2017

5. 고등학교 영어Ⅱ (주)엔이능률 김성곤 외 2017

6. 고등학교 영어Ⅱ (주)와이비엠 박준언 외 2017

7. 고등학교 영어Ⅱ (주)와이비엠홀딩스 한상호 외 2017

8. 고등학교 영어Ⅱ (주)지학사 민찬규 외 2017

9. 고등학교 영어Ⅱ (주)천재교육 이재영 외 2017

총계 30종 총계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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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남북한 영어 교과서는 그 체계와 구성에 차이가 있다. 남한의 영어

교과서는 아래 <그림 Ⅲ-1>과 같이 한 단원 내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listening-speaking-reading-writing)로 구성되는 반면, 북한의 영어 교과서

는 단원 구성이 다음 <그림 Ⅲ-2>과 같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순서

(reading-listening-speaking-writing)로 되어 있다. 또한 남한의 영어 교과서는

단원 내에서 제시된 듣기 활동의 대본과 문항들에 대한 정답을 교과서 맨 뒤의

부록(Appendices)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북한 영어 교과서는 듣기 대본과 정

답 대신, 다음 <그림 Ⅲ-3>처럼 각 단원의 문법 사항을 표로 제시하거나 공식화

하여 제시한 Grammar Appendix와 Irregular Verbs, Vocabulary를 교과서 맨 뒷

부분에서 알파벳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Ⅲ-1> 남한 영어Ⅱ YBM 교과서 Scope and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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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북한 영어3(고급중학교) 교과서의 The plan of the book

<그림 Ⅲ-3> 북한 영어2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Grammar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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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남북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구성 체제

한편 남북한 영어 교과서의 공통점은 추가 읽기 자료의 제시인데, 남한 영어

교과서는 교과서 종에 따라 1～2개의 추가 읽기 자료를 제시하거나 교과서 단원

수만큼의 관련 내용 추가 읽기 자료를 교과서 맨 뒤에 제시한 교과서들이 있다.

반면, 북한 영어 교과서는 이솝 우화나 미래 사회, 기술 개발, 환경 보호, 일상생

Unit 남한 영어Ⅱ 교과서(YBM) 북한 영어3 (고급중학교) 교과서

표지
속지
Preface
Contents
Scope and Sequence
Introduction

표지
머리말
Contents
Patriotic Song
The plan of the book

1

Study Points
Ready to Communicate
Communication Task
Before You Read
Read: Help! I'm Stressed Out!
After You Read
Language in Use
Think and Write
Project
Review
Click on Culture

Reading: The history of the Olympics
Vocabulary
Grammar
Listening
Speaking
Writing
Grammar Summary
Words and expressions

Revision(Units 1-3)

4

Study Points
Ready to Communicate
Communication Task
Before You Read
Read: Understanding the Shaing Economy
After You Read
Language in Use
Think and Write
Project
Review
Click on Culture

Reading: Cold weather care
Vocabulary
Grammar
Listening
Speaking
Writing
Grammar Summary
Words and expressions

Revision(Units 4-7)

Pairwork(Unit 1-7)

Special Lesson : Coach Carter Supplementary reading(1-7)

Apendices
: Scripts
Answers
Sources

Grammar Appendix

Irregular verbs

Vocabulary

집필진, 서지사항 집필진, 서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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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등 다양한 주제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재의 읽기 자료를 단원이 끝난 교

과서 뒷부분에 추가 읽기 자료(Supplementary Reading)로 제시하고 있다.

남한의 교과서는 ‘영어’ 교과서에서 평균적으로 10단원을 포함하고 있고, ‘영어

Ⅰ’, ‘영어Ⅱ’에서는 평균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교과서는 ‘영어1 (고급

중학교)’에서 총 9단원, ‘영어2 (고급중학교)’에서 총 8단원, ‘영어3 (고급중학교)’

에서 총 7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 영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예시는 다음

의 <그림 Ⅲ-4>와 같다.

<그림 Ⅲ-4> 남북한 영어 교과서 Contents

북한 교과서 남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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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준거

본 연구는 영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분석을 위해 장의선 등(2015)에서

제시한 내용 분석 준거틀을 사용하였다. 장의선 등(2015)의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년부터 세계시민,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시티즌십

등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다. 2015년 5월에 열린

UN의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2030 (Education 2030)’의

의제로 채택한 바에 따라 이 시기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오수민, 20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틀은 2015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글로벌 시

티즌십 내용 분석틀로서, 모경환과 임정수(2014)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Merryfield(1998)의 글로벌 시티즌십 개념과 요소를 분류하여 사회과의 교육과정

을 분석한 이승연, 차조일,설규주(2015)의 연구를 참조하여 진행된 것이다. 또한

김명정, 진재관, 조지민, 최정순, 안종욱, 차조일(2013), 이정우, 조지민, 박상복,

김현수, 이미미(2015), 조철기(2013)의 연구에서 제시된 글로벌 시티즌십의 영역

과 구성 요소를 참조하여 개발되었다(장의선 등, 2015). 이렇게 개발된 분석틀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위해 기존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시민교

육의 주제와 관련한 이론적 기반을 근거로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여 개발된 것으

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한 오수민(2021)의 연구에서도 동일

한 분석틀을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할 세계시민교육 관련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

석 준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6>와 같다. 주요 분석 주제로 (1) 상호의존

적 세계 이해, (2)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3)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4)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

적인 분석 관점과 관련 내용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장의선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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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세계시민교육 관련 영어과 교육과정 분석 준거(장의선 등, 2015)

위의 <표 Ⅲ-6>의 분석준거를 정리해보면 첫째, ‘상호의존적 세계 이해’의 하

위 분석 요소인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 체

계를 비롯하여 상호 의존적인 세계 체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고,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은 역사적으로 나라들 간에 이루어진 접촉과 교류 내용을 담은 세계

사 등을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의 하위 분

석 요소인 ‘분쟁 문제’는 나라간, 종교간, 민족(인종)간의 갈등과 분쟁을 그 내용

으로 하고 있고,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와 해결 노력을 포함하

고 있다. 셋째,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의 하위 분석 요소는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담고 있는데, 주로 세계 다양한 지역

의 문화적인 특징과 다양성,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배려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

식’의 분석 주제는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을 하위

분석 요소로 제시한다. 내용 항목으로는 인권에 해당하는 기아, 아동 노동, 난민,

여성 차별 등이 제시되어 있고, 사회 정의와 전 지구적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능동적인 실천 및 의지를 포함한다.

분석 주제 분석 관점 관련 내용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접촉과 상호 교류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과 해결 관련 내용

환경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
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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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 개정 중학교 국어과, 사회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한 장의선 등(2015)에서는 다루지 못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2013년 교육 개혁이 반영된 고급중학교의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 대

상에 포함하여, 남북한 영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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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및 분석 단계

본 연구는 남북한의 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과학의 분

석 기법 중 하나인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론 중 하나이다(Avery와 Simmons, 2001; Firer, 1998). 그동

안 교과서를 분석하는 연구는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내용 분석

(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양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는 문서의 형식

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연구 대상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Berelson, 1952). 내용 분석은 연구에서 살펴보고

자 하는 특정 주제를 표현하는 양식을 구조화하여 문서의 내용을 범주화함으로

써 구조의 양적 분포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내용 분석을 통한 교과서 분석은 한

사회가 무엇을 가치 있는 지식으로 보며, 어떤 집단의 문화적 경험이나 언어 체

계 규범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교과서의 내용

으로 분석해 내고자 하는 방법이다(한곤석, 2006). 내용 분석은 교과서 집필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각까지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 탐구할 수 있다

(Grise-Owens, 2000). Krippendorff(2004)는 전통적인 내용 분석 방법에서 ‘양적

분석’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양적 분석이 대다수의 연구에서 쓰이는

방법이지만 질적 분석 또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서를 읽는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행간의 의

미를 읽는 질적인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내용 분석에 있어서 양적 분석뿐만 아

니라 질적 분석 방법 또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Krippendorff, 2004).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기반으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는 혼

합 방법을 채택하였다(Creswell, 2011). 이는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교과서 간 내용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적

합한 전략 중 하나이다(박윤경, 설규주, 구정화, 2015).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의 <표 Ⅲ-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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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분석 단계

위의 <표 Ⅲ-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과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남북한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모

두 추출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영역 및 주제에 따라 본류하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남북한 영어 교과서에 있는 세계시민교육 관련된 주제를 다룬 단원을

모두 추출하여 빈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계시민교육 내용의 주제별, 영

역별, 교과서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후 세계시민교육 주제가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에서 어떤 소재 및 내용으로 나타

나는지 교과서 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남북한의 교과서 소재 및 내용을 비

교하였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분류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재차 확인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단
계

분석 초점 세부 단계

1
교육과정에 있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 추출

-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모두 추출
-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영역 및 주제에 따라 분류 및 분석
-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교과서 단원 정리

2

교과서에 있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 추출

및
분석 주제에 따라
분류 및 분석

- 세계시민교육 관련 단원의 내용 추출
- 텍스트 자료 중 교과서 본문만을 포함
- <표 Ⅲ-6>의 분석 준거에 따라 분류 및 분석
- 각 교과서별 본문 빈도수 측정
- 세계시민교육 내용의 주제별, 영역별, 교과서별 비중 분석

- 세계시민교육 관련 단원의 본문 내용에 기재된 구체적인
소재 추출

- <표 Ⅲ-6>의 분석 준거에 따라 분류 및 분석
- 세계시민교육이 교과서에 어떤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분석

3 재검토 - 재검토하여 오류 내용 확인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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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세계시민교육 관련 남북한 영어 교육과정 분석

본 장에서는 남한의 영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

교육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남한의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북한의 교육과정은 2013년에 발표된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

무교육강령’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앞서 남북한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용

어의 차이점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Ⅳ-1>와 같다.

<표 Ⅳ-1> 남북한 교육과정 용어 비교(이효선, 2017, pp. 23-24 재인용)

남한의 영어과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별책14]에 기술되어 있다. 영

어과 교육과정은 세부적으로 공통과목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

데, 공통과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과정은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각 학교급별로 각

각 영어과 교육과정(교육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교육과정 체계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남한 의미 북한

교육과정
교과의 구조와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 방법을 명시
한 문서로,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으로 구성됨

교육강령

교과목

편제표

각 학교, 학년별 교과구성과 수업 시간수와 실습, 견
학, 시험 등 형태별 수업 시간 수를 제시.
북한은 이에 더하여 수업과 방학 등 전체 학기 일정
을 명시함

과정안

교육과정 각론
각 교과의 교육 내용, 방법, 교과 내용 별 시간 배정
등을 명시한 교사용 수업 지침서로, 교과해설, 시간
배정표, 요강 참고 문헌으로 구성됨

교수요강

교수․학습과정안 각 학교에서 교사가 작성하는 수업지도안 교수안

시간 배당 기준 학교급별 지도할 교과목 시수 교수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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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남북한 교육과정 총론 체계

출처: 이효선(2017, pp. 24-25 재인용)

다음 <표 Ⅳ-3>와 같이 남한 영어과 교육과정은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

계 및 성취기준, 4. 교수ㆍ학습 및 평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북한의 영

어과 교육과정은 1. 머리말, 2.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3. 교수내용, 4. 교과서 집필

에서 지켜야 할 원칙, 5. 학과목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6. 학업성적평가원칙으

로 구성되어 있다.

11) 본 연구에서 남북한의 교과서 비교는 남한의 고등학교와 북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비교하였지만, 교육과정 비교는 북한 자료 원문 수집의 한계로 인해, 초
급중학교(우리나라의 중학교) 교육강령을 가지고 비교하였다. 남한의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 교
과별 별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북한은 각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이 따로 제시되어 있어, 자료
확보가 가능한 초급중학교 교육과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남한(2015) 북한(2013)

[공통]
Ⅰ.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2.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3.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1) 기본사항
2) 교수ㆍ학습
3) 평가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4.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학교급별 교육과정]
Ⅱ. 과목별 교육과정

[공통]
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취지와 사명,
총적 목표

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의의
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위치
2)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사명
2.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총적 목표

[학교급별 총론]11)

Ⅱ. 초급중학교 교육강령
1. 초급중학교 교육의 목적과 도달목표
1) 목적
2) 도달목표
2. 초급중학교 과정안
1) 학제
2) 학기구분
3) 과목설정
4) 학업진행계획
5) 교수진행계획
6) 학업성적평가
7) 과정안 집행에서 지켜야 할 요구
3. 과목별 교수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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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남북한 영어과 교육과정 체계(조정아 등, 2016, pp. 75-76)

출처: 이효선(2017, p. 28) 표 재구성.

북한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처음에 제시되는 ‘머리말’은 영어교과의 성격과

총체적 교과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배제이, 2015). 그러므로 남한

교육과정의 ‘성격’이 북한 교육과정의 ‘머리말’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때, 남북한의

교육과정은 모두 성격, 목표, 내용, 교수ㆍ학습 방법, 평가 등의 항목들을 동일하

게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북한 교육과정의 공통

점을 바탕으로, 남북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항목별로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은 남북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항목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남한(2015) 북한(2013)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나. 성취기준
[고등학교]
(1) 듣기
(가) 학습 요소
(나) 성취기준 해설
(다) 교수ㆍ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4. 교수ㆍ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ㆍ학습 방향
나. 평가 방향

머리말
1.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1) 교수목적
2) 교수목표
2. 교수내용
제1학년
1) 교수목표
2) 범위와 수준
(1) 언어지식
(2) 언어기능
3) 도달기준
3. 교과서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
4. 학과목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5. 학업성적평가원칙
1) 평가형태와 기본요구
(1) 평상시검열
(2) 학기, 학년말 시험
2) 평가내용과 비률
(1) 평가내용
(2) 평가비률
3)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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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남북한 영어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

출처: 교육부(2015a), 교육위원회(2013), 배제이(2015), 이효선(2017) 참고하여 재구성.

12) 교육위원회(2013, p. 74).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13) 교육위원회(2013, p. 75).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14) 교육부(2015a).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별표 1】 소재. (2장 2절에서 제시된 표와 동일)

남한(2015) 북한(2015)

성격/

머리말

학교 영어 교육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세계인과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
를 알고 우리 문화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사람을 길러야 한다. (중략)
학교 영어 교과의 성격에 기반을 둔 영
어과 핵심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으로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다.
(중략)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
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
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
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포함한다.
(중략) 공통 과목을 포함한 선택 과목으
로서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는 영어로 의
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학습자
각자의 지적 역량을 신장시켜 학습자들
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어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

를 보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

설하는데서 세계선진기술을 받아

들이고 국제적교류와 협조를 발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중략) 외국어교육에서는 학

생들이 중등일반교육기간에 한가지

외국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외국어

기초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줄뿐

아니라 그들을 사상적으로, 문화정

서적으로 교양하고 말하고 글을쓰

는 능력을 키워준다.12)

목표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고 상호적인 가치
인식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세계 시
민으로서의 기본 예절, 협동심 및 소양
을 기르는 것 역시 영어 교과의 목표다.
(중략) 셋째, 국제 사회 문화 이해, 다
문화 이해, 국제 사회 이해 능력과 태
도를 기르고...
(중략) 우리 문화와 외국 문화에 대해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각 문
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우리 나라와 영어를 사용하는 나
라들 사이에 언어생활에서의 차이
를 알고 그것을 언어실천의 적합
한 계기에 리용하도록 한다.13)

내용

문화요소: 다양한 문화 이해 및 존중
소재: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
별표 소재: 7, 8, 9, 12, 14, 16, 17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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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Ⅳ-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영어과 교육과정은 세

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양측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 영어과 교육과정은 그 성격에서, 세계인의 문화를 알도록 하고(인지적

영역), 핵심 역량 중 하나인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체 역량’

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고(사회·정서적 영역),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행동적 영역),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사회·정서적 영역)을 포함한다. 특

히 남한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교과가 영어 학습자들이 ‘글로벌 시민

(global citizen)’으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과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북한도 교육강령(교육과정) 머리말에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가치·태도 영역), 세계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지식·이

해 영역),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 것(사회·정서적 영역)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학습자들이 세계시민적 역량을 갖출 수 있

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남한의 영어과 교육과정 목표는 외국 문화

의 올바른 이해(인지적 목표)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며, 국제적 안목과 세계 시민

으로서의 기본예절, 협동심 및 소양을 기르는 것(행동적 목표)을 영어 교과의 주

된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국제 사회 이해

능력과 태도, 우리 문화와 외국 문화에 대해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각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태도(인지적 목표 및 사회·정서적 목표)를 기르도

록 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 역시, 북한과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사이에 언어생활에서의 차이를 알고(인지적 목표 및 사회·정서적 목표) 그것을

언어실천의 적합한 계기에 리용하도록 한다(행동적 목표)는 것을 영어 교과의 목

표로 삼고,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언어적 소통 능력 함양을 추구

하고 있다.

다만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된 시작점이 다르다는 점을 짚고 넘

어갈 필요가 있다. 남한의 영어과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

정의 ‘성격’에서 “영어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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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흐름에 동참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인으로서 질 높은 문

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의사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인’을 구체적

으로 언급함으로써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북한은

2013년 교육개혁 이전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시기 북한의 영어교육은 서구의 자본주의 문화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었고, 서구 문화나 영어권 문화에 대

한 가치중립적인 교육적 노출은 결핍되어 있었다(배제이, 2015). 유명근(2008, pp.

56-58)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북한의 영어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서구 문화

와 관련된 교과서 단원에서는 흑백 인종차별이 난무하거나 빈부 격차가 극심한

비정한 자본주의 세계를 묘사하는 서구 문학 작품을 교과서 본문에 편향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과에서조차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정치사상적인 사회주의도덕교양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북한의 영어 교과가 김정은 집권 시기 2013년 교육 개혁 이후, 세계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서구 및 세계 보편적인 문화와 전 지구적 문제 해결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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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계시민교육 관련 남북한 영어 교과서 분석

4.2.1 세계시민교육 내용 비중 분석

1) 세계시민교육 내용 주제별 빈도 분석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교과서 분석은 주제별 빈도를 양적으로 분석하여 계량

화하였다. 계량화의 기초 자료는 남한 교과서 고등학교 ‘영어’, ‘영어Ⅰ’, ‘영어Ⅱ’

총 30권과 북한 교과서 ‘영어1’, ‘영어2’, ‘영어3’ 고급중학교 총 3권을 대상으로 하

였다. 남북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주로 어떤 주제

에서 어떤 관점으로 영어 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양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세계시민교육 주제별 빈도 분석
단위: 건(%)

남한의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30종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한 단원은 총 99건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2013 교육 개혁 시기에 개발된 영어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 교과서(30종) 북한 영어 교과서(3종)
영어
(11종)

영어Ⅰ
(10종)

영어Ⅱ
(9종)

총
빈도수 소계 영어1

(1종)
영어2
(1종)

영어3
(1종)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5
(17.9)

7
(25.0)

9
(32.1)

21
(75.0)

28
(28.3)

0
(0.0)

1
(25.0)

1
(25.0)

2
(50.0)

4
(40.0)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1
(3.6)

2
(7.1)

4
(14.3)

7
(25.0)

1
(25.0)

0
(0.0)

1
(25.0)

2
(50.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0
(0.0)

1
(4.3)

1
(8.7)

2
(9.1) 22

(22.2)

0
(0.0)

0
(0.0)

0
(0.0)

0
(0.0) 4

(40.0)
환경 문제 9

(39.1)
8
(34.9)

3
(13.0)

20
(90.9)

2
(50.0)

1
(25.0)

1
(25.0)

4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17
(51.6)

8
(24.2)

8
(24.2)

33
(100.0)

33
(33.3)

0
(0.0)

1
(50.0)

1
(50.0)

2
(100.0)

2
(20.0)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7
(43.7)

6
(37.5)

3
(18.8)

16
(100.0)

16
(16.2)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39
(39.4)

32
(32.3)

28
(28.3)

- 99
(100.0)

3
(30.0)

3
(30.0)

4
(40.0)

-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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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3종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남한은 검정

교과서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11종, ‘영어Ⅰ’은 10종, ‘영어Ⅱ’는 9종

이 출간되어 있다. 반면에 북한은 국정교과서 제도를 택하고 있어, 고등중학교 3

개 학년을 위한 교과서가 ‘영어1’, ‘영어2’, ‘영어3’ 이름으로 해당 학년에 한 권씩

만 존재한다.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가 종수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 교과서의 빈도수를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각 주제에 대한 빈도수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남북한 영어교과서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얼

마나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유의미할 것이다.

분석 주제별로 살펴보면, 남한 영어 교과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관련

내용이 33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호의존적 세계 이해”(28건,

28.3%),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22건, 22.2%),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

감과 연대 의식”(16건, 16.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 영어 교과서는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와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가 각각 4건씩(40%)을 다루

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

제의 분석 관점 중 “분쟁 문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 사실상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만 4건을 다루고 있었다. 이 “환경 문제”가 단일 분석 관점 중 가장 많

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중에 “환경 문

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영어 교과서 본문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

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가

2건(20.0%)으로 나타났고,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제는 북

한 교과서 본문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 남한의 교과서가 “다양한 문화

와 관점 이해”와 관련된 분석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지구 공동체에 대

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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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시민교육 내용 교과서별 빈도 분석

(1) 남북한 교과서별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이번에는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에서 각 교과서 종류별로 세계시민교육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남한의 영어교과서와 북한의 영어교과서

를 학년 별로 대조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남한의 영어 교과서

중 공통과목인 ‘영어’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나,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Ⅰ 등의 다양한 영어 교과서들은 학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하여 배우도록 되어 있다. 물론 본 연

구의 분석대상인 남한 교과서 ‘영어’, ‘영어Ⅰ’, ‘영어Ⅱ’는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순서대로 배우게 되어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안내에 따르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일반선택’ 과목 중 ‘영어Ⅰ’은 “공통 과목인 ‘영어’에서 배운 내용

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장차 학습자의

진로 및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과목”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또한 ‘영어Ⅱ’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군 내의 다른

과목15)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여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능

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장차 학습자들의 진로 및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연마하는 과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분

석대상인 남한 영어 교과서는 고등학교 ‘영어’, ‘영어Ⅰ’, ‘영어Ⅱ’의 순서로 배우게

되어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고급중학교 학년 별로 국정 교과서 1종씩만 개발되어 있어

서 학년 별 구분이 명확하다. 본 장에서 다룰 세계시민교육 교과서별 빈도 분석

은 교과서를 배우는 순서에 근거하여, 남한의 공통과목이자 가장 먼저 학습하게

되는 ‘영어’를 북한의 ‘영어1 (고급중학교)’과 비교하였고, 그 다음에 학습하게 되

는 ‘영어Ⅰ’을 북한의 ‘영어2 (고급중학교)’와 비교하였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 다

룬 내용을 심화하여 배우게 되는 ‘영어Ⅱ’를 북한의 ‘영어3 (고급중학교)’과 비교

하였다. 먼저 남한의 ‘영어’와 북한의 ‘영어1’에 드러난 세계시민교육 주제의 교과

15) ‘영어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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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 빈도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Ⅳ-6>와 같다.

<표 Ⅳ-6> 세계시민교육 교과서별 빈도 분석(영어와 고급중학교 영어1)
단위: 건(%)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한의 공통 과목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17건, 43.6%)”를 가장 높은 비율로 다루고 있고,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중 “환경 문제(9건, 23.0%)”를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본문 소재로서 다루고 있었다. 세 번째는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

식(7건, 18.0%)”, 네 번째는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6건, 15.4%)” 내용으로, 사실

상 비슷한 비율로 다루고 있었다.

북한의 ‘영어1’ 교과서는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중 “환경 문제(2건,

66.7%)”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남한 교과서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남한 교과서과 북한 교과서 모두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

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영어1’ 교과서는 “상호 의

존적 세계 이해” 중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1건, 33.3%)” 또한 다루고 있었다.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11종) 북한 ‘영어1’ 교과서

금성 다락
원 동아 비상 능률

(김)
능률
(양)

YBM
(박)

YBM
(한)

지학
사

천재
(김)

천재
(이)

총
빈도수 소계 영어1

(1종)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1 2 0 0 0 0 0 2 0 0 0 5
(83.3) 6

(15.4)

0 0
(0.0) 1

(33.3)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1 0 0 0 0 0 0 0 0 0 0 1
(16.7) 1 1

(100.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0 0 0 0 0 0 0 0 0 0 0 0
(0.0) 9

(23.0)

0
(0.0)

0
(0.0) 2

(66.7)
환경 문제 1 0 1 1 1 1 1 1 0 1 1 9

(100.0) 2 2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1 2 3 1 0 1 3 2 2 1 1 17
(100.0)

17
(43.6) 0 0

(0.0)
0
(0.0)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1 0 2 1 1 1 0 0 0 1 0 7
(100.0)

7
(18.0) 0 0

(0.0)
0
(0.0)

합계 5
(12.8)

4
(10.3)

6
(15.4)

3
(7.7)

2
(5.1)

3
(7.7)

4
(10.3)

5
(12.8)

2
(5.1)

3
(7.7)

2
(5.1)

- 39
(100.0)

3
(100.0)

-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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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세계시민교육 교과서별 빈도 분석(영어Ⅰ과 고급중학교 영어2)
단위: 건(%)

위의 <표 Ⅳ-7>은 남한의 ‘영어Ⅰ’ 교과서와 북한의 ‘영어2’ 교과서를 비교한

것이다. 남한의 ‘영어Ⅰ’ 교과서는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9건, 28.1%)”와 “전 지

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9건, 28.1%)” 내용을 동일한 비율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

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영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8건)”만 25%에 해

당할 정도로, 세계시민교육 내용 주제 중 “환경 문제”에 대한 본문 소재가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8건, 25.0%)”, 네

번째는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6건, 18.8%)”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영어2’ 교과서는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

해”,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내용이 각각 1건씩 나타남으로써, 동일한 비율로

다뤄지고 있었다.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석

주제의 “환경 문제” 분석 관점을 다룸으로써, 이 관점을 모든 학년에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Ⅰ’ 교과서(10종) 북한 ‘영어2’ 교과서

교학
사 금성 다락

원 동아 비상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
사 천재 총

빈도수 소계 영어2
(1종)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2 0 1 1 0 0 1 1 0 1 7
(77.8)

9
(28.1)

1 1
(100.0)

1
(33.3)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0 0 0 0 0 0 1 1 0 0 2
(22.2) 0 0

(0.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0 0 1 0 0 0 0 0 0 0 1
(11.1)

9
(28.1)

0 0
(0.0)

1
(33.3)

환경 문제 1 0 1 1 1 1 0 1 1 1 8
(88.9) 1 1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1 1 0 1 1 1 1 1 1 0 8
(100.0)

8
(25.0) 1 1

(100.0)
1
(33.3)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1 1 1 0 1 0 0 0 1 1 6
(100.0)

6
(18.8) 0 0

(0.0)
0
(0.0)

합계 5
(15.6)

2
(6.2)

4
(12.5)

3
(9.4)

3
(9.4)

2
(6.2)

3
(9.4)

4
(12.5)

3
(9.4)

3
(9.4) - 32

(100.0) 3 -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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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세계시민교육 교과서별 빈도 분석(영어Ⅱ와 고급중학교 영어3)
단위: 건(%)

위의 <표 Ⅳ-8>은 남한의 ‘영어Ⅱ’ 교과서와 북한의 ‘영어3’ 교과서를 비교한

것으로, 두 교과서 모두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영어Ⅱ’ 교과서는 일반 선택 과목군 내의 다른 과

목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는 과목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3

개 교과서 중 순서상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과목이다. 북한의 ‘영어3’ 교과서

역시 고급중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최종 과목으로, 남한의 ‘영어Ⅱ’와 북한의

‘영어3’ 모두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 중 특히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관점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 이 외에도 남한의 ‘영어Ⅱ’ 교

과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8건, 28.6%)” 내용을 두 번째로 많이 다루고

있었고, 뒤이어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4건, 14.3%)”,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3건, 10.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영어3’ 교과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1건, 20.0%)”와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1건,

20.0%)” 내용을 각각 1건씩 동일한 비율로 다루고 있었다.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Ⅱ’ 교과서(9종) 북한 ‘영어3’ 교과서

금성 다락
원 동아 비상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
사 천재 총

빈도수 소계 영어2
(1종)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0 2 0 2 1 1 1 0 2 9
(69.2)

13
(46.4)

1 1
(100.0)

2
(50.0)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0 2 0 1 0 0 0 1 0 4
(30.8) 1 1

(100.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1 0 0 0 0 0 0 0 0 1
(25.0)

4
(14.3)

0 0
(0.0)

1
(25.0)

환경 문제 0 1 0 0 0 1 1 0 0 3
(75.0) 1 1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1 0 2 1 1 0 0 1 2 8
(100.0)

8
(28.6) 1 1

(100.0)
1
(25.0)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0 0 1 0 0 2 0 0 0 3
(100.0)

3
(10.7) 0 0

(0.0)
0
(0.0)

합계 2
(7.1)

5
(18.0)

3
(10.7)

4
(14.3)

2
(7.1)

4
(14.3)

2
(7.1)

2
(7.1)

4
(14.3) - 28

(100.0) 4 -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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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세계시민교육 주제별 내용 분석

남북한의 영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각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소재 및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하였고,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관련 내용 분석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에서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담고 있는 교과서

본문의 총 빈도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Ⅳ-9>와 같다.

<표 Ⅳ-9> 상호의존적 세계 이해 관련 교과서별 내용 분석 (총 합산)

남한 교과서 중 상호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교과서

는 ‘(주)다락원(7건, 25%)’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주)와이비엠홀딩스(5건,

17.8%)’, 뒤이어 ‘(주)와이비엠’, ‘(주)천재교육’이 각각 3건씩(10.9%) 같은 비율로

다루고 있었다. 다섯 번째로는 ‘(주)교학사(2건, 7.1%)’, ‘(주)금성출판사(2건,

7.1%)’가 동률이었고,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출판사는 ‘동아출판(주)(1건, 3.6%)’,

‘(주)엔이능률(1건, 3.6%)’, ‘(주)지학사(1건, 3.6%)’였다. 특히 남한의 영어 교과서

는 주로 ‘세계 경제 이해,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21건, 75%)”라는 관점에서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7건, 25%)”과는

3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볼 때, 인류 역사의 상

호 연계성과 관련된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접촉과 상호 교류’에 관한 내

용도 향후 더 많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 영어Ⅰ, 영어Ⅱ’ 교과서별 합산(30종) 북한 영어 교과서(3종)

교학사
(1종)

금성
(3종)

다락원
(3종)

동아
(3종)

비상
(3종)

능률
(4종)

YBM
(박)
(3종)

YBM
(한)
(3종)

지학사
(3종)

천재
(4종)

총
빈도수 소계 영어1

(1종)
영어2
(1종)

영어3
(1종)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
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2 1 5 1 2 1 2 4 0 3 21
(75.0)

28
(100.0)

0 1 1 2
(50.0)

4
(100.0)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0 1 2 0 1 0 1 1 1 0 7
(25.0) 1 0 1 2

(50.0)

합계 2
(7.1)

2
(7.1)

7
(25.0)

1
(3.6)

3
(10.9)

1
(3.6)

3
(10.7)

5
(17.8)

1
(3.6)

3
(10.7) 28 1

(25.0)
1

(25.0)
2
(5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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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교과서는 ‘영어3’ 교과서가 가장 많이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와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관점 각

각 1건씩 총 2건으로 50%의 비율이었다. ‘영어1’, ‘영어2’ 교과서는 각각 1건씩만

다루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에서 상

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다룬 비율을 볼 때, 각 교과서마다 평균적으로 남한

은 0.93건, 북한은 1.3건을 다루고 있어, 북한 교과서가 1.4배 정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Ⅳ-10> 교과서 별 상호의존적 세계 이해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위의 <표 Ⅳ-10>은 각 교과서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의 빈도수를 나

타낸 것이다. 남한은 ‘영어Ⅱ(13건, 46.4%)’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Ⅰ(9건, 32.2%)’, 그 다음 ‘영어(6건, 21.4%)’ 순이었다. 북한은

‘영어3’이 2건으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영어1’과 ‘영어2’가 각각 1건씩만 다

루고 있었다. 남한과 북한 모두, 마지막에 배우게 되는 교과서에서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Ⅳ-11>는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담고 있는 남한의 교과서

각 단원과 해당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 교과서(11종) 북한 ‘영어1’ 교과서

금성 다락
원 동아 비상 능률

(김)
능률
(양)

YBM
(박)

YBM
(한)

지학
사

천재
(김)

천재
(이)

총
빈도수 소계 영어1

(1종)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1 2 0 0 0 0 0 2 0 0 0 5
(83.3)

6

0 0
(0.0)

1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1 0 0 0 0 0 0 0 0 0 0 1
(16.7) 1 1

(100.0)

합계 2 2 0 0 0 0 0 2 0 0 0 - 6 1 - 1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Ⅰ’ 교과서(10종) 북한 ‘영어2’ 교과서

교학
사 금성 다락

원 동아 비상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
사 천재 총

빈도수 소계 영어2
(1종)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2 0 1 1 0 0 1 1 0 1 7
(77.8)

9

1 1
(100.0)

1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0 0 0 0 0 0 1 1 0 0 2
(22.2) 0 0

(0.0)

합계 2 0 1 1 0 0 2 2 0 1 - 9 1 - 1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Ⅱ’ 교과서(9종) 북한 ‘영어3’ 교과서

금성 다락
원 동아 비상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
사 천재 총

빈도수 소계 영어2
(1종)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0 2 0 2 1 1 1 0 2 9
(69.2)

13

1 1
(100.0)

2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0 2 0 1 0 0 0 1 0 4
(30.8) 1 1

(100.0)

합계 0 4 0 3 1 1 1 1 2 - 13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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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남한 영어 교과서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단원 및 내용

분석 주제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분석 관점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교과서 단원명 내용 단원명 내용

영어

(주)금성출판사
7. The Name of
the Game in
Creative Industries

7.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게
될 세계 각 나라의 캐릭터
산업 발전 양상

9. Maps Used to
the Max

9. 전 세계 지도의 역사
와 초국가적 교류

(주)다락원

2. Nature and
Humans

2. 지구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

6. Intelligence and
Technology

3. AI의 발전과 인류 전체
에 미치는 일상의 변화

(주)와이비엠
홀딩스

2. Working Together
2. 지구의 생태 환경 속에
서 상호 의존하는 개미, 물
고기, 새들의 이야기

3. Living with Robots
3. 미래 재난으로부터 인류
를 구해줄 인명구조 로봇
개발 이야기

영어
Ⅰ

(주)교학사

2. Wisdom from
Nature

2. 지구에서 떼 지어 다니
는 동물들의 지혜

7. Rational Consumer
Behavior

7. 튤립 파동을 통해 배우
는 합리적 소비

(주)다락원 3. Wonderful Nature 3. 지구 생태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갯벌

동아출판(주) 5. Discover the
Future

5. 전 세계인의 일상을 바
꿀 IoT 기술의 발전에 대
한 이야기

(주)와이비엠
4. Becoming Active
as Consumers and
Sellers

4. 세계 경제를 변혁시킨
공유경제 이해하기

2. Origins of
Everyday Things

2. 고추, 감자, 토마토의
기원과 세계화

(주)와이비엠
홀딩스

2. Technology and
Life

2. 전 세계인의 일상을 바
꾼 카메라의 발전이 인류
사회에 일으킨 변화

5. The Small
But Great Potato

5. 감자와 세계 근대사의
변천

(주)천재교육 6. Technology, What
Defines Is as Humans

6. 전 세계가 인공지능 로
봇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을 다룬 영화 ‘아이, 로
봇’의 대본을 통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이
야기

영어
Ⅱ

(주)다락원

2. High Tech in
Modern Life

2. 세계적으로 보편화 될
가정 자동화 기술인 스마트
홈의 장단점

3. Bold Imagination

3. 피타고라스, 박물학자
마리아 메리안, 스티브
잡스, 이 세 명의 인물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에 관한 이
야기

5. The Art of
Living Together

5. 오랜 세월 지구에서 서
식해 온 개미의 생태적 지
혜

4. Unifying Power
of Logo

4. 중국 역사 속 진시황
의 디자인 씽킹이 진나
라의 발전과 번영에 미
친 영향을 통해 알아보
는 디자인적 사고의 중
요성

(주)비상교육

3. Our Blue Planet

3. 지구 환경에서 적응하며
진화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에 대한 이
야기

2. Tasty History 2. 음식과 세계 인류의
역사

5. How Far will
Technology Go?

5. 전 세계인의 축적된 정
보로 수집된 빅데이터의 활
용과 전망에 관한 이야기

(주)엔이능률 5. Technology : An
Engine for Change

5. 전 인류의 삶에 큰 영향
을 끼칠 IoT 기술의 발전
이 가져오는 미래의 변화

(주)와이비엠 6. Humans and
Technology

6. 로봇의 발달 과정과 이
것이 인간의 삶에 미칠 변
화

(주)와이비엠
홀딩스 2. Money Matters

2. 전 세계적으로 곧 다가
올 현금 없는 미래 사회의
장단점

(주)지학사 2. Money for a
Good Cause

2. 역사적으로 또 각 나
라별로 돈이 가진 다양
한 가치와 의미

(주)천재교육

3. Future of Money
3. 미래에 곧 현실화될 현
금이 불필요한 사회의 장단
점

5. ICT in Our Lives
5. 지구가 당면한 식량 문
제 해결을 도울 ICT 기술
을 활용한 농업

합계 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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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은 ‘세계 경제 이해,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표 Ⅳ-1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정치 체계를 제외하고는 남한의 각 교과서 본문에서 나머지 내용

들이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세계 경제 이해’ 내용은 총 5건으

로 나타났는데, ‘영어’ 교과서 중 (주)금성출판사의 7단원 The Name of the

Game in Creative Industries에서, 장차 농업이나 제조업의 뒤를 잇는 글로벌 산

업이 될 캐릭터 산업의 전 세계(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인도 등의) 발전 양상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영어Ⅰ’ 교과서 중 (주)교학사의 7단원 Rational

Consumer Behavior의 본문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 파동(Tulip Mania)

을 소개하며 세계 경제 원리 설명과 함께 합리적 소비와 바람직한 투자에 관해

다루고 있었다. 또한 (주)와이비엠의 4단원 Becoming Active as Consumers and

Sellers에서는 세계 경제를 변혁시킨 공유 경제(sharing economy)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그림 Ⅳ-1> 참조). ‘영어Ⅱ’ 교과서에서는 (주)와이비엠홀딩스의

2단원 Money Matters에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가 임박한

것과 이러한 미래 사회의 장단점을 다루고 있었고, (주)천재교육의 3단원 Future

of Money에서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불필요하게 될 미래 사회의 장단점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두 번째 ‘생태 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총 6건으로, ‘영어’ 교과서에서 (주)다락

원의 2단원 Nature and Humans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에 관해 다루

고 있었고, (주)와이비엠홀딩스 2단원 Working Together에서 지구의 생태 환경

속에서 상호 의존하는 개미, 물고기, 새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영어Ⅰ’ 교

과서의 (주)교학사 2단원 Wisdom from Nature에서는 전 세계에 분포하며 떼 지

어 다니는 동물들이 가진 지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주)다락원의 3단

원 Wonderful Nature에서는 지구 생태계에서 중요하고도 특별한 역할을 하는 갯

벌(mudflats)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영어Ⅱ’ 교과서의 (주)다락원 5단원

The Art of Living Together에서는 오랜 세월 지구에서 생존하며 서식해 온 개

미의 생태적 지혜를 본문 내용으로 담고 있었고, (주)비상교육의 3단원 Our Blue

Planet은 인류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지구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 결과,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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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 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총 10건으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였다. ‘영어’ 교과서 (주)다락원의 6단

원 Intelligence and Technology에서는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에 미치는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주)와이비엠홀

딩스의 3단원 Living with Robots에서는 미래 재난으로부터 인류를 구해 줄 인

명구조 로봇을 개발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영어Ⅰ’ 교과서에서는 동아출

판(주)의 5단원 Discover the Future에서 앞으로 전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게 될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 (주)와이

비엠홀딩스의 2단원 Technology and Life에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바꾼 카메

라의 발전이 인류 사회에 일으킨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주)천

재교육의 6단원 Technology, What Defines Is as Humans에서는, 전 세계가 인

공지능 로봇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을 다룬 영화 ‘아이, 로봇’의 대본을 통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가 본문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영어

Ⅱ’ 교과서에서는 (주)다락원의 2단원 High Tech in Modern Life에서 전 세계에

보편화 될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의 일종인 스마트 홈의 장단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주)비상교육 5단원 How Far will Technology Go?에서

는 전 세계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축적된 빅데이터(Big Data)의 활용과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또 (주)엔이능률의 5단원 Technology: An Engine

for Change에서는 전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IoT(Internet of Things) 기술

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다. (주)와이비엠 6단

원 Humans and Technology에서는 로봇의 발달 과정과 이것이 인간의 삶에 미

칠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주)천재교육 5단원 ICT in Our Lives에서

는 지구가 당면한 식량 문제 해결을 도울 IC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

한 농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한의 영어 교과서는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관점

중 ‘기술 체계’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생태 체계’, 세 번째로

는 ‘세계 경제 체계’의 순서로 많이 담고 있었으며, ‘정치 체계’는 단 한 건도 다

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발될 영어 교과서에는 전 세계에 존재

하는 다양한 정치 체계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 본문에 포함되어, 전 지구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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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관한 주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의 또 다른 하위 분석 관점인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은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접촉과 상호 교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점이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남한의 영어 교과서는 총 7건을 다

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과서는 (주)금성출판사 9단원 Maps Used

to the Max에서 전 세계 지도의 역사와 초국가적 교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

었다. ‘영어Ⅰ’ 교과서는 (주)와이비엠 2단원 Origins of Everyday Things에서 고

추, 감자, 토마토의 기원과 세계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주)와이비엠홀

딩스의 5단원 The Small But Great Potato에서 감자와 세계 근대사의 변천에 관

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영어Ⅱ’ 교과서는 (주)다락원 3단원 Bold Imagination

에서 피타고라스, 박물학자 마리아 메리안, 스티브 잡스 이 세 명의 인물이 역사

적으로 당대에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같

은 교과서 4단원 Unifying Power of Logo에서는 중국 역사 속 진시황의 디자인

적 사고(Design Thinking)가 진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며, 디

자인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주)비상교육의 2단

원 Tasty History에서는 음식과 세계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고, (주)지학사

의 Money for a Good Cause에서는 역사적으로 또 각 나라별로 돈이 가진 다양

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

성에 관한 관점은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관점보다 훨씬 적게 다루어지고 있어,

세계시민교육 주제의 균형 잡힌 학습을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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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남한 영어Ⅰ YBM 4단원과 북한 영어2 4단원 본문

다음은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담고 있는 북한 교과서 각 단원과 해당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Ⅳ-12> 북한 영어 교과서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단원 및 내용

북한 영어 교과서는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관점에서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에 대한 내용 중 ‘기술 체계’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 체계’ 이해 내용은 총 2건으

로, ‘영어2’ 교과서 4단원의 Satellites in Space에서 전 세계인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된 인공위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위의 <그림 Ⅳ-1> 참조), ‘영어3’

분석 주제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분석 관점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교과서 단원명 내용 단원명 내용

영어1 7. History of Length
Units

7. 전 세계에서 사용하
는 길이 단위의 역사

영어2 4. Satellites in Space 4. 전 세계인의 일상과 긴
밀하게 연결된 인공위성

영어3 2. Small but Dangerous
2. 현대 사회에서 보편화된
컴퓨터에서 발견되는 바이
러스에 관한 이야기

1. Sporting Activities 1. 올림픽의 역사와 북
한의 올림픽 참석

합계 2 2

남한 교과서 북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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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단원 Small but Dangerous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화 된 컴퓨터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관점 역시 총 2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영어1’ 교과

서의 7단원 History of Length Units에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길이 단위(length units)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었고, ‘영어3’ 교과서의 1단원

Sporting Activities에서는 올림픽의 역사와 북한의 올림픽 참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남한의 교과서는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 내의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관점과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이 3:1(21건 대 7건)의 비율로 나타나는 데 비

해, 북한의 교과서는 이 둘의 비율이 2:2(2건 대 2건)로 나타나, 남한의 교과서보

다는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관점에서 ‘기술 체계’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2013년 교육 개혁 이전의 영

어 교과서에서 서구자본주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본문 내용

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3년 교육 개혁 이후 교과서에서는 그러

한 내용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세계화에 발맞추어 교과서를 더욱 개편해 나간다면, 향후 세

계 경제 체계나 정치 체계, 지구의 생태 체계를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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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관련 내용 분석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에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를 담고 있는 교

과서 본문의 총 빈도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관련 교과서별 내용 분석 (총 합산)

남한 교과서에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주)다락원’, ‘(주)엔이능률’, ‘(주)와이비엠홀딩스’, ‘(주)천재교육’으로, 같

은 비율(3건, 13.6%)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금성출판

사’, ‘동아출판(주)’, ‘(주)비상교육’, ‘(주)와이비엠’이 각 2건씩, 9.1%의 동률이었고,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출판사는 ‘(주)교학사’, ‘(주)지학사’가 각각 1건씩 4.6%의

비율로 나타났다. (주)교학사의 경우 ‘영어Ⅰ’ 교과서 1종만을 발행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비율상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주)지학사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 중 ‘분쟁 문제’ 관점은 ‘국경, 종교, 민족(인

종) 분쟁과 해결’ 관련 내용을, ‘환경 문제’ 관점은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 영어 교과서는 주로

“환경 문제(20건, 90.9%)” 관점에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분쟁 문제(2건, 9.1%)”와는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세

계시민교육 차원에서 볼 때,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과 해결”에 관한 내용도

향후 더 많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교과서는 ‘영어1’ 교과서가 가장 많이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 영어Ⅰ, 영어Ⅱ’ 교과서별 합산(30종) 북한 영어 교과서(3종)

교학사
(1종)

금성
(3종)

다락원
(3종)

동아
(3종)

비상
(3종)

능률
(4종)

YBM
(박)
(3종)

YBM
(한)
(3종)

지학사
(3종)

천재
(4종) 총 빈도수 소계 영어1

(1종)
영어2
(1종)

영어3
(1종)

총
빈도수 소계

전
지구
적
갈등
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0 1 1 0 0 0 0 0 0 0 2

(9.1)
22
(100.0)

0 0 0 0
(0.0)

4
(100.0)

환경
문제 1 1 2 2 2 3 2 3 1 3 20

(90.9) 2 1 1 4
(100.0)

합계 1
(4.6)

2
(9.1)

3
(13.6)

2
(9.1)

2
(9.1)

3
(13.6)

2
(9.1)

3
(13.6)

1
(4.6)

3
(13.6) - 22 2

(50.0)
1

(25.0)
1

(25.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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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총 2건으로 50%의 비율이었다. ‘영어2’, ‘영어3’ 교과서는

각각 1건씩(25%) 다루고 있었다. 북한 전체 교과서에서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다

루고 있는 단원이 총 10건인데, 그 중 4건을 차지하고 있는 전 지구적 갈등과 쟁

점 이해 주제가 40%의 비율이라는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낮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14> 교과서 별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위의 <표 Ⅳ-14>는 각 교과서별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의 빈도수

를 나타낸 것이다. 남한은 ‘영어’와 ‘영어Ⅰ’ 교과서에서 각각 9건씩 41%의 비율

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영어Ⅱ(4건, 18%)’ 순이었다. 북한은

‘영어1’ 교과서가 2건으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영어2’과 ‘영어3’ 교과서가

각각 1건씩만을 다루고 있었다. 남한과 북한 모두, 주로 “환경 문제” 관점에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Ⅳ-15>은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를 담고 있는 남한의 교

과서 각 단원과 해당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11종) 북한 ‘영어1’ 교과서

금성 다락
원 동아 비상 능률

(김)
능률
(양)

YBM
(박)

YBM
(한)

지학
사

천재
(김)

천재
(이)

총
빈도수 소계 영어1

(1종)
총
빈도수 소계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0 0 0 0 0 0 0 0 0 0 0 0
(0.0)

9

0
(0.0)

0
(0.0)

2
환경 문제 1 0 1 1 1 1 1 1 0 1 1 9

(100.0) 2 2
(100.0)

합계 1 0 1 1 1 1 1 1 0 1 1 - 9 2 - 2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Ⅰ’ 교과서(10종) 북한 ‘영어2’ 교과서

교학
사 금성 다락

원 동아 비상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
사 천재 총

빈도수 소계 영어2
(1종)

총
빈도수 소계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0 0 1 0 0 0 0 0 0 0 1
(11.1)

9
0 0

(0.0)
1

환경 문제 1 0 1 1 1 1 0 1 1 1 8
(88.9) 1 1

(100.0)

합계 1 0 2 1 1 1 1 1 1 1 - 9 1 - 1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Ⅱ’ 교과서(9종) 북한 ‘영어3’ 교과서

금성 다락
원 동아 비상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
사 천재 총

빈도수 소계 영어2
(1종)

총
빈도수 소계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1 0 0 0 0 0 0 0 0 1
(25.0)

4
0 0

(0.0)
1

환경 문제 0 1 0 0 0 1 1 0 0 3
(75.0) 1 1

(100.0)

합계 1 1 0 0 0 1 1 0 0 - 4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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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남한 영어 교과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단원 및 내용

남한 영어 교과서에서 ‘분쟁 문제’는 총 2건으로, ‘영어1’ 교과서의 (주)다락원

5단원 The Power of Music에서 전 세계에 전쟁을 알리기 위해, 전쟁 한 가운데

있던 도시 사라예보에서 연주한 첼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또

분석 주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석 관점 분쟁 문제 환경 문제
교과서 단원명 내용 단원명 내용

영어

(주)금성출
판사

4. Let's Make Every Day
Earth Day

4. 전 지구적 기후, 물 부족,
미세먼지, 해수면 상승, 에너
지 문제와 해결 촉구

동아출판(주) 4. Be Nature Smart 4. 빛 오염으로 고통 받는 자
연과 생명체

(주)비상교육 3. Contribute 3. 환경 친화적 삶의 방식들

(주)엔이능률
(김)

2. The Power of
Creativity

2. 업사이클링의 창의적인 방
법들

(주)엔이능률
(양) 5. We Are What We Do 5. 환경을 위한 패션의 다양한

실천 방식들

(주)와이비엠 8. Green Life, Green
Earth

8.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삶
을 실천하는 사람의 이야기

(주)와이비
엠홀딩스

4. Invention for the
Rainforests

4. 인도네시아의 불법 벌목을
막는 장치를 발명한 이야기

(주)천재교육
(김)

2. How "Green" Are
You?

2. 쓰레기 재활용과 업사이클
링 사례들

(주)천재교육
(이)

6. Our Earth, Our Future,
Our Choice

6. 생물 다양성 존중을 위한
핵심종의 이해

영어
Ⅰ

(주)교학사 6. Saving the Earth 6.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
너지

(주)다락원 5. The Power of
Music

5. 전쟁을 알리기
위해 전쟁 중인 사
라예보에서 연주한
첼리스트

6. Imagining the Future 6. 우주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
한 이야기

동아출판(주) 3. Live and Let Live 3. 오랑우탄의 생존을 위협하
는 팜유 산업

(주)비상교육 6. My Promise with
Mother Nature

6.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기업형 축산업

(주)엔이능률 3. We Are All Connected 3. 호랑이를 지키기 위한 환경
보호 노력들

(주)와이비
엠홀딩스

6. Nature and
Environment

6. 싱크홀 발생의 환경적 원인
과 예방

(주)지학사 3. Green Choices for
Tomorrow

3. 전 세계에서 물 부족 문제
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이야
기

(주)천재교육 3. Toward a Better
Environment

3. 플라스틱의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변화

영
어
Ⅱ

(주)금성출
판사

2. The Cost of
War

2. 1차 세계대전 때
문에 부모를 잃게
된 아이 이야기

(주)다락원 6. The Shaping Hands of
Cities and Civilization

6.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
시 계획

(주)와이비엠 5. Sharing the Planet
with Every Creature

5. 과도한 살충제와 농약 사용
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
이야기

(주)와이비
엠홀딩스 5. Exploring the Universe

5.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의
대안이 될 우주 공간에서 식
물 키우기

합계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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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Ⅱ’ 교과서의 (주)금성출판사 2단원 The Cost of War에서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부모를 잃고 다른 가정에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다

루고 있었다. 남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분쟁 문제’는 주로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 도시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의 또 다른 하위 분석 관점인 ‘환경 문제’를

다룬 교과서 본문은 총 20건으로, 이 주제의 90.9%를 차지하고 있었다. 먼저 ‘영

어’ 교과서 (주)금성출판사의 4단원 Let's Make Every Day Earth Day에서는 전

지구적 기후, 물 부족, 미세먼지, 해수면 상승, 에너지 문제를 소개하고 그 해결

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동아출판(주) 4단원 Be Nature Smart에서는

빛 오염으로 고통 받는 자연과 생명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주)비상교

육의 3단원 Contribute에서는 환경 친화적 삶의 방식들(물건 재사용, 음식 공유,

먹을 수 있는 커피 컵, 종이 사용 줄이기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주)엔이능률

(김) 2단원 The Power of Creativity에서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창의적인

방법들을 다루고 있었고, (주)엔이능률(양)의 5단원 We Are What We Do에서는

환경을 위한 패션의 다양한 실천 방식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주)와이비엠의 8단

원 Green Life, Green Earth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 (주)와이비엠홀딩스의 4단원 Invention for the

Rainforests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불법 벌목을 막는 장치를 발명한 청년의 이야기

를 다루고 있었다. (주)천재교육(김)의 2단원 How "Green" Are You?에서는 쓰

레기 재활용과 업사이클링(upcycling)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었고, (주)

천재교육(이)의 6단원 Our Earth, Our Future, Our Choice에서는 생물 다양성

존중을 위한 핵심종의 이해를 돕는 본문이 제시되고 있었다.

‘영어Ⅰ’ 교과서는 (주)교학사 6단원 Saving the Earth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주)다락원의 6단원 Imagining the

Future에서는 우주 쓰레기의 심각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동아출판(주)

의 3단원 Live and Let Live에서는 오랑우탄의 생존을 위협하는 팜유 산업 문제

에 관해 다루고 있었고, (주)비상교육의 6단원 My Promise with Mother Nature

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기업형 축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주)

엔이능률의 3단원 We Are All Connected에서는 지구에서 멸종해가고 있는 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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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키기 위한 환경 보호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었고, (주)와이비엠홀딩스의 6

단원 Nature and Environment에서는 싱크홀 발생의 환경적 원인과 예방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주)지학사의 3단원 Green Choices for Tomorrow에

서는 전 세계에서 물 부족 문제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주)천재교육의

3단원 Toward a Better Environment에서는 플라스틱의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영어Ⅱ’ 교과서는 (주)다락원의 6단원 The Shaping Hands of Cities and

Civilization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

고, (주)와이비엠의 5단원 Sharing the Planet with Every Creature에서는 과도

한 살충제와 농약 사용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

었다(다음의 <그림 Ⅳ-2> 참조). (주)와이비엠홀딩스의 5단원 Exploring the

Universe에서는 기후 변화와 지구촌 인구 증가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우주

공간에서 식물 키우기(space gardening)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에서는 ‘분쟁 문

제’ 보다는 주로 ‘환경 문제’ 관점으로 교과서 본문에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문제’가 전 세계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주

제 중 ‘분쟁 문제’ 역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북한 영어 교과서에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를 담고 있는

각 단원과 해당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Ⅳ-16> 북한 영어 교과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단원 및 내용

분석 주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석 관점 분쟁 문제 환경 문제
교과서 단원명 내용 단원명 내용

영어1

3. People and Planet Earth 3.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탄소
배출 문제

5. Energy in the Future 5. 화석 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

영어2 6. The World We Live in 6. 지구 온난화로 사라지는 태평
양의 섬들

영어3 5. Green Land
5. 지구 환경에 큰 역할을 하는
건강한 나무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

합계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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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남한 영어Ⅱ YBM 5단원과 북한 영어2 6단원 본문

북한의 영어 교과서는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의 하위 분석 관점인

‘분쟁 문제’ 관점은 단 한 건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교과서에서 ‘환경

문제’ 관점을 다루고 있었는데, 총 4건으로 북한 교과서 전체에서 세계시민교육

을 다루고 있는 전체 본문 중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의 영어 교과서에서

‘영어1’ 교과서가 2건, 나머지 ‘영어2’, ‘영어3’ 교과서는 각각 1건씩 다루고 있었

다. ‘영어1’ 교과서의 3단원 People and Planet Earth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

하는 탄소 배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5단원 Energy in the Future에서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를 소개하고 있었다. ‘영어2’ 교과서의 6단원 The

World We Live in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사라지는 태평양의 섬들이 처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위의 <그림 Ⅳ-2> 참조), ‘영어3’ 교과서의 5단원 Green Land에

서는 지구 환경에 큰 역할을 하는 건강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

력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 모두 지구가 처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

남한 교과서 북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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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비중 있게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남한과 북

한의 교과서에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를 다룬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각 교과서마다 평균적으로 남한은 0.73건, 북한은 1.3건을 다루고 있어, 북한

교과서가 더 1.8배 정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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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관련 내용 분석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에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를 담고 있는 교과서

본문의 총 빈도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관련 교과서별 내용 분석 (총 합산)

남한 교과서에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교

과서는 ‘동아출판(주)’으로 총 6건(18.2%)을 다루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

와이비엠’, ‘(주)지학사’, ‘(주)천재교육’이 같은 비율(4건, 12.1%)로 많이 다루고 있

었다. 뒤이어 ‘(주)금성출판사’, ‘(주)비상교육’, ‘(주)엔이능률’, ‘(주)와이비엠홀딩스’

가 각각 3건씩(9.1%)을 다루며 동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주)다락원’이 2건

(6.1%)이었고,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출판사는 ‘(주)교학사(1건, 3%)’인데, (주)교

학사는 ‘영어Ⅰ’ 교과서 1종만을 발행한 출판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율 상 다

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를 가장 적게 다루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

히려 ‘영어’, ‘영어Ⅰ’, ‘영어Ⅱ’를 모두 발행하고 있으나 2건만 집계된 ‘(주)다락원’

출판사가 이 주제를 교과서 본문에서 비율상 가장 적게 다루고 있었다.16)

북한의 교과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를 총 2건 다루고 있었는데,

‘영어2’, ‘영어3’ 교과서에서만 각각 1건씩(50%) 다루고 있었다. 북한 전체 교과서

에서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 총 10건 중 2건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는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6) 본 논문에서는 교과서 본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에 해당한다. 남한의
모든 출판사의 영어 교과서는 본문 외에도 부가적인 읽기 자료에서 세계시민교육 주제 중 특
히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었다.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 영어Ⅰ, 영어Ⅱ’ 교과서별 합산(30종) 북한 영어 교과서(3종)

교학사
(1종)

금성
(3종)

다락원
(3종)

동아
(3종)

비상
(3종)

능률
(4종)

YBM
(박)
(3종)

YBM
(한)
(3종)

지학사
(3종)

천재
(4종)

총
빈도수 소계 영어1

(1종)
영어2
(1종)

영어3
(1종)

총
빈도수 소계

다양
한
문화
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
과

의사소통

1
(3.0)

3
(9.1)

2
(6.1)

6
(18.2)

3
(9.1)

3
(9.1)

4
(12.1)

3
(9.1)

4
(12.1)

4
(12.1)

33
(100.0) 33 0

(0.0)
1
(50.0)

1
(50.0)

2
(100.0) 2



- 76 -

<표 Ⅳ-18> 교과서 별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위의 <표 Ⅳ-18>은 각 교과서별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의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남한은 ‘영어(17건, 51.6%)’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Ⅰ’, 그 다음 ‘영어Ⅱ’각 각각 8건씩 다루고 있어 24.2%의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은 ‘영어2’과 ‘영어3’ 교과서가 각각 1건씩만을 다루고

있었고, ‘영어1’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Ⅳ-19>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를 담고 있는 남한의 교과

서 각 단원과 해당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는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cross-cultural interaction)

과 의사소통(communication)’ 관점에서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11종) 북한 ‘영어1’ 교과서

금성 다락원 동아 비상 능률
(김)

능률
(양)

YBM
(박)

YBM
(한) 지학사 천재

(김)
천재
(이)

총
빈도수 소계

영어
1
(1종)

총
빈도수 소계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1 2 3 1 0 1 3 2 2 1 1 17
(100.0) 17 0 0

(0.0) 0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Ⅰ’ 교과서(10종) 북한 ‘영어2’ 교과서

교학사 금성 다락원 동아 비상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사 천재 총

빈도수 소계
영어
2
(1종)

총
빈도수 소계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1 1 0 1 1 1 1 1 1 0 8
(100.0) 8 1 1

(100.0) 1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Ⅱ’ 교과서(9종) 북한 ‘영어3’ 교과서

금성 다락원 동아 비상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사 천재 총

빈도수 소계
영어
2
(1종)

총
빈도수 소계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1 0 2 1 1 0 0 1 2 8
(100.0) 8 1 1

(1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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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남한 영어 교과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단원 및 내용
분석 주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교과서 단원명 내용

영어

(주)금성출
판사 5. Bon Voyage 5. 해외(스페인, 브라질, 호주) 여행기

(주)다락원
1. Teens Around the World 1. 전 세계 다양한 나라(노르웨이, 호주, 에콰도르, 필리핀) 학생들

의 일상과 학교생활

5. Think Globally Act Locally 5. 세계 여러 나라(프랑스, 일본, 인도, 태국, 에티오피아)의 식사
예절

동아출판(주)

2. Delicious World 2. 음식과 관련된 관용적 표현의 유래와 의미

5. Beg to Differ 5. 다른 나라(러시아)에서 온 전학생을 포용하는 이야기

8. Bon Voyage 8. 북유럽 핀란드 여행 이야기

(주)비상교육 4. Explore 4. 유럽 이탈리아 여행기

(주)엔이능률
(양) 7. Venice Diary 7. 유럽 이탈리아의 베니스 여행기

(주)와이비엠

2. Color Your Language 2. 영어에서 동물 비유 표현의 의미와 유래

3. Enjoy the Tasty World 3. 여러 나라(인도, 미국, 핀란드, 한국)의 음식 축제 소개

6. Traveling for Volunteer Work 6. 남미 페루 여행(고고학 발굴 봉사와 여행) 이야기

(주)와이비
엠홀딩스

6. Most Efficient Job in the
World

6. 효율적 시스템을 자랑하는 인도 뭄바이의 도시락 배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7. Amazing Architecture 7.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의 대표적인 가우디 건축물

(주)지학사
3. Songs with Messages 3. 인종 간 화합과 서로 돕는 인류를 위한 노래에 관한 이야기

4. Travel: Discover the
Unexpected! 4. 중국 베이징 홈스테이 경험

(주)천재교육
(김) 6. Pack Up and Go 6. 북유럽 그린란드 여행기

(주)천재교육
(이) 4. The Door to the World 4. 세계 언어의 다양한 은유법

영어
Ⅰ

(주)교학사 3.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3. 아시아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 차이

(주)금성출
판사 1. What Are Friends For? 1. 나라마다 다양한 우정의 모습과 학교생활

동아출판(주) 2. Taste Different Cultures 2. 세계 각 나라(프랑스, 멕시코, 일본, 에티오피아)마다 다양한 건
강한 식습관

(주)비상교육 2. Taste Culture, Understand
Better

2. 세계 각국(스페인, 크로아티아,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베트남)
의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 소개

(주)엔이능률 2. Embracing Our Differences 2.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이뤄낸 위대한 파트너십의
결과: 흑인 인권 신장(로사 파크스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주)와이비엠 5. Cultures Around the World 5. 세계 여러 나라(스페인, 터키, 멕시코, 한국)의 무형 문화유산(플
라멩코, 카라괴즈, 마리아치, 남사당놀이) 소개

(주)와이비
엠홀딩스

4. A Trip for Cultural
Diversity 4. 말레이시아 페낭섬 여행기

(주)지학사 5. The Earth Laughs in
Flowers

5. 중국, 독일, 스코틀랜드에서 사랑받는 꽃(모란, 수레국화, 엉겅
퀴)에 관한 이야기

영
어
Ⅱ

(주)금성출
판사 4. Traditional is Sensational 4. 외국인들이 쓴 한옥스테이 체험기

동아출판(주)
2. Step into the World 2. 북유럽 덴마크 여행기 (코펜하겐, 안데르센, Hygge 문화 체험)

3. The Joy of Language 3. 영어에서 사용되는 일상 속 은유적 표현

(주)비상교육 4. One World, Many Ways 4. 동양인과 서양인이 가진 가치와 관점의 차이

(주)엔이능률 1. Treasure in My Life 1.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모은 기념품 속에 담긴 추억들

(주)지학사 1. Walk into the World 1. 자전거로 터키, 이탈리아, 독일, 영국을 여행한 이야기

(주)천재교육
2. Discover Cultures Around
the World 2. 아프리카 모로코 여행기

6. Reach Beyond Ourselves 6. 호주 토착민에 대한 호주 총리의 사과문

합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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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Ⅳ-19>와 같이 남한 영어 교과서에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

제는 총 33건으로, 전체 남한 영어 교과서 세계시민교육 주제 중 33.3%를 차지

하고 있었다. ‘영어’ 교과서의 (주)금성출판사의 5단원 Bon Voyage에서는 해외

(스페인, 브라질, 호주) 여행기를 다루고 있었고, (주)다락원의 1단원 Teens

Around the World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나라(노르웨이, 호주, 에콰도르, 필리

핀) 학생들의 일상과 학교생활을, 5단원 Think Globally Act Locally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프랑스, 일본, 인도, 태국, 에티오피아)의 식사 예절을 다루고 있었다.

동아출판(주)의 2단원 Delicious World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관용적 표현의 유래

와 의미를, 5단원 Beg to Differ에서는 다른 나라(러시아)에서 온 전학생을 포용

하는 이야기를, 8단원 Bon Voyage에서는 북유럽 핀란드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

었다. (주)비상교육의 4단원 Explore에서는 유럽 이탈리아 여행기를 소개하고 있

었고, (주)엔이능률(양)의 7단원 Venice Diary에서는 유럽 이탈리아의 베니스 여

행기를 다루고 있었다. (주)와이비엠의 2단원 Color Your Language에서는 영어

에서 동물 비유 표현의 의미와 그 유래를, 3단원 Enjoy the Tasty World에서는

여러 나라(인도, 미국, 핀란드, 한국)의 음식 축제 소개를(<그림 Ⅳ-3> 참조), 6

단원 Traveling for Volunteer Work에서는 남미 페루를 여행하며 고고학 발굴

봉사와 여행을 병행했던 학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주)와이비엠홀딩스의

6단원 Most Efficient Job in the World에서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자랑하는 인도

뭄바이의 도시락 배달 직업을 가진 사람들(Dabawalas)의 이야기를, 7단원

Amazing Architecture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의 대표적인 가우디 건축물

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주)지학사의 3단원 Songs with Messages에서

는 인종 간 화합과 서로 돕는 인류를 위한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4단원 Travel:

Discover the Unexpected!에서는 중국 베이징에서 홈스테이를 경험한 학생의 이

야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주)천재교육(김)의 6단원 Pack Up and Go에서는 북유

럽 그린란드 여행기를 다루고 있었고, (주)천재교육(이)의 4단원 The Door to

the World에서는 세계 언어의 다양한 은유법을 소개하고 있었다.

‘영어Ⅰ’ 교과서에서는 (주)교학사의 3단원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에서 아시아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 차이에 관해 다루고 있었

고, (주)금성출판사 1단원 What Are Friends For?에서 나라마다 다양한 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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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과 학교생활을 다루고 있었다. 동아출판(주)의 2단원 Taste Different

Cultures에서는 세계 각 나라(프랑스, 멕시코, 일본, 에티오피아)마다 다양한 건강

한 식습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고, (주)비상교육의 2단원 Taste Culture,

Understand Better에서는 세계 각국(스페인, 크로아티아,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를 소개하고 있었다. (주)엔이능률의 2단원

Embracing Our Differences에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이뤄낸 위

대한 파트너십의 결과로, 흑인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한 로사 파크스와 마틴 루

터 킹 주니어 목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주)와이비엠의 5단원 Cultures

Around the World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스페인, 터키, 멕시코, 한국)의 무형 문

화유산(플라멩코, 카라괴즈, 마리아치, 남사당놀이)를 소개하고 있었고(<그림 Ⅳ

-3> 참조), (주)와이비엠홀딩스의 4단원 A Trip for Cultural Diversity에서는 말

레이시아 페낭섬 여행기를, (주)지학사의 5단원 The Earth Laughs in Flowers에

서는 중국에서 사랑 받는 꽃인 모란, 독일에서 사랑 받는 꽃인 수레국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사랑받는 꽃인 엉겅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영어Ⅱ’ 교과서에서는 (주)금성출판사의 4단원 Traditional is Sensational에서

외국인들이 쓴 한옥스테이 체험기를 싣고 있었고, 동아출판(주)의 2단원 Step

into the World에서 덴마크를 여행하며 알게 된 코펜하겐 수도와 안데르센 동화

작가, 휘게 시간(티타임) 문화에 관한 내용을, 3단원 The Joy of Language에서

는 영어에서 사용되는 일상 속 은유적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주)비상교육

의 4단원 One World, Many Ways에서는 동양인과 서양인이 가진 가치와 관점

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주)엔이능률의 1단원 Treasure in My

Life에서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모은 기념품 속에 담긴 추억들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었다. (주)지학사의 1단원 Walk into the World에서는 자전거로 터키, 이

탈리아, 독일, 영국을 여행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고, (주)천재교육의 2단원

Discover Cultures Around the World에서는 아프리카 모로코 여행기를, 6단원

Reach Beyond Ourselves에서는 호주 토착민에 대한 호주 총리의 사과문을 다루

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남한 교과서에서는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관점에서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다양성, 인종적ㆍ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 본문을 통해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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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내고 있었다.

<그림 Ⅳ-3> 남한 YBM 영어 3단원과 영어Ⅰ 5단원 본문

다음은 북한 영어 교과서에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를 담고 있는 각

단원과 해당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Ⅳ-20> 북한 영어 교과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단원 및 내용

북한의 영어 교과서 중 ‘영어1’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는

단 한 건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나머지 ‘영어2’, ‘영어3’ 교과서는 각각 1건씩 ‘다

분석 주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교과서 단원명 내용

영어1 - -

영어2 7. Same Gestures, Different
Meanings

7. 같은 동작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
제스처

영어3 3. A Good Request 3. 영어에서 부탁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과 각 상황에
적절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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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관한 관점 중,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영어2’ 교과서의 7

단원 Same Gestures, Different Meanings에서는 같은 동작이지만 세계 여러 나

라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 제스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영어3’ 교과서의

3단원 A Good Request에서는 영어에서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과 그에 맞는 상황 속에서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아래

<그림 Ⅳ-4> 참조).

위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 모두 영어 교과서에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특히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cross-cultural

interaction)과 의사소통(communication)’ 관점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에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를 다룬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각 교과서마다 평균적으로 남한은 1.1건, 북한은 0.6건을 다루고

있어, 남한 교과서가 더 1.8배 정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 북한 영어2 7단원과 영어3 3단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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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관련 내용 분석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에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제를 담

고 있는 교과서 본문의 총 빈도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Ⅳ-21>와 같다.

<표 Ⅳ-21>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관련 남북한 교과서별 내용 분석 (총 합산)

남한 교과서에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동아출판(주)’으로 총 3건(18.6%)을 다루고 있었다. 그 다

음으로는 ‘(주)금성출판사’, ‘(주)비상교육’, ‘(주)엔이능률’, ‘(주)와이비엠’, ‘(주)천재

교육’이 같은 비율(2건, 12.5%)로 많이 다루고 있었다. 뒤이어 ‘(주)교학사’, ‘(주)

다락원’, ‘(주)지학사’가 각각 1건씩(6.3%)을 다루며 동률을 보였다. 가장 적게 다

루고 있는 출판사는 ‘(주)와이비엠홀딩스’인데, 이 주제를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

고 있지 않았다.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제는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

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관점에서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

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는 이러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

제는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다.

다음 <표 Ⅳ-22>는 남북한의 각 교과서별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제의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 영어Ⅰ, 영어Ⅱ’ 교과서별 합산(30종) 북한 영어 교과서(3종)

교학사
(1종)

금성
(3종)

다락원
(3종)

동아
(3종)

비상
(3종)

능률
(4종)

YBM
(박)
(3종)

YBM
(한)
(3종)

지학사
(3종)

천재
(4종)

총
빈도수 소계 영어1

(1종)
영어2
(1종)

영어3
(1종)

총
빈도수 소계

지구
공동
체에
대한
책임
감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
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1
(6.3)

2
(12.5)

1
(6.3)

3
(18.6)

2
(12.5)

2
(12.5)

2
(12.5)

0
(0.0)

1
(6.3)

2
(12.5)

16
(100.0) 16 0

(0.0)
0
(0.0)

0
(0.0)

0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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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남북한 교과서 별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남한의 영어 교과서는 ‘영어(7건, 43.8%)’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Ⅰ(6건, 37.5%)’, 그 다음은 ‘영어Ⅱ(3건, 18.7)’의 순이었다. 북

한의 영어 교과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Ⅳ-23>은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제의 ‘휴머니티

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관점에서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

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남한의 교과서 각 단원과 해당 본문의 내용을 표

로 정리한 것이다.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11종) 북한 ‘영어1’ 교과서

금성 다락원 동아 비상 능률
(김)

능률
(양)

YBM
(박)

YBM
(한) 지학사 천재

(김)
천재
(이)

총
빈도수 소계 영어1

(1종)
총
빈도
수

소계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
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1 0 2 1 1 1 0 0 0 1 0 7
(100.0) 7 0 0

(0.0) 0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Ⅰ’ 교과서(10종) 북한 ‘영어2’ 교과서

교학사 금성 다락원 동아 비상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사 천재 총

빈도수 소계 영어2
(1종)

총
빈도
수

소계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
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1 1 1 0 1 0 0 0 1 1 6
(100.0) 6 0 0

(0.0) 0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Ⅱ’ 교과서(9종) 북한 ‘영어3’ 교과서

금성 다락
원 동아 비상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
사 천재 총

빈도수 소계 영어2
(1종)

총
빈도
수

소계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
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0 0 1 0 0 2 0 0 0 3
(100.0) 3 0 0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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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3> 남한 영어 교과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단원 및 내용

남한 영어 교과서에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제를 담고

있는 교과서 본문은 총 16건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과서에서는 (주)금성출판사

의 8단원 What Makes a Good Citizen?에서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와 행동

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동아출판(주)의 3단원 Helping Hands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 혹은 나라들을 자원봉사를 통해 돕는 이야기를, 7단원 A Step

Forward에서 장애인 인권, 흑인 인권, 난민 인권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주)비상교육의 5단원 Collaborate에서는 광산이 무너져 갇혔던

칠레 광부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구출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주)엔이

능률(김)의 4단원 Toward a Better World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

어주는 자원봉사를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주)엔이능률(양)의 3단원

Take Action, Make a Difference에서는 SNS 긍정 메시지 운동, 알츠하이머 할

분석 주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교과서 단원명 내용

영어

(주)금성출
판사 8. What Makes a Good Citizen? 8.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와 행동

동아출판(주)
3. Helping Hands 3. 도움이 필요한 이웃 혹은 나라들을 자원봉사를 통해 돕는 이야기

7. A Step Forward 4. 장애인 인권, 흑인 인권, 난민 인권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

(주)비상교육 5. Collaborate 5. 광산이 무너져 갇혔던 칠레 광부 구출 이야기

(주)엔이능률
(김) 4. Toward a Better World 4.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자원봉사를 경험한 이야기

(주)엔이능률
(양)

3. Take Action, Make a
Difference

3. SNS 긍정 메시지 운동, 알츠하이머 할아버지를 위한 컴퓨터 기술
등 일상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한 십대들의 이야기

(주)천재교육
(김) 5. For a Better World 5.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

영어
Ⅰ

(주)교학사 4. Helping Hands 4. 앰뷸런스 보다 빠르게 사람들을 돕는 앰뷸바이크에 관한 이야기

(주)금성출
판사 4. Care to Share 4. 세계 속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사셨던 분들(의사 장기려 박

사님,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

동아출판(주) 4. Creative Way of Thinking 4. 친환경적인 오염 방지 도료 발명가 이야기

(주)비상교육 4. Together, We Can Do Better! 4. 크림 전쟁의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희생한 메리 시콜의 이야기

(주)지학사 6. Youth Can Change the World 6. 인도에서 여성 릭샤 드라이버 서비스를 고안해 낸 청소년의 이야기

(주)천재교육 4. Living Together 4. 전 세계의 다양한 기부 방법과 문화

영
어
Ⅱ

동아출판(주) 5. Living Together 5. 새 보호, 노예 노동 문제, 사이버 불링 문제 해결 등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주)와이비엠
2. We Are Stronger Together 2. 비행기 불시착 사고에서 협력하여 탑승객 전원이 구조된 이야기

4. Equality for All 4. 미국 보스톤 마라톤 최초의 여성 마라토너 이야기

합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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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위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사례 등 일상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한 십대들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주)천재교육(김)의 5단원 For a

Better World에서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소개하고 있

었다.

‘영어Ⅰ’ 교과서에서는 (주)교학사의 4단원 Helping Hands에서 앰뷸런스 보다

빠르게 사람들을 돕는 앰뷸바이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 (주)금성출판

사의 4단원 Care to Share에서 세계 속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사셨던 의

사 장기려 박사님,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동아출판(주) 4단원

Creative Way of Thinking에서는 친환경적인 오염 방지 도료를 발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주)비상교육의 4단원 Together, We Can Do Better!에서

는 크림 전쟁의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희생한 메리 시콜의 이야기가 소개되

었다. (주)지학사의 6단원 Youth Can Change the World에서는 인도에서 여성

릭샤 드라이버 서비스를 고안해 낸 청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 (주)천재

교육의 4단원 Living Together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기부 방법과 문화를 소

개하고 있었다.

‘영어Ⅱ’ 교과서에서는 동아출판(주)의 5단원 Living Together에서 새 보호, 노

예 노동 문제, 사이버 불링 문제의 해결 등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고, (주)와이비엠의 2단원 We Are Stronger Together에

서 비행기 불시착 사고에서 모두가 협력하여 탑승객 전원이 구조된 이야기를, 4

단원 Equality for All에서 미국 보스톤 마라톤에 참가한 최초의 여성 마라토너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남한의 영어 교과서에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

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에 관한 내용을 골고루 담아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 교과서 본문에서만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

감과 연대 의식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북한 교과서는 이 주제를 전혀 다루고 있

지 않았다. 남한의 경우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에 관한 주제를

교과서에서 평균적으로 0.53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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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5.1 요약

본 연구는 남한의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교과서와 북한의

2013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법령에 따른 영어과 교육강령 및 고급중학교 교과

서에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국제적인 교육 의제를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 분석

하여 향후 남북한 통합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향후 이 연구를 토대로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영어 교

과와 사회 교과의 통합 수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하는

연구로서의 의미도 있다. 즉, 현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영어 교과서가 세계시

민교육 주제를 다룬 본문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현황을 짚어보는 것을 통해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가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얼마나 내용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는 연구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세계시민과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념과 관련 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간 학계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계속 있어왔지만, 통일된 하나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지는 못했다. 다만

세계시민교육이 담아내야 할 주제들이 첫째,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

한 인지, 둘째 운명공동체로서의 지구촌 세계에 대한 인식, 셋째 다양한 문화의

차이점 인식, 넷째 전 세계 다양한 나라와 여러 집단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다섯째 지역 이슈, 국가 이슈, 국제 이슈와 관련하여 인

류가 그 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실천적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 및 절차를 다루었다. 본 연구의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

서 분석 준거는 장의선 등(2015)에서 제시한 내용 분석 준거를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사회과학 분석 기법 중 하나인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먼저 남한의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북한



- 87 -

의 2013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법령에 따른 영어과 교육강령을 대상으로 하였

다. 분석 대상 교과서는 남한 교과서 고등학교 ‘영어(11종)’, ‘영어Ⅰ(10종)’, ‘영어

Ⅱ(9종)’ 총 30종과 북한 교과서 ‘영어 1(고등중학교)’, ‘영어2(고등중학교)’ ‘영어3

(고등중학교)’ 각 1종씩 총 3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의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영어교육과 지도교수님의 지도하에 분석을 시행하

였고, 교차 점검을 통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거쳤다.

4장에서 진행된 교육과정 분석은 남북한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교과서 분석은 두 영역으로 세

분화하였다. 먼저 세계시민교육 비중을 분석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단원의 소재를 추출한 후, 분석 주제 및 분석 관점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여 빈도

수를 파악하였다. 그 다음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와 관점이 교과서에 어떤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과서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제

별로 분류한 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 준거와 분석 절차에 따라 살펴본 남

북한 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교육과정은 그 성격(북한 교육강령은 머리말)과 목표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남북한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북한과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사이에 언어생활에서의 차이를 알고 이를 언어 실천의

적합한 계기에 이용’하도록 하려는 교수 목표를 모든 학년에서 제시함으로써

2013년 교육 개혁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고무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남한의 영어 교과서는 “다양

한 문화와 관점 이해” 관련 내용이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호의존

적 세계 이해”(28.3%),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22.2%), “지구 공동체에 대

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16.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 영어 교과서는 “상

호의존적 세계 이해”와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가 동일한 비율(각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석

주제 중 “분쟁 문제” 관점은 다루고 있지 않아, 사실상 “환경 문제”에 대한 관점

만을 다루고 있었다. 이 환경 문제 관점이 단일 분석 관점 중 가장 많은 빈도수

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세계시민교육 주제 중 “환경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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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여기고 영어 교과서 본문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가 20.0%를 차지했고,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제는 북한 교과서 본문에서 전혀 다

뤄지지 않았다. 남한의 교과서가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와 관련된 분석 주제

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을 비중 있

게 다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남북한 영어 교과서 본문이 세계시민교육 주제별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는 ‘전 지구적 시

스템 이해’ 관점에서 ‘‘세계 경제 이해,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관점에서는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

진 접촉과 상호 교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남한 교과서 중 상호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주)다락원(7건, 25%)’이었

고, 그 다음으로는 ‘(주)와이비엠홀딩스(5건, 17.8%)’, 뒤이어 ‘(주)와이비엠’, ‘(주)

천재교육’이 각각 3건씩(10.9%) 같은 비율로 다루고 있었다. 다섯 번째로는 ‘(주)

교학사(2건, 7.1%)’, ‘(주)금성출판사(2건, 7.1%)’가 동률이었고,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출판사는 ‘동아출판(주)(1건, 3.6%)’, ‘(주)엔이능률(1건, 3.6%)’, ‘(주)지학사(1

건, 3.6%)’였다. 북한의 교과서는 ‘영어3’ 교과서가 가장 많이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와 ‘인류 역사의 상호 연

계성’ 관점 각각 1건씩 총 2건으로 50%의 비율이었다. ‘영어1’, ‘영어2’ 교과서는

각각 1건씩만 다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북한은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관점에서 ‘기술 체계’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2013년 교육 개혁

이전의 영어 교과서에서 서구자본주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본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3년 교육 개혁 이후 교과서에

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에서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주제를 다룬

비율을 볼 때, 평균적으로 남한 교과서는 0.93건, 북한은 1.3건을 다루고 있어, 북

한 교과서가 더 1.4배 정도 더 많이 다루고 있었다.

둘째,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 중 ‘분쟁 문제’ 관점은 ‘국경, 종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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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인종) 분쟁과 해결’ 관련 내용을 담고 있었고, ‘환경 문제’ 관점은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남한 교

과서에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주)다락원’, ‘(주)엔이능률’, ‘(주)와이비엠홀딩스’, ‘(주)천재교육’으로, 같은 비율(3

건, 13.6%)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금성출판사’, ‘동아출

판(주)’, ‘(주)비상교육’, ‘(주)와이비엠’이 각 2건씩, 9.1%의 동률이었고,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출판사는 ‘(주)교학사’, ‘(주)지학사’가 각각 1건씩 4.6%의 비율로 나

타났다. 북한의 교과서는 ‘영어1’ 교과서가 가장 많이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

해”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총 2건으로 50%의 비율이었다. ‘영어2’, ‘영어3’ 교

과서는 각각 1건씩(25%) 다루고 있었다. 분석 결과,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 모두

지구가 처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중 있게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에서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주제를 다룬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남한은 0.73건, 북한은 1.3

건을 다루고 있어, 북한 교과서가 더 1.8배 정도 더 많이 다루고 있었다.

셋째,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는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cross-cultural interaction)과 의사소통(communication)’ 관점에서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 교과서에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를 가장 많

이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동아출판(주)’으로 총 6건(18.2%)을 다루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와이비엠’, ‘(주)지학사’, ‘(주)천재교육’이 같은 비율(4건, 12.1%)로

많이 다루고 있었다. 뒤이어 ‘(주)금성출판사’, ‘(주)비상교육’, ‘(주)엔이능률’, ‘(주)

와이비엠홀딩스’가 각각 3건씩(9.1%)을 다루며 동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주)다락원’이 2건(6.1%)이었고,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출판사는 ‘(주)교학사(1

건, 3%)’였다. 북한의 교과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를 총 2건 다루고

있었는데, ‘영어2’, ‘영어3’ 교과서에서만 각각 1건씩(50%) 다루고 있었다.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에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주제를 다룬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남한은 1.1건, 북한은 0.6건을 다루고 있어, 남한 교과서가 더 1.8배

정도 더 많이 다루고 있었다.

넷째,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제는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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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관점에서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었다. 남한 교과서에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주

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동아출판(주)’으로 총 3건(18.6%)을 다루

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금성출판사’, ‘(주)비상교육’, ‘(주)엔이능률’, ‘(주)와

이비엠’, ‘(주)천재교육’이 같은 비율(2건, 12.5%)로 많이 다루고 있었다. 뒤이어

‘(주)교학사’, ‘(주)다락원’, ‘(주)지학사’가 각각 1건씩(6.3%)을 다루며 동률을 보였

다.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출판사는 ‘(주)와이비엠홀딩스’인데, 이 주제를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다. 남한 교과서 본문에서만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

감과 연대 의식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북한 교과서는 이 주제를 전혀 다루고 있

지 않았다. 남한의 경우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에 관한 주제를

교과서에서 평균적으로 0.53건을 다루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남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이미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

지하고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내용을 교과서 본문 속에서 구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이전까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서구 문화에 대한

폄하가 중심이었던 내용을 버리고 2013 교육 개혁 이후로는 서구 및 세계 보편

적인 문화 내용을 포함시키며 세계화에 발맞춘 내용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남북

한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

야 할 세계시민교육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세계를 품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공

통적 의지와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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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남북한의 영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 자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북한 자료들은 접근성에 한계로 인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의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 초급중학교

교육강령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분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북한의 고급중학

교 1학년 영어 교과서는 2차 자료 본문 내용만을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었던 남한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전체 선택과목(공

통과목(1개), 일반 선택 과목(4개), 진로 선택 과목(4개), 전문 교과Ⅰ(8개)) 17개

과목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영어’, ‘영어Ⅰ’, ‘영어Ⅱ’ 3과목

의 검정교과서 30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남한 고등학교 교과

서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영어 교과서의 ‘본문’만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가적인 읽기 자료나 사진, 삽화, 활동 등 세부 자료도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킨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 영어 교과서의 경우 모든 출판사에서

부가적인 읽기 자료를 통해 세계시민교육 주제 중 특히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

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 단원 내의 모든 읽기 자료

를 분석 대상에 포함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영어 교과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현황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

어 교과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교수ㆍ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구체적인 구현을

다루는 연구도 차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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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육적 함의

본 연구의 분석 내용 중 남한 고등학교 ‘영어’, ‘영어Ⅰ’, ‘영어Ⅱ’ 교과서의 세계

시민교육 내용은 세계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즉,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담긴 본문을 통해 세계시민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어교과의 목표가 세계인들과의 의

사소통이므로 단어 및 문법의 습득이라는 기능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

육을 다루는 소재를 통해서도 영어학습자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을 타 교과(사회, 지리, 도덕, 윤리, 세계사,

문학 등)와 연계하여 수업을 통합할 경우 세계시민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결과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영어 교과서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보를 학교 현장의 교수자인 교사와 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각 교과서에서 세계시민교육 내용이 주제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특정한 출판사의 영어교과서

만을 접하게 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현재 사용하는 출판사의 영어교과서가 세

계시민교육의 소재 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수 있다. 즉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매체

로서 영어 교과서가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

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 결과는 남북한의 영어 교과서가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을

어떤 분포로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 자세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한 통합 영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균형

있는 소재 분포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한 교과서

는 전반적으로 고른 소재 분포를 보이지만, 세계시민교육 주제를 다룬 본문의 절

대적인 양도 적고 주제별 분포에 있어서도 고르지 않은 북한의 교과서는 향후

더욱 세계시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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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nglish Textbooks

Kim, Sung-ok

English Education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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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d by Professor Shin, Changwon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efforts at the national level to cultivate global

citizens can be embodied through education, and that English, which has a

status as a world language, will be closely related to suc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being implemented through English subject.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how well the two Koreas have been prepared for

global education by analyzing the English curricula and English textbooks of

South and North Korea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irst of all, in order to compare the English curricula of the two Koreas,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in South Korea and the English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 2013 North's overal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law were analyzed. In addition, a total of 30 high school textbooks

in South Korea such as “English,” "English I," and "English II," and North

17)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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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extbooks such as "English 1 (High Middle School)," "English 2 (High

Middle School)," and "English 3 (High Middle School)" were used to see how

frequently reading materials about global citizenship are presented in the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The criteria for analyzing the curricula and

text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citizens were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criteria suggested by Jang et al. (2015) - (1) understanding of

interdependent world, (2) understanding of global conflict and issues, (3)

understanding of diverse cultures and perspectives, and (4)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with the global commun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urricula of the two Koreas

included content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ir objectives, so

both South and North Koreas clearly showed the goal of achiev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English subj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reading material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two Koreas, 33.3% of them were related to "understanding of diverse cultures

and perspectives," followed by "understanding of interdependent world

understanding" (28.3%), "understanding of global conflicts and issues" (22.2%),

and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with the global community" (16.2%). On the

other hand, "understanding of interdependent world" and "understanding of

global conflict and issue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s with the same ratio (40% each). In particular, North

Korean textbooks dealt with only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issues"

among the topics of "understanding of global conflicts and issues." Nex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two cases of "understanding of diverse cultures

and perspectives" (20.0%), but that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with the

global community" was not included in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s at

all.

Consequently, both South and North Korean English curricula and textbooks

seem to contain a certain amount of contents about glob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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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ir frequency and distribu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as alread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nglish curriculum and textbooks in South Korea, and

has contributed to making the national curriculum set the specific goals about

global citizenship and to having the textbooks include reading materials about

it. In the case of North Korea, it was found that it abandoned the textbook

contents that had been centered on idolizing national leaders and disparaging

Western culture, and since the educational reform in 2013, it has included

western and world-wide cultural contents for English education and developed

curriculum and textbooks in line with globa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might confirm the possibility of includ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s a

value to be jointly pursued in preparing for the future era of unification and

developing integrated English curriculum and English textbooks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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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남한 교과서 종별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표

<표 1> (주)교학사 영어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단위: 건(%)

<표 2> (주)금성출판사 영어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단위: 건(%)

분석
주제 분석 관점 관련 내용

(주) 금성출판사 영어 교과서
영어
(10단원)

영어Ⅰ
(6단원)

영어Ⅱ
(6단원)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 1 0 0 1

(50.0)
2

(22.2)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
진 접촉과 상호 교류 1 0 0 1

(50.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
과 해결 관련 내용 0 0 1 1

(50.0)
2

(22.2)
환경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

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1 0 0 1
(5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
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
한 존중과 배려

1 1 1 3
(100.0)

3
(33.4)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

1 1 0 2
(100.0)

2
(22.2)

합계 5
(55.6)

2
(22.2)

2
(22.2) - 9

(100.0)

분석 주제 분석 관점 관련 내용
(주) 금성출판사 영어 교과서

영어Ⅰ
(10단원)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 2 2

(100.0)
2

(40.0)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접촉과 상호 교류 0 0

(0.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
과 해결 관련 내용 0 0

(0.0)
1

(20.0)
환경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1 1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
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

1 1
(100.0)

1
(20.0)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

1 1
(100.0)

1
(20.0)

합계 5
(15.6) -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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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다락원 영어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단위: 건(%)

<표 4> 동아출판(주) 영어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단위: 건(%)

분석
주제 분석 관점 관련 내용

(주)다락원 영어 교과서
영어
(8단원)

영어Ⅰ
(6단원)

영어Ⅱ
(6단원)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 2 1 2 5

(71.4)
7

(53.8)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
진 접촉과 상호 교류 0 0 2 2

(28.6)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
과 해결 관련 내용 0 1 0 1

(33.3)
3

(23.1)
환경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

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0 1 1 2
(66.7)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
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
한 존중과 배려

2 0 0 2
(100.0)

2
(15.4)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

0 1 0 1
(100.0)

1
(7.7)

합계 4
(30.8)

4
(30.8)

5
(38.4) - 13

(100.0)

분석
주제 분석 관점 관련 내용

동아출판(주) 영어 교과서
영어
(8단원)

영어Ⅰ
(6단원)

영어Ⅱ
(6단원)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 0 1 0 1

(100.0)
1
(8.3)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
진 접촉과 상호 교류 0 0 0 0

(0.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
과 해결 관련 내용 0 0 0 0

(0.0)
2

(16.7)
환경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

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1 1 0 2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
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
한 존중과 배려

3 1 2 6
(100.0)

6
(50.0)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

2 0 1 3
(100.0)

3
(25.0)

합계 6
(50.0)

3
(25.0)

3
(25.0) -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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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비상교육 영어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단위: 건(%)

<표 6> (주)엔이능률 영어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단위: 건(%)

분석
주제 분석 관점 관련 내용

(주)비상교육 영어 교과서
영어
(8단원)

영어Ⅰ
(6단원)

영어Ⅱ
(6단원)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 0 0 2 2

(66.7)
3

(30.0)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
진 접촉과 상호 교류 0 0 1 1

(33.3)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
과 해결 관련 내용 0 0 0 0

(0.0)
2

(20.0)
환경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

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1 1 0 2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
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
한 존중과 배려

1 1 1 3
(100.0)

3
(30.0)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

1 1 0 2
(100.0)

2
(20.0)

합계 3
(30.0)

3
(30.0)

4
(40.0) - 10

(100.0)

분석
주제 분석 관점 관련 내용

(주)엔이능률 영어 교과서
영어
(김)

영어
(양) 영어Ⅰ

(5단원)
영어Ⅱ
(5단원)

총
빈도수 소계

8단원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 0 0 0 1 1

(100.0)
1

(11.0)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
진 접촉과 상호 교류 0 0 0 0 0

(0.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
과 해결 관련 내용 0 0 0 0 0

(0.0)
3
(33.4)

환경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
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1 1 1 0 3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
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
한 존중과 배려

0 1 1 1 3
(100.0)

3
(33.4)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

1 1 0 0 2
(100.0)

2
(22.2)

합계 2
(22.2)

3
(33.4)

2
(22.2)

2
(22.2) -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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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와이비엠(박) 영어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단위: 건(%)

<표 8> (주)와이비엠홀딩스(한) 영어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단위: 건(%)

분석
주제 분석 관점 관련 내용

(주)와이비엠(박) 영어 교과서
영어
(10단원)

영어Ⅰ
(6단원)

영어Ⅱ
(6단원)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 0 1 1 2

(66.7)
3
(27.2)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
진 접촉과 상호 교류 0 1 0 1

(33.3)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
과 해결 관련 내용 0 0 0 0

(0.0)
2

(18.2)
환경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

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1 0 1 2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
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
한 존중과 배려

3 1 0 4
(100.0)

4
(36.4)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

0 0 2 2
(100.0)

2
(18.2)

합계 4
(36.4)

3
(27.2)

4
(36.4) - 11

(100.0)

분석
주제 분석 관점 관련 내용

(주)와이비엠홀딩스(한) 영어 교과서
영어
(8단원)

영어Ⅰ
(6단원)

영어Ⅱ
(6단원)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 2 1 1 4

(80.0)
5
(45.4)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
진 접촉과 상호 교류 0 1 0 1

(20.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
과 해결 관련 내용 0 0 0 0

(0.0)
3

(27.3)
환경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

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1 1 1 3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
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
한 존중과 배려

2 1 0 3
(100.0)

3
(27.3)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

0 0 0 0
(0.0)

0
(0.0)

합계 5
(45.4)

4
(36.4)

2
(18.2) -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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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지학사 영어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단위: 건(%)

<표 10> (주)천재교육 영어교과서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단위: 건(%)

분석
주제 분석 관점 관련 내용

(주)천재교육 영어 교과서
영어
(김)

영어
(이) 영어Ⅰ

(6단원)
영어Ⅱ
(6단원)

총
빈도수 소계

8단원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 0 0 1 2 3

(100.0)
3
(25.0)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
진 접촉과 상호 교류 0 0 0 0 0

(0.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
과 해결 관련 내용 0 0 0 0 0

(0.0)
3
(25.0)

환경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
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1 1 1 0 3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
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
한 존중과 배려

1 1 0 2 4
(100.0)

4
(33.3)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

1 0 1 0 2
(100.0)

2
(16.7)

합계 3
(25.0)

2
(16.7)

3
(25.0)

4
(33.3) - 12

(100.0)

분석
주제 분석 관점 관련 내용

(주)지학사 영어 교과서
영어
(8단원)

영어Ⅰ
(6단원)

영어Ⅱ
(6단원)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세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생태 체계, 기술 체계

0
(0.0)

1
(14.3)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루어
진 접촉과 상호 교류 1 1

(100.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국경, 종교, 민족(인종) 분쟁
과 해결 관련 내용

0
(0.0)

1
(14.3)

환경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
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1 1

(100.0)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세계 각 지역의 문화적 특
징과 다양성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
한 존중과 배려

2 1 1 4
(100.0)

4
(57.1)

지구
공동체
에 대한
책임감
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인권(기아, 난민, 아동 노동,
여성 차별 등), 사회정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실천 및 의지

1 1
(100.0)

1
(14.3)

합계 2
(28.6)

3
(42.8)

2
(28.6) -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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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남한 교과서별 세계시민교육 내용 빈도 분석

단위: 건(%)

분석
주제 분석 관점

남한 ‘영어, 영어Ⅰ, 영어Ⅱ’ 교과서별 합산(10종)

교학
사 금성 다락

원 동아 비상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
사 천재 총

빈도수 소계

상호
의존적
세계 이해

전 지구적
시스템 이해 2 1 5 1 2 1 2 4 0 3 21

(75.0)
28
(28.3)

인류 역사의
상호 연계성 0 1 2 0 1 0 1 1 1 0 7

(25.0)

전 지구적
갈등과
쟁점 이해

분쟁 문제 0 1 1 0 0 0 0 0 0 0 2
(9.1)

22
(22.2)

환경 문제 1 1 2 2 2 3 2 3 1 3 20
(90.9)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
비교 문화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1 3 2 6 3 3 4 3 4 4 33
(100.0)

33
(33.3)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공감과 존중

1 2 1 3 2 2 2 0 1 2 16
(100.0)

16
(16.2)

합계 5
(15.6)

9
(6.2)

13
(12.5)

12
(9.4)

10
(9.4)

9
(6.2)

11
(9.4)

11
(12.5)

7
(9.4)

12
(9.4) - 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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