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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민주시민의 육성은 교육의 핵심목표이다. 그러
나 입시준비와 성적경쟁에 휘둘려 온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관계자들의 관
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사회 구성원들이 사적 이익의 추구에만 몰두한 채 공익적 가치를 돌보거나 사회적 책
임의 수행에 무관심한 사회는 지속되기 어렵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 전반에서 민주
화가 진행되는 한편,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집단과 문화가 공존
하게 되고,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정보의 소통방식이 크게 변하면서 새로운 민주시민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고,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하
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
며,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어떤 교육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민주
적 가치와 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준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
민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였다. 이런 작업을 기초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학교 관계자와 교육청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와 정책포럼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또한 여러 업무로 바쁜 와중에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
고에도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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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시민성’의 핵심이 특정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인 것처
럼 민주사회의 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개별 국가의 정치적 흐름에 따라 그 향방이 좌우되
어 왔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배경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조류가 급변하는 전 지구적 환경에서 남북분단이라는 세계 유일의 특수한 상황
은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다차원의 갈등과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사회 구성원들간에 애국주의,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사회통합의 의미 해석 등을
둘러싼 견해차이는 적지 않다. 그리하여 종래의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와 의식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미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인해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성취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더
욱 발전된 민주화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으
로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
여 정치적 효능감을 갖도록 이끄는 학교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모
습으로 추진되어 왔고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
며, 이를 기초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룬 것은 비
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1990년대 이후에야 ‘민주시민’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시민교육
을 고민하게 되었다. 사회가 민주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체제유지 목적
의 국민정신교육으로 왜곡되어 유지되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는 민주시민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공식적인 문서인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었음에도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실천성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입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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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밀려 부차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교과
서와 학교의 수업에서는 특정 사회문제를 자신의 실제 생활에 비추어 생각하고 체험하
고 학습할 기회가 적으며, 대신 압축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급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사회과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의 어려움으로는 교과내용과
생활세계의 불일치, 지식과 태도의 불일치, 체제유지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이 거론된다.
도덕과 또한 교과서를 통해 덕목들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민주시민과는 거리
가 먼 채, 자율성보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도덕생활의 강요, 타인의 불의에 대한 무관심,
국가주의와 국수주의 위험을 보이기도 한다.
중등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서 교원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극복하고자 했던 ‘훌륭한 공
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두고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시민사회 간, 학교 안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 및 나이 든 교사와 젊
은 교사들 간의 갈등의 소지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본인들의 의사가 학교
의 제반 의사결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
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실천적 학습의 기회가 크게 부족하
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그나마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이 특정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기 보다, 모든 교과의 내용과 진행방식 그리고 내용을 실천과 연계할 때 민주
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사회 및 도덕과의 역할 재정립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을 ‘인성교육’ 정도로 생각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시민성’에 대한 인식
의 개선도 중요해 보인다. 교과외 활동으로는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의 저해요인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교사들 간, 교사-학생 간 견
해 차이 및 갈등과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된 비민주적 학교풍토를 지적하고 있
다. 이러한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교과집중이수
제의 개선과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정책결정 및 집행방식의 전환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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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정부와 학교간 의사소통체계 변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강
화, 부모 및 가정교육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수준을 분석한 결과 실제 학교에서 사회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활
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시민적 지식수준과 실천적 참여의 괴리 가능
성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 참여의
사에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3.436점), 그 다음으로 열
심히 일하는 것(3.420점), 법을 준수하는 것(3.299점),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매
체 상의 정치이슈를 주목하는 것(3.268점)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정당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같은 응답 경향을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거참여를 제외하면 개인적 생활에 충실한 것으로 시민적 역할을 한정하며, 공공의 문
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행사하는 일에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시민적 태도(가치관)의 조사에서 바람직한 (민주)사회의 모습으로 시민의 자
유를 보장하는 것에 가장 동의하였으며, 시민적 권리의 보장과 빈부격차 해소 순으로 나
타났다.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민자 문제로 상징
되는 다문화 포용성은 비교적 높았으며, 민주시민 행동 중에서 불공정한 법에 항의하는
평화적 집회참여, 지역공동체 활동, 인권증진운동 참여, 환경보호운동 참여 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민역량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학생들의 시민의식의 차이의 95%이상이 학생 개인 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에 따른 차이는 아주 미약하여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이
적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네 가지 시민의식(종속변수) 중에서 “시민사
회 기본 가치”가 학교수준 분산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동체적
가치’의 경우 학생들의 성별이나 학력수준, 부모의 학력 등 학생의 개인 배경 변수에 따
른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기본 가치’와 ‘절차적 능력’의 경우 학
생들의 개인 배경 변수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참여 효능감과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정치적 정보획득 활동 빈도, 학교 자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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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여 여부, 학교활동 참여 정도 등과 같은 학생 과정 변수들은 네 가지 시민의식
변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준 설명변수에 학교수준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에 투입했을 때의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학교급이나 학교소재지와 같은 학교 배경 변수가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그
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질서 존중’과 ‘절차적 능력’의 경우
에만 학교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중학교 학생들
의 기초 질서 존중과 절차적 능력이 더 높았고, 서울이나 광역시 학생들의 ‘절차적 능력’
이 읍면지역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과정 변수들의 경우, 학교의 학
생 자치 환경과 학생들의 평균 학교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시민의
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시간에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얼마나 민주적
인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는지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 방식의 수업 운영은 남학생들에 비해 특히 여학생들의 시
민사회 가치와 절차적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교의 실태와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 수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최소기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분명
한 사명(mission)과 초점(focus)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있는지 확인하며, 이러한 논쟁의 내용과 수준의 다양성을 충분히 공유하고, 적어
도 우리 사회의 공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의
개념과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육의 결과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합의는 민
주시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둘째, 교육청과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을 정립하여야 한다. 중앙 정부 차원의 교
육 정책과 시도교육청 차원의 현실적 교육지원 정책이 상호 균형과 협력적 관계를 지향
해야 하며, 교육청의 지원 내용은 평가와 통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학습매체와 전
략의 발굴･보급, 문제해결과 지원중심의 컨설팅 등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지원에 집중해
야 한다.

iv／

요약

셋째, 학교 풍토 및 교육환경 전반의 민주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 교수-학습
환경과 더불어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집단간은 물론 교
원과 학생간 신뢰와 친밀함을 기반으로 교원의 전문적 권위와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수평적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학교구성원들의 의사소통구조를 개방하여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 의견개진과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 제도, 기
획공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개방, 학생자치활동과 교무회의의 기능강화,
학부모 참여 등을 각 학교의 형편에 맞게 도입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특
정한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가치의 다양성과 실천과의 연계를
전제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충분히 정보를 활용하고 적극
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
하고 토론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의 시민교육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교사는 학생을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기에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학생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교사 역시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덕목을 갖추고 이
를 교과연구와 교수방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과지식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교수방법 개발 및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교실 밖에서의 학생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더불어 교사는 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
여 학교의 자원과 함께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과 연계하고, 다양한 자원 활용 및 동원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은 시민사회의 역동적 실천경험
과 연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시민단체는 나름의 축적된 경험을 바
탕으로 학생들에게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자
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민주 시민성, 인성교육, 민주시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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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I. 서론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교육이 갖는 중요성
시민이라는 개념은 인류가 조직화된 정치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면서부터 성립되는
개념이다. 특정 주권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상징하는 용어가 시민권
(citizenship)인데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은 특정 공동체의 일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
와 의무 등을 연상시킨다. 그런 점에서 민주사회의 시민을 염두에 둔 민주시민교육은 민
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정의될 수 없다. 로마제국이 칭송하던 ‘훌륭한 시민’의
미덕과 자질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성립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적 자
질과 같을 수 없으며, 입헌군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영국의 시민교육과 나치체제의 위험
을 경험한 독일의 시민교육이 같은 모습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같은 나라별 정치체제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가치를 더 확산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
들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사명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적으로 시민교육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결정되는 공민교육의 모습
을 띄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공
동체의 이익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보수적 시민교육에서 탈피하게 되
었으며, 현대의 시민교육은 국가중심의 공동체 개념을 넘어서 지구촌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 평등과 연대를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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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최근 들어 지구촌은 테러와 같은 사회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다문화, 사회 양극화,
소비 증가, 뉴미디어의 확산 등으로 시민교육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국
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는
지난 10년간의 시민교육환경변화를 시민사회에 대한 외부 위협의 증가, 국가간 이민자
증가, 민주정부 체제에 대한 위협의 증가, 자발적인 참여의 장 및 비정부 조직의 중요성
증가, 현대화 및 세계화 현상의 증가로 정리한 바 있다(Schulz, 2010). 특히 국가 간 인
구이동으로 인한 한 사회 내에서의 다문화 확산은 개별 국가 중심의 공민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집단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시민역량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세계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심화 및 이로 인한 남북관
계의 새로운 전개 가능성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정보화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의 침
해 가능성 등은 과거에 문제되지 않던 새로운 과제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환경오염은 인간의 생존 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은 더욱 증대될 소지가 많다.
이 같은 시민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쟁점으로 애국주의, 개
인과 공동체의 관계, 사회통합의 의미해석(동화냐 다양성이냐)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기
도 한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 타 민족이나 국민이 구성원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며, 우리가 보장해야 할 자유와 평등
의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해야 하
는가 하는 이슈들이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민교육의 변화 필요성에는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공적, 정치적
삶에 대한 관심 저하와 정치참여의 저조현상도 한 몫하고 있다(Curtice & Seyd, 2003).
이때 정치적 무관심 자체를 개개인의 권리와 취향의 문제로 내버려두어도 좋은가? 이
문제에 대해 자유지상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전자라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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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개인의 선택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동체주의자는 이를 공동
체의 해체위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청년층이 전통적 의미의 정치활동이나 공공
생활에 대한 관심은 덜하지만 관용, 형평성, 사회적 연대와 같은 정치적 가치의 중요성
에는 여전히 동의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 및 윤리적 소비 등을 위한 인터넷 기반의 캠페
인과 같은 대안적 실천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거운 정치적 담론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은 자유와 개성을 발휘하려는 젊은 층에게 국가 중심의 공동체 의식을 강요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처럼 시민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그간의 시민교육의 정체성을 반성적으로 돌
아보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미래사
회에서는 현재와 다른 시민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미래사회 국
제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전체의 근본적인 개혁
을 시도하고 있다. OECD의 DeSeCo 프로그램에서도 시민적 정치적 삶을 위한 역량을
비중 있게 다룬 바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1998년부터 중학교 과정에 ‘시민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설치하였으며, 영국에서는 2000년 개정 교육과정(2002년 적용)부터 중등학교
에서 시민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다루도록 하여 재학 중인 학교와 이웃 및 지역 공동체,
나아가 더 넓은 사회와 세계의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들
에게 올바른 시민의식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 2009 교육과정과 중등학교 민주시민 교육환경의 변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
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시민교육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부
분에서는 고등학교 교육목표를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
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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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교과활동,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을 통
해 실시하여 왔으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 봉사와 협동의 리더십 등 성숙
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 교육은 여전히 미흡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그리하여 2009년 6월에 발표된 학교자율화 방안과 그해 12월에 고시된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함으로써
체험위주의 창의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교육과정 개
정과 연계하여 2010년 가을에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
여 한국적 가치와 국제적 역량을 고루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교
육과학기술부, 2010). 이 방안에서는 기존의 시민교육이 교과서위주의 지식전수에 치중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덕목의 결여, 학교 밖에서 제공되는 체
험활동 프로그램들과 학교교육의 연계성 미흡 등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
참여와 실천을 통한 공동체 책임의식 함양‘, ’민주시민의 기본 역량 함양 및 기반 조성‘,

’범부처적 민주시민교육 체제 구축‘, ’나라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정착 등을 계기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
율･책임과 함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성 함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입시위
주 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 개발은 미흡하므로 학
교자율화라는 새로운 정책 환경을 활용하여 시민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시민성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치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Schulz, 2010),
서구 중심의 시민교육 담론으로 수용하기 힘든 시민교육의 범위와 과제가 있을 수 있다.
김태준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시민교육은 이념 대립적 구조에서 탈 이념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김태준 외, 2010), 탈 이념적 구조 속에서 한국의 시민교육에 대한 교
육과정은 시민역량 육성 관점에서 지식, 태도, 행동에 관한 균형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 진보-보수적 이념의 편향 현상이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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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같은 정치적 갈등은 학교의 시민교육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06년에 발표한 ‘2004~2005 민주발전지수1)’ 연구에 따르
면, 우리나라는 “제도와 의식 간의 불균형”이 크며, “사회적 양극화와 미숙한 풀뿌리 민
주주의로 인해 민주주의의 성취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더 발전된 민주
화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주
권의 실현으로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학교의 민
주시민교육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을 신뢰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민주사회의 주인임을 깨닫고 정치적 효능감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IEA의 시민교육 국제비교연구에 참여하면서 시민역량의 수준
을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국제적 공유와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역량의 개
념은 한국적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고 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환경 속에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정
착되어 왔고,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시민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민주시민교육과 공민교육의 관계
-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교육의 목표
- 민주시민역량의 구성 요소

○ 중･고등학생의 민주시민역량 수준 분석
1) ‘민주발전지수’는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실천 정도를 계량
화된 지수로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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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역량 측정 문항 개발 및 조사 실시
- 민주시민역량의 수준 분석(시민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확인)
-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중･고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파악
- 민주시민교육 실태 파악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인식
- 민주시민교육이 잘 되는 학교의 특성 분석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요구 파악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요구(목적, 내용, 방법, 학교환경 등)
- 학교단위 민주시민교육의 개선과제 확인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도출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방안
-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확인

※ 국제동향에 비춰볼 때 시민교육이 정규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주로 중등학교 단계이며, ICCS와 같은
국제비교 연구도 중등학생을 시민의식과 시민교육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대상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한정하고자 함.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및 시민역량의 내용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파악(원고 용역 포함)
○ 국내외 민주시민역량의 측정 도구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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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연구 자문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시민역량의 구성요인, 조사문항의 적절성 검토
- 분석방법, 조사결과 활용 방법에 대한 협의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

○ 시도교육청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추진내역 파악을 위한 담당자협의회
- 교과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별 민
주시민교육 추진실태 확인

다. 민주시민역량 및 교육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
1) 질문지 개발과정 및 질문구성 내역

○ 질문지 개발과정
- 1단계 : 선행연구 검토 이후 학교 교사 2인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의 민주시민교
육 환경과 실태를 간략히 파악한 후 본원 온라인 여론조사 풀에 등록된 중고등
학교 교사(약 9,000명)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함(3% 정도 응답).
- 2단계 : 예비조사결과와 2년 전에 중3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 시민역량
비교 연구의 조사지(ICCS)를 활용하여 학교장용, 학생용, 교사용 설문지를 개발
하고,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침.
- 학교방문 면담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더하여 2단계의 질문
지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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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구성
<표 Ⅰ-1> 조사문항 구성
조사대상
질문내용

학교장
학교배경
- 학교규모(1)
- 소재지(2)
- 학교 SES(3)
- 다문화 구성(4)
학교교육환경
- 시민교육제공방식(5, 6)
- 학부모참여도(7)
- 학생규칙준수(9)

학생
학생 특성
- 성별(문항1)
- 성적수준(문항2)
가정 배경
- 부모 교육수준(문항3)
- 가정의 문화자본(문항4)
- 부모의 사회정치 관심도(5)
방과후 활동
- 방과후 시간활용(문항6)
- 시민적 활동(문항7)
학교 교육환경
- 학교 시민교육수준(8)
- 시민관련 교과 수업형태(9)
- 학생의 의견 반영도(10)
- 학교 소속감(11)
- 학교참여 효능감(12)
- 학생 존중 분위기(13)
- 시민교육 환경진단(15)
시민역량
- 시민교육의 내용(13)
- 학생의 시민역량수준(13)
- 가치 신념(16, 17, 18)
- 태도(19, 20, 21)
- 현재 참여활동(14)
- 미래 행동(의사)(22)

교사
교사 특성
- 성별(1)
- 직위(2)
- 연령(3)
- 시민교육 유관성(4)
- 시민교육 연수경험(5)
학교환경
- 시민교육 책임자(6,7)
- 민주적 리더십(8)
- 개방적 의사결정(9)
- 학생자치환경(10)
- 학교 소속감(11)
- 교사 헌신성(12)
- 학생의 수업참여(13)
- 학생간 관계(14)
시민교육 환경
- 시민교육의 내용(15, 15-1)
- 학생의 시민역량 수준(15)
- 시민교육 교수역량(16)
- 시민교육향상 방안(17)
- 시민교육 환경진단(18)
사회/도덕과 교육 실제
- 체험학습환경(19)
- 수업방식(20)
- 평가 방법(21)

※ 굵은 글씨는 학생-교사 공통문항

○ 분석에 활용된 변인 구성
본 연구에서 학생 변인과 학교 수준의 변인을 정하는 데에는 지난 해 본원에서 수행
된 국제 비교연구 보고서(김태준 외, 2010)를 주로 참고하였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의 민주적 풍토에 관한 변인들이 빈약하거나 우리나라 학교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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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학교의 민주적 교육환경을 점검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면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바를 중심으로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 학생의 참여 기회, 교
사들의 수업 실제와 역량 등을 보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태도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매개변인으
로는 학생의 가정배경과 방과후 활동, 학생의 심리적 특성, 학교의 교육실천방식, 민주
적 풍토들을 묻는 설문문항을 활용하고 있는데, 분석에 쓰이는 기초통계자료들은 특별
한 경우가 아니면 4점 척도 문항(2개는 부정적 응답, 2개는 긍정적 응답)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의 시민적 역량에는 학생의 성별이나 성적과
같은 개인적 특성, 가정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사회정치적 관심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학교 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김태
준 외, 2010).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 및 직업수준, 가정의 도서 보유
정도(문화적 자본), 방과후의 시간활용 양태(독서 및 숙제 활동),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
한 부모와의 토론 활동 등이 시민적 지식수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
타났다. 학생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남성 보다는 여성),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학생
의 흥미도, 독서 및 TV뉴스 시청 시간, 학교내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 참여 등이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의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흥미도, 친구와 노는 시간, 학
생이 지각한 학급 토론의 개방성 정도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수
준의 변인으로는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교일수록 시민적 지식수준이 높고,
학급토론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시민적 지식 점수가 낮게 나왔다.
시민적 지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와 미래의 시민적 참여의사에 작용하는 변수
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두 종속변수(시민적 지식과 시민적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비슷하지만 부모의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흥미
도와 학급토론의 개방성은 두 변인에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변인이 시민적 지식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미래의 시민적 참여의사에는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적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상당수가 사회교과
의 시험문제와 유사하므로 실생활에서의 시민적 관심이나 참여활동과 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민적 지식 대신 시민적 태도(가치와 신념)를 중심으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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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을 분석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시민적 풍토를 드러낼 수 있는
변수들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표Ⅰ-2> 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실태 관련 분석변수
영역

변수

조사방법

주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민주시민 육성위해 요청되는
치나 덕목 15개 중 3개 선택해
이해
가치나 덕목
빈도 분석

교사

민주시민교육 실태와 수준

민주시민교육 만족도

1문항, 4점 척도

학생

교실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정도

7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α=.855

학생

교에서의 의사결정에 학생의
6문항, 4점 척도
견 반영 정도

학생

수업시간에 각종 교수학습방
7문항, 4점 척도
법 사용 빈도

교사

민주시민교육의 주체: 교과
교육주체별 민주시민교육 참
교육(사회/도덕과)의 역할에
4문항, 4점 척도
여정도
대한 인식

교사

비교과활동으로서의 민주시
민교육

-

-

-

정부의 민주시민교육강화 방
침에 대한 의견

-

-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
학교 안팎의 활동 참여정도
나름의 노하우

민주시민교육의 저해 요인

7문항, 4점 척도

학생

학교자체 시민교육프로그램
1문항, 4점 척도
개설의 필요성

교사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1문항, 4점 척도
무관심 해결 필요성

교사

5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α=.761

학교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7문항, 4점 척도
관한 영향력
민주시민교육의 개선을 위한
과제

학생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시민 4문항 평균(4점 척도),
적 효능감
신뢰도 α=.851

학교의 민주적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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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및 학생표집

○ 조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여건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수업 및
활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전국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장
및 학생, 교사 중 일부를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2010년 교육통계조사 결과(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의 중학교는 3,144개교, 고등학교는 2,313개교로 우리나라 중등학교는 총
5,457개교이다. 이 중 제주에 위치한 중등학교를 제외한 15개 시도 소재 중등학교
5,384개교(중학교 3,102개교, 고등학교 2,282개교)를 조사의 모집단으로 삼았다. 이 중
중학교 75개교, 고등학교 75개교 등 총 150개교를 표집목표로 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표집된 학교는 모집단 학교의 약 2.79%에 해당한다. 다만 시도별 학교 수나 고교 계열
등은 층화 변수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실제 표집 과정에서 고려만 하였다.
학교를 표집한 후, 학생과 교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학생은
학교별로 1학급씩 표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3개 학년의 중간 학년인 2학년이
그 학교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판단되어 2학년의 1학급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
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1개 학급의 학생 수가 35명이라고 가정할 때, 표집된 학생은 총
5,250명이다. 표집 학생은 전체 학생(제주도 제외)의 약 0.13%에 해당한다.
교사는 학교별로 20명을 표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조사 결과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대의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
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회나 도덕과 교사는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표집된 교사는 총 3,000명이며, 표집된 교사의 수는 전체 교사(제주도
제외)의 약 1.29%에 해당한다.

○ 조사 방법 및 조사 성공률
설문조사는 학교를 통해 학교장 및 학생, 교사를 조사하는 간접 조사로 이뤄졌다. 설
문지를 학교로 우편을 통해 발송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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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1년 6월 15일(수)부터 6월 24일(금)까지 10
일간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표집 학교 150개교 중 125개교에서 조사가 이뤄졌으며, 표
집 학생 5,250명 중 4,426명, 표집 교사 3,000명 중 2,278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
사 성공률은 학교 83.33%, 학생 84.30%, 교사 75.93%였다. 표집 및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Ⅰ-3>과 같다.

<표Ⅰ-3> 표집 및 조사성공률
지역

모집단

표집(표집률)

조사(조사성공률)

학교

학생

교사

학교

학생

교사

학교

학생

교사

서울

706

716,248

41,756

27 (3.82)

945

(0.13)

540

(1.29) 20 (74.07)

791

(83.70)

399 (73.89)

부산

317

267,592

16,144

10 (3.15)

350

(0.13)

200

(1.24) 10 (100.00)

331

(94.57)

177 (88.50)

대구

217

218,279

12,111

8 (3.69)

280

(0.13)

160

(1.32)

7

(87.50)

280

(100.00) 156 (97.50)

인천

247

226,428

12,805

8 (3.24)

280

(0.12)

160

(1.25)

8 (100.00)

275

(98.21)

154 (96.25)

광주

154

139,112

7,273

6 (3.90)

210

(0.15)

120

(1.65)

6 (100.00)

208

(99.05)

103 (85.83)

대전

150

131,496

7,441

4 (2.67)

140

(0.11)

80

(1.08)

4 (100.00)

136

(97.14)

64

(80.00)

울산

113

105,108

5,791

3 (2.65)

105

(0.10)

60

(1.04)

3 (100.00)

93

(88.57)

52

(86.67)

경기

990

946,608

53,890

36 (3.64) 1260 (0.13)

720

(1.34) 26 (72.22)

849

(67.38)

450 (62.50)

강원

287

116,101

8,224

5 (1.74)

175

(0.15)

100

(1.22)

4

(80.00)

192

(109.71)

79

(79.00)

충북

217

124,629

7,311

4 (1.84)

140

(0.11)

80

(1.09)

3

(75.00)

99

(70.71)

46

(57.50)

충남

310

156,295

9,961

6 (1.94)

210

(0.13)

120

(1.20)

4

(66.67)

137

(65.24)

74

(61.67)

전북

341

152,779

10,350

7 (2.05)

245

(0.16)

140

(1.35)

6

(85.71)

232

(94.69)

109 (77.86)

전남

403

147,250

10,512

6 (1.49)

210

(0.14)

120

(1.14)

5

(83.33)

156

(74.29)

76

경북

477

196,811

13,446

8 (1.68)

280

(0.14)

160

(1.19)

8 (100.00)

275

(98.21)

152 (95.00)

경남

455

267,043

16,052

12 (2.64)

420

(0.16)

240

(1.50) 11 (91.67)

372

(88.57)

187 (77.92)

(63.33)

중학교 3,102 1,954,452 107,743 75 (2.42) 2,625 (0.13) 1,500 (1.39) 61 (81.33) 2,127 (81.03) 1,125 (75.00)
고등학교 2,282 1,957,327 125,324 75 (3.29) 2,625 (0.13) 1,500 (1.20) 64 (85.33) 2,299 (87.58) 1,153 (76.87)
계

5,384 3,911,779 233,067 150 (2.79) 5,250 (0.13) 3,000 (1.29) 125 (83.33) 4,426 (84.30) 2,278 (75.93)

○ 분석방법
-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활용한 시민역량의 수준 분석

14 ｜

Ⅰ. 서론

- 배경변인별 교차분석을 통한 교육실태 분석(집단 간 차이 검증)
- 교사와 학생 대상의 설문 문항 중 민주시민 역량 관련 요인들의 구싱타당도 검
증을 위한 요인분석

라. 학교 방문 면담 조사
○ 조사 목적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파악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의 특성과 강점 확인

○ 조사 대상(아래 표 참조)
- 중학교 : 5개교, 고등학교 : 5개교
- 학교별 학교장, 교사 2∼3명, 학생 2∼3명

○ 조사 방법
-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파악을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을 준비하여 대상별로
30∼1시간 동안 면담하였으며, 면담내용은 피면담자의 동의를 얻어 전부 녹음함.
- 조사기간은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방문날짜를 정하
고, 학교별로 연구진 2명이 방문, 면담하였음.
- 면담결과는 전사하여 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분석하였음.

<표Ⅰ-4> 면담학교 및 대상 정보
학교명

지역

면담 대상

K중학교

서울

교감, 사회과 교사, 생활지도부 부장교사, 2학년 학생(부회장)

E중학교

서울

교장, 연구부장, 사회교사, 2학년생 1명, 3학년 학생(회장) 1명

J고등학교

서울

교장, 교감, 사회과 교사, 2학년 학생 3명

H고등학교

경기

교장, 사회과 교사, 학생부장 교사, 학생 2명

J중학교

경기

교장, 교감, 사회과 교사, 국사과 교사, 학생부장, 2학년 학생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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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지역

면담 대상

N고등학교

경남

교장, 연구부장, 인성부장, 3학년 2명, 2학년 1명

D중학교

경남

교장, 사회과 교사, 국어과 교사, 2학년 학생 2명

S중학교

대전

교감, 사회과 교사, 국어과 교사, 2학년 학생 2명

S고등학교

대전

교장, 교감, 사회과 교사, 미술과 교사, 2학년 학생 2명

Y중, 고등학교

경기

교장, 철학과 교사, 중학교 학생 1명, 고등학교 학생 1명(회장)

마.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목적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교관계자 의견수렴
-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중요성에 대한 공론화

○ 행사 개최 시기 : 11월 2일

○ 연구진 2명의 발표 후 5명의 지정토론자와 일반참가자들의 토론

4. 연구의 제한점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에는 인지적 능력, 가치 및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 시민적 참
여와 같은 행동 관련 능력들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인지적 요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
로 사회과 수업에서 가르치게 되는데, 지난 해 국제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
지적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준 외, 2010). 2009년에 실시된 시민역량
국제비교조사는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영역에 걸쳐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로 개발된 국제
공통의 문제지를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그런 점에
서 측정 문항들을 살펴보면 시민적 지식의 대다수는 사회과 시험문제와 유사하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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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009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해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시민적 가치 및 태도와 행
동 영역이 충분히 조사되지 못하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짧은 시간동안 설문조사 형태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시민적
역량 중에서 지적 수준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학생들의 학교 안팎의 시민적 생활 관
련 가치와 태도, 행동의지 등을 묻는 질문으로 제한하였다. 그나마 우리나라 학생들을
상대로 기르고자 하는 민주시민역량의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국제비교연구에서 활
용된 가치 및 태도 영역의 문항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민적 태도와 행동의지를 확인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시민적 역량은 객관적 수준의
학생들의 역량이라기보다,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와 인식을 통한 간접 측정이라는 한계
가 있다.
행동 차원의 민주시민역량의 측정 및 분석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행동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
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런 방식의 역량 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점에서
향후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교육계의 합의가 전제될 경우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우리
나라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을 좀 더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온전한 시민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연계성 있는 실태분석
과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만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분석 및 활성
화 방안 모색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며, 초등학교나 대학교 및 성인들의 민주시민교육
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수립을 위
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연령대와 학교 밖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파악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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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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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가. 시민교육의 의미와 쟁점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언제나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성 혹은
시민의식으로 번역되는 citizenship은 라틴어의 civitas를 어원으로 하며, ‘국가나 공동
체를 구성하며 이를 위해 기능하는 개인이나 제도의 역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독립적인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동 목적, 공동체 의식 등
의 의미를 담고 있다(김왕근, 1995). 그런 점에서 시민성은 개별적 인간의 자질이 아니
라 시민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이며, 시민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회문
화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는 ‘시민’이 곧 민주시민을 전제하지는 않으며, 시
민성이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근거해서 요청된 자질이
라는 특징(남미은, 2009)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시민교육의 위상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구에서 시민교육의 모습과 지향점의 차이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차
이가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으로, 특히 민주화 이전의 시민교육에는 공동체주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개인중심의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자
유주의 철학이 학교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 자유주의자들은 국민국가 체제에서
시민교육을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공민교육(civic education)으로 활용해 왔고, 개인의
자율성 대신 기존 체제에 대한 충성과 애국주의의 고취 등으로 흘러 정치적 교화
(indoctrination)를 해 왔다는데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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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진행으로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Kymlicka, 2008).
자유주의에 따르면 특별한 미덕을 갖춘 공민(citizenry)이 아니어도 개인들이 자유롭
게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균형과 견제에 의해 사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모든 사회적 가치 위에 두는 자유지상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
하는 집단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위자로 분류되
는 샌델에 따르면, 개인 이외의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지상주의에는 ‘공익’
내지 공동선이 들어설 여지가 없으며(Sandel, 2009), 개개인이 자기이익을 위해 경쟁하
는 정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자유와 공동
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민교육의 실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민주적 시민교육에 대한 수요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확연하게 나타난 여러 정
치, 경제, 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영국에서 시민교과가 정규교육과정으
로 수용된 배경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 장기간의 복지 의존성, 민족주의의 발
흥, 다문화 현상의 확대,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부의 철퇴(대처주의)와 그 후유
증,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댄 환경정책의 실패 등이 거론된다(Kymlicka, 2008). 이런 상
황에서 현대의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면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본 구
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에 부합하는 시민들의 자질과 태도가 요구된다는 자
각이 커져 왔다.
그러면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구에서 시민교육이 발전해
온 과정을 보면 20세기 후반부터 다시 강조되고 있는 시민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
시민교육의 개념과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관한 정부차원의 문건에는

‘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공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
되어 왔다. 공민교육은 일제 시대에 사용되었으며,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
후에는 공민교육 대신 민주시민교육이 공식적인 교육용어로 자리잡아 왔다. 이는 우리
헌법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천명한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은 ‘민주시민’이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에서
는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tizenship)이라는 용어 대신 시민교육(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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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언
어권에서는 civic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영어권에서는 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는데,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표현된
civic education에는 특정 국가의 시민됨을 강조하는 공민교육의 뉘앙스가 강하며, 오
늘날 지구촌 사회의 세계 시민성을 강조할 때에는 citizenship education 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영어권 문헌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에 해당하는 democratic citizenship이라
는 표현 대신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일반화 된 것은 오늘날
시민성이 이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기로 하며, 특히 외국
문헌이나 국제비교연구 자료를 언급할 때는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시민교육의 목표
시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은 각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공화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공교육기관의 시민교육이 국가주도
의 공민교육위주로 흐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다면, 입헌군주제를 유지해 온 영국에서
는 ‘시민’에 대한 강조가 공화주의의 목소리를 키우게 된다는 우려로 나타났다. 민주주
의를 두고서도 어떤 민주주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념적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민
주시민교육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끝이 없다. 그러나 서로 갈등하
고 경쟁하는 정치적 관점에 대해 최소한의 원칙과 합의가 주어지지 않을 때 학교는 제대
로 된 시민교육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지형 안에서 학교의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정립해 온 과정은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발
전방안을 찾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1970년대를 전후로 시민교육은 중등교과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
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인데, 60년대 당시의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는 학교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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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주아 계급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인식하고, 시민교육을 ‘국가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의심하는 시각이 팽배하였다. 반면 교육당국은 시민교육이 오히려
교원들을 정치화하여 수업내용이 급진적으로 변화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은 궁극적으로 시민교육에 공헌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시민교육을 기피
하게 되었고, 당시의 중등교육은 탈정치적 개인주의 및 공리주의에 입각한 소비자 교육
으로 전환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일
으키는데 일조한 독일식 국가주의 교육의 페단을 씻어내고자 시민교육 대신 정치교육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이는 종전이후 독일을 점령한 연합국 주도의 교육개혁은
독일국민들을 정치적, 도덕적으로 재교육시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60년∼70년대에는 기존의 공민교육 전통과 결별하려는 움직임이 주정부 차원
의 교육개혁 작업으로 구체화 되었다. 당시의 새로운 정치교육에서는 전통적인 제도 연
구보다는 정치적 실천에 대한 현실적 분석이, 상호 협력을 위한 교육보다는 개인의 이익
또는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조화주의적 공동체 개념보다
는 권력 관계의 분석이, 그리고 단순한 순응보다는 해방적 교육이 강조되었다(Renner
외, 1986).
그러나 ‘개인의 발견’을 강조하는 대안적 정치교육에 대해 보수주의 세력이 공산주의
식 교화(indoctrination)라고 반발하면서 진보적 학자들돠 보수세력간에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었다(허영식, 1987). 이처럼 정치권이 다투는 중에 학교는 오히려 정치교육을 기
피하여 정치교육이 약회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이 공존하
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
런 노력의 결과물이 ‘보이텔스 바흐의 합의’이다.
보이텔스 바흐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교육에서 학생의 자주적
판단을 저해하는 어떤 형태의 주입 및 교화도 금지되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학
생의 의사나 판단의 자유에 반하는 특정 입장이나 이념의 주입은 교육의 이름으로 용납
되기 어렵다. 둘째, 학문과 정치의 영역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앞의 교화 금지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학생의 판단에 일

24 ｜

Ⅱ.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쟁점

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입장이나 선택지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학생의 이익에 대한 고려의 원칙이다. 이는 특정의 정치적 상황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적
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제대로 파
악하고 다룰 수 있는 조작적인 행위 능력이 강조된다(허영식, 1987).
그런데 정치적 교화의 위험을 피하여 공공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회피하고 개인의 자
유선택에 맡겨오는 동안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이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경제적 불안정성과 실업의 증가, 문화적 충돌에서 비롯
된 테러의 확산,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환경적 문제는 개인적 윤리로만 풀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80년대 들어서 마르크스 사상을 비롯한 급진적 비판
의식의 퇴조,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인권과 관련된 의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후기 산업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의식하
고 경제 교육과 생태 교육 그리고 정치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리하여 탈정치적 자유주의 시절에 포기하였던 시민적 가치의 재발견 내지 재
해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새롭게 시민교육의 부흥기를 맞게 된다. 21세기 위험사회
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민주적 실천력을 가진 책임 있고 참여적인 민주
시민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시민과목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부각된 논의들을 보면 오
늘날 학교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영국에서 21세기 민주시민교
육의 기초를 마련한 크릭 보고서(Crick Report: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에서는, 시민교육의 3대 요소를 사회･도덕적 책임
성(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공동체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정치적
문해(political literacy)로 규정하고 있다(DfES, 1998). 영국의 시민교육에서 정치적 문
해’(Political Literacy)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정치적 문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체
체제의 원리와 작동방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 정치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 사
회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긍정적인 변화와 개혁을 유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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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교의 시민교육에서는 민주적 지식과 실천기술, 관용,
이해, 존중 등과 같은 덕목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정치적 문해교육
은 정파적 주장을 주입하는 정치적 교화와 구분되는 것이다.
시민교육이 전통적인 공민교육2)을 넘어서 보편적 세계시민교육으로 변신하도록 한
배경에는 20세기 후반에 가속화된 세계화 현상도 한 몫하였다.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가 주도한 시민교육 국
제비교연구에서 1970년대 연구(CIVED)는 바람직한 공민적 자질에 주목하여 ‘민주주의
와 시민의식’, ‘국가 정체성과 국제 관계’,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이라는 세 영역에 중점
을 두고 학교 안팎의 시민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Schulz, 2010), 1990년대 후
반에 연구 제목이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ICCS)로 바
뀌면서는 국제적 환경에서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더 넓게 조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
계)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주제의 변화에는 이 연구에 참여해 온 상당수 국가들이 시민사회
에 대한 외부 위협 양상의 변화, 국가 간 혹은 대륙 간 이민의 증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 힘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부여, 비정부기구의 증가, 현대화와 국제화의 진행
등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Ⅱ-1> 시민교육환경의 변화
지난 10년간 시민교육 환경 변화 상황
테러와 같은 시민사회에 대한 외부 위협요인 증가 및 외부 위협에 대해
시민사회에 대한 외부 위협의
시민사회가 보여야 하는 대응에 관한 논쟁은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부각
증가
시킴.
국가 간 이민자 증가

이민자 증가로 인해 대두되는 정체성 및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
로써의 시민교육이 중요시됨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민주정부 체제를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민주정부 체제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 정부의 기능이 위협
받고 있음.

2) civic education을 공민교육이라고 번역할 경우, 이 과제에서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은 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영어 표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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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시민교육 환경 변화 상황
종교 문제에서부터 인권･환경 보호까지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새로운
자발적인 참여의 장, 비정부
형식의 사회적 참여 및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장으로서 비정부조직의 중
조직의 중요성
요성이 강조됨.
지속되는 현대화 및 세계화

뉴미디어 출현, 소비증가, 개인주의와 같은 관습구조의 변화로 인한 보편
적 접근 증가와 함께 현대화 및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음.

출처: Schulz, W. 외(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 Amsterdam: IEA.
※ 김태준 외(2010)에서 재인용

2. 민주시민의 역량과 덕목
가. 시민적 역량에 대한 논의
민주시민,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논의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역량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량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고 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량(competency)은 특정한 직업에 관련된 기술이나 능력으로 보
는 견해(Shippmann, 2000)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인의 내적 특성(Spencer & Spencer, 1993)이라는 관점이 있다. 전
자가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춘 직무능력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가능
케 하는 개인의 특성을 더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직무)상황에서 요구되는(준거기
반) 수행능력은 결국 개인에게 내재화된 형태로 존재하게 마련이며, 지식이나 태도 등의
한 측면만이 아니라 관련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이 구조화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런 점에서 시민적 역량은 한 사회공동체의 시민으로서(자격) 요구되는 시민적 특성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민주시민의 지식, 태도, 가치, 기술 등이 포함된다.
미래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을 밝히고자 한 OECD의 DeSeCo 프로그램
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삶을 위한 역량을 지식, 기술, 의견이나 개념 형성, 태도, 행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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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지식 차원에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구조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지식, 정치적 삶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포함된다. 기술적 차원은 정
치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참여에 관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태도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 이민자 및 다른 인종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고려할 줄 아는 태도 등이 해당
된다. 행동적 차원은 시민적 혹은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 내지 의도를 말한다
(Fratczak-Rudnicka & Torney-Purta, 2001).
영국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생애역량을 구체화하면서, 여섯가지
핵심 기능(key skills)3)에 더하여 시민적 역량을 또 다른 생애 핵심기술(key life skills)
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의무교육을 마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16∼19세)들
이 갖추어야 할 시민적 역량으로, 특정한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표명할
수 있는 능력, 특정상황에 적합한 도덕적 가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문화-성-종
교-인종 및 지역 간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 광고-미디어-압력단체 및 정치집단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재무관리 능력, 상황판단 능력, 변화를 관리하고 주도할 줄 아는 능력, 특정 사회
문제에 적합한 제도와 메커니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일련의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였다(FEFC, 2002). 이 같은 일련의 능력들이 상호
독립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요구되
는 시민역량은 현행 사회체제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
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상황대처 능력까지 요구함을 알 수 있다.
Cogan(2000)은 시민교육에 관한 다양한 문헌자료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들
에서 강조하는 시민교육의 공통적 요소로 다음 5가지를 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양
으로 8가지를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공통적 요소에는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
권리와 자격(rights and entitlements), 책임과 의무(responsibilities, obligations
and duties), 공적 문제에 대한 능동적 참여(active in public affairs), 사회의 기본적
가치 수용(acceptance of basic societal values)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교육에서 길

3) 여섯가지 핵심기술은 문제해결력, 협동 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활용 능력, 수리적
활용능력 이며, 이들 능력을 주요 생애단계별 학습목표와 내용으로 구체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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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야 할 여덟 가지 소양으로는 1)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문제를 다루고 조망할 수 있는 역
량, 2)타인과 협동하고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3)타 문화를 이해하
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 4)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5)비폭력적 방식으로 갈등
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6)환경보호를 위해 소비습관이나 생활방식을 바꾸어 가는 역
량, 7)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 8)지역 및 국가와 국제 수준의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역량을 들고 있다. 이처럼 현대 시민에게 요구되는 기본소양에서는 국가 에
서 세계로 확장된 시민의 역할과 의무, 지구촌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 등으로 문제의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수행된 국제시민교육비교연구(ICCS)에서는 시민적 역량을 ‘시민사회와 체
제’, ‘시민적 원리’, ‘시민적 참여’, ‘시민적 정체성’의 네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마
다 상호 연관된 하위영역들을 나누고 있다. 먼저, ‘시민사회와 체제’ 영역에서는 시민
(역할, 제반 권리, 책임과 의무들), 국가 기관(공민적 통치구조와 입법체제), 시민적 기
관(시민과 국가기관을 매개하거나 시민들이 다양한 역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들)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 둘째, 시민적 원리 영역에는 평등(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 자유(종교와 언론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
회 통합(소속감, 상호연계성, 한 사회 내의 개인과 공동체 간에 공동의 비전공유)이 있
다. 셋째, 시민적 참여 영역에는 의사결정, 적절한 영향력 행사, 지역공동체 참여활동
등이 포함된다. 넷째, 시민적 정체성 형성에는 시민적 자아개념, 시민적 상호연계성이
포함된다. 이들 각 영역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지식(인지적 차원)외에도, 가치 신념
(value beliefs), 태도(attitudes), 행동 의사(behavioral intentions), 행동(behaviors)이
라는 정서-행동적(affective-behavioral) 차원이 적용된다(Schulz, 2010).
국내에서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논의는 1990년부터 1993년에 걸쳐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이루어진 적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관계자들(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
조사를 토대로 개발된 민주시민교육자료 및 관련 연구에서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민주적 절차 및 과정의 숙달‘, ’기본 생활습관 및 질
서의식의 내면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 네 가지를 들고 있다(곽병선, 1993).
당시의 연구와 자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에서 독재체제가 종식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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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가 수립되는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새로운 민주정부의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라는 생활양식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데 목표를 두었다(곽병선, 1993).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우리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반면 세계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남
북관계의 개선과정에서 심화된 보수-진보 이념의 첨예한 대립, 급속한 디지털 문화의
확산과 사이버 공간의 인간관계 확대,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시민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시민적 현상이 확산되어 왔다. SNS(Social Network Services)에
힘입은 새로운 방식의 정치참여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악플‘과 같은 폐해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시민
생활 환경의 변화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요청하
며, 이런 문제 의식에서 최근 2∼3년 사이에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사회과 교과서에 반
영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실태를 분석하거나(이인재 외, 2009), 세계시민을 목표로
외국의 시민교육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김원태 외, 2008; 이근호 외, 2009) 등
이 수행된 적 있다.

나. 민주시민의 덕목과 자질
이인재(2009)는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하면서,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을 선진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의 지식, 기능, 태도, 능력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시민의 자질로 일곱 가지로 정리하
였다. 먼저 기본예절, 공공질서, 법질서 등 기본생활 규범을 잘 지키는 인간, 둘째 공동
선을 추구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 셋째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 넷째
타인과 의사소통은 물론 대화와 토론을 할 줄 아는 인간, 다섯째 대화와 토론에서 자기
의 주장을 떳떳이 펼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인간, 여섯째 갈등에 직면
하여 타인과 타협을 할 줄 아는 인간, 일곱째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을 할 수 인간이라고 하였다(이인재 외, 2009). 그러나 사회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이
들 덕목들이 특별히 민주시민의 고유한 자질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은 민
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민감하도록 생활화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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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토론을 잘하고 남들과 타협할 줄 아는 능력은 민주시민 이전에 사회생활에서 보
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반민주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자기 주변
의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대화를 즐길 수 있으며, 이익의 배분을 위해 관련된 당사
자들끼리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 가치와 정신의 구현이라는 대
전제가 생략된 추상적 덕목만으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Kymlicka(2008)는 20세기 후반에 심화된 민주주의의 위기에 주목하면서 민주 시민
(democratic citizenship)의 덕목으로 공공정신과 정의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들고 있다. 첫째 공공정신(public-spiritedness)은 공직 수행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공공적 담론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 한마디로 공공정신이란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공 문제에 대해 관심과 자각을 갖는 것이다. 두번째 덕목은 정의감
(sense of justice)으로, 정의의 눈으로 타인의 권리를 분별하고 존중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그것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다. 세 번째 덕목은 정중함
(civility)과 관용(tolerance)이다. 정중함이란 타인에 대해 예의바르게 대하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태도이다. 공공심과 정의감, 타인에 대
한 배려와 관용이라는 기본 덕목 외에도 민주시민에게는 동시대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연대감의 공유(a shared sense of solidarity or loyalty)가 요구된다. Kymlicka는 네
번째 덕목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지만,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연대감
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을 촉
발시켰던 샌델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민주사회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개
인의 자유의지에 모든 것을 내맡기는 자유주의를 넘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공동체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공정신과 정의감, 관용 등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며 상호연관된 존재라는 전제 위에
서 성립되는 개념이다(Kymlicka, 2008). 먼저 공공정신이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이 되
어야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citizens)은 전제주의 체제의 ‘신민’(subjects)과 달리
스스로가 공공생활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시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에서 주인공인 시민들
이 공적 담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 사
회의 시민들은 서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동료로서 받아들이고 각자의 정치적 요구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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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적절한
교육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적 시민은 사회정치적 문제를 ‘공공의 눈’으로 읽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부담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지만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시민적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두고 민주시민이라고 하기는 어
렵다.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은 단순히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연인들의 집합
체가 아니라 “민주적 공동체의 주인다운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지향하는 규범적 인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주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민주사회 및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갈등과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
술 및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민역량 및 민주시민의 덕목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민주시
민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와 우리가 속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고 공공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에
는 공공조직의 체계와 작동원리에 대한 지식교육과 더불어, 민주적 가치에 입각하여 공
공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공생활에 참여하여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공익적 관심은 시민 개개인의 자율성에 기반 해야 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타인과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조망
할 수 있는 인권과 정의의 눈을 길러야 한다. 자기이익과 관련된 문제 뿐 아리나 타인이
나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도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읽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
을 때 민주시민은 특정 공동체에 갇힌 폐쇄적 시민(공민)성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해 가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셋째, 민주시민에게는 상황을 민주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능력과 더불어 구체적 상황
에 맞게 문제를 풀어가는 절차적 능력도 필요하다. 가령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나 혹은
특정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맞아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절차
적 능력이 없다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점에서 민주시
민교육에서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맞게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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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술을 터득하도록 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
여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의 역량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
리와 정치체제 및 기능에 대한 지식,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민적 관
용성(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등)의 내면화, 공공생활에 대
한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공공심과 시민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강화, 사회정치
적 문제와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대화와 토론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능력과 기술 등이 포함된다.

3. 민주시민을 위한 학교의 역할: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가.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의 역할
학교가 시민교육을 위해 얼마나, 어떤 식으로 기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다.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사람들은 학
교라는 제도가 가진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정의 힘을 강조한다. 학교는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지적, 정의적 자질과 덕목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다른 어떤 기관이나 기구보다 효
과적으로 시민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
활하는 학교는 그 자체로 공동체적 시민생활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교육과정
에서 가르치는 시민사회의 원리와 가치들이 학교라는 생활공간의 운영원리와 합치될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녀를 분리하는 학교제도나 계층 및 인종 혹은 성적 등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특
성이 분리되는 학교제도에 비판적이다(Heater, 2008; Kymlicka, 2008). 학교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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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배경적 조건이 다른 사람들을 학교공동
체 안에서 만나고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라는 공동체의 운영방식의 민주화에 무관심한 채
민주적 원리와 가치를 교과서적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은 진정한 민주시민
을 길러내기 어려운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학교의 시민교육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게 이끈 배경에는 학
교라는 기관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큰 몫을 하였다. 학교 자체의 민
주화가 따르지 않는 지식위주 시민교육은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천적
시민을 기르기 어렵다. 그리하여 당시 학교 개혁가들은 시민의 권리를 학생들에게도 허
용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육을 위한 자기
책임을 실천하고 학교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술과 사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기술을 더욱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공식적 교육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권위
의 구조를 반영해야 하며, 학교교육은 이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성인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지 못하므로 학교에 출석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받고, 사
회생활 참여를 위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는 합법적 권위를 존경하고 복종하도록 가르
쳐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시민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의 이면에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바라
보는 철학적 입장의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전적 공동체
주의에 따르면 시민성의 원천은 개인 자신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국가)에
있으며, 우리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온전한 인간이 된다(Sandel,
2009). 그러므로 미성숙한 예비시민을 성숙한 시민으로 길러야 하는 학교는 공동체의
가치와 덕목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내면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반면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적 가치로 설정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libertarian) 입장에서 학교는 주관성을 피
하기 힘든 가치교육을 멀리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지식교육에만 충실한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하여 자유주의가 지배적이었던 70, 80년대에 유럽에서 전통적 시민교육이 후
퇴하고, 소비자 교육 수준으로 시민교육의 영역이 최소화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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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가치중립적인 객관적 지식교육에 머무르고 가치교육이 최소화되는 동안 경제
적 빈부격차, 인종간의 차별과 갈등 등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할만한 사회정치적 문
제들도 심화되었다. 나라마다 경제사회적 문제의 표출시기와 양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동체적 관심사와 공익에 문제에 무관심한 무정부주의적 자유의 향유로는 결코
보편적 인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자각을 확산시켰다.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 주인의식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나라에서 ‘민주적’
시민교육을 국가차원에서 강화해 왔다.

나. 주요 국가의 중등학교 시민교육 실제4)
여기서는 학교중심의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발달된 미국, 영국, 프랑
스, 독일의 중등학교 시민교육의 동행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민주적 가치와 민주시민교육의 실천방
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각 나라들이 어떻게 극복하며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설정과정
에서 교육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를 관심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중등학교 시민교육
가) 시민교육의 목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수준의 공통된 교육과정이 없다. 그러므로 주나 지
역교육청에 따라 시민교육이 제공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사회 교과(social
studies)가 민주시민교육의 중심교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과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에서는 정부체계와 그 체계의 기능 수행에
대한 지식과 이해, 시민 생활에 참여하는 기술의 개발, 시민적 능력의 향상, 민주적 제

4) 주요국가의 시민교육 사례는 김원태 외(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 보고서를 주로 참
조하였으며, 독일의 경우는 별도의 원고 용역으로 시민교육의 거버넌스 형태를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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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원칙들과 가치들의 추구, 이러한 가치들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개발, 그리고 자존감을 갖고 모든 개인들이 시민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권오정 외, 1997).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주요한 사회
적, 정치적 경향들에 관해 알고 관련 사회 문제들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
록 정부나 경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 환경, 윤리적 가치, 인
간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인권과 책임 등에 대한 연구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나) 시민교육의 실제
학교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많은 주제를 피
상적으로 다루기보다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룬다. 학교 급을 넘어서 적용되는 ｢민주
주의의 기초｣ 프로그램에서는 정의, 권위, 책임, 사생활 보호를 민주주의의 핵심 덕목 4
가지를 규정하고, 해당 덕목별로 내용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면서 풍부한 사례와 연습문
제를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급별 학습 내용과 단원 구조의 차이는 거의 없
으나 연습문제에서 다루는 영역이 달라진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인물중심의 스토
리 형태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그 안에서 갈등상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다. 중학교 프로그램은 강의 오염 문제나 지역 대표 선출과 같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주
로 다룬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주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나 과거에 발생했던 중앙
정부의 스캔들과 같은 국가 차원의 문제가 논의거리로 등장한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인 ｢우리 시민은｣에서는 미합중국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겪었던 진
통과 헌법 수립과정에 대해 상세히 다루면서 ‘연합체’,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과 같은
미국적 상황에 적합한 시민의 덕과 자질, 권리와 의무를 탐구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
한다. 또한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 자유와 질서, 법의 적용과 정의의 문제, 통합과 다
양성의 문제, 공권과 사권, 큰 정부의 유용성과 위험성 등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적인 논쟁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둘째, 논리적으로 사고하도록 안내한다. ｢민주주의의 기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 도구(intellectual tool)’라 불리는 분석표를 제시한다.
이 분석표는 왼쪽에 문제 해결의 순서와 단계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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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제시하고 오른쪽은 공란으로 학생들이 답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지적
도구를 통해 문제의 ‘분석적 이해’를 도와서 학생 개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도출하도록
된다. 예를 들어 교정적 정의(retributive justice) 문제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사항 5가
지를 제시하고, 그 하위에 상세한 분석 기준을 또다시 제시하여 매우 작고 사소한 범주에
서부터 사고를 차근차근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지
지하고 타인의 입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단원(Unit)에서 다루는 핵심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는 이 분석표에서 그 가치
안에서만 문제를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된 가치나 이익에 대해서
도 고려하였는지 질문한다. 예를 들어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단원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활의 자유, 인간 존엄성, 분배적 정의, 실행
가능성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와 이익들을 고려하도록 안내하여 개방적 사고를
유도한다.
셋째, 탐구학습 및 토론 학습활동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누가 그
직업을 얻어야 하나요?’라는 단원에서는 공동체의 특별 고문을 선출하는 역할극을 하면
서 특별 고문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준과 후보자 4명의 프로필을 제
공한다. 이들 중 누구를 특별고문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논리적으
로 발표하는 것이 이단원의 핵심적인 활동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입장과 위
치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에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각 단원마다 마지막 단계에
제시되는 ‘적용학습’에서는 대개 그 문제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실에 초대
하여 인터뷰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도록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실
생활과 연계지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영국의 중등학교 시민교육
가) 시민과목의 도입 배경과 의의
영국에서 시민교과가 국가교육과정에 도입되어 학교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2
년 신학기부터이며, 1997년 이후 5년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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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지리과목과 별개로 사회라는 과목을 설치하여 이 과목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사
회생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영국에서는 사회과가 별도로 없다. 그러므로
시민과목 도입 이전까지는 시민교육이 역사, 지리, 종교 과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루어져 왔다.
영국에서 시민교육이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던 것은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대의
정치를 실현하는 영국의 정치적 전통과 무혈 혁명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의민주체제를
발전시켜 온 역사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환경이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거나 사회적 이슈들에 맞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둔감하도록 하였다.
이런 정서에 더하여, 1979년부터 1997년대 초반까지 보수당 집권 기간 동안에 영국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개인주의, 소비자 권리와 개인적 소유권,
시민적 의무감 등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면서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책임은 더
욱 약화되었다. 1997년 총선에서 드러난 사상 최저의 선거율, 청소년 문제의 급증, 다문
화주의 현상의 증가 등은 영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
여 그해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 정부는 시민적 도덕성(Civic Morality)과 시민 공화주
의 사상(Civic Republicanism)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개인의 시민적 책임, 타인의
요구와 관점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997년 크릭 교수를 중심으로 교육기술부(DfES)안에 ‘시민교육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여 학교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시민성의 정의,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시민교육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시민교육의 개념과 목적,
방향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은 영국 정부가 시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유와 철학적 바탕이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중등학교에 시민과목이 도입되었다. 크릭보
고서에서는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시민교육의 3대 주요 요소를
사회･도덕적 책임성(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공동체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으로 규정하고 있다(DfES, 1998). 특
히 3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정치적 문해’(Political Literacy)이
다. 그러므로 영국의 시민교육은 ‘정치적 문해’ 교육과 실천에 필요한 민주적인 지식과
실천기술, 관용, 이해, 존중 등과 같은 덕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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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시민교과의 목표와 내용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② 중요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며,
③ 사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④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급(주요 단계 3)에서는 다음의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정치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고려한다.
둘째, 일상생활과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법적･정치적･종교적･사회적･경제적 제도
와 체계의 역할을 확인한다.
셋째, 학교, 이웃 및 더 넓은 공동체의 삶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공적인 삶의 영역에
서도 책임을 다한다.
넷째, 학교･지방･국가･세계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배운다.

이런 목표에 맞추어, 시민교육에서는 민주시민으로써 알아야 할 지식과 기능에서 학
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을 먼저 추출하고, 그러한 핵심 내용을 각 단계(stage)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지식 영역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 내용은 ‘시민적 교양
을 갖추기 위한 지식과 이해’, ‘탐구와 의사소통 기능’, ‘참여와 책임감 있는 행위를 위한
기능’이다.

다) 영국의 중등학교 시민교육의 실제와 시사점
첫째, 영국의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체제에서는 정부가 교과서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데, 시민교과의 경우에도 교과서대신 학습방안(Scheme of the work)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맞는 교재는 무엇이든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방
안이라는 기본 틀만 제시함으로써 교사나 학교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 특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다. 특히 시민교육 학습방안은 첫 번째

｜

39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소개 단원을 제외하고는 단원을 순서대로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주제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학습방안 자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제시하
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별도의 교과서 없이도 가르칠 수 있다. 더욱이 학습방안
은 인터넷을 통하여 모두 공개되므로 학생의 입장에서 필요시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영국의 시민교육 학습방안은 시사문제와 현안 그리고 논쟁적인 이슈를 충분히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주
의와 미디어의 개념 및 활용은 영국의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이므로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내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영국에서 시민교과의 도입과 실시가 모두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과의 명칭인 시민성(Citizenship)이 지니는 용어의 모호성, 교사들의 인
식부족과 전문교사의 절대적인 부족, 학교의 단발성, 이벤트성 시민교육이 큰 문제로 제
기되고 있다. 또한 교과서가 없는 영국의 학습방안체제에서는 교사의 재량과 학교의 선
택에 따라서 학생이 배우는 수업의 양과 내용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3) 프랑스의 중등학교 시민교육 실제
가) 시민과목의 등장 배경과 의의
프랑스에서 60∼70년대에는 시민교육이 중등교과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사라진 시기
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으로 사회공동체에
대한 괸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80년대 중반에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인권과
관련된 의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학교 폭력현상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의 부활을 요구가 커졌다. 그리하여 1985년 말
에 정부는 시민교육의 부활을 선언하고 시민교육을 중학교의 필수과정(주 1시간)으로 지
정하였으며, 시민교과의 명칭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색채가 깃든 ‘Instruction Civique’
에서 현재의 ’Education Civique’으로 바꾸었다. 이후 십여년 동안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한 합의 도출, 교과내용의 수정 및 체계화, 새로운 토론수업 방식의 개발을 거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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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1998년에는 시민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포함시켜
중등교육 전 과정에서 시민교육의 체계를 갖추었다.

나) 중등학교 ‘시민교육’의 목표
프랑스에서는 초등 5년과 중등 4년이 의무교육으로 제공되는데, 중학교에서 시민교육
은 독립된 교과목이 아니라 ‘역사･지리･시민교육’이라는 통합교과목의 한 과목으로 제공
된다. 중학교 4년간의 시민교육은 ‘인권’과 ‘시민’이라는 두 개의 핵심개념을 기초로 해
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인권과 시민성에 관한 교육으로,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기초가 되는 가치와 원칙
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둘째, 개인적 집단적 책임의식의 교육으로, 정치 및 사회적 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성 교육과 더불어 개인과 집단의 책임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셋째, 비판정신과 논증의 실천을 통한 판단력 교육으로, 법과 제도에 대한 학생의 비
판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기초적인 법률교육이 이루어진다.

다) 프랑스 중학교 시민교육의 실제와 시사점
첫째, 시민과목 교과서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자료들을 읽고 이해하며, 그에 관한 질문을 통하
여 학습하도록 유도한다. 토론학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과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의 제공에 큰 비중을 둔다. 학습 자료의 출처는 신문기사, 학술저널, 전문서
적, 법조문, 유명한 삽화, 통계자료, 사진 등 매우 다양하다. 때에 따라서는 상반된 자료
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자료
와 유사한 다른 자료들을 일상생활에서 보고 읽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쉽게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시사성 있는 현실과 사회적 보편 가치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얼핏 보기에 보편적 지식이나 일반적 관념과 거리가 있는 시사적
문제들, 가령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실업자 운동, 실업으로 인한 문제, 전국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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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된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자료나 신문기사처럼 시사성이 매우 높은 학습 자료
들을 교재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현실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며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실천으로 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시사성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되 보편적 가치나 지식과의 조화를 꾀하도록 유도
한다. 현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은 언제나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
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평등, 정의, 인권과 시민권, 사회적
통합과 연대)들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알게 함으로써 보편적 가치가 끊임없는 갈
등과 대립, 화해와 타협 속에서 힘들게 쌓아온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4) 독일의 시민교육과 특징
가) 정치교육의 등장과 발전과정
독일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용어 보다 정치교육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으며, 주로 사
회과를 통해 제공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직후 서독의 정치교육은 연합군 주도의 재
교육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미국이 주도한 정치적 재교육 정책은 독일 국민들로 하
여금 민주주의를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런 흐름 위에서 기존 체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통해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진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이다. 당시에는 민주적 개혁에 대한 요구가
학생 운동에서뿐만 아니라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정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동
서독 간의 긴장 완화가 시작되면서 반공주의 적대 의식도 약화되었고, 비판이론을 비롯
한 진보적 정치 교육의 이론적 논의도 새로운 정치교육의 대안에 영향을 미쳤다.
이 새로운 정치교육 대안들은 전통적인 제도 연구보다는 정치적 실제에 대한 분석,
상호 협력과 조화주의적 공동체 개념 보다 권력관계의 분석을 토대로 자기의 이익을 인
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그리고 단순한 체제순응보다 해방적 교육이 강조
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자기 위상을 인식하
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Renner 외, 1986). 그리하여
70년대 독일의 대안적 정치교육은 국가와 공동체를 강조해 온 공민교육의 전통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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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도록 이끌었다.
그런데 대안적 정치교육이 가시화되자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두고 공산주의적 교
화(indoctrination)의 시도라고고 반발하여 정치적으로 심각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허
영식, 1987). 이처럼 학교 밖에서 이념적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스스로를 보
호하기 위해 기계적 중립에 머물게 되거나 정치적 문제를 교육에서 다루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치적, 학문적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정
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나) 보이텔스 바흐 합의와 그 이후의 변화
보이텔스 바흐 합의(1976)는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교육학자들이 보이텔스
바흐라는 소도시에 모여 개최한 학회의 결과물로, 이후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보이텔스 바흐 합의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교화의 금지로, 이는 가르치는 사람이 의도대로 학생들을 조종하여 이들이 자주
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 교육은 정치
적 교화와 달리, 교사의 권위가 학생의 자율성과 상치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논쟁적 실체를 다루는 방식의 문제로,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
있어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는 앞에서 말한 교과 금지와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상이한 입장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선택 가능성들이 은폐
되고 대안들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면 교화 또는 주입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은 특정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또는 이해관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
고 또한 그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목표 설정은 조작적인 행위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Wehling, 1977).
이들 원칙은 상이한 정치적 입장들 사이에서 정치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활
용되어 왔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소위 ‘미래 교수학’ 또는 ‘위험 교수
학’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가 정치 교육의 중요한 테마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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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안을 극복하고 위험에 대한 의식을 확립시키기 위해 경제 학
습과 생태 학습 그리고 정치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
게 되었으며, 시민적 책인과 연대의식 등이 강조되고 있다.

다) 중등학교 정치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첫째, 독일의 중등학교 정치교육에서는 독일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민주적 사회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인
권,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적 구조, 이해관계, 정치행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전기중등 정치교육에서는 “핵심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사회제도와 사회관계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
인 판단능력, 토론능력, 비판능력, 참여능력 등 핵심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
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은 궁극적으로 정치교육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교화와 달리 정치교육에서는 민주적인 사회에서 필수적인 민주적 사고와 태도, 관용, 타
협정신, 갈등해결방법, 문제해결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시민
에게 필요한 지식과 태도, 자질을 함양하는 정치교육(사회과)은 독일 통일과정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윤리교과가 없는 독일에서 정
치교육은 민주적이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교재 구성 및 교수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과 다각적인 접근이 허용된다.
정치교육 교육에서는 강의식, 주입식 방법은 심지어 해롭기까지 하다는 의견이 방법론
의 주조를 이루고 있어 교과서에서는 토론식, 체험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단원마다
그 단원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법론이 제시되며, 교과서 전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들
을 자세히 소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각의 방법론을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지 알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유리하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구성
에서 교사의 역할은 자문을 하거나 조정을 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정도의 수준으
로 되어있다. 학생들이 모둠을 결성하여 역할을 나누고 서로 토론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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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사를 하고 나중에 발표하는 형식이다.
여섯째,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간에 반드시 한 부분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여성과 외
국인의 문제를 짚어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주목하도록 하며, 지구촌 시민으로서 세계 평
화를 지키기 위한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브라질의 빈곤, 이스라엘-팔레스티나 갈
등 등을 다루는 것은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한 독일의 간접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독일의 청
소년들이 더 넓은 세계적 조망 속에서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헌신하도록 이끌고 있다.

다. 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시사점
첫째, 민주시민의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여기서 살펴본 나라들 모두 시민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둘러싼 역사적 갈등과 논쟁을 거
쳐서 오늘날 정규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아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의 70년대 교육
개혁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밖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학교의 시민교육을 유명무
실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전문가 집단과 국민대표들이 참여
하는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 원칙과 내용기준에 대한 합의를 마련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둘째, 세계 시민(global citizen)이라는 관점의 수용이다. 외국의 시민교육 교과서에
서는 다문화주의의 존중과 함께, 다문화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
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가 시작되었으며,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들도 이미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보이고 있
다. 그러므로 시민교육 관련 (사회과)교과서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실천을 이
끄는 지침서로 기능해야 할 뿐 아니라, 학교의 교과외 활동과 생활 지도에서도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과서의 주제가 다양화되고,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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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제가 해당 분야 학자들의 연구내용의
소개나 과목분과주의에 사로잡혀 정치/역사/지리 위주로 다루어질 때 실천과 참여의 민
주시민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가 다루는 주제의 범위도
사회 문화 개인 소비 등의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활용되는 소재도 일상생활
과 긴밀한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생활의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 관련 교재의 구성과 실질적인 수업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과 교
과서는 수업시수에 비해 교과서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어서 다양한 수업방
법을 구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므로 현재 지식교육에 치우친 사회과의 성격
재규정과 더불어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토론이나 역할극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과서 서술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과 교
과서가 원론적 내용위주로 지나치게 축약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
적이 많다. 그러므로 외국의 교과서처럼 다양한 종류와 출처의 학습 자료를 포함한 학생
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런 민주시민 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적 체험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
야 하며, 학교의 풍토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를 통해 학교공동체 안에서 민주시민의
삶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일곱째, 정치적 교화의 위험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논쟁적 이슈들을 실체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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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시민교육의 도입과정과 현주소
가.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역사5)
우리나라 교육에서 시민이란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45년 광복 이후이다. 왕조시
대의 신민과 차별화된 공민이라는 용어가 일제 치하에서 등장하였지만, 당시의 공민은
독립된 주권국가의 시민 대신 지배 체제에 복종시키기 위한 교화 목적으로 채택된 용어
였다. 시민이라는 말은 1945년 광복과 함께 미군정 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미군정청
은 ‘일반명령 제4호’에 의해 중고등학교에서 일본제국의 수신과와 공민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독립국가의 시민을 기르기 위해 1946년에 공민, 지리, 역사, 직업을 총괄하는

‘사회생활과’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중등교과를 본받아 설정된 사회과는 ‘신생 국민으로
서 새로운 민족 문화 건설을 앞두고 공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여 향토개발의 의
무와 자치정신을 배양키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반 공민 생활의 기초를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해방 직후 사회과 교육은 ‘좋은 공민’을 기르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해방과 정부수립,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정부와 일반 국민 모두에
게 민주주의는 생소한 것이었다. 명목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염두에 둔 민주시민
교육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보다 민족주의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국민교육
이 실시되었다.

5)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역사는 김태준(2010)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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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 정부가 표명한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은 준법정신이 강하고 애국하는 충성
스런 국민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1950~1953)을 거치는 동안 반
공교육을 위한 교사나 교과서 등 제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관념적 수준에서 민
주주의의 원칙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후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윤리적
타락 등에 대응하고자 도의교육이 강조되었고 반공교육은 도의교육의 한 부분으로 취급
되었다. 1955년 8월 1일에 제정･공포된 각급학교 교과과정에서, 중학교 사회과는 ‘민주
국가 사회의 공민으로서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기능, 태도를 개발
함에 필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의 교수-학습’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학교현
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사회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
한 상황에서 학교가 길러야 할 민주적 인간상이 구체화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19 혁명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5･16 군사쿠
데타로 인해 지속되지 못하였다. 1962년부터 1967년까지 중앙교육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실시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반공･안보･질서･경제발전의 이데올
로기를 강조하는 경제안보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확
립하기 위해 국가주의적 정치교육을 더욱 강화시켰고 주체적 민족사관 형성, 확고한 국
가의식 확립 및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내세워 학교에서는 국사과목과 국민윤리과
목을 국가정책과목으로 신설하였다.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반공 안보교육･
주체성 교육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교육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강압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이루어져, 학교의 시민교육은 국가 중심
의 국민교육으로 채워졌다(강대현, 2001).
80년대 제5공화국은 국가주의 국민교육과 의식화를 위하여 ‘사회정화운동’과 국민정
신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이념을 이어받았다.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로 국민정신교육 9대 덕목을 생활하고 이념･사상교육과 국가시책 교육을 철저
히 하는 등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의 교육개혁
의 기본 방향이 학교현장에서 뿌리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강대현, 2001).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시민교육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
다. 특히 문민정부는 기존 질서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으로는 주체적 인간을 기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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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보고, 기존의 반시민적 시민교육의 정책기조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 흐름을 반영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와 자료개발을 통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인간 존
엄성에 대한 인식’, 민주적 절차 및 과정의 숙달‘, ’기본 생활습관 및 질서의식의 내면화

‘,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 등을 강조하며 학교현장에 프로그램을 보급하였다. 이
후 1995년에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학교
급에 따라 체계화된 인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예절과 기
초 질서, 공동체 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인간 존중,
공공 법질서, 합리적 의사 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
였다. 그리고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안전 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을 중시하였다.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변천과정을 보면 ‘민주시민’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시
민교육을 고민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 최근의 일이다. 사회의 민주화가 뒷받침 되
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체제유지 목적의 국민교육으로 왜곡되어 유지
되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는 민주시민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스스로 민주시민임을 자각할 기회도,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시
행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름으로만 지속되어 온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한계는 교육과
정과 교과서 내용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는
민주시민관련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시민의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된 민주시민교육
1) 공교육의 목표와 민주시민 육성
우리나라 교육활동의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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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
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
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
로 한다(교육기본법 제2조).”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국가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교육목표로 설정
되어 왔다. 민주시민의 육성은 모든 교과교육과 학교 활동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중에서도 사회과는 명시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목표로 설정된 과목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 따르면 사회교과군에는 일반사회와 도덕, 역사, 지리, 정치경제, 법 등
다양한 과목이 포함되는데,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으로 제공되는 사회과와 도덕과는 민
주시민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사
회과와 도덕과에 반영된 민주시민의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특
징과 한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 하의 사회과 내용을 분석한 이인재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민
주적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 인권의식, 공동체의식, 사회정의, 책임의식, 타협의식, 관용
의식, 민주적 참여의식,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인터넷 윤리, 다문화 감수성 등을 중요
한 덕목으로 포함하고 있다(이인재,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
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배양과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6).
고등학교에서도 민주시민의 육성은 여전히 중요한 목표이다.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고
등학교 교육목표를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
질 함양’에 두면서 다음의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⑴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
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6) 중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네 민주시민과 관련된 것은 (3)과 (4)번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⑶ 자
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⑷ 다양한 소통능력
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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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⑶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
춘다.

⑷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위와 같은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교과활동,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 문서인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 봉
사와 협동의 리더십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시민의식과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 학생들의 시민의식은
높지만 실제 태도는 낮게 나오며,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타인
의 이익과 관련된 행동에서는 소극적이며, 그나마 학교급이 오를수록 낮아지고 있다. 책
임감이 따르는 행동의 실천 부분에서도 높지 않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타협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보
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우리사회
현실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관용의식에서도 학년이 오를수록 관용성을 존중하는 비율
이 낮아지고 있다. 민주적 참여 측면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급의 중요 행사나 학
교 자치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이인재, 2009; 이주현, 2005).
이처럼 공식적 목표와 달리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실천성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입시교육에 밀려 부차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
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학교의 수업에서는 특정 사
회문제를 자신의 실제 생활에 비추어 생각하고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가 적으며, 압축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급급하게 된다(김원태 외, 2008).

2) 사회과의 역할과 과제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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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
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시민교과가 없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사회과는 민주시민의 육성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민주시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
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
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또한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
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이해 및 한
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사회과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의 어려움은 적지
않은데 추정훈은 이를 교과내용과 생활세계의 불일치, 지식과 태도의 불일치 문제로 지
적하고 있다(추정훈, 2004). 교과내용과 생활세계의 불일치는 사회과의 분과주의로 인
하여 교재가 시민교육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정치>, <경
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라는 심화선택 과목들은 각각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 법학을 요약하거나 풀어 쓴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사회과학의 학문적 결
과물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공통(통합) 과정으로 구성된
7~10학년(2009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 내용 역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하
는 내용을 병렬하는데 그쳐 시민성 함양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인지적 측면(지식･기능)과 정의적 측면(가치･태도)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경험과 체험, 실천적 활동을 고무시키는 학습
기회가 요구되는 것이다.
현행 사회과 내용의 또 다른 문제는 시민을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설정하지 않
고 체제유지의 도구로 삼는 점이 지적된다(추정훈, 2004). 규칙의 무비판적 수용과 체
제순응 논리는 지난 50여 년 동안 국정교과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최근에
는 전국경제인연합과 같은 경제권력의 간섭도 적지 않다.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관점에
서 볼 때 정치 뿐 아니라 경제현상의 이해에도 다양한 시각과 주장이 있음을 전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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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교재 편찬이 특정 권력집단에 종속되게 되면 열린 시민교육이 되기 어렵
다. 그러므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힘을 가진 집단의 정치･경제논리에 좌우되지 않도
록 교과서 발행제도를 정비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3) 도덕 교과서의 민주시민교육
도덕과는 바른 인성의 토대가 되는 건전한 도덕성 내지 유덕한 인격의 기초를 튼튼
히 하기 위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도덕적 삶의 태도와 민주적 생활양식을 몸에
익혀,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을 이루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시민적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자질과 품성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도덕과
의 주요 가치 덕목은 정직, 자주, 성실, 절제, 책임, 용기, 효도, 예절, 협동, 민주적 대
화, 준법, 정의, 배려, 애국･애족, 평화･통일, 생명존중, 자연애, 사랑이다. 이러한 가
치 덕목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
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학년별로 교육과정
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 덕목들이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균형잡힌 민주 시
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적 지적이 있다. 김상봉은 현행(7차) 중학교 도덕 교과서 분
석을 통해 도덕 교과서의 내용이 개인의 자율성 보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도덕생활의
강요, 타인의 불의에 대한 무관심, 국가주의와 국수주의의 위험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
다(김상봉, 2005).
민주사회에서 성숙한 도덕적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기규제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나
라 도덕 교과서에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사는 것만이 ‘보람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관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의의 추구를 상호적 원칙으로 제시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상봉, 2005).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의 도덕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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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면, 내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타인( 혹은 사회)이 자신이나 이웃 인
간에게 가하는 악에 저항하는 것도 중요한 도덕적 의무이다. 그런데 도덕 교과서에서는
개인(자신)이 사회에 대해 행할 수 있는 악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면서 사회 또는 국가
(제도적 권위)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악에 저항할 의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사회
정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에 무뎌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 교과서의 기조가 질서와 조화 이데올로기를 숭상하고 갈등을 무조건 위
험시하며, 합리적 해결 보다 상호 양보를 강조하게 되면 민주화가 진행 중인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 평등의 정신이 구현되기 어렵다. 즉, 더
나은 가치와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진취적 기상과는 거리가 먼 채 기존체제에
적응하여 탈 없이 살아가는 소극적 시민 내지 과거의 공민교육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4) 인성교육,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학교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인성교육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됨’
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은 대체로 개인적 차원의 도덕성 함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성격교육으로 인식되어 온 인성교육으로는 현
대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공적인
삶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보, 2008).
중학생의 인성교육 실태를 연구한 현주(2009) 등은 인성교육을 ‘사람들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의 습관화를 위한 일련의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그리하여 인성교육은 학생들로 하
여금 존중, 정의, 민주 시민적 자질,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등의 핵심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는 학습과정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사
회의 기반이 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보증하는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게 하는 것
으로 이해하였다.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별도의 교과목 형태로 다루어지
기보다 학교의 제반 활동과 교육과정에 스며들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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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확연히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때로 인성교육
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상 학년에 따라 어느 한 쪽이 더 부각되고, 덜
부각되는 관계로 접근할 수도 있다.
민주시민 교육은 인권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최근에 몇몇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참여 기반의 조성 등과 맞물려, 자율에 상
응하는 책임의식의 함양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별개의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도 없지 않
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로서 인권교육이 자리매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교육의 확산에 기여해 온 UN은 인권교육을 1)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2)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의 추구, 3) 모든 국가,
원주민, 인종지역, 민족, 종교 및 언어집단간의 이해와 관용, 성적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4)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와 평화 유지를 위한 UN 활동의 증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태도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
설하기 위한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구정화, 2009). 이런 관점에
서 볼 때 인권교육은 인권 관련 지식과 기능 뿐 아니라 태도와 가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민감성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최윤진, 2004), 이는 민주시민
교육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여전히 친숙하지 않은 용어로 남아있다.
이는 권위주의 전통 속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강조를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정서가 있고, 입시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소중한 가치의 희생을 용인하는 입시위
주의 문화 탓이기도 하다. 이수광(2000)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통상적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이 학교교육의 현실적 목표가 되고 있는 점, 교사주도의 수
업관,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교사의 권력행사에 대한 암묵적 동의 등을 지적하고 있
다. 여기에 더하여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도 큰 몫을 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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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생인권의 신장이 곧 교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
게 된다.
그런 점에서 도덕과와 사회과로 대표되는 정규교과는 물론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다양한 비교과활동 및 학교생활 전반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민주시민 관련 덕목을 도덕과와 사회과 등에서 가르쳐 왔음에도 학생들에게 체화되지
않는 데에는 일차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민주시민’의 상이 제대로 설정
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한다. 오랫동안 국가주의 국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대신하
고, 규칙과 기본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 인성교육 정도로 생각하는 교육풍토에서 민주
시민교육이 제대로 되기는 어렵다.
서구 선진국에서 학교의 시민교육을 논할 때 언제나 우려와 경계의 대상은 자칫 정치
적 도덕적 교화 목적으로 학교의 시민교과 과정이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반면
우리나라 해방이후 민주시민교육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민주시민’에 대한 합리적 공
론화의 과정 없이, 반민주적인 국민정신교육을 하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포장을
활용해 왔다. 이런 명분과 내용의 불일치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지향
해야 할 가치와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만들어 낼 수 없도록 하였고, 여전히 민주
시민교육과 직결된 도덕과나 사회과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의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와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학교 관계자들이 공
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민주시민’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무관심과 인식의 결여도 문제이다. 교육기본법과 국가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민주시민양성’이라는 교육목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부모와 시
민들은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제대로 기르고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다. 학업성적만 올
리면 모든 교육적 가치를 희생시켜도 문제 삼지 않는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대학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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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모든 교육의 ‘과정’이 평가되는 사회 풍토는 민주시민교육 발전에서 큰 걸림돌
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실에서 정규교과 내용으로만 다루어지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생활공간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을 구
현해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지 않다. 이처럼 민주시민 관련 지식과 가치･태도, 참여･실천
등의 내용이 주로 교실 수업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적 태도의 형성, 참여･실천에
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알찬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다양한 비정부기구의 지원까지 받아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연구 노
력으로 시민교육 교재개발을 하고 있는 외국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 학교의 민주시민교
육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현행 사회과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에는 시
수의 부족, 교재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민
주시민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질 높은 교재들을 제작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협회나 시민
단체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시민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하고, 단위학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중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태7)
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1)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목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관계자들 간에 ‘민주시민’의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가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7) 이 절에서는 금년도에 수행한 중등학교 관계자 면담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실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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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을 던졌을 때 하나같이 이 주제, 질문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방이후 60년 넘게

‘민주시민의 육성’이 공식적인 교육목표로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시
민’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이를 교육실제 속에 녹여 넣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이론과
실제의 불일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학교급과 교사/학생들은 유사한 생각들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규칙
을 지키고, 그 속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찾아 행동하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학교관계자들은 민주시민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이 언
급하고 있는데, 자유, 평등, 공동체, 배려, 소통, 민주주의, 의무, 권리, 자치활동, 협의,
대화, 질서, 준법 등이 주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
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목표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장을 비롯하여 교원들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인 목표와 행동 기준을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통해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사람
들 간의 협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 속에서 평등과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것에 초점에 맞
추어져 있지만, 당장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목표를 두고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느냐고 묻게 되면, 민주시민교육은 인성교육
과 동일시되고, 질서의식과 준법정신 등의 항목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적 가치
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대화’를 언급한 경우가 많다.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양은, 늘 자기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기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교환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잘된 것은 도모해 나가는 과정...” (K중학교 사회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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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가 강조되고, 동료 학생들과의 경쟁과 상급학교 진학에 신경을 써야 하는 작
금의 학교교육 현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주위의 이웃이나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시
간적, 심정적 여유를 빼앗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관계자들이 배려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함께 배우는 동료 학생들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품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핵심적인 내용을 공동체에서 정한 기본적인 합의, 도덕, 규범,
규칙, 법률, 도리 등으로 한정하여 학생들이 이를 내면화할 것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교
사들에게서 자주 확인된다.

“개인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갖도록 하고 남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이나 ... 예절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봐요. 공동사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아이들이 지켜야 할 질서나 교
육이나 가치관이나 준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E중
학교 인성부장)

특히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들의 경우, 재학시절의 ‘예절교육’이라든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 ‘효제충신’의 정신, 고급가치로서의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따뜻한 품성이 아닐까요. 예부터 효제충신을 강조해 왔는
데... 그중에 충이 가장 중요한 기본자세라고 봅니다.” (D중학교 교장)

이는 교사들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에
게 민주시민관련 덕목과 가치 18개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적 가치를 3
개 선택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책임을 준수하거나(59.0%), 예의바른 행동
을 하고(50.7%),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47.2%)을 강조하였다. 중학교 교사들은 책임
준수(59.6%), 예의바른 행동(52.3%), 인간생명의 존엄성 존중(48.0%) 순으로 강조한 반
면에, 고등학교 교사들은 예의바른 행동(49.2%), 법과 규칙 준수(47.5%),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41.1%)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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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요청되는 가치 및 덕목(학교급)
가치 및 덕목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

293

(30.5)

338

(34.7)

631

(32.6)

시민의 권리와 의무

306

(31.8)

371

(38.1)

677

(35.0)

인간생명의 존엄성

462

(48.0)

388

(39.9)

850

(43.9)

책임 준수

573

(59.6)

569

(58.5)

1,142

(59.0)

애국심

111

(11.5)

105

(10.8)

216

(11.2)

공동체(학교, 학급)에 대한 관심과 참여

272

(28.3)

291

(29.9)

563

(29.1)

예의바른 행동

503

(52.3)

479

(49.2)

982

(50.7)

공동선(공동의 이익)의 추구

182

(18.9)

217

(22.3)

399

(20.6)

약자(불우이웃,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

452

(47.0)

400

(41.1)

852

(44.0)

각종 차별에 대한 대응능력

54

(5.6)

69

(7.1)

123

(6.4)

법과 규칙(학교 교칙)의 준수

452

(47.0)

462

(47.5)

914

(47.2)

기초질서(교통신호 등) 지키기

218

(22.7)

217

(22.3)

435

(22.5)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149

(15.5)

154

(15.8)

303

(15.7)

합리적 소비습관

50

(5.2)

54

(5.5)

104

(5.4)

비판적 사고력

116

(12.1)

168

(17.3)

284

(14.7)

자기관리 능력

338

(35.1)

302

(31.0)

640

(33.1)

학생 자치능력

95

(9.9)

105

(10.8)

200

(10.3)

갈등 조정 능력

169

(17.6)

153

(15.7)

322

(16.6)

962

(100.0)

973

(100.0)

1,935

(100.0)

계

이런 응답 경향은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인성교육 내지 전통적인 공민교육
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년 전에 국제 청소년 시민성 연구(ICCS)의 일
환으로 우리나라 학교장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당시 중학교 교장들은 ‘사회, 정치, 시민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장 많이 선택
한 것으로 나타났다8). 그러나 이번 조사의 선택항목 중에 이와 유사한 ‘민주주의의 올
바른 이해’가 포함되었지만 별로 높은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당시 국제비

8) 김태준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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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연구에서 묻고 있는 시민교육의 의미가 한국의 학교현장의 ‘시민의식’과는 거리가 있
음을 시사한다. 이는 달리 말해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극복하고자 했던 ‘훌륭한 공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
고 있으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두고 학교 안과 학교 밖 시민사회 간, 학교 안
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 및 나이 든 교사와 젊은 교사들 간의 견해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
을 보여준다.

2)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면담결과,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현상을 보는 눈을 높이고,
의식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한발짝
씩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의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입시위주’, ‘학력중심 교육’이라 하는 학교교육에 있어 학생들에
게 민주시민교육은 요원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기초질서와 준법정신에 기초하
여 인성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학교행정가와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확실한 규칙’을 인지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은 필수적인
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이유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
다. 요즘 학생들에게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 사회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이
해교육, 다문화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새로운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학교교육이 다
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넘어선 세계 보편적 가치와 인간
성의 존중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 세계화 시대의
민주시민교육에서 부각되는 이러한 교육내용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
다.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다양성,
차이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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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민주주의와 사회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만을 목표로 하지 않
고 민주적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실천능력까지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주시민
교육은 지식과 행동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회과와 도덕과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지식, 태도와 가치관, 행
동의 실천)을 육성하는 한편, 범교과 주제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된 비교과 활
동, 학교 안팎에서의 생활지도 등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다. 비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활동을 하면서 교사나 학생 모두 특별히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목적의식 없이 수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 활동은 민주시민교육과 불
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회/도덕과를 비롯한 정규교과 수업의 제공방식과 창의적 체험활
동으로 대표되는 교과외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학교(학급) 차원에서 특별히 제공되는 시민적 활동, 교사-학생 관계 등 학교의
시민적 풍토 등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수준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 본 결과,
학생들이 느끼는 민주시민교육 만족도는 1.939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며, 고등학
생(1.828점)이 중학생(2.042점)에 비해, 여학생(1.894점)이 남학생(1.983점)에 비해 더
낮게 보고 있다. 이는 학교급이 오를수록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소홀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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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정도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1,934

2.042

.747

8.782***

고등학교

1,783

1.828

.738

남학생

1,811

1.983

.778

여학생

1,878

1.894

.722

상위권(①)

1,089

1.919

.773

중위권(②)

1,859

1.953

.745

하위권(③)

592

1.931

.743

고졸 이하(①)

1,851

1.904

.723

대졸(2년제 포함)(②)

1,470

1.963

.775

대학원졸 이상(③)

222

2.032

.815

고졸 이하(①)

2,222

1.915

.727

대졸(2년제 포함)(②)

1,199

1.953

.782

대학원졸 이상(③)

116

2.086

.860

3,717

1.939

.750

전체

사후검정

3.620***

.717

4.403*

3.493*

***p<.001, **p<.01, *p<.05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과 태도 행동이 통합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므로 민
주적 원리와 가치에 대해 지적 능력의 향상을 넘어서 학교의 수업활동이나 의사결정과
정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하
여 좀 더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교육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았
다. 학급내 민주시민교육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1) 학생들은 공개적
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2)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3)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4)
학생들은 사회정치적 사건에 대해 학급에서 토론한다’, ‘5)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
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현한다’, ‘6)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의견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7) 선생님들은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주신다’ 등 7개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를 평
균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요인의 신뢰도는 α=.85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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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교실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정도는 2.46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중학생(2.513점)이 고등학생(2.413점)에 비해 조금 더 높았지만 의미있는 차이
라고 하기는 어렵다.

<표 Ⅲ-3> 교실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정도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171

2.513

.618

5.230***

고등학교

2,230

2.413

.648

남학생

2,208

2.446

.652

여학생

2,155

2.478

.616

상위권(①)

1,317

2.447

.628

중위권(②)

2,186

2.476

.633

하위권(③)

689

2.432

.663

고졸 이하(①)

2,166

2.453

.617

대졸(2년제 포함)(②)

1,743

2.482

.639

대학원졸 이상(③)

284

2.433

.726

고졸 이하(①)

2,595

2.455

.618

대졸(2년제 포함)(②)

1,443

2.475

.662

대학원졸 이상(③)

148

2.453

.716

전체

4,401

2.462

.635

사후검정

-1.686

1.690

1.374

.453

***p<.001, **p<.01, *p<.05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할 때 몸으로 체득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수업방법, 수업시간표, 학습자료,
학급규칙, 학교규칙, 방과후 활동의 결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분
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의견 반영 정도가 1.794~2.510점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나마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는 부분은 학급규칙의 결정 부분
이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교육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의견을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
므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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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학교에서의 의사결정에 학생의견 반영 정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수업방법

4,410

2.273

.885

수업시간표

4,411

1.794

.882

학습자료

4,398

2.194

.893

학급규칙

4,401

2.510

.964

학교규칙

4,406

2.175

.949

방과후 활동

4,409

2.274

1.001

2009년도에 수행된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중등학생들은 다른 참가국들에 비
해 수업시간표나 수업방법 등의 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김태준 외, 2010).
면담조사에서 가장 빈번한 지적은, 민주시민교육이 학생들의 경험과 구체적 상황에서
의 실천적 학습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
들은 민주시민교육을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학생들에게 적절히 전달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은 교사 주도의 일반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이 판단, 결정,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문제와 그에 따른 정
해진 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은 교과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설문조사에서 사회 및 도덕과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각종 교수학습방법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사회/도덕과 교사들은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하는 고전적 수업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69점). 그
다음으로 논쟁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2.963점), 개별활동 후 발표를 하는 등의
활동(2.834점)을 자주 활용하였다. 반면에 역할극과 시뮬레이션은 수업 시간에 잘 활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1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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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수업시간 활동 활용정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1)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함

592

2.588

.695

2) 다양한 주제에 대해 그룹활동을 하여 발표함

592

2.571

.677

3)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개별활동을 하여 발표함

592

2.834

.724

4) 역할극과 시뮬레이션을 활용

589

2.148

.685

5)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들은 답하기

592

3.669

.499

6) 논쟁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수업에 포함시킴

592

2.963

.677

7)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함

592

2.762

.685

현재 학교수업에서는 토론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한두
번 운영해 보고는 다시 원래의 강의식 수업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는 현행 교육과정 체제 안에서 진도부담 등의 문제도 있지만 강의식 수업 외에 다른 다
양한 수업 방법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작용하고 있다.
사회나 도덕과 수업에서 토론은 기간제 교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30대 이하 교사들이 50대 이상 교사들보다 토론수업을 자주 활용하였다(3.099
점>2.793점).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들 중에 수업의 다양화를 위한 훈련과 실천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6> 수업시간 활동 활용정도(토론)

학교급

성별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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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73

2.982

.639

.626

고등학교

319

2.947

.710

남자

295

2.949

.686

여자

295

2.973

.670

부장교사(①)

125

2.904

.615

평교사(②)

381

2.929

.679

기간제교사(③)

83

3.193

.723

사후검정

-.425

5.810**

③>①*
③>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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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정

30대 이하(①)

212

3.099

.705

9.861***

①>③***

40대(②)

209

2.962

.657

50대 이상(③)

169

2.793

.635

전체

592

2.963

.677

***p<.001, **p<.01, *p<.05

전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에는 교육내용, 구성원들
간의 합의, 교과시간, 평가방법 등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학교급 별로도 민주시민교육의 양상이 조금씩 달리 나타나고 있다. 면담과 설문
조사 모두에서,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초등학
교를 막 졸업한 중학들에게 인성교육이 더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하는 것을 학교와 교육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비교적 대학입시에 덜 영향을 받는 중학
교에서 교육과정을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민주시민교육의 강조점에서도 학교급 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보
다 인성교육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학생자치활동에 더 초
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연령대에 따른 발달 및 성숙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민주시민교육의 주체: 사회/도덕과의 역할에 대한 인식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의 민주시민교육에 학교 구성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
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1) 학교장 및 부장교사’, ‘2) 사회 및 도덕과 교사’, ‘3) 모든 과
목의 선생님’, ‘4) 학부모’가 민주시민교육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사회 및 도덕과 교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37점), 그 다음으로 학교장 및 부장교사(3.206점), 모든 교과교사(3.056)순이다. 학
부모(2.603)는 상대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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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생각한 교육주체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이긴 하지만 민주시민의
육성이 학부모들의 관심 밖에 놓여있는 현실을 상당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7> 교육주체별 민주시민교육 참여정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1) 학교장 및 부장교사

2,132

3..205

.733

2) 사회 및 도덕과 교사

2,128

3.437

.631

3) 모든 교과 교사

2,186

3.056

.709

4) 학부모

2.096

2.603

.81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활동으로 구분된다. 정규 교육과
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과와 도덕과에서 주로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도덕과
의 경우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과의 경우 ‘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제지식, 정치조직, 각 부처의 업무 등을 이해’하는 과정에
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들 교과를 통해 민
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술은 혼자서도 하고 여러 명이 하기도 하는데, 미술뿐만 아니라 사회과목이라고 해
서 특별히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술에서도
조짜서 할 때 서로 배려하도록 해야지, 항상 나중에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걸 애들한테 항상 주입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S고교 미술교사)

“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어떤 과목이 무엇을 담당하는 것보다, 그건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 민주시민적인 자질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학교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
가 그 다음에 학교생활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
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Y중학교 생활인권부장)

국어과, 영어과, 미술과 등 모든 교과의 영역에서 수업내용뿐만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
는 방식 및 수업내용을 실천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과와 도덕과의 내용이 민주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실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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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전달하는 과정과 배운 내용이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타
교과와 별로 다르지 않은 지식위주에 그친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독립된 교과로서의 ‘시민과목’을 설치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것
에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교과시간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교과시간에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격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중략) 요즘 학생
들이 공부라고 하면 민주시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고, 공부하고
시험 잘 봐야 하는 것으로 생각...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경험담이나 좋은 이야기를
인식하지 않고, 교과서 내용을 외우기만 하고 그럽니다.” (K중학교 부회장)

“교과로 민주시민교육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있는데....(중략) 교과
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비교과적인 부분에서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J중학교 교사2)

따라서 학교의 민주시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 및 도덕과의 역할 재정립과 더
불어 민주시민교육을 ‘인성교육’ 정도로 생각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시민성’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중요해 보인다.

3) 교과외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교과 이외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히 동아리 활
동,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독서교육, 봉사활동, 지역사회연계 학습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는 아무래도 학생자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 민주시민성의 핵심을 의무과 권리에 기반한 ‘자치 역량’으
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 이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주적 협
의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곧 학생회 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자치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교육, 학생들의 회의진행 방법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체계를 잡아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 토론까지는 어렵다. 옛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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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들이 이야기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이 고개도 끄덕이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일어서서 이야기도 하고...” (D중학교 사회
교사)

그러나 이러한 교과외 활동도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학생회 활동의 경우 이전보다 활발해 지기는 했지만, 학생회 임원으로 선
출된 학생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 학교 전체의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경
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회 활동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도 따져 보아야 할 부분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학교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
해 교과에서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도록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책화된
것이다. 그러나 개별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떤 교사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교육
내용이 결정되고, 이 내용 또한 기존의 교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
의 효과를 더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원래 의도했던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 책임의식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식의 행사성 활동이 많은데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실 수업이 아닌 야외 활
동이라는 것 때문에 단지 ‘논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다른 과외 활동보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부분으로 보
인다. 교사와 학생 모두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
특정한 이해와 관심에 따라 모인 공동체에서의 소속감, 능력 향상, 자치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자율적 운영에
대한 지원의 폭이 좁고, 교사들의 관심에 따라 동아리 활동의 부침이 큰 만큼 동아리 활
동의 연속성이 어떻게 보장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고리를 어
떻게 찾는가가 핵심적 과제로 남아 있다.

4) 정부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방침에 대한 의견
교사들은 정부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이전보다 민
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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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지덕체를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 강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곧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정규교과를 통한 민주시
민교육이 지식교육으로 제한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다루는 과목들(사회과와
도덕과)이 ‘교과집중이수제’ 도입으로 특정 학년에만 배치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시
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과부의 입장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교육청-일선 학교로 이어지는 일방적 프로그램 하달체계도 민주시민교육이
결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조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개혁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러
한 구조적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다음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작정 강화하겠다, 선생 어른들에게만 통보가고 그런 식이라면 부정적이지만, 학생
들에게 먼저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고 소외되는 학생들에게도 통보가 가면
찬성이에요.” (H고교 학생1)

정부에서 학교 현장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라는 전달은 하지만 오히려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은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방향으로 변질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단위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지침과 함께 이런 교
육을 할 수 있는 학교풍토를 만들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목소리이다.

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 나름의 노하우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나름의 노하우들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성공적인 학생자치활동의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학교 규칙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도록 하여,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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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체적 과정을 맡기는 일이 이에 포함된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하고,
대표를 뽑고,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은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운영 전반에서 민주적 원리가 구현되고 있는 한 고등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희는 시민적 책무성이라는 개념을 좀 여러 차례 해요.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가 약간
손해 봐야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냐고 하면 골고루 손해를 봐야
한다. 그럴려면 골고루 손해보는 마음을 시민의 책무라고 보자고 하면...그러면 아이들
이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골고루 손해 보느냐?’ 그럴
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시민의 책무를 잘할 때에 자존심이 서는 거다, 시민으로서
자존심이.” (Y중고 교장)

“저희 학교는 기본으로 체육대회나 축제나 통합기행을 할 때 학생이 기획을 하는데, 저
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듣고, 뭉치고,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의
견을 내고 기획을 하고 수렴하고 뭐...논쟁이 있을 때에는 잘 조정을 하고..이렇게 하
나하나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 아닐까요” (Y고교 학생1)

이 학교는 스스로의 운영방식을 ‘자치학교’라고 칭한다. 교사들은 교사들 나름으로,
학생들은 그들 나름으로 ‘스스로 뭔가를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자치의 기본이다.

“특히 갈등장면을 해결하는 방식을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위임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규범에 있어서도 몇 가지의 기본원칙들...내가 커다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는 타인의 영역을 지켜주는 조건에서 가장 자유의 영역이 커질 수 있구나...그럴려면
약속을 해야 한다. 생활규약 같은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내도록 유도를 좀 하지
요. 제가 쓰는 말 중에 ‘동료압력’행사가 잘 되어야 그 사회가 타자의 약점을 덜 해치는
사회이다” (Y중고 교장)

이처럼 민주시민을 기르는 일은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그런 책임에 맡도록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 이 때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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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에 대한 책임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앞서 과도하게 요구되면 자칫 전체주의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 시민적 책무를 시민적 자존심과 연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강요된 책무를 넘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책무로 유지할 수 있다.
이 학교처럼 교육활동과 학교운영 전반에서 민주적 원칙을 실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일반 학교에서도 ‘바자회, 알뜰시장, 예배수업, 스포츠 클럽’ 등을 통해 민주시
민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종교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찰교실, 목회
상담소, 전문 복지사 선생님, 지킴이 선생님, 보안관제도’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
천하는 학교도 있다. 한 혁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 이론에 근거한 ‘교
과통합활동’도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유물 발굴 장소의 견학, 갯벌 체험 등의 행사
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 나름의 민주시민교육 사례로는 동아리 활동을 주목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 논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도 토론하는 동
아리, 다양한 학습과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문예동아리 속에서 출발...
이것은 자치활동영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 (N고교 연구부장)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는, ‘기본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창
의력을 발휘하게 해주면 교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보
고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학교(경영진)의 지원과 이를 위한 여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일이 전제가 된다.
그런데 많은 학교가 다양한 교과외 활동과 행사를 하고 있지만 교육적 효과로 연결되
는 것은 행사의 기획 뿐 아니라 행사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질 때이다.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하고 나서 아이들이 자기의미
화 하는 시간을 가져요. 평가회도 하고... 글도 좀 써 보고..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생태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했던 것 같고요.” (Y중고 교장)

그런 점에서 학교의 다양한 교과외 활동들이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교육적 열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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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사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행사와 활동의 사후관리
에 까지 교육적 고민이 반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민주적 경험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학교 안팎의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서 분석한 결과, 우선 전반적으로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7개 활동의 참여 정도는 1.783~2.852점으로 나타나 평균(2.5점)보다 낮은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동아리 활동으로 나타났으
며(2.852점),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2.565점), 외부기관･단체 주관 행사(2.231점)
순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민적 참여와 연관성이 큰 캠페인 활
동이나(1.783점), 청소년 시민단체 참여(1.854점), 학교자체 시민교육프로그램(1.880점)
에 대한 참여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학교 안팎의 활동 참여정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1) 외부기관･ 단체 주관 행사(전시회, 백일장 등)

4,380

2.231

.910

2) 자원 봉사활동

4,380

2.565

.875

3) 청소년 시민단체 참여

4,376

1.854

.821

4) 캠페인 활동(환경운동, 인권운동 등)

4,371

1.783

.811

5) 학생자치 활동(학생회, 학급회 등)

4,376

2.090

.958

6) 동아리 활동

4,379

2.852

1.072

7) 학교자체 시민교육프로그램(자치교실 등)

4,381

1.880

.849

시민적 책임을 실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적 참여에 대한 자신감과 보람을
심어 주어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적 시민’으로 행동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중
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가치부여를 드러
내 주는 ‘시민적 참여의 효능감’ 수준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1)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때 학교가 더 좋아진다’, ‘2)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긍정적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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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3)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4)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두어야 한다’ 등의 4가지 문항에 대해 동의
하는 정도로 시민적 참여의 효능감을 조사해 본 결과(위 4문항으로 측정한 ‘학교 안의
시민적 효능감’의 신뢰도는 α=.851), 2.964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
되어, 학생들의 시민적 참여의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생들의 배경에 따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3.003점>2.925점),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3.006점>2.929점), 학교안의 시민적 효
능감이 더 높았다. 성적이 상위권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가정 배경에서
는 아버지 학력이 고졸인 경우(2.927점)인 경우, 대졸인 경우(3.013점)나 대학원 졸 이
상인 경우(3.065점)보다 학생의 학교내 시민적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로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Ⅲ-9>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시민적 효능감(α=.851)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정

중학교

2,180

2.925

.729

-3.505***

고등학교

2,223

3.003

.755

남학생

2,206

2.929

.793

여학생

2,160

3.006

.687

상위권(①)

1,314

3.098

.711

중위권(②)

2,192

2.930

.748

①>③***

하위권(③)

688

2.840

.774

②>③*

고졸 이하(①)

2,172

2.927

.716

대졸(2년제 포함)(②)

1,740

3.013

.761

대학원졸 이상(③)

285

3.065

.802

고졸 이하(①)

2,600

2.947

.723

대졸(2년제 포함)(②)

1,441

2.998

.769

대학원졸 이상(③)

149

3.161

.759

전체

4,403

2.964

.743

-3.459**

33.273***

8.785***

①>②***

②>①**
③>①*

7.286**

③>①**
③>②*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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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주시민교육의 저해 요인
1)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구성원간의 견해 차이와 갈등
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교육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집단 간 견해 차이가 크
고 정치적으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시민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의 의미와 민주시민교육 수행방식에 대한 이념적 대립이 적지 않으
며, 학교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 구성원간의 긴장과 갈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행정책임자인 교장과 평교사와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보직을 맡고 있는 부장
교사와 일반 교사와의 갈등도 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과 구조화된 긴장이
상존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에서 가장 두드러진 갈등은 ‘민주시민’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
롯되며, 이런 시각 차이는 교장과 담당 교사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모든 행정책임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 교장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생활지도로 대표되는
인성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로서
인성교육이 강조될 수는 있지만, 정작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의 자발성을 끌어
내고 그들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키워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인정범위, 동아리 활동의 자율성 부
여 유무, 교과외 활동을 위한 시간 배분, 새로운 활동/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판단 등에
서 교장과 담당교사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다음과
같은 교사의 면담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조용히 살 수 있는데 왜 애들을 일깨워 갖고 요구하게 하느냐... 그게 지금 민주시민
교육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 교육과정에서 분명히 인정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체를 학교의 풍토 안에서는 미묘하게 가급적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 속에
사회과 선생님들이 끼어서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죠.”
(S중학교 사회교사)

‘조용히 살 수 있다‘는 것과 ’불편해지는 것‘ 그래서 ’회피하는 것‘이 묘하게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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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오랫동안 민주시민교육을 명분상의 목표
로 내세우면서 권위주의 교육을 해온 우리나라 교육풍토에서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가 일방적이거나 관료
주의적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어떤 교장은 자기 주관이 심하셔서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 말은 잘
안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투표도 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신경쓰시는 분들도 있지
요. 그래서 교장이 바뀔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S고교 미술교사)

또한 교사 집단 내 세대차이가 교육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한 몫
을 한다.

“교사들의 세대 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시민성 교육에 대
한 합의된 가치관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유신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의 교사 사고방
식과 민주화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한 교사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우리
사회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의 상태가 교직사회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봐요.” (H
고교 사회교사)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교육의 내실화에 더하여 ‘시민의식’을
직접 겨냥한 학교자체 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다. 학교자체 프로그램이 마련
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시민교육’의 중요성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리하여 학교 자체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고 교사
배경에 따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3.058점>2.974
점),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3.043점>2.986점)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정하였으며, 30
대 이하의 젊은 교사들이 50대 이상 교사에 비해(3.061점>2.982점) 학교자체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학교 안에서 세대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활
성화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다름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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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학교자체 시민교육프로그램 개설의 필요성
배경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학교급

중학교

1,064

3.058

.593

3.347**

고등학교

1,105

2.974

.582

남자

1,043

2.986

.588

여자

1,121

3.043

.590

사회/도덕과

585

2.998

.581

기타 교과

1,555

3.025

.593

교감(①)

32

3.094

.466

부장교사(②)

522

3.002

.609

평교사(③)

1,280

3.007

.587

기간제교사(④)

330

3.061

.580

30대 이하(①)

863

3.061

.570

40대(②)

677

2.990

.604

50대 이상(③)

623

2.982

.596

전체

2,169

3.015

.589

성별

교과

직위

연령

사후검정

-2.256*

-.937

1.011

4.270*

①>③*

***p<.001, **p<.01, *p<.05

민주시민교육의 추진과 관련하여, 교사집단 내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사와 학
생간의 구조적 긴장상태이다. 최근 학생인권과 체벌을 둘러싼 ‘교사 입장’와 ‘학생 입장’
사이의 논쟁은 이러한 긴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학생인권이나 체벌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는 점은 중요한 논
쟁중 하나임...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있다면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느냐 (하겠지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면 분명히 통제가 필요하
고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민주라고 하는 개념을 자유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 관계가 아니라 그냥 권리로만 받아들이거든
요.” (K중학교 교감)

“자기가 했으니까 책임을 질만한 나이는 된 거 같은데.... 아직 어른들 눈에는 자기 인
생을 다 겪어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다 큰 거 같죠...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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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는 공부도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을 다 하는 편이에요. (J중학
교 학생2)...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하려는 것을 막으면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희 입장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S중학교 학생1)

설문조사에서도 학생의 인권에 대한 태도가 교사집단 내의 견해 차이와 더불어 학생
과 교사간의 갈등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현장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의
극복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더 높은 지지(교사 3.24,
학생 3.090)를 보이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이 높을수
록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 점 외에는 배경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학교 현장의 인권 무관심 극복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서도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3.320점>3.153점), 사회/도덕과 교사가 다른 교과 교사에
비해(3.339점>3.212점), 30대 이하 및 40대 교사가 50대 이상 교사에 비해(3.339
점>3.077점, 3.265점>3.077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무
관심을 해소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향상에 더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표 Ⅲ-11>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 해결 필요성
대상

배경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학생

학교급

중학교

1,987

2.967

.949

-8.371***

고등학교

2,069

3.208

.888

남학생

2,000

3.050

.956

여학생

2,025

3.135

.894

상위권(①)

1,235

3.270

.902

중위권(②)

2,019

3.050

.926

①>③***

하위권(③)

618

2.903

.906

②>③**

고졸 이하(①)

2,018

3.071

.923

대졸(2년제 포함)(②)

1,609

3.134

.921

대학원졸 이상(③)

255

3.078

.977

고졸 이하(①)

2,417

3.103

.910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사후검정

-2.907**

38.544***

①>②***

2.082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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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배경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졸(2년제 포함)(②)

1,329

3.108

.941

대학원졸 이상(③)

130

3.000

1.049

4,056

3.090

.926

중학교

1,075

3.223

.882

고등학교

1,115

3.256

.837

남자

1,046

3.153

.879

여자

1,139

3.320

.833

사회/도덕과

593

3.339

.827

기타 교과

1,568

3.212

.867

교감(①)

31

3.032

.836

부장교사(②)

525

3.185

.888

평교사(③)

1,296

3.275

.846

기간제교사(④)

333

3.213

.864

30대 이하(①)

880

3.339

.854

40대(②)

682

3.265

.840

전체
교사

학교급

성별

교과

직위

연령

50대 이상(③)
전체

622

3.077

.865

2,190

3.240

.860

t/F

사후검정

-.880

-4.572***

3.066**

2.142

17.522***

①>③***
②>③***

***p<.001, **p<.01, *p<.05

이처럼 학교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행정책임자와 교사의 갈등, 교사들 간
의 갈등,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실제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
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개인에 따른 기복의 차이
를 줄일 수 있도록 공통된 민주시민개념과 목표를 정립하여 공유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
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2) 민주시민교육을 저해하는 교육환경 및 구조적 요인
민주시민교육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입시와 상급학교로의 진학, 그리고 학교간
성적을 비교하여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교육시스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성적경쟁이 치
열한 현행 교육환경에서는 민주시민교육도 ‘지식교육’에 국한되어 되어버린다. 이런 교
육시스템에서는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경우’가 허용되지 않거나,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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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률적 행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즉, 더 우수한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관련된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활동에는 참여가 저조하거나 없는 경우
가 생기는 것이다.

“요즘은 학력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풍조... 학업성취가 학교별 성과로 이어지지 않
겠습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지요. 학력성장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외부의 표준화된 시험이 있으니까...어떤 학교
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창의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창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D중학교 사회교사)
“아직까지 저희 학교에서는 민주시민 자질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학업, 학력성
장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듬...” (D중학교 사회교사)

이런 구조적 환경은 학내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들을 무력화시키고, 일방적으로 하
달된 내용을 전달하는 통로로만 활용하게 되고 만다.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부
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며,’ ‘재미없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가 갖고 있는 자율성이 없어요. 의무교육이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다
돈을 받기 때문에 교육청 정책을 따라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교육청의 어떤 정책을 교장이 얼마만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
러한 것들을 우리가 몽땅 따라가면서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요.” (E
중학교 교장)

즉, 모든 활동의 중심은 학업성적을 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학업에 방해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면 가급적 멀리하고 봉사점수나 내신활동에 유리한 민주시민교육은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이 학교 현장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
는 민주시민교육은 성적을 얻기 위한 지식교육으로 변질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자체가 민주적인 지배구조
를 구축하고 민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단순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시민적 덕
목을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적 환경과 실천기회의 중요성은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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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평가할
까? 학교의 민주적 풍토를 확인하기 위해 ‘1) 학교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
다’, ‘2)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다’, ‘3) 교사들
간에 학생의 인권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4) 학교경영이 투명하게 이
루어진다‘, ’5)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다‘ 등 5개 문항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의 신뢰도는 α=.761)를 측정해 보았다. 조사 결과 평균
3.041점으로 교사들은 학교가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학교 급에 따라서는 중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사
들에 비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했고(3.101점>2.983점), 사회 및 도덕과
교사들은(2.987) 다른 교과의 교사들(3.062)에 비해 민주적 풍토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반면 평교사들에 비해 교감이나 부장교사,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된
다는데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학교의 민주적 풍토

학교급
성별
교과
직위

연령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1,098

3.101

.575

4.873***

고등학교

1,143

2.983

.573

남자

1,073

3.049

.599

여자

1,164

3.032

.557

사회/도덕과

608

2.987

.612

기타 교과

1,603

3.062

.557

교감(①)

33

3.370

.472

부장교사(②)

535

3.200

.508

②>③***

평교사(③)

1,327

2.917

.596

④>③***

기간제교사(④)]

342

3.236

.478

30대 이하(①)

898

3.039

.566

40대(②)

700

3.045

.581

50대 이상(③)

638

3.037

.589

전체

2,241

3.041

.577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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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2.629***
53.925***

.033

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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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민주적 풍토는 학교운영 및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주로 누가 힘을 행사
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학교의 각 구성
원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가 아래 <표 Ⅲ-13>이다.
교사들은 학교 구성원 중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65점). 이어서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회(3.314점), 학
교운영위원(3.202점), 부장교사(3.170점) 순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반면
에 학생의 영향력이 가장 작고(2.470점), 그 다음으로 평교사(2.657점), 학부모(2.877
점) 순으로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생각했다.

<표 Ⅲ-13> 학교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영향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1) 학교장

2,232

3.865

.366

2) 부장교사

2,232

3.170

.565

3) 평교사

2,226

2.657

.685

4) 학교운영위원

2,223

3.202

.638

5) 학생

2,227

2.470

.751

6) 학부모

2,220

2.877

.695

7) 사립학교 이사회

1,190

3.314

.863

이처럼 학교장이 학교운영에서 행사하는 권한은 매우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평교사의 영향력은 상당히 낮게 인식되는데,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전체 평균에 비해 우
리나라 교사들의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준 외, 2010).
학교 안에서 권한분산의 필요성은 ‘자치학교’를 추구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지적하
고 있다.

“저는 학교의 실질적인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와 같은...지금은
어쨌든 교원이 권력독점입니다. 교원 중에서도 교장이나 교감의 영향력은 굉장히 확대
되어 있는 편이고요. 교원의 권력의 일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야, 좀 균형적으로
있어야 학생도 참여를 통해서 변한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부모도 공적 공간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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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다수의 합의로 간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세트로 교사회도 법제화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게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요?” (Y중고 교장)

이처럼 민주시민은 민주적인 환경 속에서 민주적 참여의 경험을 통해 보다 잘 길러질
수 있다고 할 때,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집중된 영향력을 학교공동체 구
성원들에게 재분배하는 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3.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정립과 핵심 교과의 역할 강화
서구 선진국에서 학교의 시민교육을 논할 때 가장 조심스런 부분은 자칫 시민교육이
정치적 도덕적 교화 목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반면 우
리나라 해방이후 민주시민교육의 역사를 보면 ‘민주시민’에 대한 합리적 공론화의 과정
없이, 반민주적인 국민정신교육을 하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포장을 활용해 왔다.
이런 명분과 내용의 불일치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만들어 낼 수 없도록 하였고, 민주시민교육과 직결된 도덕
과나 사회과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시민상’의 부재는 규칙과 기본질서
를 잘 지키도록 하는 인성교육 정도로 민주시민교육을 생각하게 만들며, 이런 상태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와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학교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민주적 공동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평등･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법 등으로 분절된 현재의 사회과 교육과정으로는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시민성을 개발하기 어렵다(추정훈, 200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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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 2003). 이를 위해 관련교과의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보다 적합하고 민주시민교
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교과서 내용의 구성과 서술 방식을 새
롭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 민주시민교육의 수행 방식 및 체험학습 여건의 개선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실에서 정규교과 내용으로만 다루어지며,
학교 구성원들이 생활하는 학교공간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다. 이처럼 민주시민 관련 지식과 가치･태도, 참여･실천
등의 내용이 주로 교실 수업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적 태도의 형성, 참여･실천에
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과 비교과 활동 간의 연계가 보다 긴
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과나 도덕과처럼 민주시민 관련 지식을 직접 다루는 교과수
업과 연계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이 개발되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
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
는 교수방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다. 민주시민교육 교재와 가용 자원의 다양화 필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알차고 다양한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한 제도적
기반의 확보도 필요하다. 다양한 비정부기구의 지원까지 받아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연구 노력으로 시민교육 교재개발을 하고 있는 외국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 학교의 민주
시민교육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현행 사회과 교육에서 생생한 만주시민교육을 하기
에는 시수의 부족 외에도 교재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
로 국가는 민주시민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질 높은 교재들을 제작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변호사 협회나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시민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단위학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교재를 활용할 수 있
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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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주시민교육에 도움되는 교육과정정책의 추진
정부는 창의인성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성적경
쟁위주의 교육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2009개정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한
지침 중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을 깨트리고 있다.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기당 8개 과목으로 교과목
수를 축소하면서 주요과목을 제외한 특정한 과목들은 특정 학기/학년에 집중 이수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런 교육과정
정책이 그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 교과의 분량은 줄어들지 않
은 채 시간만 집중적으로 특정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교과를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큰 한계로 여겨졌던 체험과 경험에 입각한 수업을 실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의식적 깨우침이 이어져야 하는 성찰 교과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
요 교과에 밀려 특정한 시기에만 짧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을 저해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중학교 단계에서 교과집중이수를 강요하는 교육과정 정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마.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학교관계
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역량으로 학생과의 소통능력을 제1순위로 꼽고 있다.
학생과 교사와의 세대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다. 교사들이 자라나는 새 세대로서의 학생
들과의 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을 넘어서 학생들의 수
준과 판단의 토대가 되는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교원임용체제 하에서 교직에 임용된 교사들은 선발집단으로서의 단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지적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쉽게 참지 못하고,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로 여기지만, 교사
들은 요즘 학생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뜨린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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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상호소통이 생략된 이런 안이한 판단으로는 학생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
로 성장시킬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준비도는 상당히 저조하다. 설문조사
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에 교사들이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약 19.6%만 참여하여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모
든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과 실천방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의 질을
높이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바.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의 질 개선
교사의 모범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들의 일관된 행동, 말과 행동의
일치, 학교의 교육내용과 다르지 않은 해석과 학교 교육내용에 대한 존중 등이 전제될
때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방과 후 가정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사회･정치적 정보 취득 및 관련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가
장 많이 하는 사회･정치적 정보취득 활동은 TV 뉴스를 시청하는 것이었다. 거의 매일
TV 뉴스를 시청한다는 학생이 34.3%였고, 뉴스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
다는 학생은 TV 뉴스를 시청한다는 학생보다는 적었다. 뉴스정보를 수집을 위해 신문을
보는 학생은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 혹은 친구와
토론하는 경우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단체에서 참여하는 경우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85.5%에 이를 정도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개인의 관심은 정치 활동 및 정치적 참여의 중요한 전제조건
으로 알려져 있다(Torney et al., 1975).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에서 사회정
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취득하며 가까운 사람들과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하
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 학교의 민주적 풍토 조성
민주적 시민은 일상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하면서 길러진다. 그런 점에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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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주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교직사회의 민주
화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 교장과 교감과 같은 행정전문가들과 교
사들의 사이에는 아직도 비민주적인 관계가 많으며 교사들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교직
사회의 민주화는 곧 학교 전체의 민주화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민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서 실질적인 학교 현장의 민주화가
촉진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관계의 민주화도 필요하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적 환경은 좋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교사가
학생에게 하달하는 방식의 일방적인 지시와 전달을 탈피하고, 수업이나 학급운영 및 학
교생활 전반에서 대화와 토론이 일상적 관계형성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
보다도 학생을 바라보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사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
들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지만, 실제 학생들은 이러한 기성
세대로서의 교사와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므로 학생을 학교공동체
의 한 주체로서 인정하고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90 ｜

Ⅳ. 민주시민의 역량 수준과
관련 변인 분석

1. 민주시민의 역량
2. 시민적 역량 수준 분석

Ⅳ. 민주시민의 역량수준과 관련 변인 분석

IV. 민주시민의 역량 수준과 관련 변인 분석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1. 민주시민의 역량
가. 민주시민 역량의 구성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
는 역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준비시켜 민주사회를 유지,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의 역량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 및 기
관의 기능에 대한 지식과 합리적 추론 능력,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
민적 관용성(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등)의 내면화, 공공생
활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과 참여 의지, 사회
정치적 문제와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능력(기술)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민주시민의 지적 역량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중등학생의 시민적 지식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임을 이미 확인하였고(김
태준 외, 2010),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부족한 역량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태도,
시민적 참여 등 정서 행동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학생들의 민주적 가
치에 대한 신념 및 태도 영역, 학생들의 시민적 참여 의지와 참여행동에 관련된 문항들
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태도 관련
문항으로는 민주주의와 시민적 원리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태도, 다문화과 관련된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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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참여 행동에서는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시민적 자아효능감, 학교 안팎의
시민적 참여활동, 미래의 시민적 참여의사 등을 알아본다.

나. 민주적 태도(신념과 가치)9)
1)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도
민주사회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고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으며, 공권력에 의
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민주적 가치
가 구현된 ‘좋은 사회’의 모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시민의
권리, 자유, 빈부격차,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대한 문항들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1)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치지도자는 자기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기업이나 정부가 신문사 대다수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4) 모든 사람의 사회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등 네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문항들의 신뢰도는 α=.751였다.
두 번째로 시민의 자유에 대해서는 ‘5)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
유를 가져야 한다’, ‘6) 모든 시민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
야 한다’, ‘7)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 ‘8) 정치
적 의사표시가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등 네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들 네 문항의 신뢰도는 α=.874이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빈부격차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다. ‘9) 빈부 간의 소득격차
는 적어야 한다’는 문장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 정도를 물어 보았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유와 권리의 제한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10) 경찰은 국가안전
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어도 된다’, ‘11) 국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수 있다’는 두 문장에 대해 동의하
는 정도를 질문했고 그 결과를 사용하였다. 다만 다른 요인과의 비교를 위해 데이터 변
9) 이 절에서 활용된 문항들의 요인분석결과는 부록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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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통해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없다는데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 분석될 수 있도
록 했다. 이들 네 요인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Ⅳ-1>과 같다.
우선 학생들은 ‘좋은 사회’는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가장 동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3.561점). 그 다음으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3.355점), 빈부격차
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3.392점). 이 3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평균이 2.5점보
다 크게 높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권리나 자유의 보장, 빈부격차의 해소
를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필요에 따라 자
유와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정도는 2.294점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함을 보여준다.

<표 Ⅳ-1> 좋은 사회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1) 시민의 권리

4,382

3.355

.561

2) 시민의 자유

4,380

3.561

.592

3) 빈부격차 해소

4,378

3.392

.789

4) 자유와 권리의 제한 반대

4,380

2.294

.845

좋은 사회의 모습에 대한 생각에서 학생의 배경에 따른 차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우선은 시민의 권리 보장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가 <표 Ⅳ-2>이다. 분석 결과, 중학생
에 비해 고등학생이(3.408점>3.300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3.397점>3.319점), 이
상적 사회라면 시민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의 권리 보장을 이상적 사회의 모습으로 여기며(3.469
점>3.334점>3.225점),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대졸인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그러
했다(3.400점>3.337점). 하지만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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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좋은 사회에 대한 인식(시민의 권리 보장)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정

중학교

2,160

3.300

.562

-6.403***

고등학교

2,222

3.408

.554

남학생

2,191

3.319

.619

여학생

2,154

3.397

.488

상위권(①)

1,306

3.469

.510

중위권(②)

2,186

3.334

.548

①>③***

하위권(③)

682

3.225

.641

②>③***

고졸 이하(①)

2,164

3.337

.568

대졸(2년제 포함)(②)

1,737

3.400

.526

대학원졸 이상(③)

280

3.387

.600

고졸 이하(①)

2,589

3.351

.546

대졸(2년제 포함)(②)

1,439

3.391

.552

대학원졸 이상(③)

145

3.384

.674

전체

4,382

3.355

.561

-4.636***

47.882***

6.370**

①>②***

②>①**

2.481

***p<.001, **p<.01, *p<.05

이런 배경적 차이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생각에서도 일관된 차이를 보였다.
빈부격차 해소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이상적 사회에서
는 빈부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3.448점>3.333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러하다고 생각했다(3.488점>3.298점).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은 하위권 학생들보다
빈부격차의 해소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3.412점>3.318점, 3.404점>3.318점). 하지만
다른 요인들과 달리 부모학력에 따라서는 부모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빈부격차 해소 필요
성에 동의하였다.

<표 Ⅳ-3> 좋은 사회에 대한 인식(빈부격차 해소)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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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159

3.333

.800

-4.851***

고등학교

2,219

3.448

.774

사후검정

Ⅳ. 민주시민의 역량수준과 관련 변인 분석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남학생

2,191

3.298

.854

-8.003***

여학생

2,150

3.488

.703

상위권(①)

1,307

3.412

.784

중위권(②)

2,183

3.404

.791

하위권(③)

682

3.318

.798

고졸 이하(①)

2,161

3.423

.765

대졸(2년제 포함)(②)

1,738

3.389

.791

대학원졸 이상(③)

280

3.300

.898

고졸 이하(①)

2,586

3.440

.753

대졸(2년제 포함)(②)

1,440

3.340

.823

대학원졸 이상(③)

145

3.324

.935

전체

4,378

3.392

.789

3.685*

사후검정

①>③*
②>③*

3.364*

①>③*

8.305***

①>②**

***p<.001, **p<.01, *p<.05

2) 국가 정체성
시민적 태도의 형성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관계 설정은 중요한 부분이다. 국제화된
환경에서도 건강한 국가 정체성의 형성은 시민적 자질로서 중요한 요소이다(Dalton,
1999). 그리하여 공동체적 가치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국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1)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2) 나는 우리나라에 높은 경의를 표한
다’, ‘3) 우리나라가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4) 나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등 네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물어보았다. 다만 네 번째 문장은 국가관이
약할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 것으로 판단되어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 네 문장
의 신뢰도는 α=.787였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은 2.916점으로
평균(2.5점)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
해(3.014점>2.820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2.959점>2.872점) 더 높았지만, 아
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의 최고학력인 집단은 오히려 국가정체성이 낮은 경향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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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국가정체성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160

3.014

.693

9.304***

고등학교

2,222

2.820

.689

남학생

2,191

2.959

.751

여학생

2,154

2.872

.637

상위권(①)

1,307

2.929

.680

중위권(②)

2,184

2.903

.712

하위권(③)

683

2.923

.703

고졸 이하(①)

2,162

2.923

.688

대졸(2년제 포함)(②)

1,739

2.926

.702

대학원졸 이상(③)

280

2.786

.754

고졸 이하(①)

2,589

2.919

.694

대졸(2년제 포함)(②)

1,439

2.917

.704

대학원졸 이상(③)

145

2.790

.766

전체

4,382

2.916

.698

사후검정

4.158***

.624

5.169**

①>③**
②>③**

2.364

***p<.001, **p<.01, *p<.05

3) 다문화 수용성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다문화 수용성이 민주시민의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리
하여 이민자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분석한 것이 아래 <표 Ⅳ-5>이다. 다문화 수
용성에서는 ‘1) 이민자들이 출신국가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이민자들의 자녀도 우리나라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이민자
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이민자들의 입국이 제한되어야 한다’, ‘5)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똑
같이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등 다섯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이다. 이 중 네 번째 문장은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되어 네 번째 문장에 대한 응답결과를 조정하여 긍정적 생각의 정도로 변환하여 사용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다섯 문장은 신뢰도는 α=.643이다. 우선 전반적으로 이민자 문
제에 대해 평균인 2.5점을 상회하는 3.101점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수용적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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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하지만 장차 우리사회의 인구구성이 더울 다양화 되고 국제적 교류가 빈번해질
가능성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다문화 수용성으로는 불충분해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는
교과교육은 물론 비교과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 태도를 길
러주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배경에 따라 차이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민자 문제
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3.142점>3.063점), 학생의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했으며
(3.161점>3.096점>3.023점),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대졸인 경우 고졸인 경우에 비해 이
민자에 대해 더 포용적이었다(3.138점>3.087점).

<표 Ⅳ-5> 다문화 포용성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155

3.099

.502

-.182

고등학교

2,216

3.102

.486

남학생

2,187

3.063

.538

여학생

2,147

3.142

.440

사후검정

-5.282***
①>②**

상위권(①)

1,307

3.161

.508

중위권(②)

2,176

3.096

.475

①>③***

하위권(③)

681

3.023

.516

②>③**

고졸 이하(①)

2,152

3.087

.476

대졸(2년제 포함)(②)

1,735

3.138

.499

대학원졸 이상(③)

283

3.063

.562

고졸 이하(①)

2,577

3.103

.473

대졸(2년제 포함)(②)

1,438

3.115

.514

대학원졸 이상(③)

147

3.147

.591

전체

4,371

3.101

.494

18.314***

6.450**

②>①**

.742

***p<.001, **p<.01, *p<.05

4) 공공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활동
학교의 시민교육은 장차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고자 하는 성향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주인의식에 의해서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민주주의는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성향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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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예비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 얼마
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1) 지역공동체(시･군･구)내의 정
치적 이슈’, ‘2)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이슈’, ‘3) 다른 나라의 정치/사회적 이슈’ 및

‘4) 환경문제’ 등의 이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이들 네
가지 이슈들로 이뤄진 요인의 신뢰도는 α=.802였다. 전반적인 관심도는 2.690점으로
그리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2.712점>2.668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2.727점>2.656점), 학생의 성취수준이 높
을수록(2.780점>2.680점>2.588점),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고졸인 경우에 비해
(2.737점>2.659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졸 2.876점>대졸 2.728점>고졸
2.668점),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관심도가 높지 않은 편이므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심어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표 Ⅳ-6> 예비시민으로서의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153

2.668

.702

-2.167*

고등학교

2,216

2.712

.640

남학생

2,186

2.727

.706

여학생

2,147

2.656

.630

상위권(①)

1,306

2.780

.616

중위권(②)

2,175

2.680

.684

①>③***

하위권(③)

681

2.588

.708

②>③**

고졸 이하(①)

2,151

2.659

.657

대졸(2년제 포함)(②)

1,734

2.737

.671

대학원졸 이상(③)

283

2.751

.718

고졸 이하(①)

2,576

2.668

.651

대졸(2년제 포함)(②)

1,437

2.728

.685

③>①**

대학원졸 이상(③)

147

2.876

.726

③>②*

전체

4,369

2.690

.672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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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19.901***

①>②***

7.603**

②>①**

9.283***

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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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회정치적 참여의지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사회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학교 안에서 ‘1)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 학급에서 토론하기’, ‘2) (방사능 오염, 수입 쇠고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
한 인터넷 토론 참여’, ‘3) 학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4) 학생자치 기구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각각 묻고 이를 평균해 사용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요인의 신
뢰도는 α=.839였다. 전체 학생들의 참여 정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2.135점). 학
교 급에 따라서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2.179점>2.092점), 학생 성별에 따라서
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2.165점>2.106점), 학교에서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활동에 좀 더 참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같은 저조한 참여경향은 시
민적 지식수준은 높지만 실천적 참여가능성은 낮게 나왔던 국제비교연구의 결과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표 Ⅳ-7> 학교에서의 정치･사회적 활동 참여 정도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정

중학교

2,152

2.179

.778

3.744***

고등학교

2,214

2.092

.772

남학생

2,183

2.165

.822

여학생

2,147

2.106

.727

상위권(①)

1,306

2.200

.779

중위권(②)

2,172

2.121

.773

하위권(③)

681

2.059

.793

고졸 이하(①)

2,150

2.096

.754

대졸(2년제 포함)(②)

1,733

2.162

.790

대학원졸 이상(③)

282

2.263

.857

고졸 이하(①)

2,574

2.103

.761

대졸(2년제 포함)(②)

1,436

2.167

.789

③>①***

대학원졸 이상(③)

147

2.403

.865

③>②**

전체

4,366

2.135

.776

2.514*

8.147***

①>②*
①>③**

7.642***

②>①*
③>①**

12.216***

②>①*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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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행동의 중요성
학생들의 사회정치적 관심과 시민적 활동의 참여는 궁극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보
다 적극적인 시민적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리하여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의 민주시민의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의사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
해 ‘1) 선거 참여’, ‘2) 정당단체 가입’, ‘3) 역사 공부’, ‘4)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
의 정치이슈 주목하기’, ‘5) 국민의 대표들에 대한 존경’, ‘6) 정치 토론 참여’, ‘7) 열심
히 일하기’, ‘8) 언제나 법을 준수하기’, ‘9) 불공정한 법에 항의하는 평화적 집회 참여’,

‘10)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11) 인권증진운동 참여’, ‘12) 환경보호운동 참여’
등의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질문한 12개 행동 중에서 학생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했으며(3.436점), 그 다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3.420점), 언제나 법을 준수하는 것
(3.299점),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매체 상의 정치이슈 주목하는 것(3.268점) 순
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당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2.588점), 정치토론에 참여하는 것(2.807점), 국민의 대표에 대한
존경하는 것(2.856점),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것(2.937점) 순으로 덜 중요시 하였다.
이 문항은 2009년에 실시된 국제 시민교육비교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을 활용한 것이
다.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문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참가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낮았다(김태준
외, 2010). 시민적 책임을 실천하는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경향을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거참여를 제외하면 개인적 생활에 충실한 것을 시민적 역할로 한정하며, 공
공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행사하는 일에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일차적 집단에 대한 헌
신의 경향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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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민주시민행동의 중요성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1) 선거 참여

4,370

3.436

.749

2) 정당단체 가입

4,364

2.588

.838

3) 역사 공부

4,365

2.937

.874

4)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이슈 주목하기

4,362

3.268

.762

5) 국민의 대표들에 대한 존경

4,359

2.856

.862

6) 정치 토론 참여

4,361

2.807

.853

7) 열심히 일하기

4,365

3.420

.744

8) 언제나 법을 준수하기

4,361

3.299

.771

9) 불공정한 법에 항의하는 평화적 집회 참여

4,361

3.173

.838

10)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4,362

3.026

.826

11) 인권증진운동 참여

4,364

3.104

.836

12) 환경보호운동 참여

4,366

3.153

.839

시민적 행동 측면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법에 대한 태도도 민주시민의 관점에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문항 중에서 ‘언제나 법을 준수하기’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3,299점으로 상당히 높은 동의를 보였다. 그 중에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3.395점
으로, 중위권 학생들(3.281점)이나 하위권 학생들(3.274점)에 비해 준법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항상 법을 준수하기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149

3.322

.786

1.940

고등학교

2,212

3.277

.756

남학생

2,183

3.284

.823

여학생

2,143

3.322

.711

상위권(①)

1,305

3.395

.738

중위권(②)

2,171

3.281

.767

하위권(③)

680

3.224

.825

고졸 이하(①)

2,151

3.298

.763

사후검정

-1.645

13.876***

①>②***
①>③***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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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졸(2년제 포함)(②)

1,732

3.330

.752

대학원졸 이상(③)

280

3.304

.819

고졸 이하(①)

2,576

3.312

.749

대졸(2년제 포함)(②)

1,435

3.303

.794

대학원졸 이상(③)

146

3.397

.669

전체

4,361

3.299

.771

t/F

사후검정

1.011

***p<.001, **p<.01, *p<.05

민주시민이 전통적 공민과 다른 점은 기존 체제와 법질서를 잘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
을 넘어서 잘못된 법이나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행동의지까지 포함한다.
그리하여 ‘불공정한 법에 항의하는 평화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 문항에 대한 평균은 3.173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이 높을수록 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상위권 3.254점>중위권 3.171점>하위권 3.044점).

<표 Ⅳ-10>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152

3.164

.848

-.725

고등학교

2,209

3.182

.828

남학생

2,182

3.145

.886

여학생

2,143

3.204

.785

상위권(①)

1,305

3.254

.823

중위권(②)

2,172

3.171

.827

①>③***

하위권(③)

680

3.044

.891

②>③**

고졸 이하(①)

2,150

3.161

.816

대졸(2년제 포함)(②)

1,730

3.220

.835

대학원졸 이상(③)

282

3.177

.911

고졸 이하(①)

2,574

3.169

.818

대졸(2년제 포함)(②)

1,434

3.221

.843

대학원졸 이상(③)

147

3.170

.902

전체

4,361

3.173

.838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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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14.110***

2.414

1.870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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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문제
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표 Ⅳ-11>이다. 다른 배경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이
상위권일 경우,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비해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3.104점>3.012점, 3.104점>2.943점),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3.224점>3.021점) 중요하게 생각했다.

<표 Ⅳ-11>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153

3.023

.842

-.194

고등학교

2,209

3.028

.810

남학생

2,184

3.002

.886

여학생

2,142

3.053

.758

상위권(①)

1,303

3.104

.820

중위권(②)

2,172

3.012

.822

하위권(③)

681

2.943

.867

고졸 이하(①)

2,150

3.023

.808

대졸(2년제 포함)(②)

1,731

3.065

.824

대학원졸 이상(③)

282

3.011

.887

고졸 이하(①)

2,574

3.021

.807

대졸(2년제 포함)(②)

1,435

3.051

.846

대학원졸 이상(③)

147

3.224

.783

전체

4,362

3.026

.826

사후검정

-2.033*

9.402***

①>②**
①>③***

1.476

4.512*

③>①*

***p<.001, **p<.01, *p<.05

민주주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 위에 성립되는 정치제도이다. 그리하여 인권증진활동
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 보았다. 전체적으로 3.104점으로 비교적 긍정적
이었는데, 학업성적이 상위권일 경우,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했다
(3.219점>3.078점, 3.219점>2.99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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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인권증진 운동 참여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153

3.105

.846

.019

고등학교

2,211

3.104

.827

남학생

2,184

3.082

.890

여학생

2,144

3.131

.776

상위권(①)

1,304

3.219

.803

중위권(②)

2,173

3.078

.831

하위권(③)

681

2.994

.891

고졸 이하(①)

2,150

3.103

.824

대졸(2년제 포함)(②)

1,733

3.140

.822

대학원졸 이상(③)

282

3.106

.894

고졸 이하(①)

2,575

3.108

.826

대졸(2년제 포함)(②)

1,436

3.123

.826

대학원졸 이상(③)

147

3.265

.830

전체

4,364

3.104

.836

사후검정

-1.918

19.260***

①>②***
①>③***

1.013

2.532

***p<.001, **p<.01, *p<.05

현대 시민교육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
다. 그리하여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채적으로
3.153으로 비교적 긍정적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했으며(3.202
점>3.111점),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들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했다
(3.219점>3.057점, 3.151점>3.057점).

<표 Ⅳ-13> 환경보호 운동 참여

학교급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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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154

3.156

.852

.233

고등학교

2,212

3.151

.826

남학생

2,185

3.111

.900

여학생

2,145

3.202

.767

-3.606***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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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정

상위권(①)

1,305

3.219

.813

8.490***

①>③***

중위권(②)

2,174

3.151

.837

하위권(③)

681

3.057

.882

고졸 이하(①)

2,151

3.151

.831

대졸(2년제 포함)(②)

1,734

3.189

.819

대학원졸 이상(③)

282

3.145

.899

고졸 이하(①)

2,576

3.159

.825

대졸(2년제 포함)(②)

1,437

3.164

.836

대학원졸 이상(③)

147

3.259

.877

전체

4,366

3.153

.839

②>③*

1.095

.995

***p<.001, **p<.01, *p<.05

6) 정치활동 참여의사
민주시민의 삶에서 정치적 참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자
체가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만 유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장차
정치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 Ⅵ-14>이다. 정치활동 참여 의사를 살펴보기 위해, ‘1) 지방자치 단체장 투표참여’,

‘2)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 ‘3)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4)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5) 정치/시민단체 가입’ 등의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각각
묻고 이를 평균해 사용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요인의 신뢰도는 α=.823이다.
분석 결과 정치적 참여 의사는 2.699점으로 평균을 약간 넘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학생배경에 따라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2.813점>2.660점, 2.813점>2.609점), 아버지 학력이 대졸인 경우 고졸인 경우에 비해
(2.773점>2.675점) 정치활동에 참여할 의시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반
적인 참여의사가 낮아서 이 상태를 방치하면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
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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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정치활동 참여 의사

학교급
성별
성적

부학력

모학력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2,153

2.675

.740

-2.144*

고등학교

2,212

2.721

.676

남학생

2,182

2.679

.747

여학생

2,147

2.720

.666

상위권(①)

1,305

2.813

.660

중위권(②)

2,175

2.660

.708

하위권(③)

679

2.609

.770

고졸 이하(①)

2,152

2.675

.693

대졸(2년제 포함)(②)

1,732

2.746

.715

대학원졸 이상(③)

282

2.773

.721

고졸 이하(①)

2,575

2.704

.683

대졸(2년제 포함)(②)

1,435

2.711

.730

대학원졸 이상(③)

147

2.823

.797

전체

4,365

2.699

.708

사후검정

-1.905

25.861***

①>②***
①>③***

6.127**

②>①**

1.990

***p<.001, **p<.01, *p<.05

7) 민주시민교육이 중시해야 할 덕목과 수준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서 관심을 갖고 길러야 할 민주적 가치와 덕목을 중심으로 문
항을 구성하고 요인분석을 하여 각 영역별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 보였다. 시민사회
의 가치, 공동체적 가치, 기초 질서 존중, 절차적 능력으로 구분되는 민주시민의 덕목에
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하였으나, 교사들은 이들 덕목에서 학생
들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생들은
공동체적 가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2.907점), 그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가치(2.863점), 기본 질서 존중(2.858점), 절차적 능력(2.853점) 순으로 자신들의 수준
을 평가하였다. 반면에 교사들이 평가한 학생 수준은 시민사회의 가치 부문이 상대적으
로 높고(2.436점), 그 다음으로 기본질서 존중(2.423점), 공동체적 가치(2.407점), 절차
적 능력(2.282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교사들이 평가한 학생수준이 전반적으로
평균인 2.5에도 미치지 못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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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민주시민적 덕목의 학생 수준
변수

학생

교사

t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시민사회의
가치와 덕목

4,379

2.863

.595

2,185

2.436

.679

25.005***

공동체적
가치와 덕목

4,380

2.907

.565

2,181

2.407

.655

30.472***

규칙 존중

4,378

2.858

.622

2,180

2.423

.672

25.299***

절차적 능력

4,377

2.853

.645

2,180

2.282

.673

32.782***

***p<.001, **p<.01, *p<.05

다. 요약 및 시사점
첫째, 학생들은 이상적 사회의 모습으로 시민의 자유의 보장, 시민적 권리의 보장, 빈
부격차의 해소에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반대하는 문항
에 대한 찬성이 낮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도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사회의 이상적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
생의 성적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다. 다만 빈부격차의 해소 필요성에 대한 응답
에서만 학생의 부모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그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은 2.916점으로 그리 높지는 않았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3.014점>2.820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2.959점>2.872점) 더
높았지만,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의 최고학력인 집단은 오히려 국가정체성이 낮
은 경향을 보였다.
셋째,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은 3.101점으로 비교적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장차 우리사회의 인구구성이 더욱 다양화 되고 국제적 교류가 빈번해질 가능성을 생
각할 때 학교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 태도를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문제(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2.690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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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생의 성적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수록 더 높지만
전반적으로 관심도가 높지 않은 편이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
심과 책임감을 심어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서 사회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활동의 참여 정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
었다(2.135점). 이 같은 저조한 참여경향은 시민적 지식수준은 높지만 실천적 참여가능
성은 낮게 나왔던 국제비교연구의 결과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의 민주시민의 행동에 대한 참여의사에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3.436점), 그 다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3.420점),
언제나 법을 준수하는 것(3.299점),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매체 상의 정치이슈
주목하는 것(3.268점)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정당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가
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같은 응답 경향을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거참여를 제
외하면 개인적 생활에 충실한 것으로 시민적 역할로 한정하며, 공공의 문제에 대해 관심
을 기울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행사하는 일에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잘못된 법이나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행동의지와 관련하여 ‘불
공정한 법에 항의하는 평화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3.173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학생의 성적수준이 높을수록 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권증진활동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3.104점으
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는데, 학업성적이 상위권일 경우,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비해 중요
하게 생각했다.
일곱째,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의 정치적 참여의사는 2.699점으로 평균을 약간 넘는,
보통 수준이다. 배경변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참여의사가 낮아서 이
상태를 방치하면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덟째,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서 관심을 갖고 길러야 할 민주적 가치와 덕목을 중심
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영역을 나누어 학생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시민사회의 가치, 공동
체적 가치, 기초 질서 존중, 절차적 능력으로 구분되는 민주시민의 덕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준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으나, 교사들은 이들 덕목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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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교사들이 평가한 학생수준은 전반적으로 2.5에도 미치지
못해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민적 역량 수준 분석
가. 분석 대상
본 조사에 응답한 학교는 전체 133개 학교 4,426명의 학생들이었으나, 이 중 학생들
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에 실제 사용된 것은 122개 학교 학생들이었다. 분
석에서 제외된 11개 학교들은 학교수준 변수들에 결측이 있었던 학교들로서, 중학교 네
개 학교, 고등학교 일곱 개 학교였으며, 특히 이 중 네 개 고등학교는 교사용 설문조사
가 이루어지지 못한 학교들이었다.

나.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
이번 연구에서는 시민적 지식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부
족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태도, 시민적 참여 등 정서 행동적 영역 위주로 측정,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시민적 역량(가치 및 태도) 중에서 시민사회의
기본가치, 공동체적 가치, 기초 질서의 존중, 절차적 능력이라는 네 영역을 종속변인으
로 하여 위계적 선형분석 모형(HLM)으로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에 쓰이는 기초통계자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점 척도
문항(2개는 긍정적 응답, 2개는 부정적 응답)이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의 기본 가치, 공동체적 의식, 기초질서의 존중, 절차적 능력으로 측
정되었다.
이에 대한 학생수준 설명변수는 학생 배경 변수와 학생 과정 변수로 나누어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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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학생 배경 변수는 학생의 성별과 성적, 부모의 학력, 그리고 부모의 정치사회
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로 구성하였다. 학생의 성적은 학생의 조사 당시의 성적수준을
내신성적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부모의 학력과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의 경우 아
버지와 어머니 변수간 상관이 0.6 이상으로 높아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중 종속변수와 더 높은 상관을 가지는 변수만 분석모형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학력 중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그리고 부모의 정
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의 경우 아버지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가 학생
의 시민의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만 분석모형에 투입하였
다. 학생수준 과정변수는 학생의 학교 참여 효능감과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 자신
의 관심, 정치적 정보획득 활동 빈도10), 학교자체 시민교육의 참여 빈도, 그리고 학교활
동에 대한 참여 정도로 구성하였다.
학교수준 설명변수는 학교 배경 변수와 학교 과정 변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학
교 배경 변수는 학교급과 학교 소재지의 규모,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ses)로 구성하였
다. 학교급은 중학교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고등학교와 중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는 방식으로 더미 코딩하였으며, 학교 소재지의 규모는 읍면지역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읍면지역과 서울, 읍면지역과 광역시,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더미코딩하였다. 학교수준의 사회경제적 수준(SES) 측정을 위해서는 학생수준
변수였던 엄마 학력을 학교수준으로 통합(aggregate)하여 학교별 ‘대졸 이상 엄마 비율’
을 계산해 사용하였다. 학교수준 과정변수는 해당 학교의 학생자치환경은 어느 정도인
지, 해당 학교의 수업 운영이 얼마나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교활동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전체 변수에 대한 신뢰도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Ⅳ
-16>과 같다.
10) 이 항목과 관련하여, 2009년에 실시된 국제시민교육비교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정치적 효능감(politcal
efficacy)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정치적 효능감은 “사회정치적 변화는 가능하고, 이런 변화에
개인이 기여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치적 효능감은 학생들의 내재적 정치효
능감과 외재적 정치효능감, 시민적 자기효능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Balch, 1974)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정치 효능감을 ‘학교 참여 효능감’으로, 시민적 자기효능감을 ‘학교자체 시민적 참여활동’으로
명명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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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주요 변수에 대한 신뢰도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
영역

학생
배경
변수

학생
과정
변수

종속
변수

학교
배경
변수

학교
과정
변수

변수명

신뢰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여학생

3,592

0.51

0.50

0

1

성적_상위권

3,592

0.32

0.47

0

1

성적_중위권

3,592

0.52

0.5

0

1

엄마_대학교

3,592

0.35

0.48

0

1

엄마_대학원

3,592

0.04

0.19

0

1

아빠_정치사회 관심

3,592

0.68

0.47

0

1

학교참여 효능감

0.851

3,592

2.98

0.75

1

4

정치사회 관심

0.802

3,592

2.70

0.66

1

4

정치적 정보획득빈도

0.665

3,592

1.88

0.54

1

4

3,592

0.21

0.41

0

1

학교자체 시민적 참여활동
학교활동 참여

0.839

3,592

2.14

0.78

1

4

시민사회 기본 가치

0.841

3,592

2.87

0.59

1

4

공동체 가치

0.858

3,592

2.91

0.55

1

4

기초 질서 존중

0.834

3,592

2.86

0.62

1

4

절차적 능력

0.857

3,592

2.86

0.64

1

4

고등학교 여부

122

0.50

0.50

0

1

서울

122

0.16

0.37

0

1

광역시

122

0.30

0.46

0

1

중소도시

122

0.33

0.47

0

1

대졸이상 엄마 비율

122

0.38

0.19

0.06

0.91

학생 자치 환경

0.772

122

2.89

0.26

2.08

3.86

민주적 수업 운영

0.855

122

2.47

0.24

1.86

3.50

학생학교활동참여_평균

0.839

122

2.13

0.22

1.65

2.64

다. 분석 모형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하여 2수준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
민사회 기본 가치, 공동체 가치, 기초 질서 존중, 절차적 능력 등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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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4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으나, 모두들 네 개
이상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의 평균 점수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속변수로 상정하여
일반적인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학생수준 설명변수로는 학생배경변수와 학생
과정변수들이, 그리고 학교수준 설명변수로는 학교배경변수와 학교과정변수들이 사용되었
다. 이들 변수들에 자세한 내용은 앞서 진술된 변수구성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분석은 설명변수의 구성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 단계에서는 설명변
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이 분석되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수준의
설명변수만 포함된 모형이 분석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수준과 학교수
준 설명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이 분석되었다. 또한, 잔차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학생 성별의 경우 일부 학교수준 변수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
민사회 가치와 절차적 능력의 경우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상정되
었으나, 공동체 의식과 규칙 준수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최종 모형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된 HLM 모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 기본 가치와 절차적 능력에 대한 최종 HLM 모형
[1-수준 모형]

 학생성별  
   학생과정변수   ,

   

 학생성적 









 모학력 



 부사회관심

 ∼     .

[2-수준 모형]


 

   

 학교배경변수  

  

 학교과정변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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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의식과 기초 질서 존중에 대한 최종 HLM 모형
[1-수준 모형]

 학생성별   학생성적  
   학생과정변수   ,  ∼     .

   







 모학력 



 부사회관심



[2-수준 모형]
   



 학교배경변수  



 학교과정변수   

,  ∼    .

   ,
   ,
   ,
   ,
   .

라. 분석 결과
1) 기초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먼저,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있어서 학교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
초모형을 분석하였다. 기초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아래 <표 Ⅳ-17>에서 볼 수 있듯이
급내상관(intra-class correlation; ICC)이 모두 0.01에서 0.03 미만으로 매우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사회 기본 가치, 공동체 가치, 기초 질서 존중, 절차적 능력
등에 있어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의 변산 중 오직 1%에서 3% 미만만을 학교수준의 차이
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민의식의 차이가 95% 이상 학
생 개인 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에 따른 차이는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네 가지 시민의식 종속변수 중에서 “시민사회
기본 가치”가 학교수준 분산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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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HLM 기초모형 분석 결과
시민사회 가치
변 수 명

계수

표준
오차

공동체 가치
계수

표준
오차

기초 질서 존중
계수

표준
오차

절차적 능력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절편

2.86 (0.01) ***

2.90 (0.01) ***

2.85 (0.01) ***

2.85 (0.01) ***

분산 - 학생수준

0.35

0.32

0.38

0.41

분산 - 학교수준

0.01

ICC

0.03

0.01

0.02

0.02

신뢰도

0.48

0.30

0.36

0.35

[무선효과]

***

0.00

***

0.01

***

0.01

***

2) 학생수준 변수 투입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이제 학생수준 설명변수를 모형에 투입했을 때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수준 설명변수는 학생 배경 변수와 학생 과정 변수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학생 배경 변수는 학생의 성별과 성적, 부모의 학력, 그리고 부모의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로 구성하였고, 학생 과정 변수는 학생의 정치적 정보획득
활동 빈도와 학교참여에 대한 효능감, 학교자체의 시민교육 참여 빈도, 정치사회적 이슈
에 대한 학생 자신의 관심, 그리고 학교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로 구성하였다.
먼저, 학생수준 설명변수를 투입하자 기초모형과 비교했을 때 학생수준 변산의 8.7%
∼17.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사회 가치와 공동체 가치의 경우 학생
수준 설명변수만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수준 변산의 30%∼40%를 설명하기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마다 모형에 포함된 학생 배경 변수에 있어서 학생구성의
차이가 있고 이런 학생구성의 차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학교간 차이를 학생수준 설명변
수 투입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제, 학생수준 설명변수들이 학생들의 ‘시민사회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시민사회 기본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상위권이나 중위권인 학생은 하위권인 학생에 비해 시민사회 기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엄마 학력의 차이는 학생들의 시민사회 기본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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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반면, 아빠가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 학생의 시민사회 기본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생들의 학
교참여가 더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학생들의 학교참여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 본인의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국내외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정보 수
집 등 학생들의 정치적 정보획득 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학생자치기구 활동 참여와 같은 학생들의 학교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시민
사회 기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생수준 설명변수들이 학생들의 ‘공동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동체 가치의 경우 학생의 성별이나 성적, 엄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빠가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 학생의
공동체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생들의 학교참여가 더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학생 본인의 학교참여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 본인의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국내외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정보 수집 등 정치적
정보획득 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지난 일년간 학교자체 시민적 프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인 경우, 그리고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학생자치기구 활동 참여와 같
은 학생 자신의 학교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공동체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준 설명변수들이 학생들의 ‘기초 질서 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학생의 성별에 따른 기초 질서 존중 정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성적이
상위권이나 중위권인 학생은 하위권인 학생에 비해 기초 질서를 더 존중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엄마가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고졸인 경우보다 기초 질서를 더 존중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빠가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 질서
를 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생들의 학교참여가 더 좋은 학교를 만든다
는 학생 본인의 학교참여효능감이 높을수록, 본인의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록, 학생의 정치적 정보획득 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지난 일년간 학교자체 시민적 프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인 경우, 그리고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학생자치기구 활동
참여와 같은 학생 자신의 학교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기초 질서 존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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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생수준 설명변수들이 학생들의 ‘절차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절차적 능력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절차적 능력을 보였으
며, 성적이 상위권이나 중위권인 학생은 하위권인 학생에 비해 절차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엄마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고졸인 경우보다 학생들의 절
차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빠의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에 따라
학생의 절차적 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생들의 학교참여가 더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학생들의 학교참여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 자신의 정치사회 이
슈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국내외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정보 수집 등 학생
자신의 정치적 정보획득 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지난 일년간 학교자체 시민적 프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인 경우, 그리고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학생자치기구 활동 참여
와 같은 학생 자신의 학교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학생의 절차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 시민의식 중에서 ‘공동체 가치’의 경우 학생들의
성별이나 학력수준, 부모의 학력 등 학생의 개인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가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시민사회 기본 가치’와 ‘절차적 능력’의 경우 학생들의 개인 배경 변
수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참여 효능감과 정치사
회 이슈에 대한 관심, 정치적 정보획득 활동 빈도, 학교 자체 시민적 프로그램 참여 여
부, 학교활동 참여 정도 등과 같은 학생 과정 변수들은 네 가지 시민의식 변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8> 학생수준 설명변수를 포함한 HLM 모형 분석 결과
시민사회 가치
변 수 명

계수

표준
오차

공동체 가치
계수

표준
오차

기초 질서 존중
계수

표준
오차

절차적 능력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절편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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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0.03) ***
-0.09 (0.02) ***

2.87 (0.03) ***
-0.02 (0.02)

2.75 (0.03) ***
0.00 (0.02)

2.78 (0.03) ***
-0.05 (0.02) *

성적_상위권

0.14 (0.03) ***

0.05 (0.03) ~

0.14 (0.03) ***

0.15 (0.03) ***

성적_중위권

0.09 (0.03) **

0.05 (0.03) ~

0.09 (0.03) **

0.08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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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치
변 수 명

계수

표준
오차

공동체 가치
계수

표준
오차

기초 질서 존중
계수

표준
오차

절차적 능력
계수

표준
오차

엄마_대학교

0.01 (0.02)

0.04 (0.02) ~

0.05 (0.02) *

0.05 (0.02) *

엄마_대학원

0.08 (0.05) ~

0.00 (0.05)

0.09 (0.06)

0.11 (0.06) *

아빠_정치사회 관심

0.06 (0.02) **

0.06 (0.02) **

0.08 (0.02) **

0.04 (0.02) ~

학교참여 효능감

0.09 (0.01) ***

0.09 (0.01) ***

0.03 (0.02) *

0.08 (0.02) ***

정치사회 관심

0.19 (0.02) ***

0.10 (0.02) ***

0.15 (0.02) ***

0.12 (0.02) ***

정치적 정보획득활동 빈도

0.16 (0.02) ***

0.09 (0.02) ***

0.04 (0.02) *

0.12 (0.02) ***

학교자체 시민적 활동 참여

0.04 (0.02) ~

0.06 (0.02) **

0.09 (0.03) **

0.08 (0.03) **

학교활동 참여

0.05 (0.01) **

0.11 (0.01) ***

0.05 (0.02) **

0.10 (0.02) ***

분산 - 학생수준

0.29

0.27

0.35

0.36

분산 - 학교수준

0.01

설명량 - 학생수준

0.18

0.15

0.09

0.14

설명량 - 학교수준

0.36

0.44

0.15

0.00

신뢰도

0.38

0.20

0.32

0.37

[무선효과]

***

0.00

*

0.01

**

0.01

***

3) 최종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학생수준 설명변수에 학교수준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에 투입했을 때
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수준 설명변수는 학
교 배경 변수와 학교 과정 변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교 배경 변수는 학교급(중학교와
고등학교)과 학교소재지역의 규모(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교별 ‘대졸 이
상 엄마 비율’로 구성하였고, 학교 과정 변수는 해당 학교 학생들의 자치환경은 어느 정
도인지, 해당 학교의 수업 운영이 얼마나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교활동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학교수준 설명변수를 추가 투입하자 기초모형과 비교했을 때 학생수준 변산의
8.7%∼18.0%, 학교수준 변산의 48.8%∼7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
체 가치와 규칙 준수의 경우, 학교수준 설명변수를 투입한 후 설명되지 못하고 남은 잔
차분산의 유의수준이 0.05 이상으로 학교수준 변산의 대부분을 최종모형에 투입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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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한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의 학교수준 변수 투입이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학교수준 설명변수를 추가했을 때 이들 변수들이 학생들의 ‘시민사회 기본 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중고등학교간 차이나 지역규모
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졸 이상 엄마 비율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민사회 기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사회 이슈에 대
한 학생 토론 및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가 높다고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
학생들의 자치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 교사들이 응답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민사
회 기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일수록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시민사회 기본 가치가 더 높고,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학생 토론 및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가 높은 학교일수록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시민사회 기본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가치’의 경우, 중고등학교 간 차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 학교의 대졸 이상
엄마 비율의 차이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들의 공동체 가치 수준에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학생 토론 및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학
생 참여가 높다고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동체 가치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 질서 존중’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서울지역 학생들이 읍면지역에 비해 기초 질서를 존중하고, 대졸 이상 엄마의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이 기초 질서를 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
생들의 자치 환경이 잘 되어 있는(교사응답)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기초 질서를 더 존
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절차적 능력’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학생들의 절차
적 능력이 더 높고, 서울과 광역시 지역 학생들이 읍면지역에 비해 절차적 능력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졸 이상 엄마의 비율과 학생들의 절차적 능력은 유의한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학생 토론 및 학생자치기구 활동
에 대한 학생 참여가 높다고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 학생들의 자치환경이 잘 되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절차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생들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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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일수록 남학생들의 절차적 능력은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남학생의 회귀계수=-0.20, 표준오차=0.08), 여학생들의 경우에
는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에 다니는 것과 절차적 능
력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학생의 회귀계수=-0.20+0.28=0.08, 표
준오차 0.09).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이나 학교소재지와 같은 학교 배경 변수가 학생들
의 시민의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네 가지 시민의식
중에서 ‘기초 질서 존중’과 ‘절차적 능력’의 경우에만 이들 변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
데,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중학교 학생들의 기초 질서 존중과 절차적 능력이 더 높으
며, 서울이나 광역시 학생들의 절차적 능력이 읍면지역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교 과정 변수들의 경우, 학교의 학생 자치 환경과 학생들의 평균 학교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시간에
정치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얼마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는지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 방식의 수업 운
영은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시민사회 기본 가치와 절차적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학교수준 설명변수를 포함한 HLM 최종모형 분석 결과
시민사회 가치
변 수 명

계수

표준
오차

공동체 가치
계수

표준
오차

기초 질서 존중
계수

표준
오차

절차적 능력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학생수준]
절편
여학생

2.82 (0.04) ***
-0.09 (0.02) ***

여학생*민주적 수업 운영

0.33 (0.09) **

여학생*학교활동참여평균

-0.41 (0.10) ***

2.87 (0.03) ***
-0.03 (0.02)

2.76 (0.04) ***
0.00 (0.02)

2.75 (0.04) ***
-0.06 (0.02) *
0.28 (0.10) **
-0.20 (0.11) ~

성적_상위권

0.15 (0.03) ***

0.05 (0.03) ~

0.14 (0.03) ***

0.16 (0.03) ***

성적_중위권

0.09 (0.03) **

0.05 (0.03) ~

0.09 (0.03) **

0.08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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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치
변 수 명

계수

표준
오차

공동체 가치
계수

표준
오차

기초 질서 존중
계수

표준
오차

절차적 능력
계수

표준
오차

엄마_대학교

-0.01 (0.02)

0.02 (0.02)

0.02 (0.02)

0.03 (0.02)

엄마_대학원

0.04 (0.05)

-0.03 (0.05)

0.05 (0.06)

0.09 (0.06)

아빠_정치사회 관심

0.06 (0.02) **

0.07 (0.02) **

0.08 (0.02) **

0.04 (0.02) ~

학교참여 효능감

0.09 (0.01) ***

0.09 (0.01) ***

0.03 (0.02) *

0.08 (0.02) ***

정치사회 관심

0.19 (0.02) ***

0.10 (0.02) ***

0.15 (0.02) ***

0.12 (0.02) ***

정치적 정보획득 활동 빈도

0.16 (0.02) ***

0.09 (0.02) ***

0.04 (0.02) *

0.12 (0.02) ***

학교자체 시민적 참여

0.05 (0.02) ~

0.07 (0.02) **

0.09 (0.03) **

0.08 (0.03) **

학교활동 참여

0.04 (0.01) **

0.11 (0.01) ***

0.05 (0.02) **

0.10 (0.02) ***

[학교수준]
고등학교

-0.01 (0.02)

-0.01 (0.02)

서울

0.03 (0.04)

0.04 (0.04)

0.12 (0.04) **

0.11 (0.04) *

광역시

0.03 (0.03)

0.04 (0.03)

0.04 (0.03)

0.07 (0.04) *

중소도시

0.00 (0.03)

0.00 (0.03)

0.01 (0.03)

0.06 (0.04) ~

대졸이상 엄마 비율

0.18 (0.07) **

0.10 (0.06) ~

0.15 (0.07) *

0.03 (0.07)

0.01 (0.05)

0.05 (0.06)

민주적 수업 운영

-0.11 (0.07)

-0.05 (0.02) *

-0.05 (0.03) *

-0.20 (0.08) *

학생학교활동참여_평균

0.27 (0.07) ***

0.12 (0.05) *

0.07 (0.06)

0.28 (0.08) **

학생자치환경

0.10 (0.04) *

0.07 (0.04) ~

0.10 (0.05) *

0.10 (0.05) *

분산 - 학생수준

0.28

0.27

0.35

0.36

분산 - 학교수준

0.00

0.00

0.00

0.00

설명량 - 학생수준

0.18

0.15

0.09

0.14

설명량 - 학생수준

0.73

0.77

0.79

0.49

[무선효과]

*

*

마.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첫째, 시민적 역량의 분석결과 급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ICC)이 모두 0.01
에서 0.03 미만으로 매우 작아 시민역량 점수 차이의 변산 중 오직 1%에서 3% 미만만
을 학교수준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시민역량 차이의 대부분이 학생
개인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학교 자체의 영향력은 아주 미약함을 보여준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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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종속변수 중에서 ‘시민사회의 기본 가치’에서 학교수준 분산의 비율이 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에 학생의 성적과 같은 개인적 특
성, 가정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사회정치적 관심도 등이 주로 영향을 미치며, 학교 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김태
준 외(2010)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공동체적 가치’의 경우 학생들의 성별, 학력수준, 부모의 학력 등 학생의 개인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민사회 기본 가치’와 ‘절차
적 능력’의 경우 학생들의 개인 배경 변수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사회의 기본 가치와 절차적 능력이 교과지식과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높아서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는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로서
공동체적 가치를 익히는데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학생들의 학교참여 효능감과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정치적 정보획득 활동
빈도, 학교 자체 시민적 프로그램 참여 여부, 학교활동 참여 정도 등과 같은 학생 과정
변수들은 네 가지 시민의식 변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제한된 영
향력 안에서나마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학교급이나 학교소재지와 같은 학교 배경 변수가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서,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중학교 학생들의 기초 질서 존
중과 절차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이나 광역시 학생들의 ‘절차적 능
력’이 읍면지역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시부담에 노출된 고등학생
들의 시민역량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입시중심의 교육풍토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절차적 능력이 학생의 학업성적, 학교소재지의 영향을 보이는 점은, 민주시민교
육이 인성교육과 같은 정서적 접근을 넘어서 관련 교과와의 연계 하에 논리적이고 비판
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적 훈련과 결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학교 과정 변수들의 경우, 학교의 학생 자치 환경과 학생들의 평균 학교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시
간에 정치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얼마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는지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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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 방식의
수업 운영은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시민사회 가치와 절차적 능력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자치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참여의 인
프라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식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
하다. 이는 성별과 학급토론의 개방성의 주효과만 확인했던 김태준 외(2010)의 연구결
과와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성별을 고려해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방
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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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시민교육의 최소기준 합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 과제는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며,
학교에서 이를 어떻게 교수-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
이다. 종전 후 독일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진 ‘보이텔스 바흐 협정’은 구체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이 적어도 어떠한 형태와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최소한의 합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합의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지금
까지 명목상으로는 도덕과 사회과(정치, 경제, 역사)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해왔기
때문이다. 적어도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한 형태였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것 또한 그리 분명한 것이 아님을 금방알 수 있다.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난 시기 동안 교과서를 통하여, 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끊임없이 변해 왔으며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추가, 삭제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가 하는 점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직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 더욱 분
명해진다. 앞서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시민교육에 ‘민주’라는 말
을 덧붙인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인성교육이라
든지, 공민교육 등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아직 ‘민주시민교육’
의 토대가 부실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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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의 의미 명료화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다른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념적 지형에서 ‘진보적 좌파 집단’의 구호처럼 여겨지면서 이념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학교교육에서 이를 활성화, 확대하려
는 것은 그와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보수적 우파 집단’으로부터 비판과 함께 도
전을 받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이념지형이 서구의 계급 이념의 구분만큼 분명한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점차 사회정책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이 표면화 되면
서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사회적 갈등과 긴장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
생들을 미래 한국의 민주적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덕목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
쳐야 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과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교사 또한 이러한
이념적 갈등 양상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함께 누
가 중심이 되어 어떻게 민주시민성을 길러낼 것인가라는 문제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
이 논란과 쟁점만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접근이 ‘기초질서 지
키기’라고 보는 수준에서부터 ‘학생시위가 정당한가’ 라는 수준까지 다양하다. 또한 교사
-학생간의 미묘한 신경전과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에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이것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어떤 논쟁들이 있는지 확인하며,
이러한 논쟁의 내용과 수준의 다양성을 충분히 공유하고, 적어도 우리 사회의 공교육에
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의 개념과 교육내용, 교수방
법, 교육의 결과에 대한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작업이 쉽지 않은 과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책입안자들을 좌지우지하는 권
력기관이나 최고의사결정자에게만 맡긴다면 해결의 가능성은 찾기 어렵다. 또한 ‘그 때
그 때마다 다른 민주시민교육’과 ‘이론과 현실의 부조화’와 ‘절름발이 시민의식’을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수준의 합의와 결정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학
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는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128 ｜

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

2.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원칙의 명료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념이나 제도를 채택하는 문제보다도 그
러한 이념이나 제도를 실천에 옮기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와 자질이 형성되어 있느
냐의 여부이다. 소수의 지배층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실현하
기 위해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
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적절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
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는 결코 본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대다수 국민
들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바라고 있다 할지라도 정치문화나 풍토가 그것과 일체화되어
있지 못하거나 또는 소수의 지배층들이 그에 반하는 정치형태를 보이게 될 때도 민주주
의는 제대로 그 사회에 정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상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
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실천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나 집단적인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권오정 외, 1997). 그런
점에서 학교는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며, 교육의 민
주화 없는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다.
권오정은 정규교육과정 및 비공식적인 학교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시민교육이 추구해
야 할 목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권오정, 1997). 학교생활을 통해 정치적 지
식과 정치적 관심을 증대시키도록 할 것, 학교교육은 개인이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관심을 둘 것, 학교교육은 기존의 정치체계에 대해 제
대로 된 인식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학교 시민교육은 시민적 관용의 덕목을 기
르는데 관심을 둘 것, 학교의 시민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의 정향
을 증대시킬 것, 그리고 학교의 시민교육은 사회의 발전수준이나 그 사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완급을 조절할 것 등이다. 권오정이 제시한 목표들은 정치적 참여에 큰 비중을
두고 정치적으로 각성된 시민을 길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공공생활에의 참여를 증대시키는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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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의 불일치, 그리고 시민교육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은 논란의 소지
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을 위한 학교교육의 역할과 가능성을 충분
히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확인하여 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분
명한 목표와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최소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해야 한
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을 일관된 교육적 의미로 꿰기 위한 이론적
논거가 마련되고, 장차 한국 사회의 활발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비전을 정립한다는 구
체적인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는 추후 연구 및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정부-교육지원청-학교 차원의 비전 정립 및 공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가 비전을 정립하고 공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한국 사회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끌
어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보다 훨씬 구체적인 과제가 된다. 단위학교는 학교에서 이루
어지는 교과교육 및 교과 외 활동에 대해 직간접적인 감독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놓여 있
다. 민주시민교육을 정책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이행 과정은 단위학교의 입
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가 어려운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중앙 정
부 차원의 교육 정책과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지원 정책이 긴장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지향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지원 내용은 평가와 통제가 아니라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수립 이후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어 그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교육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일방적 행정시스템이 기조를 이룬다.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 및 교과외 활동에 있어 자율적 결정과 운영을 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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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지만(교육과학기술부, 2010), 단위 학교 차원에서는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마치 또 다른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믿
기 어렵다는 반응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이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다를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
활동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학교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민주시민교육이란 주제로 단위학교는 많은 교과외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의 부재 상황을 감안하더
라도, 단위학교에서의 일련의 교수-학습 활동이 민주시민교육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글짓기(웅변,
그리기, 편지쓰기 등) 대회에 참여하는 것, 공공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는 것,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학교 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곧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참여들 중에는 학교교육이 학생을 볼모로 공공행정의 도구이자
곧 실적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변화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공공 행정의 연장으로 학교를 동원하기
보다는 학교에서의 실질적 교수-학습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전략의
발굴, 보급, 효과증진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내용 및 방법에
대한 컨설팅은 단위학교와 개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전반적인 학교교육 환경과 프로그램들이 민주시민교육 양성을 위한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과 내용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단위학
교와 관심있는 교사(그룹)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공유와 프로그램의 효과성
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사례 공유를 위한 포럼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행정추진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적 주체와 전략
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
육 활성화는 서로 다른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의 지시와 평가를 위한 경쟁적 모니터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교육-학습활동을 추동할 수 있도록 얼마나 신뢰적인 관
계를 형성하는가, 재원을 포함한 자원 공유에 얼마나 협조적인가,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결과를 어떻게 공유해 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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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풍토 및 교육환경 전반의 민주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학교 풍토 및 교육환경 전반의 민주화
가 동반되어야 한다. 교육환경의 민주화라 하면 교육정책의 민주적 추진과정을 포함하
며,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 풍토의 민주화를 포함한다.
우선 교육정책 추진과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교과부-교육청-일선 학교로 이어지는
일방적 프로그램 하달체계는 민주시민교육이 결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어려
운 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조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개혁만을 추구’ 한다
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비판을 공감하고 있음을
다음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작정 강화하겠다, 선생 어른들에게만 통보 가고 그런 식이라면 부정적이지만, 학생
들에게 먼저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고 소외되는 학생들에게도 통보가 가면
찬성이에요.” (H고교 학생1)

정부에서 학교 현장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라는 전달은 하지만 오히려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은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
이 많다. 그러므로 정부는 단위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지침과 함께 이런 교육
을 할 수 있는 학교풍토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목소리이다.
학교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로 경쟁적 관계를 양산하는 입시제도
와 이에 따른 잦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변경.. 입시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교육
과정 바뀐 것에 대해 잘 몰라요.” (D중학교 부장교사)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풍토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조직과 지역사회조직이 복잡하게 얽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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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앞선 설문조사와 면담에서 제기된 내용 중 우리나라의
학교문화는 여전히 하향 전달 방식의 의사소통구조가 강하고, 교사 간 경력 햇수에 바탕
한 서열체계(‘연공서열’)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
와 학생 간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는데, 학교생활규정(규칙), 수련회, 체육
대회, 축제, 수학여행 등의 기획 및 결정과정에 있어 학생자치의 폭은 여전히 한계가 뚜
렷하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이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생자치활동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배경에는 여
전히 교사-학생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강한 정서적 거부감
이 작용하고 있다. 민주시민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이해, 소통, 배려, 관용은 실
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학생들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개진이 제한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잘 의식하고 있었다. 즉, 학내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학생자치활동을 구현하고 싶지만 이런 과정에서 자신
들의 사회적 지위인 ‘학생’은 별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체념하는 불균형적 의식이 존재하
고 있다.
무엇이 민주시민교육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인 라는 질문에 ‘입시’와 ‘성적지상
주의’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던 것을 보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덕목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남보다 앞선’,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의 대상이 학업성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경쟁과
선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학생자치활동’도 ‘최종 목표’를
위해 쟁취해야 할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마치 독서의 궁극적 의미보다는 수능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서의 민주적 교수-학습 환경
과 함께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첫째, 교수-학습환경의 민주적 풍토를 조성하는 과제는, 교사들의 교과지식 전문성을
제고하고 ‘잡무’라고 불리는 행정업무 부담의 경감을 통해서 교사-학생 관계의 양적 질
적 관계가 향상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권위가 되살아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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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내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교장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이고 하향
식 의사결정구조를 탈피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역할을 실질화 하고, 교무회의의 기
능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학교나 자율형 학교 등의 시
범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교사-학생간의 민주적 관계는 학생의 자치활동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가능할 것
이다. 학생의 자치활동이 명목 교육과정과 학교 규칙에 따른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
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발적 참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지
원이 요청된다.

5.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정비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도덕(윤리) 및 사회는 집중이수 대상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체제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교육과정은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2학년을 대상으로 5시간을 가르치는데 그것만으로 진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적이에요...(중략). 사회라
는 교과목 자체를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하고 있어요..... 기존
의 3시간과 2시간 분량이 그냥 5시간으로 합쳐졌을 뿐이에요. 그 3시간짜리를 5시간으
로 늘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하라면 이게 저희가 유동적이고 다양
한 방법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분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거든요.” (E중학교
사회교사)

교과의 분량은 줄어들지 않은 채 시간만 집중적으로 특정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함으
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큰 한계로 여겨졌던 체험과 경험에 입각한 수업을 실시하기는 어
렵다는 점이다. 또한 긴 시간에 걸쳐 의식적 깨우침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성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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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과에 밀려 특정한 시기에만 짧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오
히려 민주시민교육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
었다.
사회 및 도덕과를 특정학년에 집중 이수하는 것이 민주시민역량의 향상에 도움이 될
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평균 2.203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교사들 중에서
여교사(2.141)는 남교사(2.264점)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 및 도덕과 교사
(1.960)들은 다른 과목 교사들(2.141)에 상당히 낮게 반응하여 민주시민관련 교과목의
특정학년 집중이수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큼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중학교 단계에서 교과집중이수를 강요하는 교육과정 정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표 Ⅴ-1> 사회･도덕과 특정학년 집중이수의 효과

학교급

성별

교과

직위

연령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중학교

997

2.174

.925

-1.424

고등학교

1,041

2.232

.912

남자

981

2.264

.929

여자

1,052

2.141

.903

사회/도덕과

554

1.960

.954

기타 교과

1,455

2.291

.887

교감(①)

32

2.281

.924

부장교사(②)

477

2.201

.875

평교사(③)

1,219

2.124

.917

기간제교사(④)

305

2.498

.932

30대 이하(①)

799

2.209

.962

40대(②)

629

2.114

.901

50대 이상(③)

605

2.279

.871

전체

2,038

2.203

.919

사후검정

3.034**

-7.320***

13.862***

④>②***
④>③***

5.043**

③>②**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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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교육과정의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이 교과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과
연결지어 익힐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 및 도덕과 교사
들에게 학교의 체험활동 여건과 각종 교수학습활동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정도, 그리
고 평가방법의 활용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학교 밖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인식과 지원(2.772점), 체험활동 장소 및 관련정보를 확보(2.595)하는 여
건은 보통 수준인데 비해, 반면에 수업 시수 및 진도 부담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59점). 그런 점에서 체험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체의 개선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표 Ⅴ-2> 학교의 체험활동 여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1) 학교 밖 체험활동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과
지원

592

2.772

.776

2) 체험학습 장소 및 관련 정보의 확보

592

2.595

.777

3) 수업 시수 및 진도 부담

592

2.159

.801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과목에 담아 언제 가르칠 것인
가라는 것은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었다. 물론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와 어떤 가
치와 덕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는 결코 평가절하 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지식으로서
민주시민 관련 교과와 그 내용이 실질적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교과 내용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누가’의 문제와 가르치는 교수자의 핵심 역량은 어떠해야 하며, 또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는 교사 역량 부분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교육내용 구성, 교수 방
법, 평가 등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로 사회과와 도덕(윤리)과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는 해당 과목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대답되어야 한
다.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자유’, ‘평등’, ‘배려’, ‘공동체’,

‘관용’ 등의 개념을 말하지만, 실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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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고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민주적 시민의식을 키워주겠다는 교과의 궁극적인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사회과(정치, 경제, 역사)와 도덕(윤리)과는 특정한 가치와 지식을 일방적
으로 전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독일의 시민교육이 정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통용
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다양한 가치와 그에 해당하는 쟁점을 동시에 제
시하는 것과 같이 사회 교과의 교육방법은 가치의 다양성과 실천과의 연계를 전제로 구
성, 이행되어야 한다. 가치와 지식의 다양성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학습자
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할 때 학생들에게
사회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 현실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다
양한 가치가 공존 가능한지,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들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학습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참여 수업 형태가 되어야 한다. 평가
방식은 지식을 숙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문답형을 포함하여 학생의 수업 참여
와, 학습의 결과물로 제출되는 과제들까지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의
소통구조가 경험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 교과외 활동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창
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외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이들 활동이 교실안의 제한된 교과교육을 실생활에 연결지어 구체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지식과 연계되어 민주시민교육을 잘 담
아 내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3장) 지적한 바와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느 과목의 교사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다른 활동, 다른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창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
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국･영･수라는 주요 과목
에 맞추어 학습 시간을 연장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교과외 활동 시간이 채워지는 경
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을
활용하여 교과지식과 연계된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들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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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와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시민성에 대해 고민하고, 민주
시민의식이 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실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은 각 교과별 역할을 합리
적으로 재정립하여 교과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교육내용의 통합성을 제고함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한 학교운영 및 교수-학습 환경의 민주화는 이러한 통합교육과
정과 함께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서 민주시민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및 방법을 배분할 수 있는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Ⅴ-3>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예시
범주/차원

교육 내용

내용의
성격
대표적
교육 방법
활동의
주체
교육 정책

보편적 차원

개체적 차원

민주주의기본이념/원리교육
민주주의 지역적특수성교육
- 공통점 : 다원주의, 인권,
- 공통점 : 자국 민주주의 발
기본가치(자유평등, 박애,
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지
평화 등) 민주적 의사결정
리적 고찰
절차
- 관점적 : 발전과정에 대한
- 관점적 : 자유민주주의, 사
다양한 해석, 외국사례와
회민주주의, 그 외 대안 민
의 비교
주주의

사회, 경제 등 일상영역의 민
주주의
- 공통 : 학교, 직장, 마을
등의 민주주적 사례 체험
- 관점적 : 논란이 있는 영
역, 또는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

지식, 기능교육 위주
- 이론교육

지식, 태도 교육 위주
- 체험교육

기능, 태도 교육위주
- 실행교육

강의토론

탐방조사

기획, 성찰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필요
일반사회, 윤리교과

역사, 지리교과

∙ 교육과정정비
∙ 교재개발지원
∙ 교사연수활성화

∙ 국가적, 지방자치단체 차원 ∙ 투명성 제고
의 교육센터 및 프로그램 ∙ 학생자치/봉사활동지원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 교사상담활동지원

* 정원규(2011), 포럼자료집 p.6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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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따라서 공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과 시민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눈으
로 볼 때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보인다. 학생의
인권을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작금의 복잡한 논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
라서 학생들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교사가 전적인 신뢰를 갖지 못한다. 그렇다고 학생들
에게 교육과정상 자치활동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학생에 대한 시각과 현실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학생참여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교사 구성원 간에도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 개인 및 교사들 간의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부조화는 일관되지 못한 행동으로 나
타나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신뢰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비춰지게 된다. 모든 교사
가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며
학생이 어떤 존재로 여겨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최소한의 기준 공유 없이는 이러한
부조화와 행동의 비일관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막연한 교사의 신뢰회복을 넘어, 학
생 눈에 비친 교사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이유이다.
둘째,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소통을 위한 이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사회현상
을 바라보고, 교육주체에 대한 인식과 시각의 차이는 곧 일방적 의사소통구조를 양산해
왔다. 따라서 학교관계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역량으로 학생과의 소통능력을
꼽고 있다. 교직에 임용된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지적 수준과는 다르게 선발
집단으로서의 단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사들은 쉽
게 참지 못하고,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로 여겨진다. 학생과 교사와의 세대 차이
는 공유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의 차이만큼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자라나는 새 세대로서의 학생들과의 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을 넘어 학생들의 수준과 판단의 토대가 되는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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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지적 수준의 차이를 당연시하고 학생들 간의 지적 수준의 차이에 따른 차별
적 관계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교사 또한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들을 갖추고 이를 교과연구와
교수방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사들의 교과지식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교실 외 학생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 내용과 교수방법의 개발은 어떤 과목을 막
론하고 학생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여야 한다.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
적하는 ‘잡무’라는 과중한 행정보조 업무 때문에 수업준비에 철저하지 못하고 교수방법
의 개발과 적합한 교육내용을 준비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무엇이 주
체이고 무엇이 종속된 대상인지 따지고 보면, 그 어떤 변명도 온전한 수업준비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대상이라
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어떻게 해서 이거 말고 다른 것을 해야 하
는지 이야기해 줘야 하지요. 단순히 그냥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
은지 왜 다른 것을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설명도 없이 기준도 정해주지 않는 것이지
요.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니면서 아이
들에게 다니지 말라고 하면 애들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교사들부터가 행동으로써 민주
시민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S중학교 사회교사)

이를 위해서 교사 또한 스스로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교사집단 내에서도 합의된 가치관이 존재하
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사회 이념 대결 구도가 교직에도 적용되어 ‘보수’와 ‘진보’
의 전장이 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 또한 자신들에게 던져지는 특정한 사안과 전달내용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판단이 곧 학생
들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사 스스로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 나와 남
과의 다른 해석과 행동에 대한 기준, 결국 자기 자신의 딜레마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
록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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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설문조사
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에 교사들이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약 19.6%만 참여하여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민
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연수의 기회확대와 더불어 내용의 충실화가 필요해 보인다.
교사의 전문역량으로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소질을 인정할 수 있는 이해와 수용,
관용의 덕목도 빼 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현행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다.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교원임용고사의 경쟁률을 보면, 한국 사
회에서 ‘교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지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교사가 되면,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학업성취수준 및 가정배경의 학생들
과 서로 다른 관심 영역의 공동체를 처음 맞닥뜨리게 된다. 문제는 교사교육의 과정과
경쟁적 임용시험을 거치면서 선발된 엘리트적 속성이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관심사를
끌어안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왜 공부를 잘 못하는지’, ‘왜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왜 교사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지’ 질문을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을 쉽게 얻
지 못한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수준의 학업성취능력을 인정하고 수
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교직이론과 전공교
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심화할 수 있는 경
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문제를 현직의 교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관심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기 위
해서는 학생들의 지적, 감성적 공감 능력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떻게 연관되
는지에 대한 역량도 길러줘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는 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자원과 함께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과 연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자원 활용 및 동원 능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와 학부모 자원의 체계적 활용은 특히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 문제 많이 다루는 민주시
민교육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들로 하여금
체험과 실천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자원 확보와 활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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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한다. 경직된 교직 사회의 성과 평가제도
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
고 있다. 여전히 학업성취도의 비중이 크고, 학교간 학급간 경쟁을 통한 압력으로 교사
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교사
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연수 및 학교 내 학생과의 관계 개선, 교사 직무 능력
의 개선 및 전문성 함양이라는 과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으로 그 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사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 기회가 지극히 제한
되어 있는 ‘교사 안식년제’ 도입 외에도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
성권 부여, 교내외 활동에 대한 시수 인정 등 교사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
티브 방안을 찾아야 한다.

7.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모(가정교육)의 영향과 역할 강화
개개인의 교육에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영향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그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정하든지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학교는 오히려 부차적인 기능에 그친다.
4장의 HLM 분석결과 시민역량 점수 차이의 변산 중 오직 1%에서 3% 미만만을 학교수
준의 차이로 나타나며 시민역량 차이의 대부분은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에서 아버지의 사회정치적 관심 정도는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태도) 영역에 한결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에서의 교과/비교과 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은 가정에서의 훈육과 언행일치의
본보기 교육이 전제될 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갖게 되는 기
초적 민주시민의식은 학교에서의 규칙준수와 지식과 사회적 실천 간의 연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실제 행동하는 것 간
의 격차가 가정교육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 교사들은 실제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이 학
생들에게 얼마나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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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민주시민성을 ‘도덕성’의 차원으로 좁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시민의식은 ‘도
덕성’을 넘어선 사회생활과 관련된 덕목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제는 최근 가정교육이 공동체의식을 비롯한 포괄적 시민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부모님들의 욕심은 사회적인 기준, 민주시민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학업 성취
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자녀교육에서 항상 남과 비교하는 행태, ‘공
부만 잘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덮어두는 모습 등은 그 어떤 유별난 교육프로
그램이라도 학생들의 의식과 실천적 경험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게 한다. 이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과거의 기준으로 학교를 생각하고, 학생과 사회는 또 그 나름의 요구와 기대
가 있어, 교사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들이 끼어있다는, 그래서 불행하다는 생
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배우고
나아가려는 자세보다 조금은 편하고 조금은 자기만의 공간을 찾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진
다. 이것은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가되어 학부모, 교사, 학생 사이의 복잡하고 불편한
관계가 재생산되는 것이다.
둘째는, 부모가 사회적 가치와 규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는가라는 점이다. 교사의
모범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들의 일관된 행동, 말과 행동의 일치, 학
교의 교육내용과 다르지 않은 해석과 학교 교육내용에 대한 존중 등이 반드시 전제될 때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의 내용 부족과 낮은 빈도로 민주시민의식을 학습하고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적은 상황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의 정치적 관심
은 정치 활동 및 정치적 참여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방과후 생
활에서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취득하며 가까운 사람들과 그 문제
에 대해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은 예비 시민으로서 정치적 소양을 높이는데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방과후 생활,
특히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정치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관련단체 활동에 참
여하는 경우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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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이자, 가정에서의 민주
적 의식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
해야 한다. 중3-고3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입시정부와 진학할 학교정보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며, 따라서 자녀들의 진학문제를 학교에 맡기기보다는 스
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녀
의 성공과 미래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중요 요인은 ’학교와 교사
에 대한 불신 및 기대포기‘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적어도 학교의 부모교육은 경쟁적 입
시준비와 학력 중심의 교육요구에서 벗어나, 민주적 시민성을 어떻게 길러내고 공동체
생활의 덕목과 역량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8. 지역사회, 시민단체와의 협력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은 시민사회의 역동적 실천경험과 연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3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교과활동
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민주시민 관련 교과활동은 다른 주요 교과의 교수방법과
그다지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간 학업성취도의 비교를 공식화
하고, 지나치게 학교간, 학급간, 개인간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공교육의 핵심인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몇몇 학교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선도적 사례들의 확산이 교사들의 역량과 교내 자원의
한계로 그다지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먼저 불러일으킨다. 학교 내의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기 전에 그 한계를 먼저 지적하게 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해 학교는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해야 된다. 학교
바깥 단체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가 위치한 지역공동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내외부적 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며, 이러한 일들을 협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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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조정하고 실질적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교과 수업의 연장으로서 현장 방문과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통하여 현실적 한계와 문제들을 공감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 지식으로서의 교과서가 갖
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회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적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행정개혁, 교통, 범죄, 여성 및 소수자,
환경, 국제인권 혹은 직능단체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기관)이 어
떻게 서로를 수용하고 비판하며,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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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정책제언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1. 요약
‘시민성’의 핵심이 특정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인 것처
럼 민주사회의 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개별 국가의 정치적 흐름에 따라 그 향방이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배경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조류가 급변하는 전 지구적 환경에서 남북분단이라는 세계 유일의 특수한 상황
은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다차원의 갈등과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애국주의,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사회통합의 의미해석 등에서 견해 차이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종래의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적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기존의 민주시민교
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
하여 체험위주의 창의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
과정 개정과 연계하여 정부는 2010년 가을, ‘체험과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한국적 가치와 국제적 역량을 고루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강조하
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와 의식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미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인해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성취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더
욱 발전된 민주화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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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
여 정치적 효능감을 갖도록 이끄는 학교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모
습으로 변화, 정착되어 왔는지, 그리고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룬 것은 비
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1990년대 이후에야 ‘민주시민’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시민교육
을 고민하게 되었다. 사회가 민주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체제유지 목적
의 국민정신교육으로 왜곡되어 유지되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는 민주시민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형식적 민주시민교육의 한
계는 그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의 한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명시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설정된 과목인 사회과와 도덕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특징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식적인 문서인 교육과
정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었음에도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실천성이 떨
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입시교육에 밀려 부차적이고 형식
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학교의 수업에서는
특정 사회문제를 자신의 실제 생활에 비추어 생각하고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가 적으며,
대신 압축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급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사회과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의 어려움으로는 교과내용
과 생활세계의 불일치, 지식과 태도의 불일치, 체제유지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이 거론
된다. 도덕과는 주요 가치 덕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과서를 통해 덕목들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민주시민과는 거리가 먼 채, 자율성보다 타인과 공동체
를 위한 도덕생활의 강요, 타인의 불의에 대한 무관심, 국가주의와 국수주의 위험을 보
이기도 한다.
중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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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극복하고자 했던 ‘훌륭한 공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민
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두고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시민사회 간, 학교 안에서도 교사와 학
생 간 및 나이 든 교사와 젊은 교사들 간의 갈등의 소지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본인들의 의사가 학교
의 제반 의사결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
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실천적 학습의 기회가 크게 부족하
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그나마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이 특정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기 보다, 모든 교과의 내용과 진행방식 그리고 내용을 실천과 연계할 때 민주
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사회 및 도덕과의 역할 재정립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을 ‘인성교육’ 정도로 생각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시민성’에 대한 인식
의 개선도 중요해 보인다. 교과외 활동으로는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의 저해요인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교사들 간, 교사-학생 간 견
해 차이 및 갈등과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이 배태해 온 비민주적 학교풍토를 지적
하고 있다. 이러한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교과
집중이수제의 개선과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정책결정 및 집행방식의 전환
이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와 학교간 의사소통체계 변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
량 강화, 부모 및 가정교육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난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수준을 분석한 결과 실제 학교에서
사회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시민적 지식수
준과 실천적 참여의 괴리 가능성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 참여의사에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
으며(3.436점), 그 다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3.420점), 법을 준수하는 것(3.299점),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매체 상의 정치이슈 주목하는 것(3.268점) 순으로 중요하
다고 생각하였고, 정당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같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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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거참여를 제외하면 개인적 생활에 충실한 것으로 시
민적 역할을 한정하며, 공공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행사하는
일에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시민적 태도(가치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주적 가치가 구현된 바람직한 사
회의 모습으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가장 동의하였으며, 시민적 권리의 보장과
빈부격차 해소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었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아주 높은 경우 국가정체성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민자 문제로 상징되는 다문화 포용성은 비교적 높았으며, 민주시민 행동 중
에서 불공정한 법에 항의하는 평화적 집회참여, 지역공동체 활동, 인권증진운동 참여,
환경보호운동 참여 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 신세대의 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민역량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면 학생들의 시민의식의 차이가 95%이상 학생 개인 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에 따른 차이는 아주 미약하여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학교의 영향
력이 적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네 가지 시민의식(종속변수) 중에서 “시
민사회 기본 가치”가 학교수준 분산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동체
적 가치’의 경우 학생들의 성별이나 학력수준, 부모의 학력 등 학생의 개인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기본 가치’와 ‘절차적 능력’의 경우
학생들의 개인 배경 변수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학
교참여 효능감과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정치적 정보획득 활동 빈도, 학교 자체 시
민교육 참여 여부, 학교활동 참여 정도 등과 같은 학생 과정 변수들은 네 가지 시민의식
변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준 설명변수에 학교수준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에 투입했을 때의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학교급이나 학교소재지와 같은 학교 배경 변수가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그
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질서 존중’과 ‘절차적 능력’의 경우
에만 학교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중학교 학생들
의 기초 질서 존중과 절차적 능력이 더 높았고, 서울이나 광역시 학생들의 ‘절차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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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읍면지역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과정 변수들의 경우, 학교의 학
생 자치 환경과 학생들의 평균 학교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시민의
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시간에 정치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얼마나 민주
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는지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 방식의 수업 운영은 남학생들에 비해 특히 여학생들의
시민사회 가치와 절차적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와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 수준 및 관련
변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민주시민 교육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최소기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사명(mission)
과 초점(focus)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있는지 확
인하며, 이러한 논쟁의 내용과 수준의 다양성을 충분히 공유하고, 적어도 우리 사회의
공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의 개념과 교육내
용, 교수방법, 교육의 결과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합의는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둘째, 교육청과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을 정립하여야 한다. 비전이란 양쪽에서
함께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비전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공유의 중요성은 말
할 필요가 없다.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 정책과 시도교육청 차원의 현실적 교육지원 정
책이 상호 균형과 협력적 관계를 지향해야 하며, 교육청의 지원 내용은 평가와 통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학습매체와 전략의 발굴･보급, 문제해결과 지원중심의 컨설팅 등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학교 풍토 및 교육환경 전반의 민주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 교수-학습
환경과 더불어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집단간은 물론 교
원과 학생간 신뢰와 친밀함을 기반으로 교원의 전문적 권위와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수평적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학교구성원들의 의사소통구조를 개방하여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 의견개진과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 제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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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공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개방, 학생자치활동과 교무회의의 기능강화,
학부모 참여 등을 각 학교의 형편에 맞게 도입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특
정한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가치의 다양성과 실천과의 연계를
전제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충분히 정보를 활용하고 적극
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
하고 토론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의 시민교육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교사는 학생을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기에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학생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
복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교사 역시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덕목을 갖
추고 이를 교과연구와 교수방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과지식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
과 함께 다양한 교수방법 개발 및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교실 밖에서의 학생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이해,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더불어 교사는 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제
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자원과 함께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과 연계하고, 다양한 자원 활
용 및 동원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은 시민사회의 역동적 실천경험
과 연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시민단체는 나름의 축적된 경험을 바
탕으로 학생들에게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자
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제언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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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기준의 정립
민주시민교육이 공식적인 문서 속에서 피상적인 목표로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방향성
과 목표로 제시되지 못할 때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다른 눈앞의 관심사에 밀려나게 된
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우리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목표
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이해하
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런 목
적을 위해 학생들에게 구비시켜야 할 민주시민의 역량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
치체제 및 기능에 대한 지식,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민적 관용성(타
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등)의 내면화, 공공생활에 대한 적극
적 참여를 이끄는 공공심과 시민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강화, 사회정치적 문제
와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절차적 능력과 기술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제는
이런 역량을 기르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학교환경과 참여기회를 활성화하는데 힘써
야 한다.

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위치와 비중 정립
현재 한국의 학교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과정으로 대분되며, 2009개정교
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외 영역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
게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배경은 우선 전인적 접근을(holistic approach) 실현하고자 함
이다. 체험 중심의 교육 실천 활동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생활방식이 몸에 배도록 하
고 전인적 인격체로서 앎과 삶의 괴리를 좁혀주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영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
로 구성되어 목표보다는 과정중심의 용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민주시민교육은 교
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목표인 민주시민을 지칭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하위
영역의 활동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각 프로그램의 활동과 목
표간 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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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활동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틀과 체제를 정비하여, 호주의 교차 교육과정 중점사항
(Cross-curriculum Priorities)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교과와 교과 외 활동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염두에 두고 지도방안을 짜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교사
와 교장이 함께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근래 국가교육과정을 구안하는 과정
에서 모든 교사가 모든 교육활동을 할 때 유념하여 강조해야 하는 세 가지 교육중점 사
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
조하는데 필수적인 사고와 가치를 습득하도록 조장하기, 둘째는 호주 학생들이 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문화를 이해함과 아울러 정치, 경제, 문화적 관련성을 이해시키기, 셋째
는 소외되어 왔던 호주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이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
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래를 살아갈 현재
의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학교에서 습득해야할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의 우선
순위를 매겨 이를 모든 교원, 학생, 학부모가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과 방법 유목화
학교의 기능과 역할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여전히 학교
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현상이나 다양한 문제의 해결사로서 기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
은 다양한 교육이 혼재해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번 기회에 인성교육은 개별 인간으로 요구되는 인간적 자질을 중심으로 개념화하
고,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공정신 등 시민성의
발현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자질에 초점을 두어 교육활동과 프로그램 그
리고 실현 방법 등을 유목화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과 학생들이 분명한 학업
적 임무를(clear academic mission)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활동의 결과 평가나
모니터링의 방향도 명확해 질 수 있다. 학교의 효과성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주듯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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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특성은 이완 결합체제이지만, 효과적인 학교가 되려면 선명하게 잘 짜여진 교육
과정(tightly coupled curriculum)이 중핵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라. 민주시민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1) 학교지원 전문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학교를 중심으로 전문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 직제에 ‘학
교지원 전문서비스 연계과’를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는 일련의 교육활동과 학
교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
결해 주는 등 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지역사회
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관리기관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
으므로 적시에 가장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유사 기능의 통합
과 분담을 통하여 지원의 질과 편리성을(one stop service 등)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지원 전문서비스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제공경로와 제공 유형 및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원대상 각종 연수프로그램에 전문서비스
활용 전략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교육(재능)기부사업과 민주시민 교육활동의 연계
교육기부 사업을 민주시민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
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는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확
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민주시민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체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각 교육청에서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내면
인력풀을 구성하여 단위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소개해 주는 형식으로 재능기부가 이루
어지고 있으나 활용도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인력풀 작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학
교지원 전문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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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안전사고 지원 방안 마련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중심의 민주시민 교육활동이 학생안전사고의 염려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교
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부터 학교안전공제사업의 범위를 학교 안과 밖의 모든 교육
활동 관련 사고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 범위가 학생과 교직원외
에 제3자까지로 확대되고 치료비도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교안
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후 대처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확산하도록 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과 처리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위험(및 그 처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마. 민주시민 교육 친화적인 학교문화 구축
학교경영진과 교사가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원연수는 직급별, 담당 직무별로
따로 따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민주시민 교육처럼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역할, 권한,
책임, 공동체의식 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천이 필요한 영역의 연수는 가능하면 다양한
학교구성원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과 역할 극 등 역
지사지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내 의사결정 구조를 재구조화하여 참여와 소통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함
과 아울러 학교교육의 중요한 원리인 상벌 결정과 시행과정 등에서 적당한 적법절차
(due process)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한다.
특히 그동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학교공동체 구
성원들이 효능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의 양
과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권리와 의무, 책임과
자율, 배려와 공감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여 자기주도적 행동의 성숙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이면 구성원간 신뢰가 쌓이게 되어 학교에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
도 진작되어 성숙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동시에 즐겁고 창의적인 학교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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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시민성은 한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 환경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
므로 학교현장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존중하면서 한국의 학교 상황에 적합하도록 지속적
으로 탐구하는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시민교육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
야 할 것이다.

바. 민주시민교육 지원 기구의 활성화
외국의 경우,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교과서적 지식교육 위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실
제 생활세계와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구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영국의 Oxfam, 독일의 연방 정치교육센터 및 지역정치교육센터를 들 수 있
다. 미국의 시민교육센터는 1964년에 미국 UCLA 대학교에서 설립한 “시민교육을 위한
학제간 위원회”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위원회는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전공의 교수와 연구자들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작업을
해 왔다. 오늘날 이 센터는 미국의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을 제
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에 제공하는
데, 사업에 따라 연방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도 하는 비영리 초당파적 기
관이다. 영국의 Oxfam은 제3세계의 구호와 지원에 역점을 둔 민간자원단체(charity
body)인데, 시민과목의 교과서가 따로 없는 영국의 교육과정체제 하에서 중등 학생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재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민주주의 의식
과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독일 정치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1952
년에 ‘지역 업무를 위한 연방센터(Bundeszentrale fuer Heimatdienst)’라는 이름으로 연
방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후, 1963년부터 ‘연방정치교육센터’로 바뀌었다. 초창기
에는 민주주의 사상과 유럽적 사고의 공고화에 목표가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민주적 정치 참여의 동기 부여를 목표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주
의 의식을 공고히 하며 정치적 참여를 강화하는 정치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취지
를 구현하고자 독일의 각 주정부는 지역 정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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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견해차이나 이념적 갈등을 조정하고,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학회, 사회교육학회, 민주시민교육을 연구하는 교사모임 등을 적절히 활
용할 필요도 있다. 정치교육을 둘러싼 이념갈등을 겪었던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의 보이텔스 바흐 합의도 정치학자 및 정치교육학자들의 학술적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처
럼, 이후에도 관련 학회가 정치교육의 방향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정
치교육 교수-학습 및 청소년･성인 정치교육학회(GPJE, Gesellschaft fuer Politikdidaktik
und politische Jugend- und Erwachsenenbildung)는 학술대회 및 출판물을 통해 이
러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3년 2월에는

‘학교의 정치교육을 위한 제안’(Anforderung an Nationale Bildungsstandards fuer
den Fachunterricht in der Politischen Bildung an Schulen)을 작성해 문화부(우리
나라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에 전달하여 학교의 정치교육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단체나 각종 기념사업회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수행과 더불어 특정 기념일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교
육 자료 등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나 교사들은 이런 단체의 존재나 교육
적 지원 노력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의 시민교육 지원기관이나 단체들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들이 학생용 시민교육 자료를 개발하거나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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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Young-Hae Kang
Seung-Sil Yang
Sung-Sang Yoo
Hyun-Jeong Park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ith the aim of fostering citizens in a
democratic society, is closely linked to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its
directions have consequently been affected by a country’s political environments.
Amid the fast-changing global environment with its foundations on a
knowledge-based economy, and with the tide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changing ever so fast, the special circumstances underlying the division
of two Koreas have caused various multi-dimensional discords and policy
confusions in carrying out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Korea, there is a great deal of imbalances in the
system as well as people’s consciousness, and the social polarization, as well as
the weak grass-root democracy, has meant that the fruits of democracy have
not been felt by most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instill a renewed and
developed sense of democracy, the procedural democracy that allows for a true
exercise of people’s sovereignty ought to be strengthened, and school education
that enhances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democracy as well as their true
stakes in a democratic societ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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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a classroom have changed and been settled within the political reality of
Korea. We also analyze how this education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schools, and based on this evidence we outline how the education could be more
vitalized and the policy tasks necessary in achieving this goal.
When we examine the introductory process of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e find that Korea has undergone a turbulent modern political
history, and as a result, its concerns regarding citizenship education that truly
deserves the title of ‘democratic citizenship’ only began in the 1990s. While the
society was not a functioning democrac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ecame distorted with the aim of preserving and prolonging the current regime,
and within this environment, schools became further distanced from the
particular interests and concerns about the true democratic citizenship. Despite
an explicit emphasis on the official curriculum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fact that students are not active in exercising their democratic
citizenship indicates and seems to be related to the fact that it is being carried
out as a secondary and superficial way in a exam-driven educational
environment. In Korean textbooks and classes, there is little opportunity to
experience and learn about particular social problems in a manner that reflects
a student’s own life, and instead the focus is on transferring the condensed
knowledge in a homogeneous manner.
The difficulties regarding the fostering of democratic citizenship through the
society and education include the contrast between the textbook material and
the reality of everyday life, discord between the knowledge and the actual
attitude, as well as the desire to use the education as a means of preserving
the current political order. Similarly, the content of the ethics education
focuses less on the individuality of each student rather than a moral lif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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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as well as a broader community, as well as the indifference towards the
injustice of others and the dangers of overt ultranationalism.
Through interviews and surveys aimed at gain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we found that the idea of democratic citizenship among the
teaching staff in classrooms is not too different from the ‘publicly-spirited
exemplary citizens’ that the Western world sought to move away from since the
1970s. This could potentially lead to tension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s as well as the broader society, and also within schools, between the
teachers and students or between older and younger teachers, regarding the
objective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atisfac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among students
remained low, and they felt that their opinions were not being reflected in the
schools’ decision-making process. Thus, it seem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y
would actively participate in school life as a true stakeholder. In addition,
there is little opportunity for learning by participation, which consequently
calls for necessary improvements, and it also seems that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more active in middle schools rather than high schools.
Teachers did not feel that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ould be carried
out merely within a few particular subjects, and instead they believed that it
could only truly be conducted when the contents, methods and actual
participatory actions of all subjects were linked together. Thus, it seems
important to improve the ‘democratic citizenship awareness’ of school
participants beyond mere ‘character education’, as well as reestablish the role
of social studies and ethics. As for after-class activitie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being conducted through student-led and club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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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impediments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opinions between teachers as well as teacher-student tensions,
as well as the educational system that focuses on the university admissions and
competition, which fails to foster truly democratic school environme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impediments and vitalize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mprovements to the specific-subject-intensive curriculum and the
top-down policy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were suggested. In
addition, the changes to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schools, strengthening the teachers’ capabilit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well as consolidating the role of parents were also suggested.
When we analyzed the citizenship competences of the students that have been
brought up in such educational environments, their participation in activities
regarding socio-political issues in schools turned out to be very low. This
reconfirmed the wide gap between the knowledge of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possibility of actual participation. In addition, as for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emocratic citizenship as adults, they believed voting in an
election to be most important, and working hard, abiding the laws followed.
Joining a political party turned out to be least important. This implies that
Korean students, with the exception of exercising their electoral rights,
believed ‘citizenship’ to be limited to leading good individual lives, and they
remained passive to showing an active interest in public issues or exercising
social responsibilities.
As for the democratic citizenship capabilities of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over 95% of the differences in their awareness and attitude stems
from individual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whether they attend a
particular school or not turns out explain very little amount of variation, which
implicitly demonstrates that the schools’ influence in democratic citizenship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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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limited. As for the curriculum-related variables, students in schools with
good self-governance environment for its students and high average school
activity participation rate tend to have higher democratic citizenship
capabilities. The influence of a democratic school-class has differential effects
based on a students’ gender. In other words, running classes in a democratic
procedure has a positive effect on instilling the democratic values and
procedural awareness on female students rather than male studen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Korean secondary schools as well as the students’ citizenship capabilities and
the related variables, we are able to identify the tasks and improvements aimed
at vitalizing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irstly, based on a consensus of the minimum standard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missions and focuses regarding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ught to be broadly shared. The arguments regarding this
education ought to be revisited, and the contents of these discussions as well as
the diversity in various standards ought to be fully recognized and shared.
There also ought to be a consensus over the defini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required for public education, and a consensus over the contents,
pedagogy and the educational results is also deemed important.
Secondly, the educational authorities and schools ought to establish a clear
vis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al policies at the national
government level and the support policies of educational authorities at
provincial level ought to be balanced and coordinated, and the support of the
educational authority ought not to be based on assessments and controls but
the distribution and exploration of effective pedagogical and learning resources
and strategies as well as problem-solving and support-level consulting,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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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on the curriculum at individual school level.
Thirdly, democratization of the overall schoo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ught to accompany other changes. In other words, the democratiza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s well as the learning environment is much needed.
Opening up of a school’s communication system, which would allow for active
voicing of opinions and participation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ought
to be encouraged. Self-led activities of students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role of teaching staff meeting ought to be introduced depending on the
capabilities of each school.
Fourthly, the curriculum and the textbook system ought to be systematically
overhauled. The curriculum regard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ught to
be organized beyond just a simple transfer of particular values and knowledge
and actively take into account of the diversity of values and the links to active
participation. Learning and discussions ought to be based on specific examples
that students actively take interests and try to tackle.
Finally, strengthening the citizenship education capabilities of the teachers is
essential. Teachers should move away from viewing the old-fashioned view that
treats students as immature beings and rebuild their trust. They also ought to
retain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emphasized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mselves, and this ought to reflect their research and pedagogical
approaches. Furthermore, in order to enhance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students, they ought to be able to coordinate with local communities and
parents, as well as raising and supporting the necessary resources.

Keywords: democracy, democratic citizenship,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tandard of democratic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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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학교장용, 학생용, 교사용 설문지
부록 2. Ⅳ장의 시민역량 요인분석 신뢰도

부록

[부록 1](학교장용, 학생용, 교사용 설문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학교장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지는 학교의 기초정보와 민주시민교육 여건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경영 및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빠짐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처리되므로 개별 학교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
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장
김태완

※ 본 조사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정책연구본부 학생･학부모연구실
□ 문 의: 02-3460-0239, 0240
□ FAX: 02-346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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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교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① 학급 수:

학급

② 학생 수:

명

2. 귀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①서

울:

② 광 역 시:
③ 중소도시:
④ 읍면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포함)

3. 귀교 학생 중에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 미만 :
② 5∼10%

:

③ 10∼15% :
④ 15∼20% :
⑤ 20% 이상:

4. 귀교 학생 중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 미만 :
② 5∼10%

:

③ 10∼15% :
④ 15∼20% :
⑤ 20% 이상:

5. 귀교에서는 금년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어떤 활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각
각의 항목마다 “예”, “아니오”에 √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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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

아니오

① 사회/도덕과 수업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② 범교과 주제학습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③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④ 학생 자치활동의 강화
⑤ 봉사 활동의 강화

6. 귀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구분

자주
활용함

가끔
활용함

거의
활용안함

전혀
활용안함

① 외부기관･ 단체 주관 행사(전시회, 백일장 등)
② 자원 봉사활동
③ 청소년 시민단체 참여
④ 캠페인 활동(환경운동, 인권운동 등)
⑤ 학생자치 활동(학생회, 학급회 등)
⑥ 동아리 활동
⑦ 자체 시민교육프로그램(자치교실 등) 개설
⑧ 인권 교육
⑨ 소외계층 지원활동
⑩ 다문화 이해 활동

7. 다음에 제시된 각각의 활동들에 귀교의 학부모들이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구분

모두
참여함

일부
참여함

거의
참여 안함

전혀
참여 안함

① 학부모 단체, 총회 및 위원회 참여
② 학교운영위원 선출
③ 지역사회의 학교지원 유도 활동
④ 교사-학부모 회의 참석
⑤ 학교 교육활동 관련 자원봉사
⑥ 학생건강, 급식 관련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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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에 제시된 각각의 사항을 귀교의 학생들이 얼마나 지킵니까?
구분

모두 지킴

① 등하교 시간 준수
② 학교규칙 준수
③ 학교시설 및 비품 보호
④ 학교생활 중 예의바른 행동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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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킴

거의
안 지킴

전혀
안 지킴

부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개발한 본 조사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의 민주시민교육 여건과 수업 및 활동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지도와 여러 업무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읽어보시고 답하여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응답에는 15∼2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처리되므로 개인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우
리나라 중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귀한 자료가 될 것입
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성의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장
김태완

※ 본 조사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정책연구본부 학생･학부모연구실
□ 문 의: 02-3460-0239, 0240
□ FAX: 02-346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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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1~5번까지는 통계 분석을 위한 기본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_____① 남

_____② 여

2. 직위

_____① 교감

_____② 부장

_____③ 평교사

_____④ 기간제 교사

3.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① 30세 미만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4.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교과는 무엇입니까? 여러 교과를 담당하신다면, 수업시간이
가장 많은 교과를 표시해 주십시오.
_____① 사회/도덕과

_____② 사회/도덕 이외 과목

5. 선생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_____① 예

_____② 아니오

※ 이하의 문항에서는 하위 항목별로 각 줄의 해당란에 √표하여 주세요.

6. 귀교에서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일에 아래의 각 사람들이 얼마나 동참하
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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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분

적극
동참함

약간
동참함

별로
전혀
참여 안함 참여 안함

① 학교장 및 부장교사
② 사회 및 윤리과 교사
③ 모든 과목의 선생님
④ 학부모

7. 민주시민교육이 잘 되기 위해 다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구분

많은
책임

약간
책임

별로
관계없음

전혀
관계 없음

약간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학교장 및 간부교사
② 사회/도덕과 교사
③ 모든 과목의 선생님
④ 학부모

8. 다음의 내용이 귀교의 현재 상황과 얼마나 부합합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① 학교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
로 노력한다.
③ 교사들 간에 학생의 인권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④ 학교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⑤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다.

9. 귀교의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다음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

181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구분

많이
있음

약간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학교장
② 부장교사
③ 일반교사
④ 학교운영위원
⑤ 학생
⑥ 학부모
⑦ 이사회(사립학교)

10. 다음의 내용들이 귀교의 현재 상황에 얼마나 부합합니까?
구분

많이
그렇다

약간
그헣다

① 학생들이 원하면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②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건의나 발언
을 할 수 있다.
③ 학생들은 학생회 구성 및 대표 선출에 관심이 높다.
④ 학교규칙이나 생활 규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된다.
⑤ 학급회의가 활성화 되어 있다.

11. 다음의 내용들이 귀교의 현 상황을 어느 정도 묘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① 교사들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② 교사들은 학교에 대해 소속감을 느낀다.
③ 교사들은 열의를 갖고 일한다.
④ 교사들이 학교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
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즐거워 한다.
⑥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다.
⑦ 학생들은 자신들을 학교공동체의 일부분으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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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일부
그렇다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부록

12. 아래 제시된 학교 활동에 대해 귀하의 동료교사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구분

많이
참여함

일부
참여함

거의
전혀
참여 안함 참여 안함

①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지도
② 교수활동에 대한 상호협력
③ 학생들 간의 갈등해결
④ 수업지도 이외의 과제와 책임수행
(개별지도, 학교 프로젝트 등)
⑤ 학교 중요 사항의 결정
⑥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⑦ 학교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참여
⑧ 학교운영위원(교원대표) 선출
⑨ 교직원회의에서 의견 제시

13.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다음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구분

모두
참여함

일부
참여함

거의
참여안함

전혀
참여안함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수업자료 및 교수법의 선택에 대해 토론
② 토론을 위한 주제나 이슈 제안
③ 다수와 다른 의견을 갖더라도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함.
④ 학교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함.
⑤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의 의견을 듣고 존중함.

14.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교의 학생들은 어떤 편입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일부
그렇다

① 다른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
② 급우들간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함.
③ 끼리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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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에 제시한 내용들은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각각의 내용
들이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학생들의 현재 수준은 어떠한
지를 각각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매우
중요

약간
중요

학생의 수준

별로
중요
않음

전혀
중요
않음

가치 및 덕목

매우
양호

약간
양호

약간
부족

크게
부족

①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
②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③ 인간생명의 존엄성
④ 책임 준수
⑤ 애국심
⑥ 공동체(학교, 학급)에 대한 관심과 참여
⑦ 예의바른 행동
⑧ 공동선(공동의 이익)의 추구
⑨ 약자(불우 이웃,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
과 배려
⑩ 각종 차별에 대한 대응능력
⑪ 법과 규칙(학교 교칙)의 준수
⑫ 기초질서(교통신호 등)지키기
⑬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⑭ 합리적 소비습관
⑮ 비판적 사고력
⑯ 자기관리 능력
⑰ 학생 자치능력
⑱ 갈등 조정 능력

15-1. 위의 내용 중에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을 다섯 개
골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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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부록

16. 귀하는 다음의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매우
자신있음

구분

약간
자신있음

별로
자신없음

전혀
자신없음

① 조별활동
② 역할극/시뮬레이션
③ 토론
④ 탐구활동
⑤ 강의
⑥ 실험실 활동
⑦ 정보기술 활용 활동(동영상, PPT 등)

17. 아래 내용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선택하여 빈칸에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번호

개선 항목

①

다양하고 질 높은 자료 및 교과서 개발

②

체험위주의 교육과정 구성

③

다양한 교수법에 필요한 훈련

④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직 연수 제공

⑤

민주시민교육 관련 수업 시수 확보

⑥

구체적인 시민역량 평가방법 개발

18. 다음의 각 내용들이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
니까?
구분

매우
긍정적

비교적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영향
없음

① 학교운영의 민주화
② 입시 및 경쟁위주의 교육
③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④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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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긍정적

비교적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영향
없음

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⑥ 학교 자체 시민교육프로그램 개설
⑦ 학생 자치 활동 강화
⑧ 동아리 활동 강화
⑨ 지역 연계 봉사활동
⑩ 청소년 시민단체 육성
⑪ 외부단체 행사 참여(전시회, 백일장)
⑫ 창의적 체험활동 결과의 에듀팟 기록
⑬ 사회 및 도덕과의 특정학년 집중이수

※ 이하의 항목은 사회/도덕과 교사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19. 지식과 행동이 골고루 발달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규수업 내용들이 다
양한 체험활동과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귀교의 체험학습 여건
은 어떤 편입니까?
구분

매우
양호함

비교적
양호함

대체로
불리함

매우
불리함

① 학교 밖 체험활동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과 지원
② 체험학습 장소 및 관련 정보의 확보
③ 수업 시수 및 진도 부담

20.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다음의 활동들을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구분
①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함.
② 다양한 주제에 대해 그룹활동을 하여 발표함.
③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개별활동을 하여 발표함.
④ 역할극과 시뮬레이션을 활용
⑤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들은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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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활용

가끔
활용

거의
활용안함

전혀
활용안함

부록

자주
활용

구분

가끔
활용

거의
활용안함

전혀
활용안함

거의
활용안함

전혀
활용안함

⑥ 논쟁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수업에 포함시킴.
⑦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함.

21. 학생들을 평가할 때, 다음의 항목을 얼마나 자주 활용하십니까?
구분

자주
활용함

가끔
활용함

① 논술식 필기시험
② 선다형 혹은 ○×형 시험
③ 구술 시험
④ 학생 활동의 관찰
⑤ 숙제
⑥ 프로젝트 수행결과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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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사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민주
시민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부와 여러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읽어보고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설문응답에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처리되므로 개인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
다. 학생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중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 발
전을 위한 귀한 자료가 되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장
김태완

※ 본 조사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정책연구본부 학생･학부모연구실
□ 문 의: 02-3460-0239, 0240
□ FAX: 02-346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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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문항 1~4번까지는 통계분석에 필요한 인적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1. 성별: _____남, _____여

2. 학생의 현재 성적수준(내신성적을 기준으로)을 해당되는 번호 위에 √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상위권

①

②

0%

10

③
20

④
30

⑤
40

⑥
50

⑦
60

⑧
70

⑨
80

⑩
90

하위권
100%

3. 부모님 각각의 최종 학력을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아버지

어머니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수료 포함)
⑥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수료 포함)

4. 여러분의 집에는 어느 정도의 책이 있습니까? 해당 칸에 √표해 주세요.(교과서, 참
고서, 잡지, 만화책 등 제외)
권수
① 0-10권
② 11-25권
③ 25-100권
④ 101-200권
⑤ 201-500권
⑥ 501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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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5번부터는 세부 항목별로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5.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구분

매우
관심있음

약간
관심있음

별로
관심없음

전혀
관심없음

① 어머니(혹은 여성 보호자)
② 아버지(혹은 남성보호자)

6. 여러분은 하루 중에서 방과 후에 다음 각 활동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냅니까?
구분

전혀
하지않음

30분
미만

30분1시간

1시간
이상

한달에
한번
이상

일주일에
한번
이상

거의
매일

① TV나 DVD 시청
② 독서
③ 숙제/공부
④ 컴퓨터/인터넷(오락)
⑤ 컴퓨터/인터넷(정보탐색)
⑥ 친구와 채팅/전화하기
⑦ 친구와 놀기

7.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합니까?
구분
① 국내외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토론한다.
② 국내외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③ TV 뉴스를 시청한다.
④ 국내외 뉴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다.
⑤ 국내외 뉴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신문을 본다.
⑥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한다.
(보이스카웃/걸스카웃, YMCA, 컴퓨터동호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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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하지않음

부록

8.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_____① 매우 활발하다.

_____② 비교적 활발하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_____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9. 수업시간에 정치･ 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
납니까?
구분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①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
한다.
③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④ 학생들은 사회정치적 사건에 대해 학급에서 토론한다.
⑤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
을 표현한다.
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의견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슈
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⑦ 선생님들은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
을 제시해 주신다.

10. 학교에서 아래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지 말씀해 주세요.
구분

많이
반영됨

약간
반영됨

별로
반영안됨

전혀
반영안됨

① 수업방법
② 수업시간표
③ 학습자료
④ 학급규칙
⑤ 학교규칙
⑥ 방과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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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에 제시된 문항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구분

약간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대부분의 선생님은 나를 공평하게 대해 주신다.
②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③ 선생님들은 학생복지에 관심이 많다.
④ 나는 학교에서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⑥ 다른 학생들이 나를 괴롭힐까봐 두렵다.

12. 다음의 설명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구분

약간
그렇다

①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때 학교가 더 좋아진다.
②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가
져올 수 있다.
③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두어야 한다.

13. 다음에 제시한 내용들은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룰만한 내용입니다. 각각에 대해 얼마
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학생 자신의 수준은 어떠한 지를 각각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매우
중요

약간
중요

별로
중요
않음

자신의 수준
전혀
중요
않음

가치 및 덕목

①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②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③ 인간 생명의 존엄성
④ 책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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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양호

약간
양호

약간
부족

크게
부족

부록

중요도
매우
중요

약간
중요

별로
중요
않음

자신의 수준
전혀
중요
않음

가치 및 덕목

매우
양호

약간
양호

약간
부족

크게
부족

⑤ 애국심
⑥ 공동체(학교, 학급)에 대한 관심과 참여
⑦ 예의바른 행동
⑧ 공동선(공동의 이익)의 추구
⑨ 약자(불우 이웃,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
⑩ 각종 차별에 대한 대응능력
⑪ 법과 규칙(학교교칙)의 준수
⑫ 기초질서(교통신호, 공중도덕 등) 지키기
⑬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⑭ 합리적 소비습관
⑮ 비판적 사고력
⑯ 자기관리 능력
⑰ 학생 자치 능력
⑱ 갈등 해결능력

14. 여러분은 최근 1년 사이에 학교 안팎에서 다음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자주
참여함

가끔
참여함

거의
참여안함

전혀
참여안함

① 외부기관･ 단체 주관 행사(전시회, 백일장 등)
② 자원 봉사활동
③ 청소년 시민단체 참여
④ 캠페인 활동(환경운동, 인권운동 등)
⑤ 학생자치 활동(학생회, 학급회 등)
⑥ 동아리 활동
⑦ 학교자체 시민교육프로그램(자치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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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의 각 내용들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기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십니까?
구분

매우
긍정적

비교적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① 학교운영의 민주화
② 입시경쟁위주의 교육
③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④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
⑤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 대립
⑥ 학교 자체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설
⑦ 학생 자치 활동 보장
⑧ 동아리 활동 보장
⑨ 지역 연계 봉사활동
⑩ 청소년 시민단체 육성
⑪ 외부단체 행사 참여(전시회, 백일장)

16. 여러분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
어야 한다.
② 정치지도자는 자기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하도록 해서
는 안 된다.
③ 기업이나 정부가 신문사 대다수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④ 모든 사람의 사회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한다.
⑤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⑥ 모든 시민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⑦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정치적 의사표시가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⑨ 빈부 간의 소득격차는 적어야 한다.
⑩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어도 된다.
⑪ 국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
판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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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부록

17. 여러분은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② 나는 우리나라에 높은 경의를 표한다.
③ 우리나라가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④ 나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18. 여러분은 이민자 문제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① 이민자들이 출신국가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이민자들의 자녀도 우리나라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③ 이민자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④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이민자들의 입국이
제한되어야 한다.
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똑같이 존
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19. 예비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구분

매우
관심있음

약간
관심있음

별로
관심없음

전혀
관심없음

① 지역공동체(시･군･구)내의 정치적 이슈
②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이슈
③ 다른 나라의 정치/사회적 이슈
④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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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러분은 현재 학교에서 다음의 활동들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구분

적극
참여함

약간
참여함

별로
참여안함

전혀
참여안함

①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 학급에서 토론하기
② (방사능 오염, 수입 쇠고기 등)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
터넷 토론 참여
③ 학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④ 학생자치 기구의 구성 및 활동

21.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좋은 시민으로 살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중요함

비교적
중요함

별로
전혀
중요 안함 중요 안함

① 선거 참여
② 정당단체 가입
③ 역사 공부
④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이슈 주목하기
⑤ 국민의 대표들에 대한 존경
⑥ 정치 토론 참여
⑦ 열심히 일하기
⑧ 언제나 법을 준수하기
⑨ 불공정한 법에 항의하는 평화적 집회참여
⑩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⑪ 인권증진운동 참여
⑫ 환경보호운동 참여

22.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생각입니까?
구분
① 지방자치 단체장 투표참여
(예: 기초 및 광역의회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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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참여함

대체로
참여함

거의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부록

구분

확실히
참여함

대체로
참여함

거의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②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
(예: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③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④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⑤ 정치/시민단체 가입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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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Ⅳ장의 시민역량 요인분석 신뢰도)
<부록표> 시민적 태도(신념과 가치)의 수준 관련 분석변수
영역

변수

조사방법

조사대상

시민사회 가치

4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α=.751

학생

시민의 자유

4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α=.874

학생

빈부격차에 대한 생각

1문항, 4점 척도

학생

자유와 권리의 제한가능성

2문항, 4점 척도

학생

국가 정체성

국가에 대한 태도

4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α=.787

학생

다문화 수용성

이민자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4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α=.643

학생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4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α=.802

학생

학교 사회정치적
문제와 관련 활동 참여

4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α=.839

학생

시민행동의 중요성

민주시민의 행동 참여의사

12문항, 4점 척도

학생

정치활동 참여의사

정치활동 참여의사

5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α=.823

학생

시민사회의 가치

4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학생 α=.757,
교사 α=.876

학생,
교사

공동체적 가치

6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학생 α=.798,
교사 α=.888

학생,
교사

기초질서 존중

4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학생 α=.764,
교사 α=.879

학생,
교사

절차적 능력

4문항 평균(4점 척도),
신뢰도 학생 α=.813,
교사 α=.889

학생,
교사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도

공공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활동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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