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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서 주관하는 대학교 국제개
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이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진로정체성, 진로준비행동 및 협력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C시 소재 일개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
에 참여한 32명의 수강생 및 수업에 수강하지 않은 32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세계시민의식, 진로
정체감,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협력적 효능감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을 수강한 실험군의

세계시민의식(p=.003)과 진로준비행동(p=.013) 수준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진로
정체성(p=.385)과 협력적 효능감(p=.488)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여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융합연구, 국제개발협력, 세계시민의식, 진로준비행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Abstract This convergence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awareness enhancing
program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college students sponsor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one experimental group (n=32) who attended the awareness enhancing cla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other control group (n=32)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class in a university in C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online survey before the first class
and after the last class in spring semester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NCOVA using SPSS
WIN Version 20.0 program. The levels of global citizenship (p=.003)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013) was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However, career
identity(p=.385) and cooperative efficacy(p=.488)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the awareness enhancing program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college students by showing its positive effects on the global citizen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Convergence Stud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lobal Citizen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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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문제는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개인중심과 국가중심의 사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세계시민의식교육의 필요
성이 대두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의 폭넓은 사용은 세계 구성
원들 간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다[1].
인구증가와 인구의 이동, 자원고갈, 빈곤의 양극화, 지
구 온난화, HIV/AIDS, 식량부족, 테러리즘 등은 인류 공
동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타문화에 대한 이
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호연계 및 상호의존성
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글로벌의식과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글로벌 사회에 공헌하는 자세가 범국가적으
로 요구되고 있다[2]. 이러한 의식과 자세는 세계시민의
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시민의식은 타인은 본질적으
로 자신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문화
적 배경이 다른 이웃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시에 국경
을 초월하여 세계 공통의 관심사인 인간애의 실현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3]. 그리고 차세대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이나 민간단체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세계시
민의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4].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
업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
여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
였다. 이 수업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대학
생들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
식 함양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진로탐색의 기회로 삼고
있다.
대학생 시절의 진로탐색은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를 선
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에 중요하며[5], 대학
은 자국의 미래 후속세대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고등학
문의 주체이기 때문에 양질의 국제개발협력을 지속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자국의 미래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중
추 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6].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
관 및 진로 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자신의 적성 및 흥미, 그리고 능력 등에 대
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직업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등 진로발달 지체현
상은 기존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7]. 따라
서 진로에 대한 소명의식과 정체감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되었으며, 특히 진로정체감과 자기 효능감은 진로준
비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교육 역시 대학생의 국제화에 대
한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9], 이러한 교육들은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봉
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진로탐색
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바도 있다[10].
협력적 효능감은 협력 상황에서 자신이 공동과제 수행
을 위해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의
미하며 [11],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같은 다양한 팀 활동
을 하도록 하는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협력적 효능감
에 효과적이었다[12].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
에서, 해외자원봉사활동 후에 다문화수용성은 향상을 보
인 반면 세계시민의식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13]. 그
리고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필수 교과
목 운영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14].

그러나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관련 수업을 통한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논문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 수업이 대학
생의 세계시민의식, 진로정체성, 진로준비행동 및 협력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추후 보다 효과적으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과 후속사업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이 대학생의 세계
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이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이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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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이 협력적 효능감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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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요인 9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세계시민의
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윤성혜의 연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국제
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동등
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일 개 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군은 2019년 1학기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국제개발협력
의 이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으며, 대조군은
이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보건학부 간호학과 및 치위
생학과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공지하여 선착순으로 참
여한 학생들이었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학
기 초 1차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험군 34명, 대조군
33명이었다. 학기 말 2차 설문 조사는 실험군 학생 중 두
명이 수강 철회를 하였고, 대조군 중 한 명이 참여하지
않아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32명씩 총 64명이 참여하였
으며, 64명의 자료가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되었다.
소성섭 등의 연구에서[15] 세계시민의식의 효과 크기
가 0.76이었던 것을 근거로 G*power 3.1.9.2 프로그램
에서[16] 본 연구의 효과 크기를 0.70, 유의수준 .05, 검
정력 .80, independent t -test로 설정하였을 때, 각 그
룹별로 26명씩 총 52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 .90 이었으며[17], 하위요인별로
는 지식 요인 .85, 스킬 요인 .85, 태도 요인 .83, 실천의지
요인 .85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세계시민의식 .94, 지식요인 .86, 스킬 요인 .90, 태도
요인 .85, 실천의지 요인 .85이었다.

2.3.2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었느냐는 것을 의미한다
[18].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이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번안한 것
을 사용하여 진로정체감을 측정하였다[19]. 이 도구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 또는 ‘아니다’
의 이분척도인데, 안형준의 연구에서는 이분척도 대신에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20], 본 연구에
서도 5점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의 채점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적성,
재능 등이 명확하여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형
준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20] 본 연
구에서는 .92이었다.

2.3.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얼
마나 노력을 하며,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의미한다[19].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

구의 대상자 수는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작한 16개 문항에[19] 김형균이 최근의 인터넷 진

2.3 연구도구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

2.3.1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은 지역 및 국가정체성을 넘어서 세계의
상호의존적 체제를 이해하고, 협력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며, 세계적 수준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
한 태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지역적 관점을 초
월한 글로벌 소양을 의미한다[17]. 본 연구에서 세계시민
의식은 윤성혜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세계시민의식 척도로 측정하였다[17]. 본 도구는 지식 요
인 7문항, 기술(skill) 요인 8문항, 태도 요인 7문항, 실천

로 사이트 증가와 상담 센터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지난
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와 ‘지
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는
2문항을 추가한 18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것을 사
용하였다[21].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8였고[19],
본 연구에서 .88이었다.

2.3.4 협력적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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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효능감은 협력 상황에서 자신이 공동과제 수행
을 위해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말
한다[11]. 본 연구에서는 Alavi와 McCormick이 개발한
21개 설문 문항들을[11] 오성은 등이 수정 보완한 도구

12
13

ODA Symposium:Global Citizenship,
Presentation and Feedback of ODA Proposal
Domestic Activit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College
Students

를 사용하여 협력적 효능감을 측정하였다[22]. 6점 리커

14

Final Exam

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협력적 효능감이 높음을

15

Class Reflection

의미한다. 오성은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

PBL
PBL
Evalu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Team Activity

이었으며[22],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5 자료수집방법

2.4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 운영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첫 주 수업에서

본 수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수행하는
2019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선정되어
수행되었다. 이 사업은 1년 과정이나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학기 수업 운영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학기 수업은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점 2시수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15주간 운영되
었다.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빈곤과 국제개발협력의 개
념과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관련 분야의 진
로를 탐색하며, 국제개발협력 현장 견학 및 국내 현장 활
동을 계획·실행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다. 또한 강의, 전문가 특강, 토론/토의(하브루타 학습법),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법
등 다양한 팀활동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협력적 효능
감이 향상되고 좋은 팀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과 교수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urriculum of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
Week
Content
Teaching Method
1 Orientation, Team Building
Team Project
Understanding and Cause of Poverty and Its
2
Team Project
Solution
Understanding of IDC and Official
3
Lecture, Chavruta
Development Assistance (ODA)
4 History of IDC
Lecture, Chavruta
Guest Lecture
5 Introduction to KOICA
from KOICA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nd
6
Lecture
Ssustainable Developmemt Goals
7 History of IDC in Korea
Lecture
Guest Lecture
8 Introduction to IDC's Activity
from World
Friends
Introduction to IDC's Education Project:
9
Special Lecture
Focusing on KOIKA's Bangladesh Project

동의한 학생들은 동의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설문에 참
여하도록 설명하였고, 학생들이 설문을 하는 동안 연구자
는 강의실을 밖으로 나가 있었다. 실험군은 국제개발협력
의 이해 수업을 한 학기동안 참여하였다. 2차 설문은 15
주차 수업에서 연구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한 후
1주일 이내에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도록 설명하였다.
대조군은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학생회의 SNS에 연
구 참여자 모집을 공지하고 선착순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었다.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
중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온라인 설문을 제공하였으며 2차 설문
도 실험군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집단 모두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2.6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22]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그
룹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는 χ² test
와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
사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효과는 사진 동질성 검
정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과 거주
형태를 공변량 처리하여 ANCOVA로 분석하였다.

2.7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를 통과하였다(BUIRB201903-HR-001). 연구 대상자에
게 설문 참여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고

10

IDC Project(Nepal): How to write ODA
Proposal1

PBL

특히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성적에 불이익이 전혀

11

IDC Project(Vietnam):How to write ODA
Proposal2, Preparation for Domestic Activity

PBL

없음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하
여 설명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을 하는 동안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이 세계시민의식, 진로정체성, 진로준비행동 및 협력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융합연구

연구자는 강의실 밖에 나가 있었고, 2차 설문은 학기 종
료 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대상자를 보호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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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 전 두 집단은 세계시민의식
(p=.300), 진로정체성(p=.055), 진로준비행동(p=.614),
협력적 효능감(p=.324)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연구 결과

<Table 3> Homogeneity test (N=64)

3.1 일반적 특성

Control
(n=32)
4.42±0.49
3.66±0.52
4.39±0.52

t

p

Knowledge
Skill
Attitude

Experimental
(n=32)
4.47±0.85
3.71±0.59
4.50±0.47

0.441
0.859
0.366

.661
.394
.716

Total

4.09±0.46

3.98±0.41

1.044

.300

Career Ident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40±0.60

3.06±0.79

1.960

.055

2.87±0.68

2.95±0.70

-0.506 .614

Cooperative Efficacy

4.48±0.73

4.3±0.66

0.991

Variable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학년과 거주 형태를 제외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64)

Age
Sex
Major
School
Year

Mean±SD

5

5

27

27

Nursing

20

20

12

12

27

20

Dental
Hygiene

Freshman
Sophomore

2

5

Junior

3

7

16

10

11

9

5

13

Christianity

10

11

Catholicism

2

0

No Religion

20

21

13

11

Nurse

Number
of
Foreign
Travel

20.81±1.55

Female

Aptitude
Reason
Employment
for
Medical
Major
Selection Service
Others
Major
Unsatisfactory
Satisfacti Average
on
Satisfactory
Level
Career

20.53±1.11

Male

Commuting
Residenc to School
e
Dormitory
Type
Living Apart
from Family
Religion

Experimental
Control
Group(n=32) Group(n=32)

Dental
Hygienist

8

16

6

1

5

4

1

0

5

13

26

19

19

18

11

12

Others

2

2

None

12

13

1-3 times

14

10

4-6 times

4

5

2

4

26

27

6

5

7 times or
above

Participati Yes
on
in Team No
Projects

t /
χ²/F

p

-0.834

.408

0.000

1.000

0.000

1.000

3.778

.048

Global
Citizen
-ship

Practical Will

3.83±0.65

3.60±0.50

1.532

.131

.325

3.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효과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

에 비해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3).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식 요인(p=.017), 기술 요인

(p=.001), 실천적 의지 요인(p=.004)에서 실험군이 대조
5.071

.024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준비행동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다(p=.013). 그러나 진로정체성(p=.385)과 협력적 효

1.725

.500

능감(p=.488)은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는 15주간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

0.638

.315

업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4> Effect of Understanding of IDC (N=64)

5.507

.105

0.071

.500

1.527

.349

0.110

.500

Experimental
Control
Group (n=32) Group (n=32)
Knowledge
4.63±0.45
4.22±0.61
Skill
4.16±0.61
3.64±0.61
Global
Citizen
Attitude
4.51±0.50
4.21±0.69
-ship Practical Will 4.22±0.64
3.74±0.63
Total
4.36±0.47
3.93±0.55
Career Identity
3.33±0.82
3.11±0.84
Career Preparation
3.27±0.75
2.94±0.77
Behavior
Cooperative Efficacy
4.71±0.77
4.56±0.86
Variable

F

p

6.058
11.567
2.428
9.208
9.634
0.767

.017
.001
.124
.004
.003
.385

6.509

.013

0.486

.488

4. 논의
세계시민의식이란 지역 및 국가정체성을 넘어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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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적 체계를 이해하고 협력적 활동에 참여할 수

였다. 이는 임규연과 이지현[26], 김현정[12]의 연구결과

있는 스킬을 가지며, 세계적 수준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

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 태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17].

수업의 주요 교수법으로 프로젝트기반 학습을 활용한 결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세계시민의식은 교육 전
4.09±0.46에서 교육 후 4.36±0.47으로 향상되었으며

과로 대상자들이 협력 상황에서의 공동과제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03). 이러한 결과는 김경아와 전지원의 연구에서
관련 교양 교과목 이수 후 세계시민의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14]. 또한 해외자원봉사활동

5. 결론 및 제언

전 단편적인 사전교육으로는 세계시민의식 향상에는 충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을 통한 대학생의

분치 못하며 세계시민사회에 대한 교육이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강혜라의 연구결과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규

와도 같다[13]. 본 연구에서는 월드비전의 관점에 비추어

명하고자 시도되었다. C시 소재 일개대학교에서 국제개

재정립한 윤성혜의 관점에 따라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

발협력 이해 수업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32명의 수강생

역을 지식, 스킬, 태도, 실천적 의지로 구성하였다[17].

및 수업에 수강하지 않은 32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수

지식이란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인지적인 역량으로서

업 전후에 세계시민의식,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그

세계화와 상호의존성, 정체성과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

리고 협력적 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국제개발협력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스킬은 다양한 사람들

이해 수업 이후 세계시민의식은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

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세계적 이슈에 대해 비판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p=.003) 하위

적, 창의적 접근과 사고의 역량을 의미한다. 태도는 인간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식(p=.017), 기술(p=.001), 실천적

의 존엄성과 권리를 포함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

의지(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함과 동시에 이러한 가치에 대한 수용을 말한다. 실천적

리고 국제개발협력 이해 수업 이후에 진로준비행동에서

의지는 위의 세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3).

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과 및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군의 지식(p=.017), 기술(p=.001)

비교과활동의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실천적 의지(p=.004) 영역에서 점수가 향상되어 교육의

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대학마다 진행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와 관련된 교양 수업에 대하여 국제

진로 정체성은 실험군과 통제군 간에 교육 전 후의 통
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유선 등의

개발협력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체계화된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을 제언한다.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지만[24]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졸업 후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진 보건의료계열 재학생
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진로 준비행동은 실험군이 교육 전 2.87±0.68에서
교육 후 3.27±0.75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대조군에 비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었다. 이는 전공연계봉사
활동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서영환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25]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의식 교육과 함께 향후 진행될 전공과 연
계한 해외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이
연구 대상자의 진로준비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된다.
협력적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는 않았지만 교
육 전 4.48±0.73에서 교육 후 4.71±0.77으로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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