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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민주 사회를 향한 학교 지리교육의 의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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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한국 정부는 보다 포용적인 한국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민주 시민성을 지지할 수 있는 포용적 학교 지리교육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민주주의

의 핵심 가치로서 평등의 실질적 실현 여부에 주목한다. 평등의 전제, 대상 및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철학, 시민교육 및 지리교

육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학교지리가 ‘나’ 중심의 구심성을 전제로 한 동화적 포용을 통해 포스트 민주주

의 질서를 강화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 대신 필자는 정치성, 혁신성의 공간으로서 포용적 지리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끝

으로, 본 연구는 새로운 지리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개정 시 고려할 몇 가지 요소들을 제안한다.

주요어: 포용, 민주시민교육, 포스트 민주주의, 학교 지리교육, 랑시에르, 코로나 19

Abstr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a policy agenda in which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newly emerged as a vehicle for Korean society to become more inclusive.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s the meaning of inclusive geography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schools. The approaches to the 

assumption, the subject, and the direction of inclusion are particularly examined for this inquiry. By drawing on 

literature on political philosophy, citizenship education, and geography education, this study critically problematizes 

whether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inclusion in school geography may impair the development of students’ 

democratic citizenship. Instead, this paper argues that, by underpinning the premise of inclusion as a political process, 

inclusive school geography should become a political stage in which the existing orders of the world can be critically 

disrupted. For re-inventing inclusive school geography, this study ends by suggesting some concrete curricular ideas.

Key words: Inclus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st-democracy, school geography education, Ranci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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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세계 각국 정부 사이에서 ‘포용적 사회로의 전

회’는 주요한 정치적 의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21세기를 전후하여 등장

한 전례 없는 사회 변화들, 예를 들어, 세계화와 관련되

어 발생하는 글로벌 스케일의 이주와 지역 내 갈등의 

증가, 글로벌 불평등 악화,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경고,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확산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각 의제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것들은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즉, 이들은 

새로운 타자의 등장을 사회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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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켜 ‘나’의 권리, 자유, 안녕 및 이를 지지하는 민주주

의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인식한다. 최근 코로

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

는 외국인 혐오주의(xenophobic populism)은 이러한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연합뉴스, 2020; 뉴시스, 

2020). 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Crouch, 2004)에 각

국 정부들은 기존 사회의 안정을 위해 서로 다른 다양

한 배경을 가진 타자들, 새로운 타자들, 그리고 그들의 

차이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 질서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과

정에서 그들에 대한 ‘포용’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핵

심 가치이자 해결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사회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포용 

담론은 빠르게 국내로 확산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포

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책적 과제로 제안하고, 그 배경으로서 “급격한 사회변

화와 사회적 신뢰 부족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혐오 문제”

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18, 1). 동시에, 바람직한 민주

시민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 간주되어 온 교육의 

역할에 주목하여(김원석 외, 2020; 심성보, 2017), 교육부

는 포용적 민주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고자 2018년 ｢민

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육

부 내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학교 시민교육 기본 계획 

발표 및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

한다. 교육부(2018, 8)에 따르면,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참여･소통･존중의 미래역량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정책에 

제안된 정의가 매우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하지만 김원

석 외(2020)가 지적하듯이, 민주시민교육 및 포용에 대

한 학술적,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논쟁 중인 것이 현실

이다. 그렇다면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이며, 학

교 지리교육은 이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리는 장소, 공간, 환경 등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바

탕으로 학생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질 즉, 

세계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함양시키는 교과이다 

(Lambert and Machon, 2001; 조철기, 2020). 본 연구는 민

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포용’과 학교 지리교육의 관계

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민주시민성 함양에 기여할 새 

지리교육의 모습을 재개념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포용’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탐색한다. 특히, 포용의 전제, 대상, 방향을 중심으로, 근

대적 관점의 포용 방법론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서 Rancière가 제안한 대안적 포용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도출된 ‘포용 방법론’에 근거하여, 

민주시민성을 함양 측면에서 전통적 학교 지리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재평가한다. 끝으로, 교육과정 측면

에서 포용적 민주시민성을 지원할 새 학교 지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II. 민주적 가치로서 포용

포용(inclusion)이라는 개념은 흔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평가된다(Held, 1987; Young, 2000). 이러한 평가

의 근거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해

석 및 민주주의 발달사와 관련이 있다. 전자와 관련하

여, 민주주의는 사람(demos)을 통해 그들의 사회를 통치

(kratein)하도록 하는 ‘정치체제’이다(양창렬, 2016, 61). 

Aristotle는 민주주의를 “개인에 대한 전체의 통치이자 

나아가 전체에 대한 개인의 통치”로 정의했다(Held, 1987, 

19 재인용). 이들 정의는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소수

가 아닌 전체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는” 포용적 상황이

나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Held, 1987, 16). 후자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시민성 및 정

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타자를 포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시민은 

곧 여성, 노동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소위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평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운동의 결과, 여성이나 노동자 계층 

역시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포섭되어 갔다

(Heater, 1990). 이러한 역사는 민주주의의 본질 즉, 민주

주의라고 하는 것은 배제･억압받아 온 타자들을 평등한 

구성원으로 ‘포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체제임을 보여 준다.

포용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포용은 또한 배타성이라는 역



―21―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2021. 5.

설을 수반한다(Davidson and Iveson, 2015). 즉, ‘누구를 

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는 곧 ‘누구를 왜 어떻게 배제

할 것인가?’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가 우선시되지만, 공공의 규칙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

기도 한다. 또한, 개인의 사적 관심이나 이익이 강조되

면서 사회, 공익에 대한 책임은 간과되기도 한다(Biesta, 

2009). 이러한 사례들은 포용 개념 자체가 논쟁적 담론

임을 일면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전술한 질문을 구성하는 

‘누구’, ‘왜’, ‘어떻게’에 대응하는 주제인 ‘대상’, ‘전제’, 

‘방향’이라는 초점으로 치환하여, 주요 민주주의 정치이

론에 내재해 있는 포용 담론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 이 

담론에는 다음처럼 기존 질서와 체제에의 ‘동화’의 과정

을 강조하는 전통적 담론과 ‘정치적’ 과정으로서 포용을 

재해석하는 대안적 담론이 포함된다.

1. 동화적 과정으로서 포용 비판

합의민주주의 체제(질서)에 대한 ‘동화’(재생산)를 강

조하는 포용 개념은 정치철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주류 

담론으로서 중요한 전제가 되어 왔다. 특히, 총합 모델

(aggregative model)과 숙의 모델(deliberative model)은 이

러한 전통적 포용 방법론과 관련된 대표 모델들이다

(Biesta, 2009). 우선, 총합 모델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된 민주주의 모델의 하나로서, 민주주의란 개별 시민의 

선호도를 통합하는 과정이며, 이른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최종 선호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총합 모델에

서는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선호도 사이의 경쟁을 통

해 최종 하나를 도출하는 산술적 측면의 ‘전체’를 중요

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선호도의 질적인 측면 즉,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관련 

가치나 목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크게 주

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총합모델에서는 이러한 요소

들이 지극히 “주관적, 비이성적, 외인적인 정치적 과정

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Young, 2000, 22). 하지만, 다

음 설명과 같이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요소들 

또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숙의 모델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하여 총합 

모델에서 간과된 요소들 즉,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 

가치, 지향점 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들

이 제안하거나 혹은 시민들에게 제안된 주장들을 하나

의 매개로 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

한다. 총합 모델이 어떤 선호도가 다수의 표를 얻는가와 

같은 산술 과정을 강조한다면, 숙의 모델은 공동체 구성

원들이 자신들의 ‘이성’, ‘합리성’ 등과 같은 가치에 근거

하여, 구성원 간 소통과 의견 교환을 강조한다. 이 과정

에서 진정한 숙의를 방해하는 조건들 예를 들어, 강압적 

태도, 권력의 행사, 조작, 교조화, 선전,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 등에 대해서는 배제의 대상으로 평가된다(Dryzek, 

2000, 2).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Dryzek(2000)은 숙의 

모델을 기존보다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정치 활동을 포

함하는 진일보한 모델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총합 모델 

및 숙의 모델을 필두로 한 민주주의 담론은 어떠한 포

용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선, 포용의 전제(왜?) 및 대상(누구?)과 관련하여 두 

모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지향점(결과)로서 ‘평등’

을 전제하며, 포용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의 차이까지 고려한다. 총합 모델로 대표되

는 전통적 의사결정 모델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 모든 시민을 포용의 대상으로서 간

주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민주적 참

여를 이끌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에, 숙의 

모델은 구성원의 다양한 선호도에 대하여 어떠한 균형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깊이 관여하게 한다(Young, 2000). 

즉, 공동체 구성원들은 상호 소통을 통해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 자신이 속한 시민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나아가, 

개별 시민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요구, 제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에 호소 혹은 그 결과로서 수용될 기

회를 가질 수 있다. 자연히, 시민들에게는 차이에 대해 

‘개방적’, ‘적극적’ 태도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다

른 구성원이 갖고 있는 이익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

도록 대중 지향적, 관용적인 태도를 요구한다(Warren, 

1992). 요컨대, 숙의 모델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공동체 구성원이 가질 수도 있는 편견과 무지를 경계하

며 나아가, 숙의를 통해 이것들을 자각하도록 하여 타자 

및 그들의 다양한 차이들을 포용하고자 한다.

포용의 방향(어떻게?)과 관련하여 전통적 모형은 이

성을 바탕으로 기존 체제(질서) ‘안’으로의 포용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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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Biesta, 2009). 이와 관련하여 숙의 모델은 시민들에

게 포용의 과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조건들을 제시한

다. 즉, 숙의 모델의 지지자들은 숙의를 외부에서 주어

진 당연한,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 

숙의 활동을 위해 개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가치, 행동 

조건들을 강조한다(Young, 2000; Dryzek, 2000). 예를 들어, 

Young(2000, 23)은 “포용, 평등, 합리성, 그리고 대중성”

이 숙의 모델과 긴밀하게 관련된 요소임을 강조한다. 특

히, 그녀는 ‘합리성’(reasonableness)을 숙의의 필수 조건

으로 지목했는데 여기에서, 합리성이란 “생각이 다른 타

자의 말을 기꺼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ryzek 

(2000)은 합리성과 관련하여 좀 더 명시적 의미를 제안

한다.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에 따른 주장을 

숙의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숙의의 조건에 있어 미묘

한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은 이성과 합리성

에 근거한 시민들은 구성원 간의 다양한 차이에 대한 

인식 및 타협을 바탕으로 이른바, 바람직한 ‘동의’에 이

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를 통해 기존 

민주주의 체제(질서)는 다양성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향

으로 더욱 안정, 발전될 것으로 본다.

2. 포스트 민주주의와 평등의 위기 

타자 및 그들의 차이를 평등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숙의 모델은 기존 모델에 비해 과

정적, 실천적 측면에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받는다(Biesta, 

2009).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이 모형이 수용되

고 있다는 사실은 단적인 증거이다. 하지만, 최근 ‘포스

트 민주주주의’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위기의 부상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존 포용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한다. 그리고 이는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당연

한 것으로 ‘동의’ 또는 하나로 ‘통일된’, 나아가 ‘선형적

인’ 개념의 민주주의와 정치, 나아가 포용 및 시민성 등의 

의미에 대해 재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Blühdorn 

and Butzlaff, 2020; Butzlaff, 2020; Noël, 2006; Gibson, 

2020; Maclure, 2006; Blattberg, 2003; Strassheim, 2020). 민

주주의의 위기와 관련하여, 영국의 사회학자 Crouch(2004)

는 현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사이에 있는 

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를 향해 나아

가고 있다고 명명한다. Crouch(2004)에 따르면, 현대 민

주사회는 역사적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견주어도 민주

주의를 위한 형식적 요소(선거, 자유 토론, 법치 등) 측면

에서 발전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반

대임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21세기 이후 나타

나고 있는 일련의 사회 변화에 주목한다. 즉, 신자유주

의 사조의 확산,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 경제적 세계화, 

외국인 혐오 포퓰리즘, 자국 우선주의 등과 관련하여 정

치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주주의 시대 이전의 방식으

로 회귀하고 있음을 분석해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코

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대유행(COVID-19)을 겪으면서 

이른바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불리던 미국, 영국 등의 

국가 등에서 외국인 혐오 포퓰리즘(xenophobic populism)

이 확산되고, 그 결과로서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 

혐오, 심지어 배척하는 사건들이 확산되고 있다(The New 

York Times, 2021). 여기에는 시민으로서 타자의 존재 

자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정체성(인종, 민족, 계

급, 젠더, 지역, 역사, 인식, 지식, 행위 등)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오랜 기간 민주주의 질서로 포용되어 왔

던 것들이 전염병의 대유행 사태를 계기로 기존 질서, 

정확히는 ‘누군가’의 ‘특정’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환

원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Crouch(2016)는 오늘날 민주주

의는 일부 특권적인 엘리트 집단(비즈니스 엘리트, 로비

스트, 민족주의자, 인종주의자 등)의 통제권 안으로 미

끄러져 들어가면서 민주적 가치인 평등주의가 점차 무

능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양창렬(2016, 59)의 주장처럼, 

포스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기

존 평등에 대한 가치가 특정한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증

오로 변환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포용의 전제 및 

대상과 관련하여, 전술한 ‘과연 ‘결과의 평등’, ‘지향으로

서 평등’을 위해 모든 사람 및 차이들과의 공존을 강조

하는 상대주의가 최고의 민주주의인가?’ 또한, 포용의 

방향과 관련하여, 기존 질서 ‘밖’에 있던 타자들을 기존 

체제 ‘안’으로 포섭하는 기존의 포용론이 과연 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Jacques 

Rancière의 정치철학 아이디어들은 민주시민성을 향한 

포용적 지리교육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 관련

하여 전통적 포용 모델의 한계를 넘어 포용에 대한 새

로운 인식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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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치적 과정으로서 포용

Rancière는 정치, 불화, 평등, 민주주의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존과 다른 정치 철학을 구축해 온 학자이다

(박기순, 2013). 본 연구의 핵심 용어인 포용에 대한 그

의 접근법(전제, 대상, 방향)을 명료화하기 위해 우선, 

Rancière의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치안’, ‘정치’, ‘주체

화’의 개념에 주목한다. 첫째, 치안(polic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경찰, 공권력이라는 이미지로 자주 표상된

다. 이는 사회적 삶에 대한 국가 장치로서 치안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Rancière는 기존 관점을 벗어

나 이 개념을 하나의 질서로 새롭게 개념화 한다. 그에

게 있어 치안은 “행동하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말하는 방식의 배분을 정의하는 신체들의 질서이며, 이 

질서는 신체들에게 그 이름에 의해 특정한 장소와 과업

에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Rancière, 1999, 29). 이 말은 

치안을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의 질서로 간

주되는 것이며, 이 질서는 “특정한 활동은 보이게 하는 

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하고, 특정한 담화는 담론

이 되게 하는 반면, 다른 것은 소음으로 치부하도록 만

든다”(Rancière, 1999, 29). 치안은 “사회적 역할, 위치성, 

행위 등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헤게모니 과정과 관

련된 것”으로, 한 사회의 사회적 권위이자 사회적 부분

들을 명명하는 것으로서 역할한다(Davidson and Iveson, 

2015, 547). Rancière에 다르면, 치안질서는 ‘지각의 배분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즉, “경계, 관념, 금기를 규

정짓는 사회적 조합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여기에서 배

분이란 특정한 형태의 권위와 치안을 합법화하는 것이

다(Davidson and Iveson, 2015, 547). 어쩌면 이러한 치안 

개념은 신체들에 대한 규율화라는 이미지를 소환한다. 

하지만, Rancière는 치안을 신체들의 규율화를 넘어, “신

체들이 출현하는 하나의 규칙이고, 각각의 신체들에게 

부여되는 과업들의 속성 및 이러한 과업들이 분배되는 

공간 속성의 짜임”임을 강조한다. 일례로, Biesta(2009, 7)

는 오늘날 통용되는 치안 질서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

들을 포용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장소, 역할 및 지위 등이 있

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치안 질서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질서의 운

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 나름의 장소를 가지

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치안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다는 점이다. 따라서, Rancière에 있어 민주주의를 위한 

포용의 대상은 사람에서 치안으로 확장된다. 비록, 전통

적 포용론이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동등하게 

포용하는 민주적 실천을 강조하지만, Rancière는 다음의 

‘정치’ 개념을 차용하여 기저에 놓여 있는 특정 ‘치안 질

서’에 대한 변형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목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는 공동체 내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 

및 행사와 관련된 활동, 또는 좁은 의미의 치안 질서와 

관련된다(양창렬, 2016). 하지만, Rancière는 정치를 모든 

것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전제를 실현하기 위해, 오

히려 기존의 치안 질서로부터 ‘단절’되도록 하는 존재로 

정의한다. 즉, 정치는 “치안 행위에 대한...대립 활동으로

서, 기존의 치안 행위에 의해 규정되어 온 부분들과 부

분들의 몫 혹은 부분들 몫의 부재와 관련된 기존 짜임

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Rancière, 1999, 30-31). 

Rancière 의하면 이러한 단절은 “부분들과 부분들의 몫 

혹은 부분들 몫의 부재가 정의된 [기존의] 공간을 새롭

게 구성하는” 일련의 불화 활동으로 구성된다(Rancière, 

1999, 31). 정치적 활동은 “어떤 신체를 그것에 [이미] 배

정된 장소로부터 이동시키거나 그 장소의 용도를 [새롭

게] 변경하는 것”이며, 정치적 활동의 결과는 따라서, 보

이지 않던 장소를 보이게 하고, 소음만 존재했던 장소에

서 담론이 들리게 하는 것이다(Rancière, 1999, 31). 어떤 

의미에서 Rancière의 정치는 치안과 평등이라는 두 가지 

혼성적 과정들이 상호 마주하는 ‘사건’과도 같은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평등’에 대한 요구에 의해 

정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때때로’ 목도된다. Rancière

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정치제도, 이념을 넘어 불화를 통

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실천이다(양창렬, 2016).

Rancière의 정치철학에서는 정치, 불화, 평등이 활성

화되기 위해 주체화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윤

영광, 2014, 299). 주체화는 Rancière 정치철학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Rancière(1999, 59)에 따르면, 

“정치는 주체의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주체화 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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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며, 민주주의란 “정치적 주체들이 존재하기 위

해 거치는 주체화 양식이다”(1995, 16). 앞서, 정치는 곧 

불화이며, 이 불화는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기존의 감

각적인 것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재편은 기존에 보이지 않던 것이 단순히 나타나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윤영광(2014, 301)의 예처

럼, X, Y, Z로 구성된 세계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

던 X가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Y, Z를 포함하여 X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은 X가 더 이상 X라는 몫(자격)을 거부한다는 것, 즉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던진다는 것이며 자기 자신과의 

차이를 낳는 것이다. 요컨대 탈정체화의 과정이 곧 주체

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체화는 감각적인 나눔의 재

편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치안 질서 

속에서 인지할 수 없었던 일련의 신체 활동, 능력을 분

명히 밝히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Rancière, 

1999). 경험의 영역을 새롭게 조직하는 활동의 일부를 

통해 주체의 신원이 드러나며, 이러한 주체의 탄생이 곧 

감각적인 것의 나눔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Rancière에게 

있어 주체화가 일어나는 정치는 곧, 민주화 과정이자 세

계의 발명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 철학에는 어떠한 

포용 방법론을 전제되어 있는가?

첫째, 포용의 전제와 관련하여, Rancière는 기본 가정

인 ‘평등’의 전제 하에, 몫 없는 자의 몫에 주목한다. 표

면적으로 평등이라는 가치는 앞서 논한 전통적 포용 방

법론과 동일해 보인다. 하지만, Rancière의 평등 개념은 

전자처럼 결과나 지향으로서 개념이 아니다. 즉, 일반적 

의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로서 평등 개념에 입각하여 평등을 

감각적 층위에서 재개념화한다. Rancière(1995, 25)에 따

르면, “평등과 불평등의 쟁점은 우선 감각적 관계 안에

서 작동한다. 가령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성하는 

공간들의 배분 속에서...가시적인 것이 포함하고 배제하

는 것에서, 존재들과 상황들을 명명하기 위해 받아들여

지거나 거부된 이름들에서...이것이 내가 나중에 감각적

인 것의 나눔이라는 용어로 체계화했던 것이다”. 즉, 평

등의 과정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으며, 불리지 않

고, 소음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에 지위를 인정하기를 요

구한다(윤영광, 2014, 298). 요컨대, 평등은 기존의 감각

적인 것의 분배에 대한 재편을 요구하는 포용의 가정으

로서 존재한다.

둘째, 몫 없는 자의 몫은 포용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몫 없는 자’라는 것은 앞서 논의한 개념과 

관련하여 치안의 희생양으로서 배제되어 온, 이미 존재

해 온 타자이다. 하지만, Rancière가 말하는 몫 없는 자

는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다. 세계에 속해 있는 모두에게 자신의 몫, 자리, 기

능, 직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만의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윤영광, 2014). 몫 없는 자는 그(것) 치안 질서 

내(외)와 관계없이 나름의 몫을 갖는 존재이다. 이와 관

련하여 Rancière(1995, 216)는 오히려 몫 없는 자는 “몫이 

없는 것에 참여하는/몫을 갖는 자”라고 말한다. Rancière

에 의하면, 몫 없는 자의 몫이란 말은 몫이 주어지지 않

은 자에게 주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기존

에 자신이 가져 온 몫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엇이다. 몫 없는 이들의 몫은 기존 몫의 세계 자체를 

문제시하는 정치를 통해 공동의 정치적 주체로 탄생, 발

명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셋째, Rancière의 정치철학에서 포용의 방향은 전통적 

방식을 역전시킨다(Biesta, 2009). 고전적 모델에서 민주

화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진행, 확장되어가는 포용 방식

을 택한다. 이 방식은 기존의 민주주의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어, 이러한 질서 밖에 있던 타자들

을 기존의 질서 ‘안’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Rancière 민주화는 ‘밖’에서부터의 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즉, 단순히 현 치안 질서 속에 포섭되는 것이 아

니라, 현 질서의 부정의함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탈

정체성,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행동방식이 가능하도

록 기존 질서를 재정립하는 사건인 것이다(Biesta, 2009). 

Rancière에게 있어 민주화는 단순히 이미 존재해 온 타

자를 인정, 포용하여 기존의 질서에 통합하는 것을 넘

어, 평등의 이름으로 밖의 요구에 의해 내부의 질서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밖이란 것은 우리

가 이미 알고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알지 못했던 ‘미지’

의 밖이다. 만약 현재 알고 있는 밖이라면 이 밖은 이미 

기존 치안 질서의 범위 내에 존재한 것이다. 민주화 과

정은 기존의 치안 질서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기존의 질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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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함으로 인해 실재하는 어떤 것이 되는 산발적 과정

인 것이다.

요컨대, 전통적 포용론은 ‘기존의 질서’ 속에 배제된 

타자를 인정, 통합하는 ‘안’으로의 포용이었다. 하지만, 

Rancière의 논의를 통해 기존의 방법론이 특정 질서로의 

신속한 동화, 합의 및 안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통적 포용론이 가진 이른바 ‘식

민주의’ 측면(Biesta, 2009)에 대해, Rancière의 논의는 민

주주의와 포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즉, 포

용은 ‘안’으로부터의 요구가 아니라, 치안 질서 ‘밖’으로

부터의 요구이며, 민주화의 과정은 이러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치안 질서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의 새

기는 것이다.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기존 질서는 문제시

되고 단절되며, 동시에 발생하는 주체화 과정 속에서 아

무것도 아닌 것이 실재하는 주체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포용 역시 민주주의처럼 산발적인 사건

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포용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학교 지리교육은 무엇인가? 지리교육 연구 분야에

서는 다음 장과 같이 주로 ‘시민성’ 분야에서 포용과 관

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IV. 학교 지리교육과 포용

시민의 위치와 자질을 의미하는 시민성 개념은 공간

을 통해 구성, 구체화, 경험, 수행된다는 측면에서 지리

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다(조철기, 2020). 학교지리는 이

러한 시민성의 공간인 세계에 관해/세계를 쓰는 교과라

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민성 즉,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있어 중요한 교과로 간주되어 왔다(Butt, 2001; 

Pykett, 2010; Shin and Bednarz, 2018; Stoltman, 1990). Slater 

(2001)는 지리가 본질적으로 시민의 인지적･정의적 자질 

함양과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즉, 지리는 세계에 

대한 인지적 측면 즉, 세계 타자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동시에 정의적 측면, 즉 그들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가치 탐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장은 Cook의 

연구에서도 재확인된다. Cook(2008, 34-35)에 따르면, 지

리는 장소, 공간 등과 같은 지리적 주요 개념을 통해, 학

생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조건들, 예를 들어 

다양한 세계가 운용되는 원리 이해 및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통찰을 제공한다. 비록, 연구자별 세부 관심과 

촛점은 상이하지만, 지리교육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지리교육를 통해 학생들은 시민이 가져야 할 자질

과 태도를 기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최근, 지리(교육)학자들은 학교지리의 장점들 중에서 

특히, ‘공간 스케일에 대한 고려’ 및 ‘관계적 사고’를 세

계를 포용할 시민성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조철기, 

2020; 최병두, 2017). 전자와 관련하여, 공간 스케일에 대

한 고려를 통해, 유연하고 복잡한 세계에 대한 심화된 

이해가 가능하다. 기존의 시민교육은 주로 국가 규모의 

공간적 스케일을 불변의 경계로 보는 국가적 정체성 신장

을 강조한 측면이 강했다(Crick, 1998; Civic Expert Group, 

1994).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나타난 글로벌 사회 변화

들, 예를 들어 정보화, 세계화, 지역화, 이주의 증가, 인류 

위기와 환경문제 담론 등으로 인해 기존 시민성(시민교

육)의 기본 전제가 가진 한계가 표면화 되었다. 즉, 시민

성, 민주주의의 가치들은 국가라는 공간적 스케일에 매몰

될 경우, 오히려 침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리교육학

자들은 ‘여기’ 시민의 자유와 권리, 시민의 행복과 웰빙, 

민주주의의 발전은 스케일을 달리하는 타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시

민성 논의는 국가 스케일을 넘어, 글로벌 스케일의 시민

성을 강조하는 지리교육(김갑철, 2016; 김다원, 2016; 조

철기, 2015), 다중 스케일에 따른 다층적 시민성을 강조

하는 지리교육(이동민･최재영, 2015; 조철기, 2020)으로 

확장되었다.

후자와 관련하여, 장소 및 공간에 대한 대안적 인식

론으로서 관계적 사고가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

리학의 핵심 주제인 장소, 공간은 고정된 경계와 고유한 

개성을 지닌 실체로 간주되었다(황규덕･박배균, 2019). 

그 결과 이러한 장소를 무대(대상)로 활동하는 시민들에

게는 로컬, 지역 혹은 국가 스케일에 한정된 시민성이 

강조되었다(조철기, 2018). 하지만, 신문화지리학의 학문

적 대두로 인해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인 관계성이 

부상한다(Massey, 2014; Jackson, 2006; Cook, 2008). Massey 

(2014)에 의하면 장소는 결코 닫혀 있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소는 다른 장소와 네트워크로 연결되

어 흐름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정체성

이 끊임없이 생성, 변형, 진화하는 존재이다. 요컨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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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리교육과 시민성의 공간

소는 본질적으로 관계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장소는 시민성의 무대(대상)이자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책임의 무대(대상)란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

의 장소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많은 지리교육 연구자 사이에서 세계에 대한 관계적 사

고 신장과 시민성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그림 1 참조). 대표적인 예로 음식의 관계

성을 매개로 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윤리적 태도를 강조

한 지리교육(김학희, 2005; 최정숙･조철기, 2009; 이희상, 

2012), 초국적 이주 시대의 다문화 현상을 통해 탈중심

성을 극복한 공존의 시민성을 강조한 지리교육(배미애, 

2004; 박선희, 2008; 장의선, 2010), 탈영역적 생태문제를 

바탕으로 생태 시민성 신장을 강조한 지리교육(김병연, 

2011; 심광택, 2014; 엄은희, 2009) 연구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 지리교육을 통해 

시민성의 실천 무대인 세계에 대해 제한된 스케일 및 

영역을 넘어 관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세계와 보다 긴밀하고 진실되게 

관계를 맺고 복잡 다양한 차이의 세계들을 충분히 포용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시민성을 향한 학자들의 기대와 달리, 

일부 연구자들은 학교지리가 특정한 포용 담론에 천착

하여 학생들의 민주 시민성 발달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의심케 한다(김병연･조철기, 2020; 

Hicks, 1981; Kim, 2020; Maddrell, 1996; Morgan, 2003; 

Puttick and Murrey, 2020; Winter, 2018).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학교 지리가 상당 부분 세계에 대한 

자기중심주의적(egocentric) 포용방식을 전제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여기에서 자기중심주의적 포용방식이란, 

학교 지리교육이 세계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점’과 타문

화에 대한 사대주의 특히, ‘서구중심주의적 관점’, 나아

가 ‘인간중심주의적 관점’등을 광범위하게 참고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Winter(2018)는 잉글랜드 교

육정책 및 지리교육과정에 내재해 있는 세계에 대한 비

판적 분석에서, 이들 문서들이 명목적으로는 민주주의, 

자유, 상호 존중, 타자에 대한 관용 등을 강조하고 있지

만, 실질적으로는 “백인의 특권과 식민지 논리”와 공모

하여 대안적 정치 관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

한다. 이러한 비판은 Puttick and Murrey(2020)의 연구에

서도 재확인된다. 그는 인종주의(racism) 주제와 관련된 

영국의 학교교육과정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에서, 영국의 학교지리가 명목적으로 세계시민성 함양

을 표방하고 있지만,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에 철저하게 

‘침묵’하여, ‘나’를 우월한 존재로 위치시켜 세계를 부정

의하게 재현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김병연･조철기(2020)

는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에 재현된 도시 이해방

식에 대한 분석에서, 교과서가 사회/자연, 인간/비인간

의 존재론적 이분법 틀에 갇혀 인간중심주의적으로 도

시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상의 사례들은 전통

적으로 학교 지리가 다양한 관점의 포용론 중에서 전술

한 ‘전통적 포용’ 즉, 특정한 폴리스 내에서 타자 및 차

이에 대해 인식하고 인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평등의 가

치를 실현해 가는 방식과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문제는 전통적 포용론에 천착한 학교 지리교육은 학

생들의 민주시민성 발달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오랫 동안 시민성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성을 갖추지 못한 미숙한 존

재 혹은 기존 시민사회의 질서를 침식할지도 모르는 ‘위

험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Crick, 1998; Sears and Hughes, 

2006). 그 결과, 민주주의의 ‘선진국’ 예를 들어, 영국, 호

주, 캐나다 등에서 ‘우수한’ 시민교육과정을 통해 정치체

제 관련 지식, 사회적 이슈 관련 토론 기능, 투표와 같은 

참여 등과 관련된 태도와 같은 정치적 역량 교육을 통

해 성숙한 민주 시민 육성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어쩌면 지리교사는 시민성의 ‘마스

터’로서 ‘열등한’ 학생에게 기존 사회로의 동화적 포용을 

위한 전체화된 세계 지식을 처방할 뿐, ‘아무것도 아닌’ 

학생들이 ‘아무’로 성장할 세계에 대한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지리를 배운 학생들은 명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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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나’를 평등한 세계의 일원으로 인시하나, 현실적으

로 ‘나’를 우위에 둔 비대칭적 위계 관계 및 기존 치안 

질서 내에서 세계에 대한 비대칭적 상대주의을 암묵적

으로 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즉, 지리교육을 통해 나를 

중심으로 한 스케일의 확장, 대상 범주의 확장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기존 폴리스의 안녕을 우선시 하는 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실재하도록 하는 조건, 경험, 수

행 등에는 무관심할 수 있다. 그 결과, 학교지리는 전체화

된 민주주의 질서, 일례로 젠더, 문화, 인종에 있어 서구

중심주의(Arnot, 1997; Abowitz and Harnish, 2006)를 공

고히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용적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해, 새 

학교 지리교육은 모든 중심성을 넘는 ‘탈중심적’ 보편성

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공간은 인식론･존재론적으로 

탈중심주의적 공간으로서 앞서 논한 민주적 정치가 장

려되고 이 과정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민주적 주체로 성

장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공간은 기존 치안 질서 내에서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Davidson and Iveson, 2015, 551). 즉, 탈정체화라

는 주체화 과정을 통해 차이들을 넘어 새로운 보편성의 

공간(감각적 나눔의 재조직)을 함께 구성해 낼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지리교육과정의 구성은 몫이 없는 

‘미지의 타자’(the unknown others) 실재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무한한 세계에 대한 권력/지식들(Foucault, 1980)

로의 개방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한편, 학생들은 지적으

로 평등한 존재로서 이러한 세계들을 탐험할 능력을 갖

고 있다(Rancière, 1991). 학생들은 몫이 없는 미지의 세

계에 대한 탐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각적 나눔

을 재조직하고 종국에는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주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은 기존의 

‘안’의 질서를 새롭게 재조직할 수 있는 보편성의 공간

을 마련하는 행위 주체로 역할한다. 여기에서 지리교사

는 민주시민교육의 대상 및 교육의 결과에 대해 예단할 

수는 마스터가 아니다. 대신, 학생들이 정치 공간에 참

여할 수 있도록 미지의 세계에 대한 학생들의 도전적･

모험적 의지와 실천을 지지하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학

교지리를 통해 어떻게 이상의 대안적 관점의 포용적 민

주시민교육을 실천할 것인가?

V. 포용적 학교 지리교육의 재건

대안적 포용론을 고려한 학교지리를 개발하고 수행

하는 것은 중대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기술적 교육과정 

관점(Tyler, 1949)이 하나의 교육과정 규범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보수적 교육과정

의 틀에 균열을 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엄은희, 

2009; Scott,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일반적 및 실천적 수준에서 포

용적 학교지리 모습을 제안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1. 정치성(politics)의 공간으로서 지리교육과정

일반적인 수준의 측면에서 포용적 지리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 모형인 경직된 ‘나선형’ 시민성 공간에

서 탈피한 ‘산발적’ ‘정치’ 공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자는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발달단계에 따라 특정 지

리를 지적으로 행동적, 영상적, 상징적 형태를 통해 배

울 수 있음을 전제한다. 학령기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지리적 지식이 확장, 심화되고 추상성의 수준 또한 높아

진다. 하지만, 지식의 확장 스코프는 일종의 감각적 분

할의 경계 혹은 치안의 경계(police line)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에서 찻잔처럼 

진리처럼 간주된 특정 질서 내에서 분할적 지리, 분할적 

세계를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계통지리적 언어, 공적 

지리 언어, 전체화된 지리 언어 등의 특정 언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제한적 인식론을 습득한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안’으로부터의 동화적 포용을 통해 특정

한 세계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을 재강화할 가능성이 크

다. 반면, 분할의 언어로 안정되고 포화된 교육과정 속

에서 치안 질서 밖의 몫과 관련된 권력/지리들과는 점

차 멀어져 진정한 정치가 발생하기란 쉽지 않다. 이 모

형에서 지리교사는 세계를 쓰는/재현하는 유일한 ‘마스

터’이며, 학생은 지리교사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지리세

계를 재생산하는 ‘추종자’이다(그림 2).

반면, 포용적 지리교육과정은 순환 누적적 ‘프랙탈’ 

(fractal) 구조의 ‘정치적’ 공간이다. 프랙탈 구조는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을 나타내는 기하학적 특징이 있다. 그림 3

과 같이, 포용적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같은 층위(사건) 

(Political Space, PS1)에서 동종의 작은 궤도가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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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통적 학교 지리교육

그림 3. 포용적 학교 지리교육

반복되며, 이러한 궤도가 다른 층위(사건)(PS2)에서 지속

적으로 반복 순환된다. 같은 층위에서는 몫 없는 자의 

몫을 찾기 위해 개별 학생들(Subject, S1~Sn)이 세계들

(권력/지리)을 탐험하는 도전과 의지의 궤적을 그리며, 

이 궤적은 기존의 치안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경계를 

불분명하게 흔들어 놓는다. 하나의 궤적은 비슷한 궤적

을 따르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겹치고 쌓이면서 ‘함께’, 

‘공통적’,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민주적 지리공동체(Geo- 

Community, GC)를 구성한다. 이러한 평등한 주체들의 

모임은 곧 기존 질서의 분할선을 녹여 감각적 것의 나

눔을 혁신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층위의 안정은 영

속적이지 않다. 오히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서 존재한다(Biesta, 2009). 또 다른 영역에서 기존의 감

각적 나눔의 질서 즉, 세계와 관련된 행동, 생산, 지각, 

사고, 형식 사이의 접합 양식은 또 다른 도전의 대상이 

된다. 새로운 차원의 층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새

로운 층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학생들은 새로운 주

체화 과정을 겪는다. 기존 세계 너머의 세계들을 실재화

하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또 다른 탐험과 도전의 궤적

을 그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주체로 세운 학

생들은 하나 둘 모여 새로운 지리적 감각의 공동체를 

생성하며, 그 결과로서 새로운 지리 질서의 재조직화에 

참여한다. 각 각의 층위는 곧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정치

이자, 그 자체로 민주화의 과정이다. 이 층위 속에서 기

존의 치안 질서의 결핍을 드러날 수 있으며, 보이지 않

고 들리지 않던 다른 속도와 시간의 지리들이 가시화, 

제도화되어 기존의 질서를 보충･재조직 할 수 있다. 학

생들은 지리를 통해 세계에 관한 자기중심적 정체성을 

넘어 민주적 주체로 거듭나며, 교사는 세계를 모험하는 

학생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지지한다.

2. 혁신성(disruption)의 실천 무대로서 지리교육과정

포용적 지리교육과정은 ‘혁신(disruptive)’적 도전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 지리교

육의 목표는 몫 없는 자의 몫을 실재화할 수 있는 ‘상

황’, ‘과정’, ‘경험’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목표의 의미 및 진술 방식은 행

동주의 교육 사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즉, 교육 현

장에서 인식되는 교육의 목표는 의도된 학습결과이며, 

목표의 진술 방식은 그러한 학습결과를 행동적 혹은 세

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행동주의 사조에서 교육의 목

표는 학생들의 학습 내용 및 결과를 명시적으로 처방하

는 준거로서 역할을 한다(Scott, 2008). 하지만, 이러한 관

점은 의도하기 어려운 학습결과가 많은 교육 현실을 간

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Eisner(2005)는 

교육목표를 바람직한 교육적 상황, 만남을 기술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대안적 민주시민성의 핵심인 밖으로부

터의 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 그리고 이를 통한 

지리적 감각의 나눔을 재편성하는 것은 단정적, 획일적

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적인 교

육적 상황, 과정, 경험과 관련된 실천적 존재이다. 따라

서 학교지리의 목표는 기존의 질서 밖의 지리 세계들에 

대한 모험, 정치를 통한 주체화 과정에 대한 참여를 강

조하는 방향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력/지리 지식들에 열린 무대가 필요하다. 이 말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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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내용(contents)은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 

대한 ‘반응’과 ‘관계맺기’(engagement)와 관련된 것으로의 

인식론적 전환을 의미한다(Osberg et al., 2008, 213). 일반

적으로 학교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은 내용학적 

기반인 지리학의 학문적 성과에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방대한 최근 지리학 성과들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

능하며 이들 역시 각 세부 영역별로 ‘분할’되어 경쟁하

고 있어 언제나 ‘선택’의 과정이 뒤따른다. 학교 교육과

정은 언제나 정치학의 산물이다(Ball, 1994).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교육과정 정치학은 언제나 ‘배제’라는 인식론적 

부정의를 수반한다. ‘공적 지리’로 대표되는 지리교육과

정 내용은 선별된 아카데믹 지리 언어와 문법을 통해 특

정한 관점과 연결된 중심성이 나타날 수 있다. 앞서, 학교 

지리교육과정이 특정 질서들과 연결되어 세계를 수용할 

경우, 학생들은 기존 치안 경계 속에서 특정한 세계의 

질서를 재생산하는 탈정치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당연히, 주체화를 통한 정치를 경험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은 공적 지리가 무한한 타자 권력/지리들의 일부일 수 

있음을 탐색,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공

적 지리를 배제한다거나, 최근 지리학적 성과(예를 들어 

신문화지리학)나 타자 지리들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

은 아니다. 지리적 인식론의 극단적 상대주의를 지지하

는 것은 더욱 아니다. 대신 논쟁적 공간인 지리 수업에

서 지리적 행동, 생산, 지각, 사고, 형식 사이의 접합 양

식을 재조직하고, 그 결과로서 타자와의 올바른 관계 형

성에 기초가 될 무한한 권력/지리 지식들을 공평하게 

마주할 수 있는 무대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 무대 위

에서 탈정체화된 주체들이 재구축한 지리 질서를 보편

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비판적 교수학습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포용적 

지리교육은 기존 질서 밖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정치

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한

다. 즉 ‘나’ 중심의 고정된 지리적 정체성 도전하여 탈중

심적 정치를 주도할 존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정

치성, 비판성은 포용적 시민성 성장의 기초 조건으로서 

새로운 교수학습법의 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

련하여 해체는 비판적 교수학습법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해체 개념은 세계를 재현하는 언어의 기표와 기의의 불

안정한 관계에 주목하여 사회적 세계를 단정, 고정, 전

체화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론이다. 해체는 언어가 표면적으로 재현하는 것 이상의 

타자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

서 타자에 대해 정치적, 윤리적으로 고려하는 시도이다. 

최근 일부 지리교육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적

용 가능한 수준에서 해체적 교수학습법 도입을 주장하

고 있다(조철기･김병연, 2020; 심광택, 2020; Kim, 2019). 

연구자들은 학교 지리교육을 구성하는 공적 지리 내 지

리적 텍스트의 기본 전제, 나아가 사적 지리 내 또 다른 

전체화된 텍스트의 이면의 자기 중심성에 문제를 제기

한다. 학생들은 비판적 탐구활동을 통해 자기중심적 지

리 사이의 균열을 내 보이기 위해 무한한 타자 지리들

의 세계 속으로 탐험하기를 격려받는다. 이를 통해, 분

명히 존재해 왔지만 기존의 지리 인식론 하에서 간과되

어 왔던 타자와 대면할 기회를 갖는다. 학생들은 세계 

속에 자신을 위치시켜 무수한 지리적 성운 속에서 그들

과 나를 동등한 선상에서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 요컨

대, 해체는 기존 지리 질서의 불안정성, 비결정성에 대

해 성찰하고, 탈중심적 지리들을 통해 이러한 질서를 넘

어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포용적 지리

교육에서 참고할만하다.

넷째, 평가와 관련하여, 민주적 정치 참여, 세계로의 

모험, 자기 성찰의 과정 등이 보호되고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평가관은 인지

적 측면에서 일반화된 지리적 지식의 습득 여부가 중요

하게 간주되었다. 하지만, 포용적 시민성의 발달은 몫 

없는 자들의 몫을 찾기 위한 조건인 무한한 세계 속으

로 탐험과 소통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질서

의 재구성에 참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 과정은 수렴

적 사고를 넘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를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하지만, 

근대적 관점에서 강조해 온 수행성이나 단기 성과 위주

의 평가방식은 이러한 학생들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크

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기존 정체성과 치안 질

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정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존재로서 평가는 큰 안목과 긴 호흡

으로 학생의 주체화과정을 더욱 고무, 표면화시켜주는 

번역적, 해석적 장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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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Biesta(1995)는 올바른 민주적 교육을 위해 중요한 것은 

탈정치화되어 왔던 기존의 교육을 ‘재정치화’(repolitici-

sation)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존 교육과정의 전통적 

언어(탈정치화)을 넘어 민주적으로 정치화하여(재정치) 

새로운 교육과정이 창조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학교지

리는 곧 세계의 거울이라는 기존 동화적 포용론을 넘어 

미지의 밖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정치적 포용론을 통

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포용적 학

교지리를 통해 주체로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 이러한 

‘나’가 만난 ‘우리’가 함께 구성한 지리 공동체를 바탕으

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낼 수 있

다. 학교지리는 세계를 품는 교과이자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정치적 공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표면화된 혐오

의 시대를 넘는 민주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지금, 포

용적 학교지리의 재탄생을 위해 다시 한 번 ‘학교’ 지리

교육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의 한계인 이론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 민주

주의와 학교지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추

수 연구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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