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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 및 다문화교육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 사
회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10년 1월 창립한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가 2013년도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학회의 학술활동은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학술대
회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상반기에 개최되는 정기 학술대회로서“다문화사
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경기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학
술대회는 경기도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한국시
민청소년학회와 공동으로 연합학술대회로 진행됩니다.
모쪼록 현장과 대학 및 연구소에서 한국의 다문화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이 자리를 통해서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마음으로 참
석하시어 본 학술대회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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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최현섭(강원대학교 명예 교수)
hschoi@kangwon.ac.kr

1. 문제 의식
토인비는 일찍이 인류의 역사발전을“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설명한 바 있다. 인류에게
있어 도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
가 갈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히 주어진 시대의 창조적 소수의 존재와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역사는 시대의 도전적 과제를 한발 앞서 간파하고 창조적으로 응전하
는 소수가 있으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에 따르면 교육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교육은 현재 또는 미래
의 구성원들에게 시대를 읽고 판단하며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과 의지를 함양하는 활동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역사와 공동체의 질적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야 하
고, 그 논의와 실제는 늘 시대에 대한 넓고 깊은 통찰과 선제적 대응에 대한 성찰적 고민이
살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정치권력이나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독단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빠져서도 안된다. 교육이 편견, 편협, 편파 그리고 독선과 이해관계에 빠지게 되면 구성원의
판단력과 결단력이 불안정하게 되고 역사와 후손을 소용돌이와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오늘의 학술대회는 바로 이러한 교육의 본질과 책임에 충실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다
문화사회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도전을 한발 앞서 간파하고 질적으로 더 진화된 민주주의
를 열망하면서 최적의 응전 방안을 성찰적으로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이 국가 화두나 핵심 과
제에서 뒤로 밀려나 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그것이 국회와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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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주 이상할 정도이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라는 부서까지 만들고, 민간 학술단체와 손을 잡고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에 앞장서고 있으니 칭송을 아낄 수가 없다. 부디 이 귀한 결단이 정파적 설왕설래와 곡학아
세가들의 말담과 글담 때문에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귀한 판단과 결단이 책임자에 따라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유
행성 부침증(epidemic ups and downs)1)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아가 그 물꼬
가 경기 교육청을 넘어 국가 전체로까지 물결 되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어
쩌면 이것은 오늘 함께하는 학술 단체와 뜻 있는 회원들이 떠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일
지도 모른다.

2. 다문화 사회와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고품격 민주공동체
다문화사회는 단순히 국제적 결혼이나 외국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되는 현상을 가리키지 않
는다. 또한 그것은 그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다든가 다문화 가족을 돕고 지원
하는 수준은 훨씬 넘어선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하루빨
리 우리 문화에 동화하도록 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반면에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
을 버리거나 희석시켜 세계적인 보편 문화에 편입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의 주체적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보장하면서 각
각의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상호 조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를 가
리킨다. 따라서 다문화사회가 진전되면 여러 개의 언어가 동시에 통용되고, 각자의 언어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여러 문화권의 전통과 풍습이 학교의 주요 학습 내용이 되
고,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입학정책과 도시개발 정책이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화는 한 집단이 주어진 환경과 삶의 조건에 적응하며 진화시켜 온 지혜의 응축물
이며 공유된 상징과 의례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서는 일과 사물의 이름을 어떻
게 짓고 의미를 부여하며, 어떻게 다루고 평가하는지, 언제 어떤 말과 행동이 적합한지가 당
연하고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것이다. 또한 그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색하게 느끼고 비정상으

1) 어느 조직이든 최고 책임자의 관심과 역점 사항은 항상 중심을 차지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임기 때만 반짝하다가 흔적 없
이 사라지는 형태가 되면 조직에 폐해가 될 수 있다. 책임자는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지만, 조직과 구성원들에게는 비용 낭
비, 적응 피로, 시간 때우기와 같은 부작용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는 유행성 부침증이라는 치유되어야 할 병리현상으
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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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일 문화권끼리는 소속감과 동질감이 생
기고 정체성이 형성되지만, 다른 문화권간에는 경계와 이질감이 생기고 적대감과 공격의 심
리가 발동되기도 한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같은 공동체내에서 여러 문화가 편안하게 어우러지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다른 개념, 다른 상징, 다른 가치, 다른 문제 해결, 다른 습성을 이해하는 것은 쉬울 것
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존중하고 보장하면서 상호 조화와 발전을 꾀하기는 정말 어렵
다. 처음부터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를 전제로 출발한 미국도 여전히 곳곳에서 문화적 갈등
과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더구나 다문화사회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자랑하고 강조하던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라는
전통적인 틀과는 전혀 다른 판단과 대응 방식을 요구한다. 그걸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
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부적응과 갈등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나마 다문화 덕에 활성화되던
경제와 세대의 지속적 전승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또한 자칫하면 우리의 문화적 정체
성과 가치관이 불안정하게 되고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우리의 후손들과 공동체에는 새로운 도전이고, 단단하고 정교한 응전
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이며, 교육과 역사에 무거운 책임
감을 느끼는 이들이 나서서 풀어내야 할 중요한 숙제라 아니할 수가 없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구성원에게 합당하고 충분한 판단력과 선택적 결단
력을 함양하여, 공동체의 질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성찰적 시민이 되도록 독려하고
돕는 활동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민주공동체의 질적 발전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최적의 실천적 대안에 대한 성찰적인 검토와 공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단
순한 지식과 가치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더 심층적인 의미와 더
바람직한 방법 그리고 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행동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으면
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연습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자들이 민주공
동체의 질적 발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민주화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무슨 민주화란 말인가, 민주화의 주역인 내 앞에서 누
가 감히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하는 발언과 사고방식들이 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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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는 제도화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질적으로 보강
되고 확장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의 주체가 누구이며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보강과 확장이다. 즉, 고전적 민주주의에서 노예와 여성은 주체적 구성원이 될 수 없었다. 시
민혁명 이후에도 성과 학력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었다. 미국은
1863년에 노예해방을 선언하였지만, 흑인들은 1960년대까지도 참기 어려운 냉대와 차별을
받았었다.2)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신분, 성, 인종, 종교, 학력 또는 연
령에 관계없이 주체적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을 똑같이 받고 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주체적 구성원의 인정과 보장의 대상과 내용은 계속해서 보강되고 확
장되고 있다. 노동자, 장애우, 노약자의 권리 증진과 지원 확대도 결국은 그 주체적 구성원로
서의 인정과 보장을 보강하고 확대하는 일이다. 또한 권력층이나 대기업 총수의 자유 재량권
남용 문제가 제기되고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주체적 구성원의 동등
한 인정과 보장의 보강과 확대에 속한다. 최근 들어 화두로 떠오른 갑과 을의 관계 논쟁도 같
은 맥락이다.

민주주의 품격론(theory of quality of democracy)은 더욱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강조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명칭으로 정했다거나 보편적 선거를 한다고 해
서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제도는 물론 구성원의 일상적인 삶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
에 근접하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정도에 따라 그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신흥민주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민주국가도 똑같다고 한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품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실제 평가도 하고 있다. 물
론 그 기준에는 주체적 구성원의 인정과 보장의 계속적인 보강과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뿐
만 아니라, 권력층과 시민 모두의 법적 지배와 책무성,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이해관계 및
여론의 수렴과 조절, 시민적 평등의 지속적 보완, 결집된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대한 시의
적절한 반응 등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기준 외에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 지속가능한 환경,
그리고 소속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감과 자긍심 같은 사회적, 심리적인 기준도 중요하
게 취급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의 발굴과 평가는 정권의 문제발견이나 정권의
교체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 보다는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의 실질적인 결과 창출과 정파간의
질적 경쟁을 자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2) 오늘날 미국에서는 흑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African American)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도 주체적
구성원의 보강과 확장의 한 추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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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는 민주주의의 품격을 증진할 수 있는 모든 요소와 방법을 다각적이고 심층
적으로 파악하고 보강하며 그것의 현실화를 위해 총체적인 혁신을 함으로써 구성원의 만족과
자긍심을 극대화하는 제반 과정과 그 결과를 통틀어 고품격 민주 공동체(high quality of de
mocratic community)3)라 한다.

3.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민
주주의의 질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주체적 시민을 양성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는 주체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보장하여야 할 대상과 내용을 계속 보강하고
확장하면서 질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품격론과
고품격 민주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민
주주의의 품격을 직접 평가해보게 하고, 새로운 평가 기준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연습도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선택적 결단력도 함양하여
야 한다.

그런데 다문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중점을 두어
야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만을 강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인들도 똑같은 민주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모든
문화의 고유성, 당연시되는 인식과 가치와 생활 습성,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도 당연히 존중
되고 보장되어 마땅하다고 계속 강조하여야 한다.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놓치면 다문화사회
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민주주의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둘째는 다문화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층적인 부조화와 상충 그리고 갈등을
예방하고 합당하게 해결하는 능력과 습성을 기르는데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quality of democracy 는 직역하면 민주주의의 질이다. 그리고 high quality of democracy 는 민주주의의 높은 질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좀 낯설게 느껴진다. 그래서 질 대신에 품격, 높은 질 대신에 고품격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그것이 제도뿐만 아니
라 구성원의 일상적 관계와 삶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적 공동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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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주체적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을 최고의 이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개인들의 생
명과 신체는 절대로 억압하거나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행동, 취향과 습성, 그리고 욕구와 감정까지도 존중받고 보장되어
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이 학문과 사상, 집회와 결사, 양심과 종
교, 사생활 등을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인정받고 보장받기를 바라는 생각과 행동, 취향과 습성, 그리고 욕구와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이해관계나 파당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다
른 사람은 철저히 보편적 가치와 공동체의 발전을 중시한다. 내가 좋아 하는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하는 이도 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선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
를 있는 대로 표출하는 이도 있고, 그것을 자제하고 조절하는 이도 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인
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기
본권조차도 정 반대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것이 무시되거나 거부되면 자존심 상해하고 저항감을 발동시
킨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에서의 부조화와 상충 그리고 갈등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차이들은 상호간의 이해와 양해로 끝난다. 반면에 그 내용과 방식이 특이
하거나 존중과 보장의 요구와 기대가 지나치면 크고 작은 오해와 다툼을 낳는다. 특히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고집과 강압으로 대응하면 공격과 방어의 관계로 전환되고
급기야는 심각한 갈등과 폭력으로까지 확산된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부조화와 상충 그리고 갈등은 자기의 존엄성과 타인의 존엄성을
동시에 고려만 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자기의 판단과 선택이 부족하고 부적합할 수 있다
고 인정하면 오해와 다툼은 대부분 예방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주주의가 최고나
최선의 판단과 대응뿐만 아니라 최저와 최악의 판단과 대응도 똑같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 최고와 최선 또는 최저와 최악에 대한 판단과
대응도 결국은 서로 경청하고 서로의 공감과 동의를 통해 찾아가고 쌓아가는 것이라고 받아
들이면 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성찰적 소통과 타협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함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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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의 판단과 결단이 부조화와 상충 그리고 갈등의 주범이 아닌지를 돌이키고 또 돌이키
면서 소통하도록 가르치고 연습을 시켜야 한다. 또한 자신도 부족하고 부적합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공감과 동의에 도달하는 것이 서로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지름길
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것은 특히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으며, 많이 가진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고 또 강조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만약 자신의 판단과 결단이 최고와 최선이
라는 자만에 빠지거나 자기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고집과 강압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피해
와 부작용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만과 독선 그리고 고집과 강압이 국가 전체를 경
직과 좌절과 비효율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일이 아닌가?

이것은 다문화사회에서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의 속성 때문에 부조화와 상충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다툼과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가 각자의 문
화에만 갇혀 있고 문화적 우월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다툼과 갈등이 증가될 것이고, 감정
폭발로 이어지면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여 공동체 전체를 혼란과 불행에 빠지게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성찰적 소통과 타협에 더하여 문화적 겸손과
조화를 추가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모든 문화권의 고유성을 중시해야 하지만, 자기 문화에
대한 과도한 우월감을 버리는 것이 곧 문화의 조화와 상호발전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다문화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은 감성적 사회관계능력(social and emotional compet
ence)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감성적 사회관계능력은 사회관계에서 감정의 비
중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흐름과 상태를 정확
하고 포착하며,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돌보면서 자기감정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확립하고 어떠한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최적의 관계를 이어가는 능력을 가리킨다.4)

이러한 능력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기 인식 능력(Self-awareness), 자신의 감정, 사고, 그리고 행
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자기 관리 능력(Self- management)이 그것이다. 또한 자신과

4)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는 Daniel Goleman 이 1995년에 발표한“감성적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으며, 그의 2006년“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과 결합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그대로 번역하면 사회적 감성적
능력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표현상 어색하기도 하고 본래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이에 우리나라
에서 익숙한 사회관계 능력에 감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결함하여 이
해하도록 감성적 사회관계 능력이라고 번역하였다. http://casel.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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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윤리 규범에의 적합성을 분별하는 사회 인식 능력
(Social awareness), 다양한 개인 및 집단과의 행복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관
계 능력(relationship skills), 그리고 행동의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자신과 타인의
복지를 고려하면서 생산적이고 정중한 관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사 결정 능력(r
esponsible Decision-making)도 그에 포함된다.

따라서 감성적 사회관계능력은 기존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성에 인간의 감성적 요소
를 중요하게 결합시켜 긍정적이고 최적의 관계를 이룩하는 능력과 습성까지 포함하는 진화된
개념이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는 일단의 집단내에서 당연시되고 자연스럽게 통용되
는 일과 사물에 대한 지각, 신념, 가치관, 행동의 공유된 표준의 집합체이다. 이 때문에 문화
는 동일 문화권 내에서는 소속감, 동질감, 정체성을 갖게 하지만, 다른 문화권과는 경계감,
이질감, 적대감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문화는 다분히 합리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인 속성이
있다.

그 때문에 문화는 합리성과 비판적 사고로는 속속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최적의 관계를 만
들기도 어렵다. 당연시되고 자연스러운 감정과 그 역사적인 응축 배경을 그들의 감정과 마음
으로 바라보고, 감정이입을 통해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더구나 감성적 사회
관계능력은 감정의 조절을 통하여 모든 관계를 긍정적이고 최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한다. 그
만큼 다문화사회에서 염려되는 상충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책임 있는 선택적 결단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감성적 사회관계능력은 다문화사회에서 더 필수적인 시민성이
고 다문화사회의 민주시민교육에서 역점을 두어 함양할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4.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이같은 다문화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해결되어야 할까?

첫째로 대통령,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국회의원 등 국가사회의 중요한 사안의 기획과 실행
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판단력과 선택적 결단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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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들에게는 역사의 질적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넓고 깊
은 시대적 통찰력, 그리고 고품격 민주공동체의 실현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자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가 새로운 시대적 도전이 될 것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역사와
후손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선각이 필요하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정치적, 사
회적, 심리적인 기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격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
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판단과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성찰적 소통과 타협이 놓여 있어야 한다.
자신의 판단과 대응이 혹 초중등학교 때 배운 역사관이나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에 갇혀 있
지 않은지를 돌이키고 또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판단과 대응이 최고와 최선이
아닐 수 있으며 부족하고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자각과 인정도 필요하다. 그래야 더 깊고 더
넓게 소통하며, 덜 편파적이고 덜 편협하며 덜 독선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은 허망할 수 있다. 귀담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며 스스로 혁신의 주
체가 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이 책임자의 취향과 의지에 따라
임기 때만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유행성 부침증에 머물게 되면 낭비도 되고 현장의 부담과 혼
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
는 법률 제정과 전문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즉, 민주시민교육 강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
문 기관을 설립하면, 최소한 유행성 부침증만이라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정
책이나 행정지시에 따라 잠시 연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나아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전문가를 양성하여
파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의 기틀을 강화할 수 있게 될 될 것이다.
그 전문 기관은 국회의 산하기구로 하고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회는 본래 대의기구로서 정부의 과잉과 방심을 평가하고 혁신을 요구하는 기관
이고,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기 때문에 정권의 편향적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이기 때문이
다. 또한 비정치적인 NGO와도 비교적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미국
의 국가와 지역의 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CNCS)에
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환경으로 볼 때 이러한 특별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립 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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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다문화사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
가 아주 크기 때문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을 체제 전복 세력 양산으로 여기고, 다문화사회를
사회 혼란의 요인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언론계와 종교계 등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집단들의 민주주의를 초중등학교 시절에
학습한 그 수준에 맴돌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헌법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유선거를
하며, 삼권분립이 되어 있으면 다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까지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니 고
품격 민주공동체의 실현이니 민주시민교육 특별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립이라는 말이 귀에 들
어올 리가 없을 것이다. 참 걱정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 학문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일을 세 번째 과제로 제시한
다. 즉 교육과 학문은 정치적 파당성과 이념적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지역감정과
세대간의 갈등의 사슬에서 벗어나야만 다문화사회의 민주시민교육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치적 파당성과 이념적 편향성 그리고 지역감정과 세대간의 갈등은 모든
문제의 객관적 판단과 냉정한 결단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같은 것도 다르
게 보게 하는가 하면, 다른 인식과 판단을 불용하거나 적대시 하게 한다. 같은 파가 한 것은
모두 옳게 보이고 다른 편의 것은 모두 부당하게 취급하게 한다. 그것이 극심해지면 그 누구
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과 인격까지도 파멸로 몰아넣기도 한다. 심지어는 그
것을 정당화하고 숭앙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갈등은 끊임없고 적대는 더욱 심화되
어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가 있다.

이러한 편견과 편협과 편파는 다문화사회, 고품격 민주공동체,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도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선거에서 어
느 편에 유리할까만 따지고, 다른 쪽에서 제안한 것이니 무조건 반대를 하자는 식으로 접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옳게 보이지만 옳다고 말하지 않고, 사이비로 몰릴까 두려워 찬
성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러니 교육과 학문의 정치적 중립도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
장 시급한 것은 이 고리를 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네번째 과제로 그러한 고리를 끊는 세력의 결집과 강고한 추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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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의 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그 책임과 역할
을 맡을 것을 제안한다.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을 한발 앞서 간파하고 그 적절하고 효
과적인 교육적 응전 방안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였으니, 창조적인 소수자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실천 방안으로 민주시민교육강화 연대회의(가칭)를 결성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먼저 민주시민교육특별법의 제정과 전문 기관의 설립을 대통령, 국회 등 요로에 건의하고 그
필요성을 국민과 언론에 다각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는 다문화사
회와 고품격민주공동체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할 수 있
다. 비록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어도 현장감과 설득력 높은 연구와 사례를 계속하여 발
표하고 담론을 만들어 가면, 국민과 여론의 공감과 응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편견, 편협, 편파, 독선의 뿌리를 근절하는
일까지 한다면,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특히“범국민 고품격 공동
체 운동”을 벌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국민적 만족감과 자긍심을 높
일 수 있는 총체적인 혁신 운동을 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예컨대,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 실현, 윗물 먼저 맑게 하기, 성찰적 소통과 타협의 생활화 등 우리의 고질적인 고리를
끊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사전 검증 강화 및 전관예우 등 범법과
비리의 가중처벌, 조직 책임자의 권한과 자유재량권의 절묘한 조화, 일반 시민들의 정직, 정
의, 정도의 생활화도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역지사지(易地思之), 선
공후사(先公後私) 지속 가능한 발전, 감성적 사회관계 등 공동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요소들
은 수없이 많이 있다. 이를 다각도로 찾아내고 그 실상을 낱낱이 들추어내며 각성과 갱신을
촉진한다면, 다문화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의 든든한 환경이자 효과이고 멋진 실습장이 되지 않
을까 한다. 또한 그것은 민주시민교육강화특별법 제정과 전문 기관의 설립을 촉진하는 발판
도 될 것이다.
다섯 째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과감하고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즉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좀 더 다양화 하고 참여 활성화와 학습 효율성을 증
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민교육중심의
중핵교육과정 편성, 학교 조직과 문화의 민주화, 학습 평가 방식과 입학제도의 개선 등이 거
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집합체인 동시에 선도체이
다. 따라서 거기에는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도 있지만, 최첨단의 이론과 연구도 반영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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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마련이다. 더구나 곧 다가올 다문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고품격 민주공동
체를 실현하는 문제도 깊이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현실 정치사
회보다는 한발 앞서 가고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선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은 선진민주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학교 민주시민교
육 사명 캠페인(Campaign for Civic Mission of School)”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5)
이런 점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수립한 201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은 아주 귀한 수범 사
례가 될 것이다. 그 계획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심층적이고 과감하며 종합적이기 때문이다. 특
히 교육청의 공식 기구로‘시민교육과’설립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실천 의지를 읽을
수가 있다. 또한 시민교육 교과서 개발, 학교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 교과서 속의 민주화 현
장 체험과 찾아가는 민주시민극 토론회 운영 등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교원, 학
생, 학부모, 지역사회(NGO), 그리고 관련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의 민주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하려는 계획은 교육감의 임기를 넘어 계속될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뜻이 깊다. 부디 이 계획이 2013년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의 원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것이 경기도나 교육청의 조례로서가 아니라 교육감의 중점 사업으로
계획되고 추진된다는 점이다. 통 큰 타협과 결단을 통해 조례로 추진되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 계획과 다문화교육 계획이 따로 수립되고 연관성이 부족하
다는 점이다. 게다가 다문화교육 계획의 경우는 대부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지원과 그들만의
특별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그 계획은 다문화사회의 초기 대응으로는 상당히
치밀하고 종합적이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과 만나고 일하면서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
하고 상호 조화와 발전을 이루는 판단력과 대응력을 함양하는 데는 부족해 보인다. 앞으로는
이점을 고려하면서 좀 더 과감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면 한다.
역사는 주어진 시대의 구성원의 판단과 선택적 대응에 의해 질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후
퇴할 수도 있다. 특히 창조적 소수자가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한발 앞서나가면서 민
주주의의 질적인 발전 그리고 고품격민주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과 얼마나 분투노력하느냐
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5) 이 캠페인은 2003년 카네기재단이 주도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지
금은 빌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여러개의 민간 재단, 32개 주정부, 그리고 대학교 연구소,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연간
수천만 달러를 들여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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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다원주의 민주시민교육 체계와 시사점
신두철(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부회장)

Ⅰ. 들어가는 글
민주시민교육은 각 나라의 역사․문화적 요인, 정치․사회적 상황,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시
대에 따라 변화하고 다른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내용이나 체계적인 면에
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이에 활성화를
위하여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논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이상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식의 형성과 정
치문화 발달에 큰 기여 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politrische Bildung)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어원인“politische Bildung”에 맞게 이후의 민주시민교육의 용어를“정치교
육”로 사용하고자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이념과 목표, 원칙 등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실행주체에 따라‘학교 정치교육’과‘학교 외 정치교육’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또
한 독일의 정치교육이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기관이
라 할 수 있는 독일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의 기능과 역
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한편으로 2002년도부터 독일연방정치교육원(Bundesz
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위해 개발한‘Wahl-O
-Mat’(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주
는 시사점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기로 하겠다.

Ⅱ. 독일 정치교육의 개념과 기본이념
협의의 의미에서 정치교육은“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와 사회질서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
는 원칙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이란 자유민
주주의,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기본권과 법치국가성, 정당들의 공동 협력하에 정치의사형성
과 결정의 법적 절차들과 환경․사회적 시장 경제의 기본원칙들이다. 정치교육의 주요관심사
에는 독일기본법의 헌법적 질서의 이념과 가치가 그 제도들의 상호작용에서 구체화되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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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치과정에서 제도와 그 상호작용이 논의된다. 특히, 협의의 정치교육은 학교 내에서
특정한 교과의 수업을 통해서 또는 여러 교과에 두루 걸치는 수업원리로서 행해지거나 학교
외의 제도를 통해 행해진다(허영식 1997: 116).
광의의 정치교육이란 사회적, 정치적 질서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집단, 조
직, 제도 및 매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집합개념이다. 즉, 정
치교육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돌보아주는 임무를 갖고 있다.
민주제도와 과정에 관한 지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생각을 통하여 현실적인 정치사회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길러주고 공공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사회와 정치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책임성을 개발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의 정치교육은 개개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그 결정에 대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지식을 전달
해 주는데 있다. 이러한 개념은 2001년도 개정된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 설립규정에도“국민
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여, 성숙하고 비판적이며 적극적으로 정치일상에 참여하도록 유도
하는데”있다고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독일 정치교육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국가와 자유주의사회의 성찰된 수용과 실천을 위해 민주주의 규칙의 본질과
절차 그리고 비판력과 합의자세 등을 교육한다.
둘째, 역사적 결정과 발전의 인과관계를 일깨워주며, 나아가서 역사의 연속과 중단에 대해
서도 설명한다.
셋째, 시사문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의 부정적 결과와 같은 미래문제에 대해서도 많
은 관심을 갖게 한다.
넷째, 이웃이나 타민족집단 혹은 타사회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타파하도록 한다.
다섯째, 국제관계 및 세계경제관계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이들 외부변수와 국내문제의 상
호 작용에 대해 밝혀준다.
여섯째, 대중매체의 사회적 역할과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대중매체의 한계점과 전달내용
에 대한 비판적 대응력을 배양한다.
일곱째, 통일 이후 새로운 체제에 대한 동독주민의 올바른 적응을 위해 과거 사회주의체제
에 대한 비판적 정리와 함께 민주주의적 사고 및 행태를 지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완성을 위해 독일인 전체가 개방적으로 대화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역점을 둔다.
정창화(2004: 397). 는 독일정치교육은 계몽과 참여, 민주화를 기본이념으로“시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비판력 및 판단력을 제고시키며,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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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를 통한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파악했다
“첫째, 계몽이다. 독일의 시민들은 정치교육에 의한 계몽을 통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제
도가 이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립과 갈등은 물론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하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시민들은 정치교육을 통
하여 사회현실 분석능력과 아울러 비판적 이성에 의해 사회현실을 인식한 후 자기 입장을 설
정하는 한편, 더 나아가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다.
둘째, 적극적인 참여이다. 정치교육은 사회구조 및 제도와 관련된 것 중에서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을 밝혀내고, 정치적인 조작에 항거할 수 있는 비판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치교육은 사회참여교육으로 전환된다. 즉, 인간이 개인 운명과 사회발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게 될 경우 인간은 정치․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발전과 아울러 개인 운명을
개선시키는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정치교육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참여를 촉발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교육은 일반적인 인지교육과는 달리 사회인식의 토대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교육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민주화의 문제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을 육성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는 종전직후인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에 연합군은 비(非)나찌화교육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근거한다. 즉,
국가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대신에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그리고 지배체제의 권위주
의는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적인 교육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간을 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익히고 자신들이 당면해 있는 사회적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종전
이전의 정치교육이 단순히 지배체제의 권위적 강요에 의한 적응교육이었다면, 전후의 정치교
육은 자발적인 의식훈련을 통한 의사결정과 참여교육을 통해 선택과 비판의 개방성이 용인되
는 미래 사회로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전후 나치의 전체주의에 대한 역사적 비판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하나의 정부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으로 이해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실시해왔다. 1990년 동서독 통일 후에는 동독주민의
체제적응과 동서독 주민간의 사회․심리적 간극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치교육을 국가․민
간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Ⅲ. 독일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시민의 관심과 능력을 정치적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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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도록 유도하고, 정치적 지식과 통찰력을 확대시키며, 판단능력을 높임으로써 주어진 상
황 하에서 정치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제반 노력과정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모든
교육과정에 확고한 뿌리를 내렸다. 정치교육은 국가 차원의 제도교육에서 정규과목으로 배우
게 되어있으며, 학교 외의 성인교육분야에서도 국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추진
되고 있다. 1992년 12월에 독일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정치교육을 지속할 것을 재확
인 한 것은 정치교육이 독일인들의 내적 단합과 화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
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1> 독일의 정치교육 개관도
독일의 정치교육
사회단체

언론매체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직능단체
경제단체

전문 학교

11

및

정치교육위원회

직업전문

직업 학교

60세
이상
50

(연방/주)

정치재단

40

28

대 학

야간고등학교

13
12

정당

상급전문
학 교

김나지움
상급반

학교

19
18
17
16
15

10
16
10
9

실업학교

8

특수

7

중등

6

학교

김나지움

직업학교

종합 15
학교 14

5

13
12
11
10

4
3
2
1

9
8
7
6

특수
학교

오리엔테이션

초등 학교

5

학
년

특수
유치원

유치원

4
3

출처: 정창화, 2004: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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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정치교육

1) 학교 정치교육의 발전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과제임과 동시에 학교교과목 중 가장 최근에
편성된 교과의 하나이다(Sander 2004: 19). 독일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하나의 고유한 교과
로 관철된 것은 1960년대 정치교육을 위한 교과교수학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이
다. 1960년대 정치교육의 교과교수학적인 주된 과제는 교과의 목표와 근거, 학습내용과 내
용, 학습방법론이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질문과 이론적 문제는‘수업에서 정치현상의 구조
적 특징 파악’과‘민주적 다원주의의 수업목표 설정’이었다(Sander 2004: 20-21).
수업에서의

정치현상의

구조적

확인하는데‘사례원리’,‘기본문제’,‘범주교육’등과

관련된 사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시사적인 정치현상에서 본보기로 선정한 사건이
일 또는 갈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학생들은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나 보기를 통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정치현상의 특징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정
치적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시사적인 논쟁거리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는 환경문제, 국제
화 및 세계화, 정치․경제․문화가 해당된다. 또한 학생들은 정치적 현상과 사건을 이해하는데
일련의 범주를 가지고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권력․이해관계․효율성․정당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적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수업목표의 설정에 가장 중요한 기반은‘보이텔스바흐 합
의(Beutelsbacher Konsens)’6)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특히, 정치교육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논쟁의 접근방식과 정치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공통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최소합의(minimales Konsens)라 할 수 있다. 이 합의는 궁극적으로 독일 정
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오늘날 민주적 정치교육의 기본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
다. 그 이유는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교육적 과제를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는
별개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Sander 2004: 21-2
2). 그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 금지: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생각에 따라 학생들을 조
정함으로써 이들이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바로 여기에서 정치
교육과 교화사이의 경계선이 그어진다. 교화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육목표, 즉 학생의 자율성과 상반된다.
(2)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의 지속: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 있어서도 역

6)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교육학자들이 모여 남부독일의 보이텔스바흐라는 도시에서 모여 개최한 합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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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앞에서 말한 요구사항과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다. 왜냐하면 상이한 입장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 선택가능성들이 은폐되고, 대
안들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면 교화 또는 주입에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3) 정치관심사의 관철과 해결 능력배양: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 또는 이
해관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학교 정치교육의 현황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각 주(州)의 과제이다.‘학교교과’로서 정치교육은
주(州)별로 여러 가지 용어로 지칭되며 교과의 시수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 주에서는
정치교육과목을 5학년 또는 7학년부터 배우게 되는가 하면, 어떤 주에서는 10학년이나 11학
년의 고학년에서 시작된다. 과목시수는 일반적으로 주당 1~2시간이 배당되고 있다(Sander
2004: 22).
학교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의 기초를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민
주적인 행동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를 위한 능력과 자세를 갖출 것이 기대된다. 이
런 차원에서 볼 때, 학교수업은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독일 정치교육
은 전통적인 강의법을 보완하거나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지향
하는 열린수업모형과 활동지향학습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서의 변화에 부
응하여 영화․비디오카세트․컴퓨터 게임 등의 매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학교 정치교육 초기에 제기되었던 전문교과서 및 교수법의 다양성 부족은 많이 개선되었지
만, 교과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가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7)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연방정치교육원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그동안 주교육장관회의와 협의아래 학교수업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자료와 전문서적
을 발간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수수료만을 받고 학교와 교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약 백만
부에

달하는“정치교육정보”이외에도“논쟁점”,“고속촬영”,“정치신문”등과

같은

시

리즈와 잡지, 영상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정치교육의 성과를 제
시하여 경합하는‘학생경시대회(Schüler Wettbewerb)’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통일 이
후에는 이에 대한 신연방주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영식, 1997: 119). 연방
정치교육원에 대해서는‘학교 외 정치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7) Sander(2000: 22)는 비전공자의 정치교육 과목 담당비율을 30~50%정도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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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외 정치교육
학교 외 교육에는 취학 전 교육, 학교 외 청소년 교육(자율청소년 센터, 청소년 휴게소, 연
방청소년 협회에 속한 각종 단체), 그리고 성인교육이 포함된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은 정치적 판단과 분석 그리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
이 있다.
국가수준의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교 외 정치교육은 내무부 산하의 연방정치교육원과
각 주정부 산하의 주(州)정치교육원(La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시민대학(Vol
kshochschule), 정당의 정치교육기관 등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연방정
치교육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독일의 정치교육 협력체계도

출처: 박병석 2004

1) 독일연방정치교육원
(1) 연방정치교육원 설립배경 및 목적
학교외 정치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은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
에서 설립되었다가 나치체제에서 폐쇄된‘지역봉사를 위한 제국본부(Reichzentrale für He
imatdienst)‘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에는 연방차원외에도 각 주정부 산하에“주정치
교육원”8)이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9)

8) 주정치교육원(LpB)의 활동은 각 주에 특정한 설립조건과 주의 문화주권을 고려할 때 약간의 차별화된 과제설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 ②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 ③ 정치교육
및 그 담당단체에 대한 재정적․물질적 지원 ④ 정치교육 담당단체간의 협동과 조정의 역할 ⑤ 출판물과 교육자료 및 매체의
제작․보급 ⑥ 정치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기초교육과 계속교육의 실시 ⑦ 자체의 고유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허영식 2001:
286-287).
9)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은 인력․예산차원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며 주별로 예산 및 직원의 수의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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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연방정부는 1952년 ”독일국민에 대한 민주주의 의식의 공고화 및 확산“(설립법령)
이라는 차원에서 연방내무성 산하의 ”지역봉사를 위한 연방본부“ 로 설립하였고, 그 후 1
963년 그 명칭을 연방정치교육원으로 바꾸었다. 현재는“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키고, 민주주의 의식을 공고히 하며, 나아가 정치적 협력 자세를 강화시키는데”(1992년 6
월 24일자 개정명령)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1955년 독일교육부장관회의(KMK)의 보
고서에 따르면, 연방정치교육원이 전후 독일정부 수립과정에서 야기된 정치적 불안요소를 제
거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심익섭 1998: 287). 이들 교육원은 독
일국민에게 정치교육의 중요성과 제반 국가정책을 이해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참여도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심익섭 2004: 297).
(2) 연방정치교육원의 조직 및 업무
연방정치교육원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 초당적으로 설립된 연방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관이
며, 본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01년 1월 24일 ｢연방정치교육원법｣(Erlass über Bundesze
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 개정되면서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원장10)과 부원장으로 이루어진 사무처 외에 9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학술자문단(wi
ssenschaftlichen Beirat)과 22명의 연방하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Kuratotium)를 두고
있다. 감독위원회는 업무의 정치적 중립과 영향에 관한 감시하는 기구로서 매년 업무의 예산
안, 계획서, 활동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주(州)의 업무
와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각주의 해당 최고관청들과 협의하고, 나아가 16개 주(州) 모두
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치교육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1)

<그림 3> 연방정치교육원의 대내외 협력관계구조
연방내무성
(BMI)

감사국
(Kuratorium)

연방민주시민
교육원

학술자문단
(Wissenschaftlicher
Beirat)

노동조합
주 민주시민교육원
정치재단

사회단체

출처: 정창화 2004: 411

10) 연방정치교육원장은 전 사민당 하원의원인 Thomas Krüger이며 부원장인 Hübinger는 기민당 당원이다.
11) 니더젝센주(Niedersachsen)의 정치교육원은 예산부족으로 2004년에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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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4와 같이 ｢연방정치교육원법｣이 개정되면서 조직구조도 기존의“1부 6분과”
의 조직이“1부 1전문국 4프로젝트팀”으로 축소되었다. 총무행정부(일명 'Z'부)는 교육원의
인사, 조직, 재무 그리고 내부관리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전문국(Fachabteilung)은 기초사
업/법률업무, 행사/Brühl교육장, 특수교육프로그램/교수지원, 인쇄/출판, 멀티미디어/IT업
무, 정치교육관련 단체지원, 문화미디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프로젝트팀은 베를린미디어
센터와 프로젝트팀“극우주의”,“이민유럽연합”,“세계화”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연
방정치교육원에는 180여명의 직원과 예산규모는 총 8천3백8십만 유로(약 1150억원)이다(bp
b 2011). 예산은 연방내무성을 통해 연방예산으로 책정․지원된다.

<그림 4> 연방정치교육원 기구표*
원 장
총무 / 행정
인사․조직

부 원 장
기초사업/법률

스텝지원
베를린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극우주의프로젝트팀

민족주의

무

행사/Bruhl교육장

이민유럽연합프로젝트팀

내부관리

특별프로그램 / 교수지원

세계화프로젝트팀

재

유럽연합

인쇄․출판
멀티미디어․IT
/ 미디어교육협력
외부단체지원
문화미디어
출처: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www.bpb.de), 2012.

연방정치교육원 ｢주요업무지침｣ 제3조에는 교육원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독일국민들에 대
한 정치교육을 통하여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 의식을 확고히 하
며, 정치적 협력자세를 강화시키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시대별 교육 중점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0년대: 나치주의 청산, 민주주의 제도와 의식배양, 독일연방의 건설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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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대: 전체주의체제에 계몽, 과거사에 대한 역사정리, 사회변혁
￭ 70년대: 경제문제, 동방정책(Ostpolitik), 테러리즘, 정치교육의 교과목 및 교수법
개발
￭ 80년대: 환경문제, 평화․안보정책, 신사회운동
￭ 90년대: 사회주의 청산, 동서독 화합 및 동독인의 체제적응, 유럽통합, 극우주의,
신기술 및 세계화
￭ 2000년대: 지식정보사회, 이슬람문화 이해, 뉴테러리즘
(3) 연방정치교육원의 주요사업
연방정치교육원은‘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사업’,‘출판간행물을 위한 교육사업’,‘학교
외 정치교육 및 학술지원’,‘학교 내 정치교육지원’,‘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등을 통
해서 매우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관련된 주제
를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민이 정치적인 정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신두철 200
5; 정창화 2004; 선거연수원 2001; 연방정치교육원 부원장 인터뷰 2004).
첫째,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문과 잡지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발간과 정치교육 관련 서적의 발간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Das Parlament｣와 같은 주간신
문은 발행부수가 11만부나 되며,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 주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
럽의회 등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사안이나 정치, 경제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심층
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 신문은 연방정치교육원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1970
년대부터 연방정치교육원은 학교 밖에서의 정치교육을 중시하여 이에 필요한 교재 및 참고자
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교육 관련서적의 발행과 판매가 수익성이 있
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시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서적들이 발
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정치교육관련 학술대회의 지원사업이다. 토론 및 실습형태의 포럼과 같은 성인정치
교육 행사지원, 학교 외 성인교육의 교육자를 위한 재교육 차원의 각종 세미나, 성인정치교
육 세미나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자료 출간, 현지답사 등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현지답사로는
과거 나치의 만행을 체험하고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매년 이스라엘 수학여행을 주
최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대회는 정치교육방법론에 대한 부분, 학교 밖에서의 정치교육에 관
한 부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은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정치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 30 -

독일의 다원주의 민주시민교육 체계와 시사점
의미한다. 연방정치교육원은 2007년 기준으로 약 300여개의 민간단체에 약 1천8백만 유로
(약 240억원)를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비용을 포함한 연방정치교육원의 예산은
연방내무성을 통해 연방예산으로 책정․지원된다. 지원대상(수혜자)은 연방정치교육원에 의해
성인정치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은 단체이다. 지원조건은 교육행사의 수행이 일반수준의 성인
정치교육의 교수법에 부합되어야 하며, 내용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제대로
표출될 수 있어야 하며, 의사교환의 세미나에서는 정치교육적 차원의 주제들이 실습과 이루
어져야 한다. 외부정치교육단체지원에는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정당관련 재단들의 지원활동
도 포함된다.
독일에는 노동자에게 보장된 5일간의“유급교육휴가(Bildungsurlaub)”가 활성화 되어있
는데, 이 유급교육휴가는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인정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만 인정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지원된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다.

2) 정당재단 및 자발적 정치교육단체
독일에서는 2차대전 전후에 정당별로 정치재단이 설립되어 정치교육을 행함으로써, 독일민
주주의의 재건과 공고화에 이바지했다. 현재는 다섯 개의 정당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리
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정치교육을 위한 정당재단
관련정당
재단명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Friedrich Ebert Stiftung)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Friedrich Naumann Stiftung)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Konrad Adenauer Stiftung)
한스자이델 재단
(Hanns Seidel Stiftung)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 Boell Stiftung)

설립년도

소속정당

1925년
(1949년 재설립)

․사회민주당(SPD)

1958년

․자유민주당(FDP)

1964년

․기독민주당(CDU)

1967년

․기독사회당(CSU)

1997년

․녹색당(Gruene)

출처: 정창화, 2004: 413.

독일의 정당재단들은 그 사무가 소속정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재정구조와
인사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이들 재단들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이러한 재정지원
은 바로 연방정치교육이 년초에 연방정부로부터 수령하여 각 재단에 지급한다. 따라서 이들
재단은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을 선거활동 등을 위하여 소속정당에 지원해서도 안 된다.
다만 선거기간외에 소속정당의 이념을 선전하고 소속정당과 합동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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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심익섭, 2004: 297-298).
이밖에도 교회, 노동조합, 경제단체 및 기타 청소년단체나 구호복지단체 등에서도 정치교육
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회는 관련 교육시설을 통해 이슈가 되는 시
사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독일노총(DGB)을 포함한 각종 노동조합도 근로자들에게
경제 및 사회정책과정, 경영체계, 보험법 및 노동법 관련 많은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에 의한 정치교육은 자발적인 시민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Ⅳ. 종합 및 시사점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정치문화인 전통적․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극소화시키고 선진적․
민주적 정치문화를 극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정치교육은 오늘날 독
일의 모든 교육제도에서 전반적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어져 학교, 대학, 성인교육, 학교 외 청
소년교육, 그리고 직업양성 및 계속교육시설 등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확립되었다. 연방정치
교육원 및 주정치교육원과 같은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병존은 교육의 과제와 정치적 다양성
을 반영하는 동시에 독일의 정치교육체계가 갖고 있는 다원주의적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전후 나치체제 극복과 독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에 연방
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과 같은 국가적 교육기관이 설치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정
치교육의 운영 및 내용적인 면에서도 초당적이며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적 자율성, 중립성 및 사업의 연속성은 조직구조는 물론 연방예
산을 통한 안정된 재원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독일인의 대부분은 통일 이후에도 독일 정치교육이 민주적 정치문화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보고 있으며, 그 방법은 소위‘다원성의 통합’(Integration in Diversity)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치교육 담당체계의 확립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추구되어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 국민들은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통해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
회․정치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시민
적 정치문화의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와 공고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평생교육적 관점과 방향을 가
지고 다양하면서도 통합성을 가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지원법안의 입법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독일의 연방정
치교육원과 같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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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이루어질 때 현재와 같이 지원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투입의 비효율성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하여 입법추
진을 위한 추진력을 분산시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주체,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향후 한국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한‘최소한의 합의’를 이룰 때이다. 이를
구심적으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지원법안의 입법추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관심과 능력을 정치적 관계에 맞추도록 유도, 그들의 정치적 지식과 통찰
력을 확대시키고 판단능력을 높이며 주어진 상황 하에서 정치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12).

12) 내용적인 면에서 학계 및 전문가들간의‘최소한의 합의’는 곧 체계적인 자료축적 및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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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 청소년 시민역량 함양의 과제
천정웅(한국시민청소년학회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 서론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대
적 특징으로 회자되는 글로벌, 다문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특성과 함께 그 중심세대인“시민
청소년(civic youth)"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천정웅, 2012).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마을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은 우리 청소년들이 점차 세계 속의 글로벌 시민으로 활
동하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한 성공적인 다문화정책을 구현하는 다
양한 노력의 시작단계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동등한 기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가족과 그 청
소년자녀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체 청소년들의 사회화를 유도하고 있다(Doe, 2012).
청소년을 시민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늘의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만든 법과 정책에 따
라 시민적 생활(civic life)를 하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하여 "오늘의 시민적 행위자“로 인식
하는 것이다. 시민청소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은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
으로 반영되었으며, 국가는 점차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청소년
들의 시민권을 소중히하는 정책은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를 격려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
의식은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의식성장 이전에 먼저 시스템과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을 경험함
으로써, 갑자기 시민의 권리와 민주사회의 정치 시스템과 관련된 책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 다수가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민주주의 원칙을 실천하는 열린
마음과 다원적 태도를 가질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천정웅, 2011).
이러한 인식에서 이 글은 글로벌, 다문화, 민주시민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
의 모습을 시민청소년(civic youth)으로 전제하고 그들의 시민역량함양을 위한 과제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시대의 청소년 시민역량의 핵심은“세계시
민의식”과“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에 있다고 보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
로 시민역량을 촉진하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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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적 역량의 이해
청소년의 시민성(citizenship) 함양과 시민교육의 강화 등은 민주시민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분야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의 생각이나 청소년에 관한 문헌들을 통해서
도,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나 시민사회에 대한 태도, 정부에 대한 지식, 조직이나 단체활동에
의 참여, 투표참가 등의 시민역량과 시민적 관여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이슈(issue)들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이 시민적 기술을 배우거나 시민
적으로 관여하는 일에 동일하고 유사한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다. 성별은 물론,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따라 다르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의 연령에 따라 시민적 역량과 관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성향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을 시민청소년(civic youth)으
로 규정하는 것은 오늘의 청소년들이 학교, 정부 및 법 집행의 국가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으
며 건강한 민주주의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받아 시민적 생활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곧, 청소년들이 투표나 정책창출,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적 활동을 즐기는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함께 청소년들의 시민적 관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positive development)과 역량개발(competenc
e development)이 강조되면서, 청소년행동주의(youth activism)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
지고 있다(천정웅, 2010).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라는 용어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시민적 영역(civid domain)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활동에 참가(participati
on)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행동들을 포함하지만 (Sherrod & Lauckhardt, 2008), 청소년
은 이러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되는 발달적, 사회적 제약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1) 시민성의 개념과 원칙

여기서, 청소년 시민관여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사회(civil soci
ety)에서의 시민성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모형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시민
성에 대한 개념정의에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규범적 전제가 있는데,“시민성의 네
가지 큰 원칙들”로 이해되고 있다(Dalton, 2008).
첫째는 공적 참여(public participation)이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성 모델에서는 의무적 시
민들이 정치적 사법적 참여를 통해 폴리스(polis)에 대해 자신들의 충성을 표현했다. 참여에
- 38 -

다문화시대 청소년 시민역량 함양의 과제
대한 기대는“좋은 시민”으로서의 확인을 위해 활발한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좋은 시민(good citizen)"이란 의사소통능력과 분석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공선(common good)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변화를 신봉하고 여러 가지 일에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는 자율(autonomy)이다. 좋은 시민들은 참여적 역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
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
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
해서는 지배하는 것과 지배받는 것에 대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이 규범은 시
민들은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이슈에 대한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제시한다.
세째는 사회질서에 대한 약속과 국가권위에 대한 수용이다. 좋은 시민은 법과 질서의 민감
한 소유자라고 본다. 시민성의 본질적 권리인 정치적 저항(protest)와 무작위로 일어나는 난
동주의(hooliganism)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난동은 무법적 상황과 가깝지만, 정치적 저
항은 정치체제에 실망을 느낀 지식있는 시민들의 행동인 것이다.
네째는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성에 관심을 갖는다. 많은 학자들
이 사회적 시민성의 중요성을 말하였는데, 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
스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시민으로써의 자신의 역할을
충족할 수 없으면, 정치적 평등과 참여에 관한 민주주의 원칙은 의미를 잃는다. 이러한 4가
지 원칙들은 시민성의 전통적 역할과 책임성을 반영하고 있다.

2) 청소년시민역량의 이해

한편, 시민사회는 전통적으로 시민들이 사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
나, 시민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성을 위한 도구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시민
적 역량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역량(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
p)이란 민주주의적 시민사회에서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과 능력이
라고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권자가 충실하게 갖추어 지도록 요구되는 역량으로서 지
식과 기능, 성향과 동기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Dahlgren, 2006). 따라
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란 청소년기에 보유하게 되는 자질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근 민주시민역량을 논의할 때, 참여와 관련된 행동의도와 참여행동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권해수, 김민성, 강영신, 20
11). 이는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시민역량은 실제 참여적 행동을 통해 학습되는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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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참여행동의 실천이 향후 성인기의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으로 논의
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준홍, 2012).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은 또한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참여를 통하여 형성되고 증
강되는 개인들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과도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장근영,
박수억, 2011). 이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 자원을 자산 내지 자본으로 전환
시킬수 있는 개개 시민의 역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Ravanera & Rajulton, 2010). 한
편, 민주시민역량은 인식적 차원과 실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인식적 차
원에서는 신뢰, 호혜규범의 준수 등을 포괄하는 주관적이며 비가시적 요소를 갖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민역량은 네트워크 안에 연류된 사람들을 공동체의 호혜적 관계에 결속
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천적 차원에서 민주시민역량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참여활동을 근거로 측
정될 수 있는데, 시민의 사회정치단체와 다양한 결사체에의 공적 참여에 대한 것이 포함된
다. 여기서의 결사체는 오락적, 사교적, 종교적 성격을 띤 것으로부터 정치적 성격을 띤 것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목적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청소년 민주시민역량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가 포함된다. 토론, 투표 등 의사결정, 임원출마, 방과후 활동 등
에의 참여 등은 학교 안(at school)참여이며, 정당, 공공정책과정, 환경단체, 인권단체, 자원
봉사단체 등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는 학교 밖(outside of school)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적 역량은 공적 또는 사적 영역으로부터 대두된다(Dahlgren, 2006). 청소년
은 공식적 참여활동 외에도 비교적 덜 공식적 상황에서 친구와의 교제, 이웃과의 대화, 여가
와 문화 활동을 자발적으로 기획, 실행하는 등의 비공식적으로 조직화된 제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한 타자와의 상호작용 역시 민주시민역량의 또 다른 원천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OECD는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시민역량에 대해 분석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완전한 사회적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역량의 세가지 범주를 개발
하였다. 여기에는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는 것, 동일한 집단에서 기능하는 것, 그리
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OECD, 2005).
첫째, 도구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는 역량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언어, 심볼, 문자를 상호작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나아가 지식과 정보를 상호
작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정보원에 접근하는 능력, 그 정당성을 결정하고 사실
이나 의견으로 조직하고 적절한 활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기술을 상호작용적
으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둘째, 동일한 집단에서의 상호작용하는 역량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서 운용
되는 필요 뿐만 아니라, 동정과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역량의 범주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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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상호작용, 상호협력, 그리고 갈등해결 등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다. 이 역량에 관련된
기술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는 도구를 주고, 팀으로 일하며, 갈등을 관리하
는 도구를 준다. 이러한 기술은 기능적인 커뮤니티를 건설하는데 필요하다.
셋째,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역량이다. 이는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책임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부터 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목적을 설정하고 개인적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시민성의 본질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몇가지 모
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청소년의 시민적 관여의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먼저, 정치
학자인 Dalton(2008)은 의무적 시민(dutiful citizen)과 관여적 시민(engaged citizen)의
스팩트럼을 제시하였다. 관여적 시민성 범주는 지역사회와 자유주의에 관련된 요소들로 구성
되었다. 이 개념은 변화하는 세대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이코트, 시위 및 인터넷 행동
주의를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이끈다.
Dalton과 유사하지만, Bennett (2008)는 시민성 관행의 연속체를 제시하였는데, 의무적
시민(dutiful citizens)과 실현적 시민(actualizing citizens)로 구분하였다. 의무적 시민은
정부와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것에서 높은 수준의 의무를 표현하며 투표를 민주주의적 참여의
중심적인 것으로 본다. 실현적 시민(actualizing citizens)는 증가된“개인적 목적감”에 의
해 보완되는 감소된 사회적 의무감과 공유한다. Bennett는 청소년들의 공공생활에 대한 정
향은 공식적 집단 보다는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화된 개인적 형태의 행동으로 정향화
된다. 이는 개인적 관련성을 갖는 이슈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데, 그 이슈가 반드시 뉴스나 공
식 정치에서 대두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소비주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또는
횡국가적 행동주의”등을 포함하는 다른 시민적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Bennett는
이러한 개인화된 시민적 정향을“자기-실현적(self-actualizing)"이라고 하여 자신의 시민
적 정체성을 개발하는 개인적 책임감을 강조한다.

3. 청소년 시민역량의 함양의 과제
앞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 시민역량이 시민성(citizenship) 개념과 연결되면서
그 핵심에 청소년관여(civic engagement) 또는 참여활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민적 관여는 개인, 지역사회, 제도 등의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시민적이며 사회참여적
활동(자원봉사, 투표 등)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등의 복수의 상황에 의해 지지될 수 있으며 다
양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성과(지식 획득, 행동 기술, 힘부여 등)를 얻게 해 주는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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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된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의 호혜규범을 함양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수 있
는 참여적 활동경험을 활성화하는 것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김준홍, 2012). 이제, 청소년의 민주적 시민역량의 함양을 위한 몇가지 과제를 학교와
지역사회라는 청소년의 생활공간,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측면과 체험을 중심
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제시하기로 한다.

1) 세계 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 교육

세계시민의식은 세계에 대한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세계의 또 다른 면에 대해 인
정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태도, 신념과 행동이 반영된 것이며, 세계
시민으로서 갖는 의식과 태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김정화, 박선혜, 조상미, 2010). 세계시
민의식의 구성요소는 세계 모든 지역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 즉, 세계 시민 책임감; 전세
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 개인의 집합적 행동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신념과 효능감을 지칭하는 세계시민 효능감; 세계 인류의 상호연관섬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상호연결성, 즉, 세계시민연대감 등이 포함된다(Smith, 2008).
청소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시민권, 다문화, 글로벌 상호의존, 국
제이해 등에 대한 균형있는 관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박선영, 2012). 세계시민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공유 가치에 대한 집단의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집단의식
에는“우리”라는 감정, 자발적 사회참여, 협업, 이타주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이 포함
된다. 시민의식은 시민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잘 표현할 수 있
는 지역사회 내에서 양성되어야 한다.
학생청소년들은 교실에서 설정한 글로벌 맥락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로 배울 수 있다. 세계
모든 청소년은 고유의 현지 지역에 대한 인식과 균형을 갖고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다
루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각종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강순원, 2010). 청
소년들은 자기 이익을 극복하는 사람,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협력 정신의 차이에 대한 진보
적인 태도를 취하고 배우는 동안, 자기중심적 지역주의와 민족주의 성향에 도전하게 된다.
정의의 공유가치와 원칙을 반영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은 전체 인류 민주
주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공통 비전에 의한 다국적 관계를 구축할 사람들을 길러낼 필요성
을 제기해준다(Doe, 2012).
글로벌 시민교육은 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얽매인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세
계를 지향하는 지도자가 되게하는 교육이다. 청소년들은 모든 인류의 연결성을 공유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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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글로벌 상황에서의 시민교육은 1960년대 이후
반세기 이상 옹호를 받고 있다(Pikes, 2008). 이 점에서 21세기에 지역사회, 세계 시민의 개
념, 글로벌 시민문화, 글로벌 역량, 다문화사회, 다양성의 화합, 세계화, 글러벌 교육 등은
새로운 글로벌 시민사회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위한 핵심주제들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
는 것이다.
한편, 문화다양성에서 문화는 특정 사회집단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의 총체로 볼 수
있으며, 다양성은 성별, 연령, 종교, 인종 및 종족과 사회계층에서 빚어지는 다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문화적 형식에서 반영되는 사람과 사람들 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KujuawaHolbrook, 2002). 이런 점에서 문화다양성 태도(attitude toward cultural diversity)는
인류사회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생각과 실천적 태도 뿐 아니라 우월한 위치에서 타인이 소
속된 집단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편견,
차별, 고정관념과 사회적 낙인 등도 문화다양성 태도를 설명하는 개념의 용어에 포함된다.
문화다양성 태도는 대상에 관한 인지적 사고, 신념, 사실 지각과 지식 등을 말하는 인지적 측
면,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적 감정을 말하는 정의적 측면, 그리고 대상과
관련된 행동의도를 지칭하는 행동적 측면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Munroe & Pe
arson, 2006).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다양성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우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
도 모두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화다양성과 이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관련 교과목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김정
화, 박선혜, 조상미, 2010).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는 모든 구성원들이 개별 구성원
으로서 가치있다고 느끼는 포괄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
별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위한 노력과 훈련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문화
다양성 교육내용에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내용은 물론, 세계 문화와 관련한 변화와 상
호연결성에 대한 내용과 개인의 책무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습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2) 청소년들의 학교참여 강화와 시뮬레이션 활동강화

청소년들의 학교활동 참가가 시민적 역량의 함양과 성인이 된 뒤의 시민적 관여와 관련된
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여기에는 각종 스포츠활동을 포함한 학교특별활동과 각종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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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천정웅, 2013).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
교에서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일과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해 시민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먼저,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논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학교의 교칙, 교과과정, 교과외 활동, 급식문제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학교의 반응은 몇가지 형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양극단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우선 학교문제에 대해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그러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학교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반대로, 학생들이 중심이되어 매우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전체 학교를
관리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진정한 민주주의 학교에 대한 실험들이 가
끔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있는 Sudbury Valley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구성
원, 학생, 교사 및 다른 종사자 들이 모두 한표씩을 행사하는 총회를 통해 운영된다. 이러한
노력과 모델들은 실험과 학습에 대한 환영적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부
와 성인에 의한 공적 지배로 생각하는 공교육의 학교제도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
이다(Levine, 2007).
일부 학교는 학생회 대표와 같은 선출된 학생들에 대해 공식적인 자문적 역할을 부여한다.
어떤 학교는 타운 미팅(town meeting)을 조직하고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심의과정을
만든다. 또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신문을 만들어서 공통의 이슈를 영향력있는 포럼으로
운영하고 행정당국은 이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어떤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
식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은 어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아서
생각해 준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한 교육기관의 문화는 토론을 격려한다. 그러한 규범은
학교의 정책이 형성되면 적절한 토론시간을 허용할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할 수 있게
할 것인지, 학생들이 제시한 합리적 조언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인 지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목소리 강화와 함께, 시뮬레이션(simulation) 개발과 참여기회의 증
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특별활동과 학교단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실제적 공적
활동을 하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시물레이션이나 모의 활동을 통한 시민 역할을
참여하는 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의 재판, 모의 선거, 모의 의회활동, 및 모의유엔 프
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보면, 최근에는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을 모의실험하는 데
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 모의활동에서는“Oregon Trail”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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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개별 학생들이 역사적 상황이나 가설적 상황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 더 많이 알려진 것으로 SimCity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플레이어가 지역
구분 규칙과 공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설정함으로써 상상적인 한 도시를 운영하게 된다.
컴퓨터에서는 민간부분의 반응을 모의적으로 계산하는데 승리하는 것은 범죄가 적은 가운데
성장하고 번영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게된다(Levine, 2007). 청소년들은 시민성을 목적으
로 한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
술을 배우기도 하며 동시에 상상적 사회를“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역량함양과 시민적 관여를 경험하는 것을 시물레이션을 사용하여 것에 대해서는 이론
적 논쟁이 있다. 청소년이 실제적인 시민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실
제적 역할을 하도록 요구해야하며 이를 통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들에게 입법자나 외교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
는 것은 진짜 시민성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시뮬레이션은 정치
가 그들의 실제석 삶과 그 전망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점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쟁은 시물레이션이 주는 중요한 이점을 고려할 때 다시 생각할 필요
가 있다. 상상적 환경을 만들어 봄으로써 교육가(게임디자이너로서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
다)들은 플레이어들이 복잡하고 지능적이며, 도전적인 문제들에 부딪힌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게 해줄 수 있다.

3) 다문화 자원봉사와 다문화청소년에 의한 지역사회참여활동의 강화

자원봉사와 지역사회활동 참여는 청소년의 시민역량함양의 분명한 사례이며 이것 또한 성
인이 된 뒤의 시민적 관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성인들의 시민역량
과 시민적 관여를 위한 일로서 청소년시기에 할 수 있으며, 전 생애를 통해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많은 행동이 자원봉사와 지역사회활동이다(천정웅, 2013).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자산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봉사활동이 자발적일 때에 가장
긍정적인 이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멘토와 함
께하는 기회를 통한 경우와 자신과 다른 개인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봉사를 하려고 선택하는 경우는 자산을 가진 청소년들일 경우이며, 이러한 청소년들은 지속
적인 기여를 증진시키고 다른 형태로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이점을 갖는다.
청소년의 봉사활동과 지역사회참여활동은 특히 다문화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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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 구성원들을 위해 이웃과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중요한 사회복지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지역사회참여는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과 이웃과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본다(Siddiquee
& Kagan, 2006). 지역사회는 사적인 가족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등 복합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문화·경제적 적응의 장이며, 특히, 지역사회 조직 참여는 지
역사회의 집합적 효능감,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식 등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한다(O
hmer & Beck, 2006).
사회참여는 또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목표달성전략을 개발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참여를 통하여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를 시민참여에 의한 사회행동으로 조망하기 시작하면
서 자원봉사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Wilson
(2000)은 자원봉사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다른 사람, 집단 혹은 조직에 이익을 주는
활동으로, 단순히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는 것이며, 반
사적 또는 일시적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물질
적 보상을 바라지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는 수혜자
뿐 아니라 공급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는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의 정치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인이 된 후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온 이민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원
봉사활동 참여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다문
화가족과 이민자들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험은 그들을 주류사회로 통합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논의된다(Handy & Greenspan, 2009). 차별, 빈곤,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겪고 있
는 주변화된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도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
써 주변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O'Brien, Brurls, Townsend, & Ebden, 2011).
실제로 다문화인들의 조속한 적응과 동화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정책
은 그들을 영원한 이방인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의 문제는 최근 문화적 차이의 유지로부터 경제적 평등에 대한 관심과 시민적 참여를 강조하
는 시민적 통합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정선, 200
9).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거의 없는 다문화가족과 그 청소년 자녀들에게 자원봉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삼을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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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 자치단체 등 공적 영역에서의 청소년참여 증진

정부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성
인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천정웅, 2013). 중앙단위의 전국적 정치에 관련되
는 사람들의 수나 재정의 규모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
으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성은 소통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반
대로 학교나 인근지역, 교회 및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등에 참가하는 경험은 시민적
행동주의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애는 몇가지 결점도 생각할 수 있다. 가까운 곳에서의 경험이란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이 동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그런 이유로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윤리 등을 배우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의 커뮤니티에서 발생되는
이슈들은 중앙정부나 전국적 차원의 것과는 그 규모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이슈들은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나 군 단위의 자치단체활동에 참
여하는 일은 모든 연령의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시나 군의 자치단체에서
는 그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시나 군의 자치
단체의 일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한 형식적인 참여활동을 의미하는 것 이
상의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San Francisco의 예를 보면 12세에서 23세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영향력 있는 청소년위원단(youth commission)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단은 청문회를 하고, 결의안을 만든다. 그러나 보다 더 야심적인 경우는 Virginia주
Hampton시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Hampton시는 하나의“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생활
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종합적인 제도(comprehensive system of opportunties)”를 가
지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Hampton은 인구 146000명의 공장근로자들이 많은 매우 다양성이 높은 도시로서 청소년
위원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역에 청소년자문위원단(youth advisor boards)과 시
민위원단(citizen's board)의 청소년의원(youth representatives)의 전체 네트워크를 가지
고 있다. 청소년들은 각 학교와, 시의 기획부서, 공원과 레크레이션과(Parks and Recreatio
n Department), 및 경찰서에서 공식적 역할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
모의 청소년 심의과정도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연수, 코우칭,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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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다(Levine, 2007).

5) 디지털 미디어의 창조와“e-시민”을 위한 지원

청소년의 시민역량 함양과 시민적 관여는 이론과 정책, 연구와 실제에서 청소년발전(youth
development)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에는 긍정적 청소
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과 지역사회청소년개발(community youth develop
ment)이 대표적이다.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관점은 청소년발달에 대한 이전의 결함모델과는
대조적으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공적 발전을 위한 잠재성을 강조한다(Cheon, 2009).
여기서 특히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들은 10대 청소
년들이“미디어”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대중 공연, 잡
지만들기, 방송, 예술활동과 지도만들기 등이 포함되며, 지역사회를 위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만들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일은 이상적인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문화적 생산품을 만드는 것은
시민역량과 시민적 관여의 하나의 통합적 부분이며 건강한 민주주의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학교시설과 지역사회 그룹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은 학교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되어갔다(Levine, 2007). 민간 재단, 지방 자치단체, 중앙 정부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
는 기술적 자원과 훈련기회에 격차가 있다고 보는 이른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항
상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제작하기를 원하
는 작품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일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일이나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재정이 어느 정도인가
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2000년대 이후 학생들
이 편집하는 많은 웹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미디어 생산은 점차 광법위해
지고 있으며, 학교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중심의 청소년활동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정보화시대 IT 강국인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추세를 보면, 앞으
로 청소년의 미디어 생산은 급격한 확대를 경험할 것이 분명하다. 청소년들이 MySpace나 B
loggers 같은 사이트를 시민적 목적, 즉, 정치적 조직화와 공공문제와 관련한 심의과정의 도
구로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일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시민교육의 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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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도록 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겨둘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 다큐멘터리 작품을 만드는 청
소년들이 시민적 기술를 배운다는 점은 분명하고 MySpace같은 것의 교육적 이점이 보다 강
조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효과적인“대중적 목소리(public voice)"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공적 문제나 공통된 이슈에 대해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밀접하
게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을 줄 수 있는 톤(tone)과 스타일(style)로 전달하도
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공적인 목소리를 개발하기위해 어떻게 소
셜네트워킹 사이트들을 사용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을 뿐이다.
한편, 오늘날 청소년에 대해 디지털문화가 언급되고 전자시민(e-citizen)이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Coleman (2008)은 시민적 관여를 위해 온라인을 활
용하는 청소년을 목표대상으로 한 두 유형의 e-citizenship을 구분했다. 관리적(managed)
e-citizenship과 자율적(autonomous) e-citizenship이 그것이다.
관리적 e-시민성의 옹호자는 청소년을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
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는“숙련중인 시민(apprentice citizens)"으로 본다. 반대
로, 자율적 e-시민성의 촉진자들은 청소년들은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해관계
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활력(agency)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의 모니터되지 않
은 본질이 관리적 e-시민성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통제된 공
간을 옹호하도록 하는 반면에, 자율적 e-시민성은 뉴 미디어가 제공하는 자유공간은 청소년
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시민적 관여의 개념을 만들기 위한 보다 많은 창의성을 허용한다고 말
한다.

4. 결론
이제까지 글로벌, 다문화시대 우리 청소년의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몇가지 과제들을 생각
해 보았다. 오늘날의 시대적 특징은 그 중심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을 시민청소년(civic youth)
으로 전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역량의 의미를 고찰
하였으며, 시민역량의 핵심을 세계시민의식과 시민적 관여로 보고 그 개념과 구성요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핵심으로써의 세계시민의식과 시민적 관여는 학교
중심의 시민교육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활동 등을 통해 촉진되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청소년의 시민역량 함양은 ① 세계 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 교육의 강화 ② 청소년들의 학
교참여와 시뮬레이션 활동강화 ③ 다문화 자원봉사와 다문화청소년에 의한 지역사회참여활
동의 활성화 ④ 지방 자치단체 등 공적 영역에서의 청소년참여 증진, 그리고 ⑤ 디지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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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창조와“e-시민”을 위한 지원 등의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시
민역량 함양의 과제는 이 밖에도 봉사학습의 활성화, 지역중심의 시민학습의 강조, 긍정적
청소년개발에서의 6C 접근법, 방과후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등의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천정웅, 2013).
민주시민사회의 성공은 자원봉사활동이나 투표를 통한 시민적 참여(participation)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상호 신뢰의 구축, 민주주의적 참여, 지역사회 구축을 강조
하고 청소년들에 의한 시민적 역량과 민주주의적 관여가 촉진될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사
회통합 달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현대의 시민은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도덕과 기능, 능
력에 대한 현재의 공적인 문제, 가치와 태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다문화시민교육에 대한 현재의 시스템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더 열린 세계의 시민으로 격상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된 몇가지 과제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시
민교육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여러 영역에서 실천됨으로써 우리 청소년
들의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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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 고령화와 경제적 쟁점
이윤호(순천대학교 교수, 한국사회과교육학회장)

1. 서론
-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교육은 그 본질상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와 과제, 그에 관한 내용과 가치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게 된다(차경수·모경환,
2008, p. 18).
- 사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은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의 조합인 규제 구조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교육은 피교육자의 지식과 의식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이며 지체된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성
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 학교교육이 사회문제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사회 변화 혹은 사회 변화의 추세를 빨리 읽어내고 구조 변화와
추세가 야기하게 될 사회 문제들을 예측하여 지식과 가치의 형태로 학교교육에 선제
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
-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세계 환경과 국내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그 어떤 때
보다도 새로운 사회 문제들과 급격한 변화 속도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로 표현되
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현대 한국 사회의 중심적인 사회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이해하
는 데 가장 중요한 창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고령화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쟁점 중심 수업을 염두에 두고 고령화
의 주요 경제적 쟁점들을 추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지금 초중등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세대는 그들의 젊은 시절의 대부분 기간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고
또한 그로 인한 부담을 직접 떠안으며 해결해 가야 할 당사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과에서의 고령화 교육은 그 어느 주제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
는 영향과 대응에 대한 사회과교육 학계에서의 관심은 일반적 시사 교양 수준에서
또는 이미 확정된 기정사실로서 수용되고 있을 뿐으로서 지금까지 학문적 논의의 수
준으로 고양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및 그 영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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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실들 간의 작용 관계 또는 인과의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사회교육과 학계
내에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충분하게 다루어져서 수업 현장에 적용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양상
- 일반적으로,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구는 확정되어 있는 미래이다. 현
재의 인구는 과거의 출산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미래의 인구는 현재의 출산
에 의해 지금 결정된다.
-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에 최고치 5,169만 명에 이른 다음 그 후로는 계속해서
감소. 인구성장률은 1961년 3.0%에서 계속 낮아져서 2029년에 0%로 되며 인구 성
장이 멈추고, 그 이후로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2060년이 되면, 총인구수는 지금
보다 12% 감소한 4,400만으로 줄고 같은 기간 동안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무려
47%나 감소
-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연장의 누적적인 영향으로 인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특징지어진다.

<그림1> 우리나라 연령층별 인구구성 추이(1960-2060년)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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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력의 감소와 성장잠재력 둔화
-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비중은 2012년 73.1%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이
미 하락 국면에 진입해 있음.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하락 속도는 아래의 <그
림2>에서 보듯이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Magnus, 2010, p. 196).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총인구 대비 비중은 2010년 72.8%, 2020년
71.1%에서 2030년 63.1%. 2040년 56.5%로 20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무
려 14.6% 포인트나 감소 전망

<그림2>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1990-2050)

위 %)

(단 :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한국은행(2012)에서 재인용.

- 국회예산정책처(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에 6.4%,
2000년대에 4.4%,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3.7%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저하. OECD는 2010년대 후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국내 기관들보다 훨
씬 낮게 1.8%로 전망하고 있음
- 아래의 <표1>에서 보듯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증가율 둔화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에 있음
- 잠재성장률에서 노동의 기여분은 1980년대 1.7% 포인트, 1990년대 0.8% 포인트
에서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기여분이 0% 포인트에 근접. 인구가 감소 국면으로

- 55 -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진입하는 2030년대부터는 노동의 성장 기여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영향으로 잠재
성장률은 2%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표1>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분 추정
기간

잠재성장률

1973-79년
1980-90년
1991-2000
2001-2010
2012-2016
2016-2020
2021-2025
2026-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9.3
8.2
6.4
4.4
3.7
3.4
3.0
2.5
2.2
1.7
1.0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2.9
1.7
0.8
0.2
0.2
0.5
0.5
0.0
-0.2
-0.4
-0.8

5.5
3.2
3.6
2.1
1.4
1.4
1.3
1.3
1.1
0.9
0.6

0.8
3.3
2.2
2.1
2.2
1.5
1.2
1.2
1.2
1.2
1.2

자료: 1973년부터 1990년까지의 자료는 Young(1995, p. 661). 그 이후의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2009; 2012).
주1: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잠재성장률 수치는 실제의 성장률 실적치임.
주2: Young의 추정에서 총요소생산성에는 교육의 성장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음.

- 한국은행(2012)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 포인트 낮아지면 경제
성장률은 약 5.2%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한국은행, 2012, p. 18)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는 노동력의 감소 및 평균 근로연령의
상승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라는 직접적 경로 외에도 투자 감소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작용한다. 즉,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자본 대비 노동의 양이 줄어들면서
자본수익률이 낮아질 뿐 아니라 또한 고령층 증가로 저축률이 낮아지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투자수요가 저감(한국은행, 2012, p. 20; 국회예산
정책처, 2009, p. 85).
- 경제성장은 생산요소 사용량의 증가나 생산요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
능(Weil, 2005, p. 214). 개발도상국의 성장 경로는 일반적으로 성장 국면의 초기
에 생산요소 투입의 확대에 의존하다가,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생산요소 공급의
한계, 특히 노동력 공급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생산성 향상에 의존하는 과정
을 따라 간다.
- 잠재성장률의 회복을 위한 조치는 노동공급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 노동공급의 확대는 출산율 상승, 경제활동참가율의 향상, 외국인 노동력 유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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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경제 성장에 따른 출산율의 저하는 선진국들이 경험하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경제학적으로 많은 부분이 설명13). 우리나라의 30대와 40대의 여성 고
용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특히 낮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끌어올리
는 정책이 필요14)
- 인구 성장이 멈추게 되면 생산성 향상만이 유일한 성장 원천으로 남게 된다. 생산
성 향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온다. 과학기술 발전의
요체는 창의와 그 결실로서의 혁신이다. 생산성 향상은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체제
의 정비 그리고 창의성 향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념은 다분히 유교적, 훈고학적으로서 잘 정리
되어 있는 기존의 사상과 소양적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Weber,
1990, pp. 235-240; 사중명, 1998, pp. 259-263).
- 유교적 전통 하에서의 교육에 대한 강조와 훈고적 교육관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양
질의 잘 훈련된 대규모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 작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
서 외연적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 그러나 내연적 방식을 통해 발전을 이루
어 나가야 하는 현 단계에서는 전통적 교육관은 창의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보다는
그것을 억압함으로써 내연적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15)(이윤호, 2000,
pp. 196-197)
- 사회과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주치게
되는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창의적 성향과 특성을 가
진 사고력. 사회과에서의 탐구력, 과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
력 등은 모두 개인이 반성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들로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시민적 자질 중 핵심 요소
로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과에서 강조되는 사고력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으로 종합
된다고 볼 수 있다(이혁규, 1998; 신종호 외, 2009, pp. 5-6; 박민정 외, 2010,
p. 186).
- 이는 창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문 중심 교육보다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깊이 있게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많은 아이디어
를 제시해보도록 하는 쟁점 중심 교육이 더 적합함을 의미(박민정 외, 2010, p. 182)

13) 부모의 소득이 상승할 때 부모는 더 작은 수의 자녀를 가지려 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의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 상승, 자
녀 양육 서비스 제공자의 상대적 임금이 더 빠르게 상승, 자녀로부터 얻는 편익은 감소하는 경향, 자녀의 양보다 질을 더 중
시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Weil, 2005, pp. 120-124).
14) 이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유럽 주요국의 출산 장려 및 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
처(2009),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를 참조.
15)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투입량 확대에 주로 의존하는 성장 방식을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 생산성 향상에 주로 의존
하는 성장 방식을 내연적 성장(intensive growth)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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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현장에서 창의의 결과로서의 혁신은 대개의 경우 개인적 성과라기보다는 팀내
및 팀간의 수평적 협동을 통해서 성취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과교육에서의
쟁점 중심 (창의성) 교육은 모둠을 통한 협력적인 문제 해결 학습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
- 창의성은 다양성의 수용을 그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 외국인 노동력과 다문화 가정
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사회 시대가 도래. 다문화 교육 환경은 다양성의 수용이 훈련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
- 이상의 논의를 아래의 <그림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3> 고령화 경제에서 잠재성장률의 제고
잠재성장률 제고

노동공급의 증대
⇧
• 출산율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향상
• 외국인 노동력 유입

⇧

생산성 향상
⇧
과학기술의 발전
⇧
창의와 혁신
⇧
사회과교육에서,
• 창의적 문제해결력 학습
• 쟁점중심교육

4. 고령화와 경제적 영향
1) 고령화 통계

- 고령화는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연장이 복합적으로 작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평
균기대수명은 각각 1990년 1.570명과 71.3세에서 2000년 1.467명과 76.0세,
2010년 1.226명과 80.8세를 기록(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
입. 2018년이면 14%를 넘는 고령사회, 그로부터 8년 후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로 진입할 예정
- <표2>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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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입하는 기간이 각각 18년, 8년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
행.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임

<표2> 고령화 진행 속도의 선진국간 비교
고령화사회(A)

도달 예상 연도
고령사회(B)

초고령사회(C)

2000
1970
1864
1929
1942

2018
1994
1979
1976
2015

2026
2006
2018
2026
2036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소요 연수
A→B
B→C

18
24
115
47
73

8
12
39
50
21

자료: 통계청(2005),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국회예산정책처(2009), p. 203에서 재인용.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비율, 즉 생산가능인구 100
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층 인구수는 2010년 15.2%, 2030년 38.6%, 2040년
57.2%, 2050년 71.0%, 2060년 80.6%로 급격하게 높아져갈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2, p. 15)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사회문화·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이며 심각한 파
급 효과 초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복지비 부담
증대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 노령기의 경제적 문제로 3구분. 이하에서는
두 번째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을 전개

2) 일본의 고령화 경험

- 앞의 <표2>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대체로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뒤따르고 있다. 2006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험은, 2026
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좋은 등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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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재정수지
(GDP 대비, %)
정부부채
(GDP 대비, %)

<표3> 버블 폭락 이후의 일본 경제
버블 형성기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회복기 글로벌
(1980-1990)
(1991-2002)
금융위기
고도성장기 과잉경기부양 1차 침체 2차 침체 3차 침체 ('03-'07) 4차 침체
('80-'85) ('86-'90) ('91-'95) ('96-'99) ('00-'02)
('08-12)

4.1

5.0

1.4

0.5

1.0

1.8

-0.2

-3.4

0.5

-1.6

-4.8

-7.1

-4.6

-8.8

60.5

69.4

77.9

113.7

152.6

181.1

216.6

자료: 허문종·이정훈(2012), p. 6.

- 일본 재정적자의 누증의 1차적 원인이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정부의 공공투자 남발
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장기 불황 초기에 국한되는 이야기이며 그 결
정적 요인은 세수 부진과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즉, 고령화로 인해 연금, 의료 등
의 사회보장 지출이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일본 정부가 재정으로 사회보장기금의 적
자를 메꾸는 과정에서 재정 악화가 초래
- 일본의 1인당 복지지출은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의 61.3%, 미국의 72.9%
로 낮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동적으로 복지 지출이 확대. 일본의 65세 이상 인
구는 1990년의 1,489만 명에서 2010년에는 3,083만 명으로 배증(이지평·고가영,
2012, pp. 5-6)
- 1990-2012년간 일본 공채 증가액 282조 엔의 20%가 공공투자, 61%가 사회보장
부담으로 인한 것. 2011년의 경우,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92.4조엔 가운데
28.7조엔(31.1%)이 사회보장지출이며, 2011년 일본의 총 사회보장지출 105.5조엔
가운데 정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27.8조엔(26.4%)을 차지(이지평·고가영,
2012, p. 4)
-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취직난에 허덕이는 빈곤한 젊은층과 연금 및
다양한 노년층 복지 혜택으로 편안한 여생을 즐기는 노년층 단카이 세대(일본의 전
후 베이비 붐 세대)의 모습은 일본 세대간 격차를 상징(이혜림, 2012, pp. 12-13)
- 일본의 생애 순부담의 세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30대는 생애 총혜택액과 생애
총부담액 간의 차이로 정의되는 생애 순부담액이 -1,333만 엔인 반면, 현 60세 이
상 세대는 5,700만 엔으로 극명하게 대비. 세대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세 인상이 거론되었지만 고령층의 정치적 반대에 밀려 수차례 좌절을 겪다가,
재정 파탄이 가시화되고 있는 2012년 6월에 와서야 소비세 인상 법안이 통과(이혜
림, 201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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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화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

- 2012년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32.9%에 불과함. 그러나 고령화의 급
속한 진행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납세자수 감소 및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세수
는 감소16)하는 반면 고령자 복지지출 확대17) 및 누증되는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으
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수지의 악화가 예상. 이는 GDP 대비 재정 및 연금지출의 감
소나 세수 확충이 도모되지 않는 한 국가 채무의 증대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을 의미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관리대상수
지18)는 2012년 GDP 대비 1.2% 흑자에서 2021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2030년
-4.8%, 2040년 -6.2%, 2050년 -7.8%, 2060년 -13.1%로 적자 규모가 지속적
으로 확대(국회예산정책처, 2012, p. 45).
-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 2053년 기금 고갈 예상.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평균 보험료율은 9%에서 15.8%로 급상승하며 경제
에 큰 충격 발생.19)
-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4.2%(국민 1인당 약 900만원)에서 누적되는 재정
적자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218.6%(국민 1인당 4억 2천만원)로
확대 전망. 이 비율 수치는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 수치와 거의 같은 수준(국회예산
정책처, 2012, p. 45).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면 2034년이 될 때 국가 재정은 지속 가
능성을 상실하고 지금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 2034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 27.6%, 노년부양비
45.7%, 국가부채 GDP의 70.2%20),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 GDP의 5.1%인 상황
(국회예산정책처, 2012, p. 50).

16) 2060년의 인구구성 하에서 소득세 수입은 317.2조 원으로 전망되는데, 만약 2011년의 인구수와 인구구성이 2060년에도 그대
로 유지될 경우의 소득세 수입은 441.6조 원으로 전망. 즉, 현행 조세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2011년 대비 2060년의
세수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성의 고령화로 인해 28.2%나 감소(국회예산정책처, 2012, p. 35).
17) 2012년부터 2060년까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7%와 8.0%로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4.7%를
크게 능가할 전망. 2012년 정부 총지출의 9.0%(29.5조원, GDP의 8.9%)를 차지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2060년에는 정부 총지출의 23.3%(749.4조원, GDP의 8.9%)에 이를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2,
pp. 37-39).
18)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통합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
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통계청, e-나라지표).
19) 따라서 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 특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점진적인 조정이 불가피(국회예산
정책처, 2009, p. 67, p. 20, p. 58). 이미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조치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연금의 소
득대체율은 애초 설정된 70%에서 40%로 30% 포인트나 인하(국회예산정책처, 2012, p. 43).
20) EU의 국가채무 가이드라인은 60%이다(안종범, 2012,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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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이 연평균 8.06%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50년
국가채무 수준을 6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률을 추정해본 결과
는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복지지출수요 충족을 위한 부담률 수준(복지지출 연 8.06% 증가시)
위

(단 : GDP 대

통합재정의 복지지출 비중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가채무

7.35
7.99
10.95
17.28
29.73

20.05
20.20
25.11
31.08
38.52

26.42
27.38
33.29
40.13
48.37

36.89
35.14
22.87
21.21
61.08

2010
2020
2030
2040
2050

비 %)

자료: 안종범(2012), p. 210.
주: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급여부담률.
<그림4> 고령화가 경제성장과 재정 및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령

고 화

동력 감소
⇨ •• 노
생산성 하락
⇩
자본수익률 저하
⇩
투자 감소

⇨ 복지·의료수요 증대

⇨
경제성장률

저하

⇨

⇩
세수 둔화
⇩
⇨ 재정적자 확대 ⇨

가채무 누증

국

4) 고령화와 세대간 부담과 갈등 문제

- 종전의 세대간 갈등 문제가 주로 문화적 형태의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세대간 갈등
문제는 세대간의 경제적 부담 및 그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갈등이라는 실질적 형
태를 띠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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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연령별 순조세 부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부록.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애순부담의 세대별 격차가 일본 못지않게 크다.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 비율도 2012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순조세부담액은 생애소득의
22.2%, 1964년생은 10.1%, 1957년생은 1.6% 수준인 반면, 1954년생은 순혜택이
생애소득의 10.9%, 1950년생은 27.1%, 1944년생은 50.4%에 이름(국회예산정책
처, 2012, p. 54)
-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젊은층의 대사회 신뢰성 저하(자신들의 부담
이 미래에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실감과 이로 인한 사회체제에 대한 불신)
로 세대간 사회갈등 고조, 근로의욕 상실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와 사회정치적 통합
의 저해라는 심각한 부작용 초래 위험
-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대선시 이미 세대간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세대간에 대결
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즉,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은 노년층 복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새나라당 박근혜 후보를,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청년층 일자
리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 가능

5. 고령화의 경제적 쟁점
1) 부담-혜택 수준에서 본 복지국가 유형

- 한 나라는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에 조응하여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진화 발전. 이 과정에서 역사적 배경, 국민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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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경제적 구조 등이 진화 경로에 작용
- 복지국가의 확립 시기에,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소요를 고려한 복지수요
를 예측하여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설계해야 함
-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 모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국민의 경제
적 부담 능력뿐 아니라 부담 의지에 부합하는 적정 복지지출 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국민 스스로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내려야 할 중대한
정치적 과제

<표5> 복지재정 부담과 복지지출 수준으로 본 복지국가 유형
유형

담 복

고부 -고 지

성공 여부

공

성

패

실

저부담-저복지

공

성

패

실

저부담-고복지
담 저복지

고부 -

공
실패
성공
실패
성

내용

• 재정 건전성 유지
• 성장 기반 유지
• 국민 만족과 사회 안정
• 재정 악화
• 저성장 구조 고착화
• 국민 불만 증대와 사회 불안
• 재정 건전성 유지
• 성장 기반 유지
• 지속성장에 의한 분배구조 개선
• 분배구조 개선 실패
• 저성장 구조 고착
• 재정 악화
• 지속 불가능
• 장기적으로 재정위기와 경제위기 불가피
• 재정위기와 경제위기
• 국민 불만 증대와 사회불안
사례 없음

해당 국가

웨덴, 독일,
덴마크

스

이태리

?
까

미국( ),
한국(현재 지)
일본

포르투갈,
페

그리스,
스 인

자료: 안종범(2012), p. 211.

- 안종범(2012)은 우리나라에서 세 유형의 부담-복지 연계 체제 하에서의 GDP 대
비 부담률과 복지지출 수준의 조합을 아래의 <표6>과 같이 추정

<표6> 복지지출과 재원 부담의 연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복지지출

위

(단 : GDP 대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

25
35
14.7

30
40
18.5

35
45
22.4

비 %)

자료: 안종범(2012), p. 214.
주: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유지한다는 목표 하에서 2050년까지 조세 및 국민 부담률을 제시된 수준까지
일정한 속도로 높여나간다는 전제 하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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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쟁점 구조

-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선택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합의를 거쳐 도출되어야 할 대
상. 복지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복지에 대한 권리 의식21) 및 사회정의의 관
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22) 복지를 확대하려 할 때 또는 복지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면 언제나 복지의 본래 목표와 가치를 묻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 사회보장은 안전망인가 도약대인가?“사회보장의 한 가지 목적은 자신의 기초적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개인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안전망을 제공하
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다른 목적은 개인이 기초적 필요를 충족함으로써 자율을 실
현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고 발
전을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자는 소극적인 복지정책이고 후자는 적극적
인 복지정책이다.”(시오노야 유이치, 2006, p. 357)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조처들은 크게 세부담 증대(세율의 인상; 세원의
확대-잠재성장률 제고-생산성 향상, 경제활동참가율 증진23); 평생학습의 제도적
강화)와 복지혜택 삭감(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정년 연장)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 아울러,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여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세부담 증대
and/or 복지 삭감)

<그림6> 복지국가 유형의 선택과 그 조건

• 사회의 복지 관념(안전망/도약대)
• 세대간 형평성, 조세 저항

속가능성(재정적자, 국가채무)

재정의 지

⇨
⇦
⇨

복지국가 유형 선택
• 고부담-고복지
• 저부담-고복지
• 저부담-저복지

21) 예를 들어, 노인의 요양보호, 일과 양육의 조화 문제는 국가의 책임인가? 근로 연계 복지나 학습복지 등의 사회적 비용지출
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사회투자국가론적 시각에 대한 논의. 사회투자국가론 및 사회투자전략(이른바, 생산적 복지)에 대
한 논란에 관해서는 김창엽(2012) pp. 242-243, 안상훈(2012) 참조.
22) 시오노야 유이치(2006)는“사회보장의 두 가지 목적, 즉 위험에 대한 대응과 자기실현의 기회에 비추어, 막연하게 정의되고
있는 사회적 권리의 본질과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 사회보장 윤리학의 근본 과제”라고 보고 있다(시오노야 유이치,
2006, pp. 357-358).
23)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제고를 위한 30대 여성의 일과 가정 병행정책의 강화 및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년 연장 등의 대책(국회예산정책처, 2009, p. 14,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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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1. 학교에서의 시민교육,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순전히 법적으로만 말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렇다. "교육은 홍익
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
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
본법 제2조) 이 조항에 따르면 홍익인간은 우리 교육의 신조이며, 개인의 도덕성과 자주 역
량, 시민 자질은 우리 교육 목표이며, 인간다운 삶과 민주국가, 인류공영은 우리가 교육을 하
는 이유이다.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거의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오랜
동안 사회과 교과서에는 시민의 자질 요소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주인 정신, 관용, 준
법정신, 공동체 의식 등으로 기술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 시민이 공동체에서 수행하
는 삶의 원리로 합리적 의사결정, 대화와 타협, 다수결과 소수 의견 존중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교육의 법적, 교과서적 표현이 실제에서 일어나는 시민교육의 활동 과
정과 결과를 보중하지는 못한다. 실제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길러야 할 시민 자
질에 대해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고, 각 사안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가치와 덕목을 다르게
적용하며, 비슷한 개념과 가치 적용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교육을 통해 배출된 학생들의 의식
이 투입과 상이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나타난, 학교의 시민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의 의식들은 그간 학교의 시민교
육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한 인기 대중가수가 획일화시킨다는 의미로 "
민주화"라는 말을 차용해 쓰는가 하면, '일베'라고 칭하는 한 극우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
동에서의 희생자관 사진을 보고 "홍어 택배"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물론 정치적 개념이나
역사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위의 사건들은 시민, 시민운동, 시민교육의
기본 개념틀마저 훼손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문제는 이러한 극우 사이트에만 원인이 있지 않다. '오유'라고 칭하는 진보 사이트에서도 그
수준은 다소 완화되어 있지만 진보 이념의 결속, 타자에 대한 저항과 공격성은 여과없이 표
현되고 있다. 일베와 오유는 남성과 여성, 호남과 영남, 산업화와 민주화, 진보와 보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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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둘러싸고 여러 부문에서 대립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
지 않으며, 글의 전개 방식에서도 상당 부분 관용과 타협이라는 시민교육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하여 항간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탈적 사건을 두고 시민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
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시민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 지표가 존재하고, 이러한 지
표 아래 성과 측정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성패에 대해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성패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조사 자료로는 2009년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2010)에서 수행한“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OE
CD의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와 관련이 있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역량이란 생활 장면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보여지
는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Rychen & Salg
anik, 2001, 2002, 2003). 개인적 수준에서 일차적인 욕구 충족, 타인과의 관계 형성, 성취
와 만족,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고용, 정치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가능케 하며, 사
회적 수준에서는 평화와 안녕, 경제적 성취와 부, 사회적 통합, 평등, 인간권리, 환경보존을
가능케 하는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통틀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기현, 2010). 구체적으로 DeSeCo 핵심역량
은 ①지적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②이질적인 집단과 상
호작용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③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
y) 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5 ) DeSeCo 생애 핵심역량의 하위요소
선정 이유

하위요소
하위역량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도구를 ⋅발전하는 기술에 뒤지지 않아야 할 필요
사용하기
상호작용적으로 ⋅자신의 목적에 따라 도구를 개조시킬 필요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
용하기
사용하기 ⋅세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수행할 필요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다원론적 사회에서 다양성(diversity)에 대처 ⋅타인과 잘 지내기
이질적인 집단과 할 필요
⋅팀 내에서 협력하고 일하기
상호작용하기 ⋅공감(empathy)의 중요성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
맥락 내에서 행동하기
⋅개인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큰
⋅
인생계획(life plan)과 개인적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수행하기
행동하기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감수할 필요
⋅
권리, 흥미, 한계, 요구를 방어
⋅자신의 환경과 그 기능을 이해할 필요
하고 주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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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먼저 지적도구 활용능력에 대해 알아보자. 지적 도구의 활용 조사와 관련한 대표적인 평가
도구는 PISA이다. PISA은 의무교육기간이 끝나는 시점(15세)에서의 지적도구 활용역량 수
준과 그 이후의 수준을 측정해내는 도구이며, 공통적으로 국제적 비교평가를 하고 있다. 읽
기소양(reading literacy), 수학적 소양(mathematical literacy),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
eracy), ICT 활용능력으로 특정된다.
비교평가를 보면 2006년의 경우 읽기의 경우 1위, 수학의 경우 2위, 과학의 경우 7위였다.
과학도 200년 1위, 2003년 3위하다가 2006년에는 7위였다. 1,2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
그저 잘한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예상을 벗어난 것이 컴퓨터 활용 능력인데 26개 국가
중 한국은 15위를 차지했다. 전체를 합하여 지적도구 활용능력은 2위였다.

2)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다음은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영역이다. 이는 타인과 잘 지내기, 팀 내에서 협력하
고 일하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등 3개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에 대한
측정값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김기현(2010)은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세계
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600여명을 설문한 'ICCS(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 자료를 토대
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국제 비교하였는데, 사회 역량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00
점 만점에 35점을 얻어 전체 36개국 가운데 35위를 차지했다.
사회역량 지표는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관리' 3개 영역에서 국가별 표준화 점수(그
룹 내에서의 우열을 1∼0점으로 표기)를 매기고, 이 결과를 평균해 계산한 것이다. 각 영역
점수는 지역사회ㆍ학내 단체의 참여 실적, 공동체와 외국인에 대한 견해, 분쟁의 민주적 해
결 절차 등을 묻는 설문 등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 부분에서도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점수는 모두 36개국 중 최하위(0점)
였다. 문화ㆍ사회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상대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다행히 갈등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관련한 지식을 중시한 '갈등관리' 영역에서만은 높아 사
회적 상호작용 능력 전반에서 꼴찌를 겨우 면하였다. 연구를 확대 해석하면, 우리나라 청소
년은 다른 집단과 잘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 그 나마 무리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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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다음은‘자율적으로 행동하기’영역이다. 이 영역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
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으로서 이 역량은 세부적으로는 거시
적인 맥락 속에서 행동하는 능력, 계획과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능력, 그리고 권리와 이
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율성 영역의 객관적인 평가 도구는 아직 없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비중으로 그 수
준을 짐작할 수는 있다. 2003년 PISA 조사대상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타율적
학습시간은 평균 8.11시간으로 멕시코(13.24시간)와 터키(10.12시간)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에 자율적 학습시간은 2.17시간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10번째로 적었다. 핀란드나 스웨
덴, 네덜란드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율학습이나 타율학습 모두 더 적게
했다. 특기할 것은 자율적 학습시간이 타율적 학습시간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였다. 이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율적 학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율적 학습시간의 26.8%에 불과해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김기현, 2010).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는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서 수행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Ⅰ: 총괄보고서
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 IEA에서 실시한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 연구(ICCS)를 바탕으
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을 조사하고 민주시민의식 육
성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서 ICCS의 조사도구를 사용해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생(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남, 여 고등학생(1∼3학년) 9,398명을 대
상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민주시민역량에 관련된 국내의 교육 환경 변인 분석과 IEA 국제 보
고서에 포함시킬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현황 백서 작업을 수행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IEA에 비해 다문화 감수성, 견제와 균형,
독점,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
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는 가장 취약한‘총체적 불만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민주시민지식
은 낮으나 참여욕구는 높은‘봉건적 참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식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불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정치단체나 노
동조합 가입 의사와 선거 출마 의사는 상승했으나 투표 참여 의사, 선거관련 정보 수집 의지,
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 폭력적인 항의에 대한 반대, 좋은 시민이
되려는 의지는 감소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조사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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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나타냈으며 특정 영역에서는 중학생들보다도 낮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의 시민교육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2. 공식적 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평가
지금 우리 학교 시민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의 시민교육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산출 측면에서 평가하였다면 우리는 학교
시민교육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과정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공 혹은 실패의 원인을
찾아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자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시민교육의 의도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중핵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학교의 시민교육은 주로 중핵 교육과정으로서 사회과에서 주로
수행된다.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
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 또,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현실에 대한 역사
적인 시각에서의 이해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 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교육부, 2007).
이러한 사회과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과 목표가 적합해야 하며, 교
과 내용이 적절해야 하고, 교수-학습 방법이 타당해야 하며,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이 수반되
어야 한다. 교사들은 충분히 훈련되어야 한다.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24) 창의적 재량활동, 특히 범교과 활
동은 이러한 민주 시민 양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범교과활동은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 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
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들
이다.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5개 영역으로 설정

24)재량활동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교 과
재량활동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활동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활동
선택과목 학습 활동
범교과 학습 활동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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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학생의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들이
여기에 속한다.25)
이러한 공식적 민주시민 중핵교육과정의 평가는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의 두 측면에서 가능
하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갖는 사회화 기능에 주목한다, 민주
시민교육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내면화를
통해 민주시민의 가치를 보편화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갈등
론적 견해에서는 이러한 시민교육의 틀 속에서도 여전히 불평등 유지 기제는 작동하며, 이
속에 현존하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맥락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이 좌우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이어졌다. 일찍이
민주화 과정에서는 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정치권들로부터 비민주적 현존 질서를 유지하는 기
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전교조 창립선언문은 이렇게 선언한다.“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
발독재 등의 역사 과정에서 교육은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주 임무였다. 현재도 정권 측에서 세계화와 수요자 논리를 내세워 교육 담당자인 교사들을
배제하고 학부모를 기만하여 교육을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민주화가 완성된 이후 오히려 시민교육은 일부 단체에 의해 특히 현대사를 중
심으로 편향성을 비판받아왔다. 한국현대사학회의 토론회 내용을 언론사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지난해 검정을 통과,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에
여전히 좌(左)편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와 20
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어,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들이 배
우는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에도 편향적 민족·민중주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
다.”(조선일보, 2013.05.30.)
5․16 쿠데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사건 기술과 관련하여 이러한 교과서 내용을 놓고
좌우간 이념 논쟁이 첨예화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08년 기파랑에서
발간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와 관련된 논쟁이다.

25) 특별활동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영 역
자 치 o 협의 활동
활 동 o 민주 시민 활동
적 응 o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활 동 o 진로 활동
계 발 o 학술 문예 활동
활 동 o 여가 문화 활동
봉 사 o 일손 돕기 활동
활 동 o 자선 구호 활동
행 사 o 의식 행사 활동
활 동 o 수련 활동

활 동
o 역할 분담 활동
o 친교 활동
o 상담 활동
o 정체성 확립 활동
o 보건 체육 활동 o 실습 노작 활동
o 정보 통신 활동 o 청소년 단체 활동
o 위문 활동
o 캠페인 활동
o 환경․시설 보전 활동
o 학예 행사 활동 o 보건 체육행사 활동
o 안전 구호 활동 o 교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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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시민교육의 이념과 철학
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기술을 넘어 우리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은 다
음과 같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
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
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헌법 전문을 확대 해석하면 우리 시민교육은 영국 청교도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등 선진국의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3·1운동, 4·19운동, 5·18광주민주화 운동
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기반 위에 서 있다. 프랑스의 교육부가 프랑스의 한
교과서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폭동이라고 하는 것을 관용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으
며, 독일의 유태인 대학살을 교과서에서 달리 보면 이는 독일의 애국 운동이라고 서술하는
교과서를 독일 정부가 용인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행하는 민주주의 교육이 시민
혁명과 민주화운동의 전통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자유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인 힘을 받아
들이라는 교육을 전개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 시민교육의 산출이 신통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 전문의 내용을 가치화하여 이
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교육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추
상적인 언어 수준으로만 가르치고 오히려 구체인 사안의 적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힘과 관
행을 인정하라고 가르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교육이 갖는 보수적 성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신화 속에서 잘 나타난다.
즉,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5.16과 5.18에 대해 어느 입장에 서서도 안된
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퍼져 있으며 실제 교사들에 의해 이것이 가르쳐질 가능성이 크다. 얼
마 전 교육부 장관이 5․16 쿠데타에 대해 "교육자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발언한다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5.18은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공식적 교육과
정과 달리 교사들이 교실에서 실제 어떻게 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현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 기회에 우리는 교육부가 표방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위계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이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인성 교육은 미래 사회
를 겨냥하여 현재의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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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방향을 포함하는 것이다. 첫째, 사회 변화의 추이 속에서 이제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찾고 키워주는’교육의 핵심에‘창의성’과
‘인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교육부, 2010)
창의․인성 교육을 입안하는 데 관여한 문용린(2010)은 이렇게 말한다. 창의․인성교육이란 2
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게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창의성교육과 인성교
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하는 인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와 풍토를 조성하고,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한다.
그런데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 시민교육 사이에 위계는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차원을
달리 하는 개념일까? 구체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할당하고 교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행
정적으로 강조하는 바에 있어서 창의성과 인성교육, 시민교육 사이에는 차원을 달리하는 성
질보다는 정책적 위계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실제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 내에서는 창의·
인성교육을 핵심 정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현재로서 현 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이어져 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의적 인재의 역
량을 길러야 하고, 이를 위해‘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끄집어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민교
육이 상위 개념이고 창의·인성교육은 하위 개념이어야 옳다. 만약 시민교육에 대한 확인이
나 강조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앞세우는 것은 공교육이 갖는 거대 방향을 놓칠 가능성이 있
다. 즉,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적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공교육으
로서 마땅한 표현인 것이다.
특히, 우리는 창의․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민주시민의 자질 요소를 '집어넣는 것'과 '끄집어내
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원천은 시민의 유대감과 공유된 가치
와 경험이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기본 가치를 수용하고 내면화되었을 때, 이를
기반으로 수업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민주주의 사회에 합당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단지 끄집어내는 것만으로 학생들이 시민성을 발견하고 이를 내면화하지는 않는다. 이
런 점에서 공유되어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원칙과 철학은 공교육에서 반드시 먼저 제
시되어야 한다.
우리가 민주적 가치와 원리도 하나의 정치적 신념이고 이러한 신념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
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 여기는 한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극우적이거나 극좌적인 선동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며, 미래의 민주주의도 이러한 선동가들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 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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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영국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시민혁명 등 선진국의 민주화 운동
뿐만이 아니라 3·1운동, 4·19운동, 5·18광주민주화 운동이라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기반 위에 서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선에서만 시민교육은 항구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3.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 방안 평가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산출이 효율적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학교 풍토
혹은 영(零) 교육과정(또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영역에 주된 원인이 있다. 대부분
의도와는 다르게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은연 중 다른 것을 학습하였거나 의도가 다른 학습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파악된다. 이것이 바로 영 교육과정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민주
적 절차를 아무리 가르쳐도 실제 학생들이 반장 선거를 통해서 돈이 있어야 반장이 되는 경
험을 공유하게 되면 자치회의 설치 의도와는 다른 학습 경험을 갖게 된다.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과서에서 기술하여도 학교의 평가 제도에 개입되는 사회적 변인에 따라 실
제에 있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 경험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성취도에 차이
가 있으며 결국 사회적 성취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일례로 이봉민(2008)의 연구에서는 정치 사회화 과정으로서 학교 교육의 효과가 상반된 결
과를 나타낸 원인을 수업의 개성 여부에서 찾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 교육의 한 방법인 공식
적 교육과정을 통한 정치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교
육"을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의 정치 관
련 교과의 이수 여부가 학생들의 정치적 지식과 태도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
었지만, 이것보다는 과목을 진행하는 수업의 개방적인 분위기가 이러한 영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구정화(2008)의 연구에서는 성차에 따라 국제이해교육의 효과가 달랐음을 보여준다. 이 연
구는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외국인이 함께 하는 문화교실이라는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초등학
생들의 세계이해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6개 학교 190
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국제이해교육을 하는 CCAP 활
동에 대한 효과를 검증을 위하여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세계 이해와 관련된 태도에서 낮은 점
수를 보였다. 둘째, 세계이해와 관련된 태도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차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셋째, 타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세
계 이슈에 대한 관심에서는 통계적으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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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정에서는 단지 여학생만 통계적으로 유미한 차이를 보였고, 타
문화에 대한 편견 감소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 풍토를 보다 민주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 상의 조치 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 학교의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공식적 교육과정보다는 민주적 학교
풍토이고, 결국 이러한 민주적 학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공식적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시민교육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면 학교 풍
토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민주적 학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개입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교육제도가 아직 유효한 이상 교육부나 교육청의
개입 없이 스스로 민주적 학교 풍토를 개선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실제 교육부와 교육청
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고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면 시민교육의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풍토 개선을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은 어떤 정책
을 폈는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을 놓고 평가해 보자.

1) 교육부의 정책 : 참여와 실천을 통한 공동체 책임의식 함양
교육부에서 생산한 가장 최근의 문건은 2010년 2월에 생산한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
민교육 활성화 방안이다. 이 문건은 창의·인성교육 방안에 이어 발표한 것이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만큼 대접을 받았지만 분명 공식 문건으로 존재하였고 집행이 이루
어진 것이다. 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동 활성화 방안은 자치활동, 체험활동, 교과활동 모두
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충
실히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을 보면, 참여와 학생자치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실천하고, 이를 통
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1) 학생주도의 학교행사 및 동아리 활동 활성
화하고, (2)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하며, (3) 토론․협동․배려 등
민주시민의 기본역량 함양하며, (4)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먼저,
(1) 학교 행사 및 동아리 활동 개혁 내용이다.
◦ (학교행사)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교 행사를 활성화하여 즐거움과 참여 속에서
민주시민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한다.
- 졸업식․입학식, 학교 축제, 발표회 등 학교행사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 기
획·운영토록 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책임의식 등이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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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배양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 : 축제의 기획과 모든 준비를 학생 스스로 (경남 거창고)
◦ (동아리활동)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자율
적으로 설정한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생활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참여 가능 동아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우수 동아리 사례도 발굴․공
유토록 한다.
(2)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학칙선진화) 학칙이 학교생활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약속․준법 등의 민주적 생활 습관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목표와 전통이 반영된 다양한 학교규정이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학부모․학생에 대한 학칙소개(교육), 학칙준수서약 등을 권장하며
- 학생생활규정, 상벌규정, 민주적 징계제도 등에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간이다.
* 사례 : 학생의견 100% 수용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마산 합포고)
학생의 교칙위반에 대한 학생자치법정 (대구 시지고)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도 학생
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자율성과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 나
간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대표 등이 참석하여 발언
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할 수 있게 한다.
(3) 토론․협동․배려 등 민주시민의 기본역량 함양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참여형․토론형 학습) 일반교과수업 시 학생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적극 활용
하여 참여문화, 토론문화를 활성화해 나간다.
- 각 교과별로 토론학습, 협동학습, 그룹프로젝트 등의 참여형 학습방법을 지
속적으로 확대하여 능동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키우며
- 학급회의, 학생회 등도 다양한 토론의 기회로 활용한다.
◦ (학생간 멘토 활성화) 동급생간, 상하급생간 학습․학교생활 등에 대한 멘토제도
를 활성화하여 타인 이해, 봉사, 약자 배려 등이 일상적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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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민주리더십 과정 활성화) 대학 등에도 중․고생 대상의 민주리더십 과정이나 다
양한 민주시민캠프 개최를 권장해 나간다.
* 예시: 반크(사이버 외교사절단), 정보통신윤리 프로그램 등

(4)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제도개선) 학생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한다.26)
- 창의․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개발 보급중인 다양한 수업모델과 수업지도안(토론
수업 및 활동 모델 포함)을 연중 개발 보급하며
- 학생의 자율적 의사 결정․실천 능력 배양을 교사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종 교사 연수 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도 강화한다.
- 학생자치가 우수한‘학교문화선도학교’를 지정하여 학생자치의 모범사례로
활용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가 필수
적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참여 기회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학칙을 민주화하고 학생자치를 제
도화하며, 교내 학생토론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향적인 것이다. 그러나 위
의 문건은 시민교육이 실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어떤 것이 학생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보다는 참여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이다.
여기에는 실제적 민주주의 원리를 제시하느라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소수자의 권력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학생
들 내부도 불평등하며, 제도적으로 인권 침해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참여
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것은 구조적인 비민주성을 오히려 사회화하는 데 기여한
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는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및 학교장이 보장하여야 할 최소
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 속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한 학생 자치를 강조했어야 옳다.

26) 학운위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 운영위원장은 학생대표를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또 학생대표는 학생설문조사, 대의원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학운위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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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교육청의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201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국가 교육과정 및 교육부의 시민교육 정책에 따라 각 교육청은 별도의 시민교육 지원에 관
한 정책을 세운다. 이 중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이면서 체계적
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9
개 기본 사업을 수립하였다.

목표
추진
전략

1
3

◈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협력적인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구축 2 창의적인 민주시민역량 강화
민주적인 자치공동체 문화를 통한 4 민주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학교 민주주의 확립

협력적인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

창의적인 민주시민 역량 강화

민주적인 자치공동체 문화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 확립

• 민주적 교직원 회의 활성화
• 정책자문단ㆍ지원단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 지원
- 정책 자문 및 현장 컨설팅
교육 운영 지원
- 혁신학교와 연계한「민주적
지원
-「시민교육 교과서」활용
교직원 회의 모델학교」운영
- 민주시민교육 운영 모니터링 -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 운영 • 민주적 학생자치활동 운영
• 민주적 자치공동체 내용 체 -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
계 연구
- 민주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인 - 자치학급, 학생회 자율활동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교육
활성화
- 민주적 자치공동체 우수사례 • 학교 공감문화 형성을 위한 - 학교내 학생 NGO•사회적
발굴 및 일반화
민주적 리더십 함양
기업 활동
- 민주시민교육 포럼 개최
- 관리자 학교경영 리더십 연수 - 학생자치법정 모델학교 운영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지원체 - 교사 학급경영 리더십 연수 - 지역 학생자치협의회 운영
제 구축
- 민주시민교육 교사 연구활동 • 민주시민 체험 활동 지원
-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동아리 운영 지원
- 교과서 속「민주주의 현장
단위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책
체험」활동
- 지역 NGO를 활용한 네트워
임」교육
- 찾아가는 민주시민극
크 구축
- 교수-학습 매뉴얼 보급
(EDURAMA) 토론회 운영
- 교수-학습 매뉴얼 활용 교원
연수

협력적 민주자치 System 구축(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에 대한 열망)
이러한 정책 기조에 담긴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시민생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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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민주시민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빈부 격차 심화, 가정의
해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등에 따른 계층간, 세대간, 문화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소통
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 양성이 필요하다 본다.
둘째,‘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이미 경기도학생
인권조례와 경기도평화교육헌장 제정․공포로 조성된 인권과 평화의 공감 문화는 단위 학교에
확산되었는데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학생들이‘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는 다양
한 교육활동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기반으로 한 학교자치를 통해 교육 정의 실현
이 필요하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부터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교육적 형평성을 추구하고 정의와 인권,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통한 교육 정의 확립으로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자는 취지이다.
이 중에서 이색 사업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책임」교육 교수-학습 매뉴얼 개발과 학교
내 학생 NGO․사회적 기업 활동 사업이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책임」교육 교수-학습 매뉴얼 개발 사업의 목적은 일과 근로가 생
활에 미치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일과 근로에 대한 균형잡힌 관점을 지닌 민주시
민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책임」교육 교수-학습 매뉴
얼을 개발하여 교수-학습 매뉴얼 활용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이를 실행하도록 하
고 있다.
학생 NGO․사회적 기업 활동 사업은 NGO 및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한 소질 계발 및 건전
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 주도의 NGO 및 사회적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자치활
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 NGO 및 사회적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활동 공유를 통한 NGO 및 사회적 기업 활동 활성화로 학생자치
를 정착하며, 「교과서에서 꺼내온 민주주의」사업과 연계]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실행계획을 세워 직접 문제 해결 경험을 갖게 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 기능주의적 접근법이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치중하는 것
이라면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은 갈등론적 접근법에 가깝고 실체적 민주주의
에 치중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 학교 내적 자치에 치중하는 것이라
면, 경기도교육청의 그것은 학교와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치중한 것이다. 즉 교육부에서는 학
교 교내 사안에 관한 참여에 국한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의 그것은 학교를 시민사회화하고, 시
민사회를 학교에 연계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학생 집단이 구조적 맥락 속에서 약자로서 학교 내에서 주어진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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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화하는 영(零)교육과정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면 경기도교육청의 맥락적이고 실제적인
특성을 가진 시민교육 정책은 충분히 지지할 만 하다.
다만, 경기도 교육청이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은 학생이 학교 밖에서 겪는 비의도적 경험이
주는 영향에 대한 성찰이다. 즉 가족, 지역 사회, 도서관, 예배당, 직장, 시민 단체, 노동조
합, 스포츠 팀, 캠페인 및 선거, 대중 매체 등 직간접으로 경험하는 사회화 과정 자체에서 학
생에게 주는 영향을 학생 스스로 성찰하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내린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에 대해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응이 합리적인 것인지, 민주공동체적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성찰해
야 한다. 즉 자신의 의사를 대상에 부딪혀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반영하는 것이 언제나
민주주의 강령에 맞는 행동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에 기초하고 합리적 가치에 기반하였는지
따져보고 의사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러한 의사가 토론과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 의사로 집약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최종적인 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민주시
민으로서 합당한 행동이라는 점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하
여, 늘 반성적 사고가 뒤따르도록 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4.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평가
학교의 시민교육이 사회과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학교 밖에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새
로운 요구에 직면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보
다는 대부분 정부의 각 부처로 집중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문적 교사 양성 및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의 비탄력성 때문이
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서 학과의 편성은 대학교수의 공급과 직결되어 있으며, 학과 학
생 모집과도 연관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과정이며, 결국 그만큼
대학에서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반응은 느릴 수밖에 없다.
둘째, 예산 운영 과정에서의 비탄력성 때문이다. 학교는 대부분 공통적인 교육 수요와 전국
적으로 표준화 가능한 개별 수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다 보면 특수한 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닌 정부 부처에
서 학교에 예산 지원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셋째 정부 부처 자신이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교육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학교와
교섭함으로써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 정부 부처가 가진 자식과 결부되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세부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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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세부영역

절

민주 차, 참여

교육협력 참여 부처․기관

앙 위
처

현재 운영중인 부처 프로그램

안
울 등
가족
가

중 선관 , 행정 전부, 국회
사무 , 법원, 서 시
법무부, 경찰청, 여성
부,
대한 협, 법제연구원, 국 인
권 원회
기 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 부, 고
동부,
원회 -

초 중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민주시민교육 강사연수,워
동체 참여 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시 학교, 생 법 경시대회
법교육 출장강연,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성 력 학교 력 방교육
양성평 교육
경제연구학교, 경제경 대회
경 대회
경제교과서 정 지원

공

크숍
활

범
법치, 준법
변
폭 · 폭 예
위 등
등
획
진 금융 진
자유시장경제
용노 금융위 등
개
국방부, 외교통상부, 보훈처,
나라사랑, 통일
- 통일교육, 안보교육, 나라사랑교육
통일부 등

이상의 정부 민주시민교육 정책들은 주로 정부가 가진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
서 집행되는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 부처의 미션과 연계된 시민교육의 부분적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대신, 교육과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
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 개발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더구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의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활동중심으로 구성하며, 일부의 경우 체험이나 이벤트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기도 한다. 추진 주체인 범부처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집행하지만,
연구·시범학교 형태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는 시
민단체나 기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대부분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국소적으로 진행되며, 전체적으로 체계는 부족하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는 교육부 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
도 지역사회의 민주적 공동체 결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의
네트워크가 없을 경우 범부처 시민교육은 효과가 미미하고 자칫 중복 예산의 우려도 생긴다.
이런 점에서 범부처 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 네트워크 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시민교육에 개입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
다. 대신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 협약 등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OECD의 시민역량 지표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5년마다 시민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예
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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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제안
지금까지 필자는 우리나라 시민교육이 최종적으로 시민역량, 그 중에서도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의 측면에서 사회적 역량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근
거로 김기현(2010)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600여명을 설문한 'ICCS(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국제 비교하였는데 결과 이중 사회 역량 분야에서 한국이 10
0점 만점에 35점으로 전체 36개국 가운데 35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회적 역량 수준이 낮은 결과, 「일베」와 「온유」와 같은 편향적인 집단의식이
청소년 사이에 깊게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시민교육의 정책 전반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핵교육과정
으로서 사회과에서의 시민교육 교육과정, 그리고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으로서 시민교
육 교육과정,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민교육 관련 정책, 각 정부 부처의 시민교육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국제연합 헌장, 국제 인권협약 등과 관련
된 시민교육의 철학과 신념이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기제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가 많음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창의·인성교육을 시민교육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시민교육의 철학과 이념이 우리 아이들에
게 내면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은 학생 참여 등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적 민주주의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중점을 둔 나머지
의도와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비인권적 상황과 소외된 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을 지적
하였다.
셋째, 경기도 교육청의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은 학생의 공동체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사회의 주어진 가치나 신념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교육부를 제외한 정부의 각 부분이 시민교육에 참요하는 것은 시민교육 다양화와 적
실성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단편적이고 국소적이어서 이를 보다 체계화 필요성이 있음을 지
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범부처 시민교육을 통합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종합적
으로 평가 및 피드백하기 위한 입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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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 시민교육 연구들은 대부분 시민교육이 어떻게 학교에 투입되고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정교한 목표와 적실성 있는 내용, 효과적인 방법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이 드는 이유는 바로 교육과정
정책환경이나 학교 분위기에 관한 성찰이 부족한 탓이다. 시민교육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로
충분하다는 발상보다는 시민교육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
으로서 합리적 의사결정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을 시작으
로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총체적 평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한다. 그리고 시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 철학을 적용하는 대신에 시민운동의 교육적 실천이라는 연장선에서
시민교육 담론이 다시 피어올랐으면 한다. 시민교육이 시민운동의 기반 위에 서있지 아니하
면 결국 시민교육도 현재의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낡은 교육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시민사회는 민주화 운동을 위한 새로운 희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을 새기면서 이 글을 마친다.
“민주주의는 혁명을 통해 길을 열지만 교육을 통해 영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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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민성과 민주시민교육
다문화시민성과 민주시민교육
김 영 순(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인천다문화교육연구센터장)

1.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40만 명이 넘는 다인종ㆍ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구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 내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성이 이슈
가 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기 이후 농어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성행함에 따라 다문
화가정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인구는 12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처럼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미 일부 농어촌 초등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상당수가 다문화가정의 자녀일 만큼 다문화가
정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27)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
었다. 이제는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상에 다문화가정과 얼굴을 대면하
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순수혈통, 단일민족을 고수해 온 한국사회는 다문화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
지 혼란을 겪게 되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수행한‘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결과를
통해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은 혈통을 중시하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매우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28)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뽑힌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씨에 대한 인종차별성 인신공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
는“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단일민족(単一民族)에 대한 한국인의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
다.29) 하지만‘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다인종,

27)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기준으로 국내의 외국인 주민 수는 5년간 1.8배, 외국인자녀 수는 3.4배 각각 증가했다.
그 중에서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2007년 0.19%에서 2011년 0.55%로 5년간 2.9배 증가했다. 특히 농촌지역 학교는 대부분 학
생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채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만5세 이하(2012년 기준) 외국인 주민 자녀가 모두 취학할
경우 2014년에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전체 초중고생 중 1%를 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연합뉴스, 2012).
28) 2012년 4월 18일 여성가족부의 국제비교지표(EBS, ESS)를 활용한 조사에서 국민들의 86.5%가 한국인의 순수 혈통을 중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의미였다. 아울러 문화공존에도 부정적이었다. 국제비
교지표를 활용한 조사에서‘문화공존’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유럽 18개국(74%)에 비해 한국은 36%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폐쇄성과 혈연 중심의 배타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매일경제, 2012).
29) 이 사건은 평균적 한국인에게 깊이 뿌리내린 집단무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민의 머리에 심어져 있는 단군까지
이어진 같은 핏줄의 한민족이라는 문화적 상징은 인종적 순혈주의(純血主義)와 분리 불가능하다. 예컨대 2010년까지 사용된
국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우리 민족은 반만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
로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우리보다 열등한 나라 출신이자 짙
은 피부 색깔을 가진’이자스민의 코리안 드림을 탐탁지 않게 보는 한국인들이 의외로 많은 게 현실이다(조선일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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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는 부적합한 말이 될 것이다. 보다 더 개방된 자세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
지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의미는 그동안 단일민족의 상징을 고수했던 한국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현상으로부터 기인하는‘다름’즉‘차이’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타
문화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타문화를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와 같은 태
도는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위한 기반이 된다. 그럼으로써 개
인은 다른 문화의 특정한 맥락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문화
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가진 편견과 고
정관념을 돌이켜 생각해 보고 반성하는 능력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서로 다름에 대한 배려와 존중,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것이다. 즉 그것은 다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다.
다문화적 감수성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한 오해와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의 능력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의 역사, 언어, 문화 등을 학습하고 몇 번의 해외여행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현상에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다양성’을 발견하여
‘다름’을 인정하고‘존중’하는 관계를 경험하여 익히는 것이 다문화 감수성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문화 감수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본유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학습의 과정이
전제되는 것과 같이 배움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을 통해 다문
화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적 인간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평가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
정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뜻한다(Banks, 1988; Gudykunst & Kim, 1984). 이런 능력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자질 즉 다문화시민성을 구성한다.
안상수 외(2012)가 수행한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비록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우리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지수는 51.17
점이었고, 최소 지수값은 11.07점, 최소 지수값은 97.00점이었다.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하
위 20% 집단의 평균지수는 30.91점이었고, 상위 20% 집단의 평균지수는 70.89점이었다.
이러한 조사가 한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탓에 아직 다문화수용성의 높고 낮음에 대한 상대적
비교기준은 없으나, 다문화수용성 상위 20%에 속한 국민의 평균지수가 70.89점을 고려하
면, 향후 우리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더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다문화 관련 행사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이 전혀 또는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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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민이 76.1%에 달하였으며, 다문화 관련 행사참여 경험이 없는 국민도 8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다문화 교육이나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보고서에서 시사하는 바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점차 진행되므로 다문화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더불어 다문화교육 경험의 유무가 다문화수용성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2013 친밀감 있는 다문화교육 기본 계
획’은 의미가 매우 크겠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철학 중 하나로‘민
주성’을 선정한 점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은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데 최전선에 있
겠다는 의지로도 평가될 수 있다.
본 발표는 바로 민주시민교육의 요람으로서 경기도가 이 교육의 콘텐츠를 채울 내용을 어
떻게 마련해야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발표자는 기존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내
용들을 다문화사회와 연계할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학생들
에게 다문화시민성을 학습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2. 다문화시민성에 관한 논의
1)민주시민교육 목표로서 다문화 시민성
다문화적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서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
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시민성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Kymlicka(19
95:284)는‘Citizenship(이하 시티즌십)’의 개념을‘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과‘바람
직한 시민의 덕성 및 활동으로서의 시티즌십’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시티즌십의 이러
한 다중적 의미로 인해 시티즌십을‘시민성’혹은‘시민권’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시민
권’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개념이고,‘시민성’은‘시민
으로서의 덕성’을 의미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두 용어가 시티즌십이 내포하는 의미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므로 시티즌십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최현, 2007; Faulks, 2000), 시민권을
포함한 시티즌십이라는 용어는 중요한 정치적인 개념을 포함하게 되므로 논의의 범위가 광범
위해진다. 또한 시민권은 교육의 내용은 될 수 있지만, 교육의 목표는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서의 시민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교육적 목표로서 시민성의 개념을 추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교육과정이다. 국
가교육과정은 공교육의 근간이자 국가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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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기 때문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
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과
학기술부, 2012: 3).
위의 인간상에서 알 수 있듯이,‘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특정 교과의 목표가 아
니라 국가교육과정 전반의 주요한 목표이다. 사회과는 특히 그러한 목표를 더욱 강조하는 교
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 목표로서 민주 시민의 자질 개념은 교육과정 시기별로 확대되어
왔으며,‘국민’에서‘시민’으로 그리고 참여지향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다(이운발, 200
5; 김명정, 2012). 일례로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민주
시민으로“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
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
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교육과학기술부, 2012:4)”이라고 서
술하였다.‘인류’와 같은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민적 자질은 여전히 국민국가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시민성은‘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관련성으로 정의(최병두, 2011: 181)’되며, 시대와 사
회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을 재구조화해야 한
다(김영순, 2010; 구정화․박선웅, 2011; 장원순, 2004; 추병완, 2008). 김영순(2010)은 다
문화사회에서는‘다문화 역량을 보유한 시민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적
요소로‘핵심역량 정의 및 선정 프로젝트(DeSeCo Project)’에서 제시하는 능력들이 포함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장원순(2004:202)은‘다문화적 시민성’을“문화다양성과
입헌 및 담론민주주의에 고유한 개념, 가치, 신념, 행동패턴들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민
주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이 속한 문화를 구성하고 공통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시민의 자질”
로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로‘문화적 능력, 시민적 능력, 민주적인 간문화 능력’을 설정하
였다. 그리고 추병완(2008: 32)은 다문화사회에서‘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
해에 근거한 상호 이해와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사회에서
의 시민성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제기하며, 개인의 다문화 역량과 다문화
감수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구정화․박선웅(2011)은 다문화 시민성의 내용과 인지적, 가치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다문화교육 하위 목표를 추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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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다문화교육의 목표로서 다문화 시민성의 내용으로는 인권과 불평등과 그에 대한 사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참여와 연대를 하고, 집단 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문
화정체성에 대한 이해 요소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변혁을 강조하는 비판
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시민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박휴용, 2012; McLar
en, 1995). 이와 유사하게 김영순․정소민(2013: 86)은‘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을
비판적 다문화주의에서 지향하는 시민의 자질’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다문화교육학자들은 자유주의자(liberalists)와 비판적 다문화주의자(critical
multiculturalists)로 나눌 수 있다(Miller-Lane, Howard, & Halagao, 2007: 558)”는
지적과 같이, 국내의 다문화시민성에 관한 연구들도 이러한 경향으로 나뉜다고 분석할 수 있
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서 다문화시민성을 논의할 때는 각 경향들에서 추구하는
시민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가정하는
철학적 가정과 논의의 기반은 다르지만, 각각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다문화시민성은 모두 교
육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시민은 공동체 속의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
문화 사회의 시민은 개인 간의 관계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모두에서 요구되는 자질인 다문
화 감수성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시민성을 분석하면, 2009개정교육과정에
서 목표로 하는‘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에‘사회정의 실현’과‘사회적 문제를 합
리적으로 해결’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비판적 다문화주의에서 추구
하는 시민성의 핵심적인 요소인 사회적 변혁의 측면은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여전히‘사회정의’와‘사회적 문제’의 범위에 인종, 민족, 언어, 성, 장애 등의 다양
한 다문화 영역에서의 소수자들이 억압받는 사회적 구조까지 포함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교육내용의 선정을 통해 재구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다
문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다문화 역량 및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자질은 현재의 국가교육과정에
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2) 다문화 역량과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란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율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다문화적 인
간은“간문화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이며, 인지
적·정서적·행동적 특성은 특정 문화권에 제한되어 있기보다는 그것을 초월하여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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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Gudykunst & Kim, 1984: 230; Bennett, 2007: 29 재인용).”
또한 Gudykunst & Kim(1984; Bennett, 2007: 29 재인용)에 따르면, 간문화적 인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의 문화적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도전해 보고(예: 문화충격 혹은
역동적 불균형), 자신의 세계관이 어떻게 자신의 문화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 둘째, 원활한 문화교류를 위해 촉진자, 촉매자로 일할 수 있
다. 셋째, 자신의 자민족중심주의의 근원을 인정함과 동시에 타문화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유
지한다. 넷째, 문화 간 접촉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평가하고, 두 문화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제3세계적 관점(third world perspective)’이 발달되
어 있다. 다섯째, 문화적 공감(cultural empathy)과 타자의 세계관에 대한 상상적 참여의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다문화적 역량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 다문화교육의 주된 목적이다. 다문화
적 역량은 자신과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잠시 보류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류문화와 토착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분법적 경계 긋기의 문제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를‘정상적인 인간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된다.
다문화감수성 또한 다문화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 중 하나로서, 서로 다름에 대
한 배려와 존중,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Chen & Starost
a(2000)는 다문화 감수성의 구성 요소를 크게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정력, 개방성, 공감, 상
호작용 참여, 판단 보류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아 존중감은 문화 간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로 남을 존중하며, 자신도 그만큼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 조정력은 타문화의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타협, 감정적 호소,
자제 등 각 문화적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개방성은 다른 문화를 수용
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넷째,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능력
이고, 다섯째, 상호작용 참여는 특정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상황과 주제를 인지하는 것이다.
여섯째 판단 보류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보류하고 이해하려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문화 감수성은 단지 정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인지, 정성, 행동적인 특성들
이 통합되어진 개념(배재정, 2010: 148)’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감수성은 타문화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와 관련이 깊다. 이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경험을 통해 고정관념을 발견하고 그것을 되돌
아보며 얻는 깨달음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발달된다. Garmon(2000)은 다문화 감수성 발달
요인으로 개방성, 자기 인식, 사회 정의와 같은 기질적인 요소와 문화 경험, 교육적 경험, 집
단 경험 지지와 같은 경험적인 요소를 주장하였다. 첫째, 개방성은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자기 인식은 스스로의 신념, 태도에 대한 이해 정도이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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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사회 정의는 사회적인 평등권을 인정받는 것을 뜻한다. 넷째, 문화경험은 타 문화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다섯째, 교육적 경험은 타문화에 대한 경험을 학습하는 것이며, 마지막
으로 집단 경험 지지는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는 경험적으로 내면화되고 체득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
화 간 차이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이 함양될 수 있다. 그래서 다문화 감수성
은 태어날 때 자연스럽게 타고 나는 것이 아니며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발달되기도 하고 퇴
보되기도 하는 유동적인 능력이다(Bennet, 1993). 즉, 다문화 감수성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
라 다문화적 개념과 교육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Bennett(1993)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서 다문화 감수성 발달단계(Developmen
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를 제시하였다. 다문화감수성 발달은 문화
적 차이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를 인식하는 의식구조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
체계화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이 발달할수록 문화 간 차이를 인정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며,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문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김영주 외, 2010).
다문화감수성 발달 단계 모형은 다문화 감수성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서 6단계
를 거쳐 변화된다고 설명한다. 다문화 감수성의 일반적 수용과정은 우선적으로 자민족중심주
의를 지키고자 하고 타문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지만 점차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
인 태도를 보이면서 적응하고 통합해 나가는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된다(Bennett, 1993). 즉
부정(denial), 방어(defense), 최소화(minimization)의 자민족 중심적 단계에서 수용(accep
tion), 적응(adaption), 통합(integration)으로 명명되는 민족 상대주의적 단계로 이동한다
고 주장했다.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1> 다문화 감수성 발달모형

자문화중심주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

▶문화상대주의

출처 : Bennett(1993)의 다문화감수성 발달 단계 모형 재구성

첫째, 부정의 단계는 고립(isolation)과 분리(separation)라는 하위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자민족 중심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이다. 이 단계는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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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만을 진정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둘째, 방어의 단계는 비하(denigration), 우월감(superiority), 반전(reversal)이라는 하위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자민족 중심주의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타문화와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지만 자신이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심할수록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최소화의 단계는 물리적 보편주의(physical universalism)와 초월적 보편주의(tran
scendent universalism)라는 하위 단계로 구성된 자민족 중심주의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모든 인간이근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가정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
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문화의 유사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자문화 중심적인 입장을 유지하
고 있다. 자민족 중심적 단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
지만,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가정을 한다.
넷째, 수용의 단계는 행동 차이에 대한 존중(respect for behavioral difference)과 가치
차이에 대한 존중(respect for value difference)이라는 두 하위 단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
상대주의의 초기 단계이다. 이 단계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문화상대
주의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능력이 갖춰지기 시작한다.
다섯째, 적응 단계는 공감(empathy)과 다원주의(pluralism)라는 하위 단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 상대주의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
는 단계이다. 효과적인 공감과 감정이입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문화
뿐만 아니라 타문화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한다. 이 단계에 있는 개인은 문
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다 발달시키게 된다.
여섯째, 통합단계는 맥락적 평가(contextual evaluation)와 건설적 주변성(constructive
marginality)이라는 두 하위 단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 상대주의의 완성 단계이다. 이 단계는
개인이 다문화적 관점을 내면화하는 단계로서, 보다 범경계적인 관점에서 문화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다문화 감수성 발달 모형(DMIS)은 사회적 구성주의에 근거하
여 다문화 감수성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세계관의 변화가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감수성의 발달 과정을 발전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련의 연속체로 개념화하였는데, 이는 다문
화 감수성이 정적인 단계가 아니고 계속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는 단계로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모형으로서도 활용도가 높다고 하겠다. 또한 다문화 감수성은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이 잠재적으로 가지게 되는 발달단계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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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30)
민주사회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권유하며, 다수에 의해 정해진 규
칙을 존중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호한다. 민주주의 헌법 형태의 기본 가치는 정의, 평등, 개
인 권리의 보호 및 공익의 증진을 포함한다. 민주주의 실현은 선거에 의한 것이지만 선거 이
상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동등한 가치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학교에서 표현되는 민주 사회의 다른 가치는 기회의 평등,
모든 동등한 존중, 자유 선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은 자기 결정을 위해 가치, 경제 참
여, 자기 관리와 같은 가치를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Campbell, 2010: 55). 민주적인 기술, 가
치, 경향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의 학교 개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
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교육을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만 여기고는 한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민주주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Dewey, 1996; Campbell, 201
0: 55 재인용). Dewey는 학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조건, 이득, 참여를 위한 규정을 만들고, 각기 다른 형태의 삶의 상
호 작용을 통해 융통성 있는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에게 사회적 관계와 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사회적
변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Dewey(1996)는 학교의 핵심 목적이 민주 사회 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는
비판적 분석력과 경험을 통한 학습법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준비 중 하나라고 생
각하였다. 또한 Westheimer와 Kahne(2004)은 훌륭한 시민을 만드는 것은 학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사회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시민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민주
주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권하는 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학교가‘훌륭한’시민의 특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Campbell, 201
0: 56).”이러한 시민 의식의 준비에 대한 다른 개념은 교육 전략과 다문화교육의 적합성에
서 서로 다른 결정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시민성을 학습 경험으로 제공하지 않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이종렬, 1999).
그런데 시민성을 경험으로 제공한다고 할 때, 어떤 원리에 근거하여 경험을 구성할 것인
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다문화교육에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기초한 여러 가지 이데올
로기적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에서는 진위 결정의 확실한 기준이 없기

30) 본 장은 발표자가 번역한 Campbell(2010)의 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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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무엇이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정 내용을
계속 다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Bennett, 2007: 34). 따
라서 다문화교육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교육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선,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과 인정, 2)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3)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4)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Bennett, 2007: 34)”이다. 이들 네 가지 핵심 가치는 매
우 이상적인 것으로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광범위하게 수용되지도 않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는 정의의 원칙(principle of justice)과 인종, 종교, 성, 생활방식을 초월한
모든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의 인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 언
론 및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성이 침
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또한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
며, 교양과 참여 의지를 겸비한 시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세뇌나 검열, 감시
등을 반대하며, 의견 차이, 자유 주장, 자율 선거, 다양한 정치적 정당 등을 장려한다. 그리
고 국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려고 노력
한다(Bennett, 2007: 35).
또한 민주주의의 한 형태는 다원주의이다. 즉,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이 다양한 시각들은
다수에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할 권리가 있다. 사람은 자신의 문화를 지킬 권리가 있고 또한
공통된 시민 문화에의 참여를 기대할 수도 있다(Campbell, 2010: 80). 이러한 민주주의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공동체를 건설하는 기관으로 생각해야 한다. 민주적 공동체는 오
늘날 청소년들과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사이의 상호관계에 빈번한 냉소와 절망에 정면으로
맞서고 저항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대중적 참여를 조성한다. 민주
주의적 학교 공동체에서 아이들은 함께 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공유하는 방법, 서
로 협력하고 돕는 방법을 배운다. 공립학교는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중요한 역할
을 해야 한다(Campbell, 2010: 83).
이렇듯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은 별개의 이질적인 개념이 아니다(Parker, 2003: 13;
Campbell, 2010: 436 재인용). 하지만 현재‘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시민교육, 지구촌교육,
다문화교육은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이들 셋을 엮으려는 교육적 시도’가 요구된다(But
ts, 1988: 322). Campbell(2010: 436)은 다문화교육이 시민성 발전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우수한 시민성은 또 다시 다문화교육을 발전시킨다. 다시
말해 민주적인 시민성은 폭넓고 포괄적이며 다원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교육과 우수한
시민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계층, 소득, 민족, 인종,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며,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성을 준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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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적 민주주의 교육과정 계획에 있어서 학교가 가치중립적이라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
어나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육성하기 위해 존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곳
이다. 민주주의적인 관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교사는 학교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도록
협조해야 한다. 학교가 가치중립적이라는 신화는 실증주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서 비롯된다. 학교는 가치중립성보다는 협동, 상호존중, 개인의 존엄성, 민주적 가치와 연관
된 것을 계획하고 교육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함께 배우며 의사 결정에 대
해 숙고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한다. 민주주의 가치와 더불어 숙고의 전략과 의사 결정을 가
르치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핵심 과정을 제시한다(Campbell, 2010: 436).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곳, 교실을 포함한 학교 환경을 공정함과 정의로 발달시킬 때,
학생과 교사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촉진시킨다. 학생들이 협동 학습, 상호 존중, 갈등 해결,
공동체 목표 성취를 배울 때 민주주의가 촉진된다. 학급 경영은 학교의 필수요소이다. 민주
주의,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의식을 바탕으로 학급을 경영한다면 학교에 성공적인 문화를
가져오고, 모두에게 공정함과 정의를 고취시킬 것이다(Campbell, 2010: 311).

4. 결론: 다시 다문화시민성 교육으로31)
문화는 사회화와 문화화 과정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며, 구성원들이 그것의 사용
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오래 존재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접두사‘다중(multi-)을
포함하지 않은 문화라는 용어를 들어보기 어렵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국적, 민족성, 종교,
성 등과 같은 아주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문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들은 매우 역동적이며, 항상 변화하고, 집단 내에서 혹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수용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간의 밀접한 교류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의 흐름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상
호작용을 통해 밀접한 관계 맺기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각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수정하
기도 하고, 해당 문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루
어지는 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긍정적인 다문화적 민주주의 공동체를 구
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
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통
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경쟁과 개인주의만이 팽배한 공동체에서는 그

31) 본 장은 발표자가 번역한 Johnson & Johnson(2002)의 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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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치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구성원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 또 공동체 전
체를 먼저 생각하는 가치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존속되기 어렵다(Johnson & John
son, 2002: 385). 이러한 공동체는 단지 한 국가 혹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공간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즉,‘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층위의 다규모성(최병두, 2
011: 181)’을 포괄하는 공동체이다.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와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학교에서 다문화적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협상과
협동을 바탕에 둔 가치를 설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익과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헌신
적인 노력, 존중하는 마음, 통합을 위한 행동, 다른 구성원을 보살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연민 그리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숙고하고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능력, 서로 다른 입장의 우
열을 가려내는 능력, 공식적으로 채택된 결정에 대한 의사 표현 능력과 결정된 것을 실행하
는 능력, 시민역량을 갖춘 젊은이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와 같은 평등, 정의, 배려, 시민의 책임의식 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이
루는 목적이자 수단이다(Johnson & Johnson, 2002: 386-390).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의 본질과 가치는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통해, 그리고 긍정적인 갈등해결과 협동을 실
천함으로써 습득된다.
시민성을 학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Johnson & Johnson, 2002: 4
07-409). 우선, 시민성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그들의 행동을 안내하는데 필요한 내적 힘을
제공하며,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내적 원리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 관리 차원에
서 시민성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무엇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
가치는 교육과정, 교수법, 자원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안내하며, 교육과정의 요소를 선택
하게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시민성은 교직원들이 학부모, 학생, 방문자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왜 그러한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시민성은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생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민주주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들의 미덕에 의존하며,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행복이 없다면 민주주의 또한 퇴보하게 된다. 학교는 직접적으로 다문화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사회적 역할의 제도화를 통해, 집단 영향
을 통해, 학교에서의 일상 생활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민
주적 가치들은 학교 구성원들 간 그리고 학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100 -

다문화시민성과 민주시민교육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 .

웅

함 위
목표 체계 구성. 시민교육연구, 43(3), 1-27.
김명정(2012).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구정화․박선 (2011). 다문화시민성 양을 한 다문화교육의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4(2), 1-28.

‘

’

김영순(2010).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 역량 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18, 33-59.
김영순․정소민(2013). 교육기부

활동을 통한 대학생의 다문화시민성 함양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

교육, 40(1), 81-108.

말

표

김영주․박초아․박혜원․정민자․김 경(2010). 준 교육 과정에

울산대학교출판부.

따른 유아의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매일경제 2012. 04. 19일자 기사: 국민 64%, 다문화 공존에 부정적…여성가족부 조사.
박휴용(2012).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비판적 다문화교육론. 교육철학연구, 34(2), 49-77.
배재정(2010). 유아교사의 다문화적 감수성 발달 및 평가 방안 탐색: DMIS와 IDI의 적용 및 활용.
어린이미디어 연구, 9(3), 143-165.

안상수 외(2012), 2012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2012. 03. 12일자 기사: 다문화 학생 곧 1%…매년 6천명 늘어.
이운발(2005). 교육과정 개정기에 따른 사회과 목표로서의‘민주시민’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 사
회과교육, 44(2), 83-105.

종렬(1999). 시민교육의 정체성 위기와 딜레마. 시민교육연구, 30(1), 259-279.
장원순(2004). 다문화적 시민교육의 성격과 방법. 초등사회과교육, 11(2), 191-210.
조선일보 2012. 08. 13일자 기사: [윤평중 칼럼] 인종적 순혈주의는 파시즘을 부른다
최병두(2011). 다문화사회와 지구․지방적 시민성: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지
이

리학회지, 17(2), 181-203.

최현(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142-227.
추병완(2008).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육 방안. 초등도덕교육, 27, 25-60.
Bennet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김옥순
외 역 (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Bennett, M. J. (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 Model of Intercultural

x

Sensitivity. In Paige, R. M. (Ed.), Education for intercultural e perience(pp.
21-71).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Butts, R. F. (1988). The Morality and Democratic Citizenship. 김해성

덕. 파주: 나남.

옮김(2007). 민주시민의 도

Campbell, D. E. (2010). Choosing Democracy: A Practical Guide to Multicultural

울

김영순 외 역 (2012).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서 : 학지사.
- 101 -

Education.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Report, 2-22.
Dewey, J. (1996). The Democratic Conception in Education. In Parker, W. C. (Ed.), Educating
the Democratic Mind (pp.25-44),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천 종

형 옮김(2005). 시티즌십. 서울: 아르케.

Faulks, K. (2000). Citizenship. 이병 ․이 두․이세

Garmon, M. A. (2000). Changing Reservice Teachers' Attitudes/Beliefs about Diversity. Jounal
of Teacher Education, 55(3), 201-213.
Johnson, D. W. & Johnson, R. T. (2002). Mult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lations, 김영순

간

외 역 (2010). 다문화교육과 인 관계. 교육과학사.

x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 ford: Clarendon.
McLaren, P. (1995). White Terror and Oppositional Agency: Towards a Critical
Multiculturalism. In Sleeter, C. E. & McLaren, P. L. (Eds.). Multicultural
Education, Critical Pedagog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pp. 33-70).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Miller-Lane, J., Howard, T. C., & Halagao, P. E. (2007). Civic Multicultural Competence:
Searching for Common Ground in Democratic Education,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5(4), 551-573.

?

Westheimer, J. & Kahne, K. (2004). What Kind of Citizen The Politics of Educating for
Democrac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2), 237-269.
Banks, J. A. (1988). Multiethnic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Boston: Allen& Bacon.
Gudykunst, W. B. & Kim, Y. Y. (1984). Communicating with Strangers: An Approaches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MA: Addison-Wesley.

- 102 -

프랑스의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
프랑스의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
한용택 (건국대학교)

I. 들어가며
프랑스 학교에 다문화교육1)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이다. 1882년 쥘 페리Jules Ferry에
의해 무상 교육, 의무 교육, 비종교적 교육이 현대적 의미에서의 공교육의 원칙이 된지 한 세
기 후의 일이다. 프랑스에서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보면, 최근의 현상이기도 하고, 또 도입된
지 이미 4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정착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야 할 교육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프랑스에서 이민자 자녀에 대한 교육은 완성
된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이 화두가 된 90년대부터 다문화교육에 관한 담론은 모든 분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쟁점이 된 것처럼 보인다. 사실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실상과 내용
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
선‘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모호함부터, 그 개념의 다양함까지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하나의 이론이나 하나의 개념으로 프랑스 다문화교육을 오차 없이 정
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그 개념이 무엇이든 간에, 문화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문화라는 것은 알려져 있다시피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늘 변화할 수밖에 없는
문화 현상과 관련된 담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교육, 특
히 공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집권당이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다
문화교육에 대한 시각과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에, 한 국가의 다문화교육의 기조를 한 마디
로 정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아울러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교수-학습 내용으로만 접근
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 다문화교육은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기본적인
다문화교육의 방향성과 원칙 아래 다양한 이름의 교육이 복수의 교과목에 걸쳐 편재되어”2)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다문화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다문화주의(interculturalisme)는 하나
의“계획, 기원, 가설, 시각, 부단하게 취해야 하는 긴 호흡의 일, 윤리적 약속, 이상”3)으

1) 여기서의 다문화 교육은 프랑스어로 éducation interculturelle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는‘éducation multiculturelle’보다는
‘éducation interculturelle’의 사용이 일반적이다.‘multiculturel’은 다른 문화의 공존이라는 정태적 의미로 사용되
고,‘interculturel’은 접두사‘inter-’가 의미하듯, 문화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동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한국에서는
interculturel을‘문화 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명사형‘interculturalisme’이나‘inter-’가 포함된 다른
용어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민경,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배경과 쟁점 , 교유과정평가연구, 2007, vol.10, n.2, p.69.
3) J. Kerzil, ̂L'éducation interculturelle en France : un ensemble de pratiques évolutives au service 'enjeux complexes , 
Carrefours de l'éducation, n.14, 2002/2, 12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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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원칙도 있다. 아마 마르틴 압달
라 프레세이유(Martine Abdallah-Pretceille)가 강조한 다음의 네 가지가 이에 해당될 것
이다.
①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는 다문화(multiculturel)적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② 각각의 문화는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만하다.
③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e)은 잠재적 자원이다.
④ 모든 문화들 사이의 교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 각각의
문화가 갖는 특수한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문화적(multiculturel)
인 것을 활성화해야 한다.4)
요약하자면, 사회는 상이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 또는 학교의 역할은 바로 이 다
양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강한 다문화교육과 다르게, 시민교육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접근이
용이해 보인다. 그것은 대혁명 이후 프랑스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온 교육전통 가운데
하나이기에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고, 현재에도 독립된 교과과목으로 존재하기에 목표
와 내용이 어느 정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럽의회가 90년대 말부터 인권 교육
과 함께‘민주시민성 교육(Education à la citoyenneté démocratique)’을 주도함으로써,
인권, 자유, 차이 안에서의 평등, 법치우선주의 등의 기본적 공통 가치의 인식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문화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취하고 적극적
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실천과 행위 일체라는5) 대략적인 목표 또한 제시된 상태이다.6)
따라서 프랑스의 다문화교육과 시민교육의 접점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현실적인 귀
결일 수 있다.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두 가지 교육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하나로 합쳐질 수 있
는 것인지, 현상적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구체화하는 것인지, 유사한 두 가지 교육을 달리
부르는 것인지, 이 둘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 두
가지 교육이 지식, 능력 측면뿐 아니라 태도와 가치 측면에서의 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점이며, 이 공통점은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교육과 시민교육의 접점 찾기의 근거가 된
다. 실제로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을 주제로 한 국내 논문 대부분에서 앞으로의 전망 부분은
프랑스의 시민교육에 할애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우엘레(Fernand Ouellet)가 언급한 것

4) M. Abdallah-Pretceil 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PUF (Que sais-je ?), 1999, p.81.
5) K. O'Shea, Glossaire des Termes de l'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démocratique , Education à la citoynneté
démocratique 2001-2004, Comprendre pour mieux se comprendre, 2003, Conseil de l'Europe, p.10.
6) 물론 시민성 개념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와 이론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엘레는 시민성 개념을 제시하는 학자들을 이론
적 배경에 따라 8개 학파로 구분한 킴리카(Kymlicka)를 인용하면서 시민성 개념에 대한 10개의 상이한 학파를 구분한다. F.
Ouellet, ̂L'éducation interculturelle et l'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Quelques pistes pour s'orienter dans la diversité des
conceptions , VEI Enjeux, n.129, 2002. 06, p.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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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90년대 이후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적 성찰은 다문화교육을 시민성 교육과의 관계 하
에서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기도 했다.7)
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서 상이한 문화의 상호교환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는 당위성을 가진 현재 프랑스 다문화교육과, 공화주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책임과 연대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시민교육은 모순적이지 않을까? 이 두 가지 교육은 상호 대체되거나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는가?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
시민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II. 프랑스의 시민교육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은 1789년의 대혁명 이후 형성된 근․현대 교육제도의 역사와 같을 정
도로 뿌리가 깊다. 하지만 프랑스의 시민교육이 항상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
다. 대혁명과 함께 출발한 시민교육은 19세기 말 제도화 과정을 거치고, 1970년대에는 학교
에서 사라졌다가, 1980년대 새로 부활했다. 여기서는 프랑스 시민교육을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앙시엥 레짐의 종교적 교육을 대체한 도덕·시민 교육 단계이
고, 두 번째는 제3공화국 이후의 시민교육 단계이며, 세 번째는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시민
성 교육이다.

1. 프랑스 시민교육의 출발 : 종교 수업에서 공화주의 수업으로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이다. 1789년 8월 26일‘인간과 시민의 권리(l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가 선언되면서, 일체의 권력이 귀족에게 집중되었던 구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와 상황,
즉 공화국에 맞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혁명기의 입헌의회나 국민공회가 발의한
법안 중에‘시민 교육’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와 공화국 정부와의 대립 안에서
종교적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도덕적, 사회적 교육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는 여러 측면에서
발현되었다. 의결이 무기한 연기되기는 했지만, 1791년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적인 의무
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들에 대해 단순하고 분명한 교육의 필요성을 담고 있는 탈레랑
(Talleyrand)의 법안이 대표적인 하나의 예이다.
당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사상가들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
다. 하나는 공교육에 관한 5개의 의견서(Cinq mémoires sur l'instruction publique(17

7) 같은 책,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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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를 저술한 콩도르세(Condorcet)로 대표되는데, 그는 교육에 기초한 자유를 강조하였다.
그는 앙시엥 레짐 하에서의 교리문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화국 헌법을 마치 하나의 독트린처럼 수업하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종교라고 비판하면서
반대하였다. 그가 강조한 것은‘공적인 정신’과 애국심이었고, 이것은 학교를 통해 교육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급진좌파인 산악파 출신의 르펠티에 드 셍파르조(Lepeltier de
Saint-Fargeau)는 이와 반대로‘시민의 교육’을 설파하였다. 그는 규율과 준법을 강조하
면서, 어린이들은 법과 합법적 권위에 성스럽게 종속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는 공화국이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일종의 기숙학교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1793년 12월 19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는
부키에(Bouquier) 법8)이 의결되었고, 1794년 11월 11일에는 라카날(Lakanal) 법이 제정
되어, 초등학교에서 대혁명의 취지와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화국 도덕 교육이 강화되었다. 라
카날 법은 병원이나 공장의 견학, 조국을 위해 전장에 나간 군인들의 부모나 노인들의 집안
일과 밭일을 도와주는 활동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회 현실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킨 의미를
갖는다.
이후 시민교육은 공화주의에 대한 교리문답식 교육이 대세가 되었다. 프랑스 최초의 시민
교육은 곧 준법의식 중심이었으며, 공화주의는 기존의 종교적 권위를 대체할 정도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1848년 남성들만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이폴리트 카르노(Hippolyte Carnot) 장관은
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 매뉴얼 제작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샤를 르누비에(Charles R
enouvier)의‘인간과 시민의 공화주의적 매뉴얼(Manuel républicain de l'homme et du c
itoyen)’이 제작되었고,‘공화주의 교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시리즈가 연속으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이 매뉴얼들은 1852년 제2제정이 들어서면서 모두
사라지고, 시민교육도 복원된 종교 수업에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다.

2. 제3공화국의 시민교육 : 시민․도덕 교육의 확립
1882년 프랑스 교육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을 뒤집는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 바로 페리
법(1882년 3월 28일)에 의한, 초등 교육과정에서의 종교와의 분리이다. 수백 년 동안 프랑
스 교육을 담당하던 가톨릭이 교육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종교와의 분리는 그 후 프랑스 교
육 이념의 새로운 준거가 된다. 페리법은 앙시엥 레짐과의 단절, 그리고 누보 레짐의 정착이

8) 부키에법은 프랑스에서 교육의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포함한다. -일정
한 요건만 구비하면 누구나 학교를 세울 수 있다.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 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초등교육은 무상이다. -부모는 6-8세의 아이를 최소한 3년 이상 초등과정의 학교에 보내야 하고,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는 법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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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시대적 필요성을 구현하였다. 과거와의 단절, 특히 교육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 쥘 페리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시
민, 도덕 수업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시기는 시민교육의 교수방법과 내용이 확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1872년부터 1914년 사
이에 총 137권의 시민교육 매뉴얼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이9) 이를 증명한다. 가브리엘 콩페레
(Gabriel Compayré)의 시민․도덕 교육의 요소들(Eléments d'éducation civique et mora
le)(1880)과 폴 베르(Paul Bert)의 학교에서의 시민 수업(L'instruction civique à l'écol
e’)(1880)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앙시엥 레짐에 대한 비판과 대혁명의 정당성을 철학적으
로 설명하면서 공화주의적 이상의 구현을 주창하였고, 후자는 종교와 거리를 두면서 자유롭
게 사고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강조하였다. 알랭 무뉘오트(Alain Mougniotte)는 이 시기의
시민교육 매뉴얼들이 정보적 축, 정의(情意)적 축, 비판적 축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고 분석한다.10) 즉 이 매뉴얼들은 콤뮌, 도(道), 정부기구 등 공화국 제도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거나, 동정, 측은함, 감동, 분개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거나, 주제에 대한 작문 과제를 통해서 비판적 의식을 함양하였다.
아울러 이 매뉴얼들은 공통적으로 납세, 선거, 병역11) 분야에서의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기
도 했다.
제3공화국에서 시민교육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수업의 방식과 내용이 정교해지고 제
도화하는 성과를 보았다. 그리고 시민교육뿐 아니라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탈종교성(laï̈cité)
이 확립된 것도 이 시기이다. 하지만 시민교육은 초등학교에 국한되었기에 중등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 그런 점에서 그것은 도덕 수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 시
기의 시민교육은 한 마디로‘시민, 도덕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서 공화주의에 대한 강조가 점차 퇴색하기 시작하면서 시민교육은 변질되기 시
작하였다. 양차 대전 사이의 시기에도, 중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시민교육이 존재하지 않았으
며, 초등학교에서는 계속 유지되었으나, 프랑스 헌법에 대한 이론적 수업에 그치거나, 아침
조회 시간에 일반적인 도덕, 윤리 수업으로 임의적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3. 이차 세계대전 후의 시민교육 : 시민교육의 확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프랑스인들은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독일

9) F. Galichet, L'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dans les programmes d'enseignement français nécessairement laïcs et leur mise
en oeuvre , Colloque international salésien de Lyon, 2005, 08, 20-24, p.2.
10) 같은 책, p.3.
11) 1872년 국민개병제가 결정되었고, 1889년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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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의 전투에서의 패전, 점령 하의 친나치 행동 등의 직접적인 과거의 문제와 유태인 학살,
원자폭탄의 사용 등의 거시적 문제들이 가져온 충격 때문이었다. 민주주의의 교육 그리고 책
임 있는 시민의 양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시민교육은 중학교로 확장되었다. 1945년 6월 26일과 27일 교육부령(arrê̂té)은 중학교에
서 주당 1시간의 도덕․시민 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1948년 3월 27일 교육부령은 이를 2주일
에 1시간으로 수정하고, 고등학교에서는 1달에 1시간의 도덕․시민 교육의 시행을 결정했다.
전후의 이러한 분위기는 1947년 랑쥬벵-발롱(Langevin-Wallon)의 대규모 학교 개혁안에
담기게 된다. 이 개혁안은 시민교육의 절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식과 실천의 양
면을 강조함으로서 시민교육의 내용에 있어 진전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토론 위주의
수업, 신문 활용 교육, 병원이나 저소득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
되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시민교육은 법령이나 개혁안의 목표대로 성과를 충분히 내지는 못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할당된 시간은 많은데 비해, 이를 담당할 교사들 대부분이 충분한 교육
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과정 자체가 지나친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시민교육 시간은
역사-지리 과목 수업의 범위를 시민과 관련되는 차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4. 시민교육의 폐지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러, 도덕․시민 교육은 유행에 뒤처진 교육처럼 취급되었다. 공화
주의는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없는 당연한 제도처럼 인식되었고, 경제적 번영은 사회적 갈등
을 수면 아래로 잠복시켰으며, 개인주의, 소비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도덕
교육, 시민 교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시민교육에 반대하는 교사들도 꽤 되었
다. 게다가 당시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교육과정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 시민
교육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1965년에는 고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이 사라졌으며, 1969년에
는 초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이 없어졌다. 그리고 아비(Haby) 개편의 여파로, 1977년 4월 29
일자 지침에 의해 중학교에서 시민교육이 폐지됨으로써, 시민교육은 프랑스 교육체계에서 완
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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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교육의 부활 : 시민성 교육

1980년대 초반 프랑스 사회에서‘시민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다
시 대두되었다.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사회적 갈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소외 현상, 실업의 증가, 투표율 저하, 이주노동자의 증가, 이
민자 자녀의 통합, 이질적인 종교와 문화의 유입 등이 주된 사회적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의 위기도 있었다. 따돌림, 학원폭력, 마약복용, 이민자 자녀에 의한 학생들 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인종차별주의, 교사의 권위 추락 등의 문제들이다. 시민성 교육은 사회 갈
등뿐 아니라, 학교의 위기 또한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결국 당시 교육부 장관인 장 피에르 슈벤느망(Jean-Pierre Chevènement)은 개혁을 단행
하였고, 1985년 11월 14일 교육부령에 의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시민성 교육이 도
입되었다.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시민성 교육
새롭게 도입된 시민성 교육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시민교육은 학년별이 아니라 기(cycl
e)별로 제시되었다.12) 각 기별 주요 학습내용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기에서 주안점은 어린이의 성공적인 사회화 과정에 두어졌다. 어린이들이 교실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어린이들 또는 이들이 하는 일, 물건
등을 존중하는 공동생활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주된 교육내용이다.
- 2기, 즉 유치원 마지막 학년과 초등 1,2학년에서는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다. 공
동생활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콤뮌,
시청, 선거, 공화국의 상징 등에 대해 공부한다.
- 초등 3~5학년인 3기에서는 협동 학습과 활동이 강조되는 동시에, 선거권, 납세
의 의무 등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예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프랑
스의 정치제도와 국제기구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의 시민교
육은‘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이행되
도록 설계되었다.
○ 중학교의 시민성 교육
중학교의 시민성 교육은 2가지 방향에서 시행되었다. 하나는 교과로서의‘시민교육’이고,

12) 프랑스의 유치원, 초등학교는 모두 3기로 구분된다. 1기는 유치원 3년(3세~5세), 2기는 유치원 1년, 초등학교 2년(6세~8세), 3
기는 초등학교 3년(9세~11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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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범교과적 성격을 가진‘시민성 교육’이다.
시민교육은 주당 3시간씩 할애된 역사-지리 수업의 30분씩을 활용하도록 했다. 1996년에
이루어진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 1학년(6e)13)의 시민교육은 권리와 의무의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지며,‘학교의
의미’,‘권리와 의무’,‘환경과 유산에 대한 책임’이 학습내용이다.
- 2~3학년(5e)의 시민교육은 평등, 연대감, 자유, 정의 등,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가치들이 핵심적인 교육내용을 구성한다.
- 4학년에서는 프랑스, 유럽, 세계 속에서의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진다.
- 4학년 말에 시민교육 과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중학교 졸업 증명서
에 표기된다.
1996년 지침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단일 교과로서의 시민교육이 아니라 횡단적, 공통교과
적 활동으로서의 시민성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급 활동 : 연간 10시간이 할애되어 있으며, 학급 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진행
된다. 주로 학급 내의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지만, 학생들의 진로나 환경
문제도 다루어진다.
- 탐구 학습 : 중학교 2~3학년 학급에만 해당되며, 주당 2시간이다. 탐구 학습은
두 개 이상의 다른 과목 교사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그룹별로 주제를 정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학생 대표 선거 제도 : 학급 대표를 선출하면서 선거 과정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종교적 사실’수업 : 히잡 착용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시민성 교육에 포함된
탈종교성 문제를 다룬다. 사실 이전에는 종교 관련 문제는 교육의 내용에 속하
지 않았다. 단순히 종교적 상징물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진화론의 거부, 체육시
간에 체육복 착용 거부 등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 고등학교의 시민성 교육
1995년에는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에 의해 새로운 개편이 이루어졌다. 핵심
은 많은 논란이 있던 고등학교에서의 시민교육 실시였다. 1991년 2월 구성된, 시민교육에
관한‘교과목 위원회(Groupe thématique disciplinaire)’가 교과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하였고, 1999년 8월 5일 고등학교에‘시민․법률․사회교육(Education Civique,
Juridique et Sociale)’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13) 프랑스 초등학교는 5년, 중학교는 4년, 고등학교는 3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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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률․사회교육에는 연간 12시간이 주어지는데, 시간의 배분은 교사가 결정한다. 이 과
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4)
- 개념별 접근 : 1학년에서는 예의, 통합, 국적, 권리, 인권과 시민의 권리, 공민
권과 정치적 권리, 사회․경제적 권리가 다루어지고, 2학년에서는 권력, 대표, 합
법성, 의결권, 공화국, 민주주의 등이, 그리고 3학년에서는 자유, 평등, 주권,
정의, 공공이익, 안전, 책임, 윤리 등의 개념이 주요 내용이다.
- 수업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사문제에서 출발한다.
- 논증적 토론 중심 교수방법 : 토론에 대한 준비 및 엄격한 토론 진행을 해봄으로
써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정을 체험한다.
고등학교의 시민성 교육을 구성하는 것은 이 과목 외에도, 중학교의 탐구 학습에 해당되는
수업이 있으며, 연간 10시간의‘학교생활위원회’참여가 있다. 이 위원회는 학생 대표 10명
과 교장, 교사, 학부모 등, 성인 대표 10명으로 구성되며, 연간 10시간 활동한다.
○ 2002년의 시민성 교육 개편
2002년에는 시민성 교육의 교과과정 개편이 이루어졌다. 유치원 시민성 교육의 주요 목표
는 어린이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되었고, 이를 위해 말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 협동 활동 등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독립
된 과목이 없어지고‘횡단영역(domaine transversaux)’으로 개편되어, 모든 과목으로 분
산되었다. 공화국 제도, 도덕적 가치, 국민 정체성, 공동체 미래에의 참여 등, 시민성 교육과
관련된 교과과정은 역사, 지리, 프랑스어, 과학 등의 교과목 수업 내에서 병합되어 이루어지
게 되었다. 2002년 개편은 또한‘어울려 살기(vivre ensemble)’이라는 이름으로 주당 30
분의‘토론’시간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 수업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규칙 속에서
의사소통의 방법을 익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결이 쉽지 않거나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초등학교에서의‘시민․도덕수업’의 부활
2008년 초등학교의 시민교육이‘시민․도덕수업’이라는 독립된 과목으로 부활하였다. 중
학교와 고등학교 시민성 교육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4) F. Galichet, 위의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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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나가며
프랑스 시민교육은 도덕-종교 교육이 도덕-시민 교육으로 탈바꿈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도덕-시민 교육은 다시 시민 교육으로 바뀌었고, 시민 교육은 20세기 말에 시민성 교육으로
다시 태어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년 동안 명칭과 내용을 비롯해서 많은 것이 변화했
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이 초기에 지향했던 탈종교성과 공화주의적
전통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여전히 건재한 듯 보인다. 사실 프랑스 시민교육을 태동하게 만
든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킨 것은 사회적 갈등이다. 어느 시점에 사회의 지배
적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적인 갈등을 소화시킬 수 없을 때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왕정과 공화정, 귀족-성직자와 시민의 극한적 대립에서 출발한 프랑스
시민교육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시대마다 제기되는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다르기에, 시민교
육의 내용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기에, 지난 200여 년 동안 프
랑스의 정체성과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80년대 중반의 시민성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
민성 교육이 나오게 된 배경, 즉 당시의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일정 부분 이주민 또는 이주민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와 시민교육이
시행된 시기도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다문화교육은 이주민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시
민교육은 좀 더 포괄적인 범위를 다룬다는 것, 그리고 다문화교육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
지고 있고, 시민성 교육은 실체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프랑
스의 다문화교육은 시민성 교육의 일부로 또는 시민성 교육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현될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3년 4월 22일 프랑스 교육부장관인 뱅상 페이용(Vincent Peillon)은 또 한 번의 시민
교육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2015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도덕 교육(éducation morale)’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도덕교육은 초
등학생과 중학생은 최소 주당 1시간씩 그리고 고등학생은 연간 18시간씩 이루어지며, 이 과
정은 평가를 동반할 것이고, 교원 양성 계획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과거로의 회
귀라는 비판, 도덕이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라는 본질적인 의문 제기, 설혹 시행되더라
도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라는 현실적 문제 등, 현재 프랑스 교육계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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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모델 탐색
김다영(성포고등학교 교사)

Ⅰ. 서론
1. 문제제기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화, 세계화, 국제화로 인한 사람, 물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이주민의
귀화는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이동자는 2011년
122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 4천명(3.7%) 증가하였는데, 입국자는 65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2만 6천명(4.2%) 증가하고 출국자는 56만8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8천명(3.2%)증가하
였다.1) 또한 국내의 저 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가정
의 증가로 인종·문화적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 국가 시대에 만들어진 주류 집단 중심의 시민성 교육은 문화·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소수집
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둔 성숙한 다문화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한
국이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21세기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역동적으로 변화 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교과서 속에 담겨있는 지식을 단순 암기하여 기억해내는 사람이 아니
라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빠른 정보 습득력,
높은 문화 적응력을 지니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청소년은 선도·보호되어야 하는 미
성숙한 존재가 아니며 내일의 주인공이 아닌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인권과 시민권을 가진 삶
의 자율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삶을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는 변화해야 한
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각 국에 새로운 교육 의 필요성
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교육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전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타고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혁신교육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제
정하고 학교인권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학생 개개인의 인권과 민주시민성 함

1)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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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육개혁 차원에서의 다문화교육과 경기도교육
청의 혁신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첫째, 교육개혁 과제로서 다문화교육과 혁신교육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째,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성의 요소가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
한 혁신학교의 모델과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혁신학교 운영 모델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시민성, 혁신 학교와 관련한 저서와 논문을 수집하고, 분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시민성에 대해서는 뱅크스, 킴리카, DeSeCo프로젝트(OECD) 등에서 논의된 시민
성과 시민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며,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모델은 경기도의 혁신학교 모델과 Stufflebeam(1971)의 CIPP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모델 탐색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에
진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민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혁신, 학교 혁
신의 세계적 흐름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다문화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교육
Banks(2009)는 다문화교육은 학교와 다른 교육 기관들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모
든 계층, 성별, 인종, 언어, 문화적 집단의 학생이 학습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교육 개혁 운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교육은 학교 전체와 교육 환경에서의 변화를 포
함하며, 교육과정의 변화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표면적인 교육과정의 첨가나 교사를 위한 워크
숍, 또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성에 대한 일회적인 처방이 아닌 포괄적인 학교
개혁으로의 노력을 가정하고 있다.(James A. Bank & Cherry A. Mcgee Bank 편저, 200
1, 다문화교육의 현안과 전망)
최충옥(2009)은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맥락 속에 개인과 사회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 개념
으로, 개인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문화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집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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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국가, 종교, 계층, 성별, 인종, 직업, 사회 역사적 배
경 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하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미
치는 밀접한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뿐 아니라 상대
문화집단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개념이라고 하였다.
Nieto & Bode(2008)은 학교와 사회에서 인종주의와 다른 형태의 차별에 도전하고 거부하
는 동시에 학생, 그들의 공동체 및 교사를 반영하는 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지지한다. 이에 다
문화 교육은 교사, 학생 및 가정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수와 학습의 본질을 학교가 개념
화하는 방식들과 더불어 교육과정과 교수 전략에 두루 스며들어 비판적인 교육을 철학적 기
반으로 지식, 반성 및 실천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정의의 민주적인 원칙을 증진시키는 교육
이라고 하였다.
장인실(2003:418)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은 교육과정에 단순히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거나 보
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에 다문화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혜연(1997)은 다문화 교육이 다른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거
나 인종적으로 단일한 학급에서 다문화 교육이 소용없으며 단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 교육이 단지 민족 집단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종교, 성별, 사회 계층 등 다양한 문화 집단에 있어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
려는 교육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다문화교육은 문화·인종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
와 민주적 원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
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문화 시민성
Banks(2008)은 2002년 6월 이탈리아 벨라지오에서 열린‘다문화 국가의 민족적 다양성
과 시민교육(Ethnic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Multiculural Nation-Sat
es) 학술대회’에서 다문화시민성은 소수 집단의 요구와 권리를 반영한 개념으로 자신이 속
한 문화 집단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다른 문화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캐나다 정치학자 Kymlica(1995)와 뉴욕대학의 인류학자인 Rosaldo(1997)은 다양성과 시
민성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였는데 이들은 민주사회에서 민족 집단들과 이민자 집단들이 국가
의 시민 문화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Kymlica는 이러한 개념을 ‘다문화시민성(Multicural citizenship)’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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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ldo는 ‘문화적 시민성(cultural citizenship)’이라고 하였다. 또한 킴리카는 소수민
족은 다수 주류 문화와 병행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며, 자신의 고유한
사회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자율성과 자치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킴리카의 논
의에 따르면 소수집단이든 인종문화집단이든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다문화 시민권에 대한 논
의와도 연관성 있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다문화 시민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의 다문화 시민권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
도록 하겠다.

<표-1> 다문화 시민성 정의
징은

목표

등 용
루

속

종
위 노 야

따
핵

구트만
(Gutmann)

다문화 민주 사회의 특
시민적 평 , 관 , 상호인정이다. 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교육의 중요한
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 과 상호인정을
치는 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 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의 심 요소로
의(deliveration)를
다.

실바
(Gonclavesa e
Silva)

민주사회에서 시민 자신이 한 특정 인 , 사회, 문화 집단의 권리만을
해서 아 라 전체 사회의 향상을 해 력해 한다고 본다. 시민이 다는
하나의 과정이 , 학생의 시민의식과 주체성
을
하기 하여 교
육이 중요한 역학을 해 한다고 본다.

멀피 시그메츄
(Murphy-Shige
matsu)

가르
숙

것

가 니
것은

들었

은
며

용

발달 촉진

위

된

위

야
국가의 법적 시민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주류 사회와 제도 속에 구조적으로
편입된다거나 국내 지배 집단의 다수 구성원으로부터 시민으로 인식된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시민의 인종, 문화, 언어, 종교는 종종 그가 소속 사
회의 시민으로 간주되는가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다문화사회의 탄생 박철웅-

위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다문화 시민성 개념은 문화를 중요한 가치를 삼고 있으며,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주류 문화 뿐 아니라 소수 문화의 정체성도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다
문화 시민성의 중요한 가치임을 알 수 있다. 국가 속에서 다양한 민족·종교·인종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조화를 이룰 때, 바로 다문화 시민성을 갖췄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한국 내 이민자, 외국인 등의 인종 문화적 집단
의 범주를 중심으로, 사회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이 가져야할 다문화 시민성에 대한 국내 연구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남수(2007)는 교육과정이나 교실 수업에서 다문화주의의 원리가 낮은 수준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일 이야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양한 문화 집단의 영웅이나 축제 등에 초점을 두
거나 단지 다문화적 요소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기본 가정을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다각화 시키거나 다문화적 관심사나 주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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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키는 수준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현남숙(2010)은 다문화 상황에 따른 다문화 시민성의 함양을 위하여 의사소통교육의 중요
성을 주장하였다. 지구시민사회에서의 다문화 시민성의 내용으로 다원성의 존중, 공공성에
대한 성찰, 동료 시민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보
고, 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홍운(2009)은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해 다문화적 시민교육의 내용은 국민 국가 유지
를 위한 민주적 가치에 기반을 둔 시민교육과 사회 내부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의 독특한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통일교
육도 다문화적 시민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다문화 시민성은 한 국가 안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나와 너의 다름에 대
한 인정, 공동체에 대한 성찰, 소수 및 약자에 대한 권리 및 다문화적 관심사나 주제에 대한
실천과 참여를 중요시하는 성숙한 시민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개혁과 혁신학교
미래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생성 주기는 급속
히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 산업
사회에 필요한 명령, 통제, 암기위주의 학교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다문화 사회로 인하여
새로운 학교에로의 도전을 받고 있다.
Passow(1989)는 이러한 교육의 개혁을 제1의 물결과 제2의 물결로 설명하고 있다. 제1의
물결은 위로부터의 개혁, 즉 국가가 주도하여 교육관련 법을 만들고, 명령을 통한 개혁이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취와 관련하여 가져야할 책임의 범위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Owen(2001)은 이러한 제1의 교육개혁 물결이 학교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특히 국가의 중앙 통제적, 획일적인 명령과 지시는 학교 환경에
맞는 교사들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였
다. 즉,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
이다. Ravitch(1985, p.19)는 이에 대해 제1물결의 개혁주도자들은 학교의 구성원들을 사
고하고 논쟁적인 인간들로 보기보다는 가정의 가구처럼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물론 국가가 주도한 제1의 교육개혁 물결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교
육혁신에 있어서 최종 종착점인 학교의 변화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받
을 수 있다.
그 결과 교육개혁은 학교의 주도적 역할이 핵심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제2의 교육개혁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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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학교 교실 내에서의 교수-학습의 변화, 교사들의 교육 능력의 중
시, 학교 관리와 구조, 교직의 환경 개선 등 이 교육 개혁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3년‘Risk in nation’에서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개혁을 추구하면
서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의‘교육목표 2000’, 2001년 부시행정부의 NCLB법 시행, 공
교육 체계의 변화인 차터스쿨, 바우처스쿨 등의 학교 형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집
권 후 새로운 교육 개혁보다는 기존의 교육 개혁안을 수정·보안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1921년 의무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종합학교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 개인
과 공동체의 권리신장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학습은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적인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능을 발달시키는 의미로 발전해갔다. 특히 초·중등의 구분이 없으며 모두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수월성 교육을 목표로 두었다.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초한 경험학습과 실생활 중심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 학습을 기본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개별화된 학습’을 통해 수월성을 추구해가고
있다. 이러한 핀란드의 교육은 세계에서 교육 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9년 교육정립법은‘개인의 인성 계발과 충분한 시민 정신 교육’이라
는 프랑스 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하였고, ‘대학 2000’, 2001년과 2002년에 걸친 초·중
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정, 최근 올랑드 대통령의 솔본느 대학에서 제시한‘학교의 재출발’
에 이르면서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기회 균등, 고등교육의 보편화, 전문성 교육, 교원 교육의
수월성 추구, 학력 평가제의 도입 등으로 과거의 엘리트 중심의 교육에서 개방적·대중적 교
육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주장한 프레네 교육은 이미 결정된 모
델이 아닌 교사들의 ‘실천’을 통한 끊임없는 변화 발전, 학급 내에서의 교사들의 인식과
역할에 따라 학급내 공교육개혁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공통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을 제정하고 국가수준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교육의 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에
서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으로 변화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2년 교육법을 통해 초등교육에 있어서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수월성과 직업세계와의 연계를 중시하는 사
회적 적합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2006년 ‘교수·학습을 위한 비전 202
0’을 발표함으써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
다. 이에 따라 2007년 발표된 Rose개혁안은 초등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지역적 상황에 따라
학습영역별로 내용과 처방을 학교가 더 전문적인 판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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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STEM2)교육을 국가적인 우선사항으로 정의하고 STEM 문해능력
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학교 개혁은 국내에서도 일어났다. 2009년 4월 민
선 교육감 김상곤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학교는‘미래
세대의 삶을 준비하는 곳으로, 학생들의 삶의 조건을 고려한 학교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라
고 주장하며 혁신교육정책을 도입하였다.3) 혁신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사회와
공교육이 직면한 문제에 답하려는 총괄적 혁신 운동이다. 혁신 교육은 공교육의 내용과 방법
을 미래지향적으로 한 차원 더 높게 변화, 발전시킴으로써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
키고자 하는 것이다.
혁신학교의 기본 가치로 창의성, 역동성, 민주성, 국제성, 공공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
해 창의지성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4), 민주적 자치 공동체5), 국제적 평화 공동체, 공적 보
편 교육의 혁신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허봉규(2011)에 의하면 학교 혁신은 ‘단위학교가 특정 계기에 의해서 학교 내 교육과정,
수업, 학급운영, 교직문화, 학교 경영, 조직 체계 등에 총체적으로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켜
다른 학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 혁신의 중
심인 혁신 학교는 단순히 학교의 물리적 여건을 평등하게 해주자는 물리적 평준화를 넘어서
교육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다문화 시민성이 한 국가 안에서 인간에 대
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나와 너의 다름에 대한 인정, 공동체에 대한 성찰, 소수 및 약자에 대
한 권리 및 다문화적 관심사나 주제에 대한 실천과 참여를 중요시하는 성숙한 시민성을 의미
한다고 볼 때, 혁신학교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다문화 시민성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당
하다고 본다.

4. 다문화시민성과 혁신학교의 관계
과거 우리나라가 식민지 경험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국가중심의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
졌다면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화, 다문화 사회로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다문화 시
2)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통합 교육
3) 혁신학교 기본 문서, 2012.7.
4)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교사간의 동료성을 강화하여 서로의 수업을 개방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개방적 소
통을 통해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5) 민주적 자치 공동체는 학교장의 소통과 전문성에 입각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회의 체계, 운영원
리를 통해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함께 만들고, 실천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치 활동 보장과 자치
역량 강화,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자발적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육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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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다문화 시민성 교육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으로 혁신학
교라는 모델로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교육의 새로운 바람으로 학교 변화, 학교 혁신을 외치
고 있다. 교육의 변화의 중심이 학교가 된 것으로 혁신학교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라는 말처럼 시대의 변화에 요구되는 다문화 시
민성 교육을 새로운 학교 모델인 혁신학교로 담아내는 적절한 조화가 아닌가 싶다. 다문화시
민성교육과 혁신학교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다문화 시민성교육과 혁신학교와의 관계

↑
↑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모델

↑
혁
↑

다문화시민성

비

신학교

문화다양성, 판적 사고,
상호 중, 참여와 실

존

↑

천

공

공동체의 존재

↑

습

학 사회

↑
·
↑

세계화, 다문화 시대
국민국

습 능력
작 능력

자 적 학
협동적 업

↑
↑
↑

↑

율

공동체 의식
다양한

모 가

구성원 두 성장하는
동체로서의 학교

지식 정보화 사회

가

산업사회의 학교

이와 같이 교육개혁과제로서 다문화 시민성 교육과 혁신학교는 서로 배경과 생성과정이 서
로 다르지만, 그 지향점이 같고 내용에서도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 상호간 접목이 가능하다고
본다.

Ⅲ.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요소 추출
Banks는 세계화 시대에 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원칙과 개념으로 다양성, 통일성, 세계의 상
호관련성, 인권 및 민주주의를 연습할 수 있는 경험과 참여를 제시하였다(2008, p.25).
첫째, 다양성과 통일성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이지만 국가 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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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동체로서의 통일성을 함께 가질 때 비로소 다문화 시민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세계의 상호관련성은‘세계적으로 생각하되, 지역적으로 행동해라’라는 말처럼 우
리가 사는 공동체, 지역, 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 환경, 기술적 변화로 함께 연결되어 지구
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인권에 대한 가르침은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성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지지되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민주적 제도에 대해 배워야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
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참여는 실천적인 다문화시민성 함양을 논의하
는데 중요한 원칙으로 다문화 시민성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과 내용을 아는데 그치지 않
고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갔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anks의 이러한 주장으로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세계화 시대의 시민으로서의 자질
을 기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민성 교육에서 간과하였던 비판적 사고 능력, 실
천적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시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반면, 모든 시민이 공동체 내에서 보편적 가치
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국민국가를 이뤄야 하는 문제에 있다. 이에 캐나다의
정치학자인 Kymlica(1995)와 뉴욕대학의 인류학자인 Rosaldo(1997)은 다양성과 시민성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였는데 이들은 민주사회에서 민족 집단들과 이민자 집단들이 국가의 시민
문화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
였다. Kymlica는 이러한 개념을 “다문화시민성(Multicural citizenship)”으로, Rosaldo
는 “문화적 시민성(cultural citizenship)”이라고 하였다.(Banks, 2008;재인용)
M.D.Klein & D.Chen은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의 자질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문화
와 가치를 존중하고, 인종주의에 영향을 받은 아동의 구성적 자아를 발달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그것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Klein & Chen: 2001).
구정화·박선웅은 다문화주의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다문화 시민성의 성격과 범위가 다
르게 정립된다고 보고, 타자의 정체성 인정을 통한 공존을 넘어서 차별과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참여, 제도적 장치를 주장하는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 시
민성을 주장하였다.(구정화 외, 2011: 6-7). 이런 관점에서 다문화 시민성의 하위 요소를
인지, 가치, 기능 3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인지적 측면은 다문화 사회의 형성 과정과 현
상의 이해, 시민권·인권의 의미와 내용 이해, 문화의 의미와 특징 이해로, 가치적 측면은
차이 인정, 인권 존중, 연대감과 참여의식으로, 기능적 측면은 간문화적 소통 능력, 고통사고
력, 시민참여기능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구정화 외, 2011:15-21).
마지막으로 OECD(OECD, DeSeCo프로젝트,2003)의 경우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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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적 이용,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의 3범주로 나누어 규
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OECD결과를 활용하여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도 핵심 역량에 대한
자국의 설정에 맞는 교육과정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이광우 외, 2008;재인용)

<표-2> DeSeCo프로젝트(OECD)가 규정한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상위범주

하위범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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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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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상호 협력 수 는 력
을 관리하고 해
에서 행동
자 적으로
생 계 을 수립하고 실 에
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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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할 있 능
갈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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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획
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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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OECD(2001).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pp.10-15.

이에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다문화 시민성의 구성요소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된 다문화 시민성 요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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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다문화 시민성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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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모델과 실천방안
1.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모델의 기본방향
오늘날 세계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내적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제결혼가정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등 은 단일민족 중심으로 교육받아온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시
키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사회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시민성이 절실
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문화 시민성은 지식과 기능 중심의 기존 학교의 성격을 넘어 공동
체 삶으로의 사회적 참여,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시민성 교육을 위한 혁신 학교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공동체에 대한 비판
적 사고능력과 다문화적 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실천을 통해 구
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주체이자 삶의
자율적 존재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이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
감을 높임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다양한 인종·문화
적 배경이 차별이 아닌 장점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사회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을 배양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활동하고,
지역 사회의 중요한 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에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교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모델
이 논의될 수 있다.
경기도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 학교 문화 혁신을 시
행하고 있다. 학교 문화 혁신의 기본방향으로 수업혁신, 교실혁신, 학교혁신, 행정혁신, 제도
혁신의 5가지 혁신과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학교를 도입하였다. 혁신학교의 기본
방향은 소통과 협력의 능력 신장, 협동적 작업 능력 요구, 수평적·민주적 운영 시스템, 보
편적 교육 복지 구현, 학생 배움 중심으로의 전환, 개인과 집단의 협력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학교는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학교 중심의 혁신에 있어서 지속적인 평가는 학교가 발전하는데 반
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도 혁신학교 모델에 있어 평가와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에 Stufflebeam(1971)의 교육과정평가 모델인 CIPP(Context
-Input-Process-Product)를 함께 변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Stufflebeam(1971)의 CIPP(Context-Input-Process-Product)의 모델은 단순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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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각 단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
는 모델이다. 따라서 혁신학교가 수행 후 뿐 아니라 수행 도중에도 오류나 부족한 부분이 발
견되면 언제든지 수정하는 모델로서 이러한 CIPP모델은 교육이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질
을 높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
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강충렬 외, 2013, p.10 1; 재인용)
이에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모델와 Stufflebeam(1971)의 CIPP모델을 통해 다문화 시
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2>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모델

2.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모델의 특징과 실천과제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는 항상 다문화 사회에 있어‘어떤 시민을 길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비전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에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으며, 개인의 잠재력을 키우고, 공동체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양성을 비
전으로 세우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들을 변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세계가
다양화 되고, 지역 내에서도 성별,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자유롭지만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생활함으로써 자
존감을 높일 수 있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본다. 비전은 학교장의
지시-명령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 및 지역 환경에 따라 교사들과 지속적인 대
화와 설득을 통해 학교 비전을 함께 세울 수 있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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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문화 시민성 함양이라고 했을 때, 학교 내의 다문화 가정을 염두에 두어 두는 것도 좋
지만,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중심으로 비전을 함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비전은 끊임없이 평가되고 환류 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띄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는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에
서 벗어나 학생 구성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인
종·종교·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에게 일괄적인 교육과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
라서 다문화 사회에 맞춘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의 학
생들을 위한 KSL과정, 일반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정 등 개별 학생의 문화적·
인종적·종교적 상황을 고려한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무학년
제, 집중 이수제 등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 학습 및 심화학습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를 학교내부와 지원체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상황을 살
펴보자.
첫째, 교실환경을 살펴보자. 과거의 교실은 학생들의 학습을 하는 곳이었다면, 다문화 시민
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는 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따
라서 과거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관광식의 문화 자
료를 노출 시켰다면, 이제는 학급별로 하나의 국가를 정해 1학기 또는 1년간 팀별 학습을 통
해 심화된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한 문화 자료의 노출이 아니라 각 국가
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각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 겪는 어려움 등을 통해 보
다 수준 높은 다문화 감수성을 높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실 환경이 특정 나라에 대한 동
경과 무시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 따라
서 다양한 인종·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
로의 배움을 높이고, 각 개인의 잠재 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수업 방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과거 학교에서의 수업은 교사 중심의 일 방향적
인 주입식, 암기식 수업이었다면,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
성을 인정하고, 학생 스스로의 배움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수업 내용과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사회 및 국민국가에서의 수업 방법과 내용을 그 방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문화·종교적 다양성을 가진 학생들의 개
인차를 고려해야한다. 또한 수업 내용에 있어서도 인권·문화·종교적 다양성을 가진 학생
들의 배경을 고려하여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 방법에 있어서도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의 배움을 높일 수 있는 협동학습, 형평 수업 등의 구성주의적 수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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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교실 및 수업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나라 안의 문
화 다양성 보다는 나라 밖 문화 다양성을 다루거나,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학
교 수업 및 교과서 상에서도 다른 나라의 음식, 민족, 음악, 춤 등을 다루는데 그쳤다면, 이
제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나타나는 변화 모습, 문제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 등의 보다 국내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즉, 표면적 관찰이 아닌,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
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줌
으로써 머릿속 지식을 실천 지성으로 변환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또는 명사 초청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정체성 및 자존감을 높이며, 일반 학생들이 가지는 다
문화에 대한 시각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수업 내용 및 방식의 혁신은 다문
화 사회에서 학생들의 보다 비판적 지성과 실천 지성을 통해 보다 성숙한 다문화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학교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자. 기존의 학교는 교장-교감-교사로 이루어진 위계 서
열의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는 학교의 외부자로서 존재하며,
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다양한 행사에서 주최자가 아닌 참가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 즉,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
기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의 활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학교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학생-교사-학부모)의 민주적 의사 결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자치 위원회 등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자와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시-복종의 관계에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관계가 필요하다. 즉, 관리자가 학교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권한 위임
을 확대함으로써 교사의 책무성을 높임으로써 학교에 대한 공동체적 관계를 구성해야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폐쇄된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만남, 예를
들어, 다문화 지원센터, 외국인 주민 센터 등 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
하여 교육 협력 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예를 들면,
다문화 동아리 운영을 통한 학생 스스로의 학교에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며,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학교 지원 체제로서의 행정 혁신과 제도 혁신을 들 수 있다.
기존의 학교가 교사의 업무와 행정업무를 분리하여 교무실-행정실을 나누었다면,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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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에서는 교사와 행정실이 마치 쌍두마차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
다. 하나의 목표,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통한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해 함께 달려 나가야 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 집중 환경을 위해 교무 업무 전담 운영이 필요하며, 학습 부진아 및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인권(문화적·
종교적·인종적)과 관련한 지속적인 카운슬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으
며,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평가를 통해
성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제도 혁신을 들 수 있다. 기존의 학교는 1년에 한번, 교원평가
와 학교평가가 이루어 졌다면,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교실, 수업,
행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장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또
한 학교 구성원(관리자-교사-학생-학부모 등)의 공식적·비공식적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
서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제도를 확립해 가야한다.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운영위원
회 등의 공식적인 제도 뿐 만 아니라 평등 table 마련이나 소통의 방과 같은 공간 마련을 통
해 비공식적인 소통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이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교육 환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함 마련, 이메일 접수, 카페의 건의
란 등 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
로 교육과정에서도 제시하였지만, 제도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KSL과정이나 일반 학생
들을 위한 문화 이해 수업이 마련되어 있음으로써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물적·인적·
제도적 자원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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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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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실천과제
목표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음으로서 개인의 잠재력을 키우고, 공동체를
롭게 룰 수 있는 성숙한 민주 시민 양성
내용
– 다문화 사회에 맞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개별 학생의 문화적·인종적·종교적 상황을 고려한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예) 중도입국학생의 경우 KSL의 운영, 기초부진학생의 경우 멘토-멘티제 운영 등
- 무학년제, 집중 이수제 등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방법
- 인권·문화·종교적 수업 내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구성
- 구성주의에 기반한 협동학습, 형평 수업 방법
- 문화적·인종적·종교적 문화 차이에 따른 학생별 개인차 고려
수업
- 교실 내 멘토-멘티를 통한 기초학력 책임 지도
혁신
- 학생들의 동등한 배움 기회 제공
-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 연구
-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다양한 문화 자료를 이용 및 노출시켜 문화 감수성 증진
예) 교실별 국가를 정해놓고 1년간 팀별 학습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함양
교실
- 학생 간, 학생-교사 간 체계적 인권 존중 프로그램 운영
혁신
- 서로의 배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
-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또는 명사 초청을 통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정체성 높임 및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
- 학생-교사-학부모-교사의 혁신으로 기본적으로 민주적 의사 결정
- 권한 위임 확대 및 교사의 책무성,
- 학생 자치 위원회 활성화
- 다양한 국가를 정해 국제 이해 학습
학교 혁신
- 나라별 문화 체험 활동 지원
- 지역 사회와의 만남을 통한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이용(교육 협력 체제 구축) ex)
다문화지원센터, 외국인 주민 센터
- 다문화동아리 운영을 통한 학생 스스로의 참여 유도
- 학습 부진아 및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적 배려
행정 - 학생들의 교육 활동 지원(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혁신 - 교무업무전담 운영을 통한 교사의 수업 집중 환경 조성
- 학교 구성원의 인권과 관련한 지속적인 카운셀링 운영
지
- 다문화 지표를 통한 학교 상시평가 및 피드백
-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의 장 마련
원
예)평등 table 마련, 나눔-소통 공간 마련
체
제 제도 - 교사 자신의 꾸준한 노력 지원
혁신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제도 마련
- 교육 환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함 마련
- 다문화가정을 위한 KSL과정 및 문화 이해 수업 과정 구축
- 일반가정의 다문화가정 이해 수업 과정 구축
평가
- 다문화 혁신학교 평가 지표 마련을 통한 양적 평가
-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생 자치회 등의 협의회를 통한 질적 평가
- 질적·양적 평가의 지속적인 환류 작용
학교 구성원
조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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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육개혁 차원에서의 다문화교육과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
육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모델을 탐
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개혁 과제로서 다문화교육과 혁신교육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째,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성의 요소가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의 모델과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토대로 연구한 주요 결과는 첫째, 교육개혁과제로서 다문화 시민성교육과 혁신학교는
서로 배경과 생성과정이 서로 다르지만, 그 지향점이 같고 내용에서도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
상호간 접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다문화 시
민성의 요소를 인지적요소, 정의적요소, 행동적요소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셋째,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학교의 모형을 설정하고, 운영
모델과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문화 시민성이 무엇이며, 그 구성요소와 다문화 시민성 함
양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 운영 모델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교육이
이루어진 이래로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목표중 하나이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자질인 시민성
의 개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국민국가 중심의 시민성 교육은 여전히
선진국에 대한 열망, 개발 도상국에 대한 차별적, 배타적인 모습을 지닌 낮은 수준의 시민성
교육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나
-너-우리의 관계성을 인식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에 대한 통합, 비판적 시민 의
식 및 실천 지성을 지닌 성숙한 다문화 시민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지구촌화, 다문화 사회가 세계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시민성에 대
한 논의와 다문화 시민성 함양이라는 부분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화두라고 생
각한다. 또한 이러한 다문화 시민성 함양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최초로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신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과가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으로 나뉘어
서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나감은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민주시민교육
과의 분야에 있어서 다문화 사회에 인권 존중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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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있어서 인권-평화-다문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권 분야가 독립적으로 개설되어 있
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본 연구가 다문화 시민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혁신 학교 운영
모델을 제시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밝
히고 싶다. 또한 앞으로 다문화 시민성과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됨으
로써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보다 큰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135 -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참고문헌

킴리카(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김다영(2012).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 문화 혁신 실천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현(2011). 다문화 시민성의 위계 구조에 따른 형평 교수 방법의 구조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월

김선미(2012). 다문화 시민성에 관한 한국 사회과교육 고찰.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12(0).

함양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방안. 다문화교육연구. 1(1).
모경환 외(2008).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박남수(2011). 다문화 사회의 시민성 육성:일본의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실수업에 반영된 다문화
교육의 관점. 사회과교육연구, 18(3), 19-35.
박상준(2012). 다문화 시민성의 육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방안-이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법과
김홍운(2008). 다문화적 시민성

인권교육연구. 5(2).

형
혁 개념 동향 및 발전방향. 교육혁신연구. 19(1). 1-24.
엄은경(2013).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수법-문화 반응 교수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지현(2013). 다문화 사회에서 열린 시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봉규(2010). 혁신학교 운영 모델 탐색-경기도 혁신 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
강출열외(2013). 학교혁신의 이론과 실제. 서울:(주)지학사.
박운 외(2009). 교육 신의

김영순외(2013).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경기:교육과학사.

속 다문화 교육. 서울:학이시습.
서용선(2012). 혁신교육 존 듀이에게 묻다. 서울:살림터.
최윤진(1998). 청소년의 권리, 양서원.
최현(2008). 인권. 서울:책세상.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2011). 행복한 혁신학교 만들기. 서울:살림터
최충옥외(2010). 다문화교육의 이해. 서울:양서원.
경기도교육청(2012). 혁신학교 기본 문서.
경기도교육청(2013). 2013경기교육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2013).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5대혁신과제 세부사업 추진계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다문화교육방법연구회(2010). 교실

R. G. Ramsey & L. R. Williams with E. B. Vold(2003). Multicural education. A Source Book
Second Edition. RoutledgeFalmer.
James A. Banks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 136 -

다문화사회와 노인교육

- 137 -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 138 -

다문화사회와 노인교육

- 139 -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 140 -

다문화사회와 노인교육

- 141 -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 142 -

다문화사회와 노인교육

- 143 -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 144 -

다문화사회와 노인교육

- 145 -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 146 -

다문화사회와 노인교육

- 147 -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 148 -

다문화사회와 노인교육

- 149 -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 150 -

다문화사회와 노인교육

- 151 -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 152 -

다문화사회와 노인교육

- 153 -

제2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 154 -

독일 청소년의 다문화인식 연구
독일 청소년의 다문화인식 연구
오영훈·전영은(인하대학교)

Ⅰ. 서론
1990년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8월 현
재 1.437.576명으로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보
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자녀수를 처음 조사한 2006년 다문화가정 학생이 9.389명
이었지만, 2012년에는 46.954명으로 5배나 증가하였다(교육부, 2012).
한국 내 다문화사회는 결혼이주민, 외국인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등의 다양한 목적과
배경을 갖은 이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매년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국내 거주 결혼이
민자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아동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들은 97%가 그들의 자녀를 한국이라고 답변한 반면, 일반 성인의 68%만이 다문
화 아동을 한국인이라고 답하였다(설동훈, 2006). 즉,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
려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신체발달과 인지발달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기에 배운 다문화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의 경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인 노동인력 유입의 증가와 1980년대 이후 독일에
정착한 외국인 노동인력이 그들 가족을 독일로 불러들임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
었다.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있는 반면, 한
국에서 독일 청소년의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인 정수정·류방란(2012)의“독일의 이주청
소년을 위한 교육정책”뿐, 독일 청소년의 다문화인식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한국사회보다 다문화사회를 먼저 경험했던 독일 중학생의 다문
화교육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독일 중학생의 다문화인식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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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일의 다문화 환경
1. 독일 다문화정책의 전개과정
독일 연방 이주·난민청(BAMF)1)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51년의 경우 독일에 거주하
는 외국인의 수는 506.000명으로 전체 인구 50.808.900명의 1,0%를 차지했지만, 1971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3.187.857명으로 전체 인구의 61.502.503명의 5,2%를 차
지하였으며, 1991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6.066.730명으로 전체 인구 80.274.5
64명의 7,6%를 차지하였다. 2006년에는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7.255.949명으로
전체 인구 82.314.906명의 8,8%, 2011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7.369.909명으
로 전체 인구 81.830.839명의 9.0%를 차지하였다.
이미 1971년 독일 내 외국인의 수는 다문화사회로 구분되는 5%를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991년 1월 30일 독일 제6대 총리인 헬무트 콜(Helmut Kohl)은 독일연방국은 이민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였다.2) 그것은 독일의 이주민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도로 발
전한 산업발달로 노동력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1970년대 경제침체와 오일쇼크로 노동자
의 유입을 중단하기까지 한국,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외국으로부터 노동인력 수
입을 제도화 하였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귀국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3년 11
월 23일 외국인근로자 유입중단(Anwebestopp)을 결정한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들은 가족들을 독일로 불러들여 외국인의 수는 증가하였다. 이에 199
9년에는 국적법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부모를 둔 독일에서 태어난 아
이도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8월 1일에는 독립적 이주위원회(Unabhä
ngigen Kommission Zuwanderung)가 독일이 이주국가가 아니라는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독일은 이주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BAMF, 2005: 22).
2005년에는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이 제정되었다. 2006년 6월 14일에는 독일연
방 통합담당처 장관인 마리아 뷔머(Maria Böhmer)가 우리는 이민 국가라고 말하였으며,3)
2013년 1월 30일에도 독일은 이민 국가이며, 우리가 전문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하였다.4) 이것은 독일이 다문화국가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교신저자)
1)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BAMF)
2)“Wir müssen uns dabei im klaren sein, daß wir nicht alle aufnehmen können, die zu uns kommen woll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kein Einwanderungsland. Aber die Integration derjenigen, die bei uns leben, wollen wir fördern..”(출처:
http://helmut-kohl/kas.de)
3) http://www.zeit.de/2006/24/Einwanderung
4)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Pressemitteilungen/BPA/2013/01/2013-01-30-boehmer-deutschland-einwanderungsla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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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이와 같이 독일 정부도 다문화사회임을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16일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Angel
a Merkel)은 독일의 다문화사회 건설에 대한 노력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였다. 그녀는 이
주민들은 독일어를 배워야 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독일문화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이러한 독일 내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연방정부 수입관과 연방 내무부가 있다. 연
방정부 수입관의 경우 이주·난민·통합에 대한 법률제정에 관여를 하며, 연방 내무부의 경
우 연방정부의 이주정책과 통합정책을 총괄한다.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연방 노동·사회부,
외무부·해외공관, 연방 이주·난민청, 연방 교육부 등이 다문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내 다문화정책은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독일의 다문화관련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33> 독일의 다문화 관련 정책 환경
시기
1950
1960
1970
1980
1990
1999

다문화와 관련된 사건

통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전문 기술직 외국인 노동자
장기체류 허용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침체
외국인 2세와 다문화가정 증대
중동 및 동유럽과 양국 간
협약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충원을 재개
국적법 개정

경제성장을

이주노동정책

·국가주도의 노동력 확보정책
·선별적 이주정책

성격

근

입 급증

외국 로자의 유

공식적 금지에도
공식적 외국인 근로자 유입금지 불구하고
암묵적 허용
규제·활용정책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배제
다문화국가 형상이
규제·활용정책을 근간으로 한
나타나기 시작
사회적 인정

사회적, 정치적 참여

확대

인권보호

노력

출처: 김선영(2009)

2. 독일의 다문화교육 방향
독일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전통적으로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하다가 최근에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혼합하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내국인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을 하고 있다.
우선 1970년대 독일은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독
일정부는 외국인자녀에 대한 교육정책으로‘외국인교육(Ausländerpädagogik)’을 실시하
였다. 특수교육이라고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독일학교와 독일 사회 내에 동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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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고유성과 상이성을 이해하는 상호문화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1980년대에는 상호문화교육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다문화사회에서의 상호문화이해교
육’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폼머린-괴츠(2001)는 상호문화교육은 유
입된 소수민족들만 변할 것이 아니라 독일인들 역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과정을 밟아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모든 문화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교실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다
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식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독일정부는 스페인, 터키, 포르투갈 등 독일과 상호협력계획에 의해 들어온 이주민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민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는 이전 외국인의 귀국과 독일 사회 내에서의 통합정
책에서 사회통합만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독일정부도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 내에서의 통합을 위해서 사회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통합과정(Integrationskurse)을 의
무화하였다. 이와 같이 통합과정은 이민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정책 수립과 예
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독일인들이 상호문화이해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다문화능력 자격
코스를 개설하여 교수법 및 현장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학교
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녀가 상호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으로 다문화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다. 국어, 수학, 미술, 음악, 종교, 철학, 외국언 등 일반교
과에서는 학생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편견 및 선입
견이 없이 교육시키고 있다. 그리고 특별활동, 재량활동, 학교행사 등 범교과 프로그램에서
도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문
화가정의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초빙되어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타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한다. 아울러 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도 이주민
및 내국인이 편견 없이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와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
어 있다. 다문화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
고, 다양한 문화가 한 집단 안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렇
게 이미 다문화교육을 받고 있는 독일 청소년의 다문화인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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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 종교교육

독일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독일에는 1,000개가 넘는 이슬람 사
원이 있고, 360만 여명의 이슬람신자들이 살고 있다. 독일에 이슬람 신자가 많은 이유는 19
60~70년대 독일 경제 부흥기에 중동지역, 특히 터키에서 건너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 인력을 파견했던 같은 시기에 독일에 진출한 무
슬림들은 독일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며 독일의 경제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들이 독일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를 부인할 수 없기에 독일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타문화
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여 왔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정책, 특히 이슬람종교와 문화에 대한 독일사회의 관용정신이 무슬림
들의 테러로 인해 현재 흔들리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종교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
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란 그리 녹록치 않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다문화사회
로 진입한 독일에서‘이슬람 종교수업’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독일은
1945년 이후 헌법 제7조(학제) 3항에 따라 무종파 학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의 공립학교
에서 종교수업을 정규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복음을 전달하고 신앙을 일
깨우는 데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교수업의 내용이 다문화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
적이 1980년대 이후 독일 사회 내부에서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변화는 종교수업의 과제와 목표를 비판적으로 재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독일에서 종교수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 종교수업이 가치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가, 둘째로 기독교에 바탕을 둔 종
교수업이 다른 세계관 또는 종교를 지닌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하는 문
제이다.
그런데 종교수업을 둘러싼 논쟁 이면에는 그 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이슬
람 종교수업’문제이다. 전후 독일에 정주한 무슬림(주로 터키계)의 수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독일 인구의 5%에 해당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문제는 이제 독일 사회가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
저 고려해야 할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문화적 정체성을 공식적
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 독일 내부에서 이 문제는 각 이해
집단의 정치적·이념적 대립의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보수진영은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의
보존에 바탕을 둔 다양한 문화 수용이 사회의 안정적 통합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
면, 진보진영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윤리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며 사회통합
에 필요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양한 가치와 타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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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 및 수용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다문화사회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하였다(권미연, 2003).
물론 오랜 논쟁 끝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독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몇몇 주
(州)에서는 기독교 종교수업과 병행해서‘이슬람 종교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러한 사회적 합의는 단순한 교육의 문제를 넘어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사회적·문화적 통찰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독일사회 내에서 이슬람 종교문화권의 통합문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2001년부터 독일은 종교교육문제로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옛 동독에 속했던 5개주 가운
데 Thüringen, Sachsen-Anhalt 등 4개 주는 전통적인 방식의 종교교육을 수용하였으나,
Brandenburg 주 만이 종교교육 대신“LER(Lebensgestaltug-Ethik-Religionskunde)”
즉 생활태도, 윤리, 종교라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하였다. Brandenburg 주는 2001년 9
월부터“LER”을 정규과목으로 의무화하여 7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Brand
enburg 주의 교육장관을 지낸 바 있는 마리안 버틀러는“LER”이 다문화사회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길러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종교교육을 폐지하고 종교일반에 대해 가
르치는 새 교육과정은 구동독지역의 비기독교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교회의 반대
는 더욱 거셌다.
종교교육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종교교사이며 목사인 볼프강 크뢰거 박사는 기독
교가 현대 독일사회의 다양함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타종교와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독선을 탈피할 것을 권고하였다. 크뢰거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종교교육의 추상성을 극
복하면서 학생들과 목사의 간격을 좁힐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과목의 경계를
뛰어넘어 음악이나 문학 등과 함께하는 실험성, 같은 반 아프가니스탄 난민학생의 경험청취
를 통해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넓히기 등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는 서로 다른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6년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이슬람 지하드 발언 파문과 독일 열차 폭탄테러기도 적발 이
후 독일 내 이슬람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대화에서는 360만 이슬람계 주민의
독일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독일사회에 적응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독일 Nordrhein-Westfalen 주는 이슬람교를 종교수업 선택과목에 포
함하기로 결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현재 주 정부인 녹색당과 사민
당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슬람종교교육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정부의 통
합부장관인 슈나이더는 정당을 초월한 통합정책이 필요하며,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부여
문제도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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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독일 남부 Baden-Württemberg 주에 여러 도시 중 하나인 Radolfzell am Bo
densee6) 도시에 위치하는 T중학교에 재학 중인 55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2월 8
일~10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것이다.
Baden-Württemberg 주 통계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Radolfzell am Bodens
ee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3.333명으로 전체 인구 31.024명의 10.7%를 차지한다.
Baden-Württemberg 주도 통계부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2012년 9월 조사에 의하면, Rado
lfzell am Bodensee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3.476명으로 전체 인구 31.270명의 1
1.1%를 차지한다.
이 연구는 독일 청소년이 다문화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를 알아보고 있으며, 특히 독일 중학생의 다문화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한 목적이다. 이에 Radolfzell am Bodensee 도시는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의 수가
전체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인 9%(2011년 기준)와 비슷하였으며, 독일과 스위스의
경계해 있는 지리적 위치로 청소년이 다문화를 경험하고 그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총 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된 설문지는 총 55부였으며, 성별의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34> 조사대상 학생들의 성별 빈도
남
여

성별
합계

빈도(명)

백분율(%)

34
21
55

61.8
38.2
100

전체 응답자 중 61.8%(n=34)가 남학생, 여학생은 38.2%(n=2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들의 다문화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 방문 경험 및 횟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 중
55명 전체가 외국 방문 경험이 있었다. 외국 방문 경험 횟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5) 독일소식지: http://nachrichten.tistory.com/11#footnote_link_11_1
6) Radolfzell am Bodensee는 Baden-Württemberg 주도에 속한 도시이자 Landkreis Konstanz 군(郡)에 속한 도시로, 보덴호수의
북쪽과 독일과 스위스의 국경에 위치하는 Konstanz의 북서쪽에 위치한다(www.radolfzel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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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조사대상 학생들의 외국 방문 경험 횟수
1
2
3
4
5
6

외국 방문 경험 횟수

합계

빈도(명)

백분율(%)

0
13
10
11
11
10
55

0
23.6
18.2
20
20
18.2
100

조사대상자들의 다문화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 친구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5
5명 전체가 외국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 국적과 부모님의 국적에 대해서 조
사하였다. 조사대상자 국적 및 부모님의 국적에 대한 것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36> 조사대상 학생들의 국적
독일
외국
독일
외국

국적
부모국적
합계

빈도(명)

백분율(%)

26
29
25
30
55

47.3
52.7
45.5
54.5
100

조사대상자의 다문화인식에 대하여 종교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종교의 여부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55명 전체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개신교, 이슬람, 불교, 가톨릭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종교에 대한
것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37> 조사대상 학생들의 종교
개신교
이슬람
불교
가톨릭7)
기타

종교

합계

빈도(명)

백분율(%)

11
13
3
25
3
55

20
23.6
5.5
45.5
5.5
1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Rothfard(1992)가 연구에 사용한 Ambrosio(1998)의 Multicultural Ques
tionnaire(MCR) 검사 도구와 Fritz(2001)의 Multicultural Sensitivity Scale, Munroe &

7) 가톨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지역인 Radolfzell am Bodensee는 가톨릭을 주교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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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2006)의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의 문항 중 독일 청소년의
다문화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일부 문항을 선택·수정하여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설문문
항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에 대하여“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빈도,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다문화인식을 검증하
기 위한 통계적 자료처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의 분석은 요인
분석, 기술통계,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분석
1. 독일 청소년의 학교 다문화수업에 관한 인식
독일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인 특
성인 다문화 관심여부, 다문화수업 흥미여부, 다문화인 관심여부,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
어 관심여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생각, 타종교 이해여부 및 관심여부, 다문화인 친밀감
여부,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 부모님으로부터의 외국인 접촉 허락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1) 다문화에 대한 인식
독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학교 다문화 수업여부
에 따라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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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에 대한 인식
예(n)
다문화 관심
다문화인 관심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 관심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생각
다문화인 친밀감
부모님으로부터의
외국인 접촉 허락

예(n)
아니요(n)
예(n)
아니요(n)
예(n)
아니요(n)
예(n)
아니요(n)
예(n)
아니요(n)
예(n)
아니요(n)

학교 다문화수업
아니요(n) 전체(n)

38
0
37
1
34
4
33
5
33
5
38
0

7
10
12
5
7
10
9
8
8
9
15
2

45
10
49
6
41
14
42
13
41
14
53
2

*

백분율(%)

표준편차

81.2
18.2
89.1
10.9
74.5
25.5
76.4
23.6
74.5
25.5
96.4
3.6
p < .05

.36
.00
.43
.40
.38
.46
.41
.50
.40
.49
.45
.00
p < .01

**

통계치

=
=
=
=
=
=
=
=
=
=
=
=
***

t -7.2333
p .000
t -3.149
p .003
t -4.344
p .000
t -2.888
p .006
t -3.389
p .002
t 2.210
p .031
p < .001

***
**
***
**
**
*

<표 6>에서 보면 다문화 관심여부, 다문화인 관심여부,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 관심여
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생각, 다문화인 친밀감 여부, 부모님으로부터의 외국인 접촉 허
락여부 등에 대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의 외국인 접
촉 허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및 다문화인에 대한 관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식
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여부와 상관없이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독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학교 다문화수업여
부에 따라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3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 다문화수업

다문화수업 흥미

예(n)
아니요(n)

학교에서의
예(n)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 아니요(n)

백분율(%)

표준편차

43
12

78.2
21.8

.39
.45

2

30

54.5

.25

15

25

45.5

.50

예(n)

아니요(n)

전체(n)

35
3

8
9

28
10

* p < .05 ** p < .01

통계치

=
= ***
t=-5.112
p=.000***
*** p < .001
t -4.248
p .000

<표 7>에서 살펴보면, 다문화수업 흥미여부,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즉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다문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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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여부에 상관없이 다문화수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종교에 따른 다문화 인식
독일 청소년의 종교에 따른 다문화 인식이 어떠한지 타종교 이해여부 및 관심여부에 따라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40> 종교에 따른 다문화 인식
예(n)
타종교
이해여부
타종교
관심여부

예(n)
아니요(n)
예(n)
아니요(n)

35
3
36
2

학교 다문화수업
아니요(n)
전체(n)

12
5
10
7

47
8
46
9

백분율(%)

*p<

85.5
14.5
83.6
16.4
.05

**

표준편차

.44
.51
.41
.44
p < .01

통계치

***

=
= *
=
= **

t -2.140
p .036
t -3.654
p .001
p < .001

<표 8>을 살펴보면, 타종교 이해여부 및 관심여부에 대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여부를 떠나서 다문화에 타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특히 학교에서 다문화수업을 받은 독일 청소년들이 타종교에 대
해 관심을 가졌으며,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일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의 외국인 접촉 허락여부, 다문화인 관심여부, 다문화인 친밀감 여부, 타종교 이해여부, 타종
교 관심여부, 다문화인 관심여부, 다문화수업 흥미여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생각, 다문
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 관심여부, 다문화인 친말감 여부,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독일 청소년의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에 관한 인식
독일 청소년의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에 관한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인 특성인 다문화 관심여부,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 관심여부, 타종교 관심여부,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 등을 살펴보았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49.1%인
27명이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를 접해 보았으며, 50.9%인 28명이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경
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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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
독일 청소년의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다문화 관심여부
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41>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경험
예(n)
아니요(n)
전체(n)
다문화
관심여부

백분율(%)

표준편차

통계치

t -3.802
p .001

예(n)

27

18

45

81.8

.49

아니요(n)

0

10

10

18.2
.05

.00
p < .01

*p<

**

=
= **

*** p < .001

<표 9>에서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다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를 경험한 전체 독일 청소년들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2)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독일 청소년의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학교에서의 다
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과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42>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경험
예(n)
아니요(n)
전체(n)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에
대한 생각

백분율(%)

표준편차

예(n)

19

11

30

54.5

.49

아니요(n)

8

17

25

45.5

.47

예(n)

26

15

41

74.5

.48

아니요(n)

1

13

14

25.5

.26

* p < .05 ** p < .01

통계치

=
= *

t -2.391
p .021

=
= ***
*** p < .001
t -4.096
p .000

<표 10>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과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수업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한 다문
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상관없이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의 경험을 받은 독일 청소년의 경우, 미
디어를 통한 다문화수업에 대한 인식에서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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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를 통한 타종교에 대한 인식
독일 청소년의 미디어를 통한 타종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타종교 관심여부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43> 미디어를 통한 타종교에 대한 인식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경험
타종교
관심여부

백분율(%)

표준편차

통계치

46

83.6

.50

9

16.4
.05

.33
.01

t -2.597
p .013

예(n)

아니요(n)

전체(n)

예(n)

26

20

아니요(n)

1

8

*p<

** p <

=
= *

*** p < .001

<표 11>에서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타종교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를 경험한 독일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타종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일 청소년의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에 대한 영향력은 타종교에 대한 인식, 다문화에 대한 인식,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을 대신하여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 오늘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화의 다원화, 가치의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나아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생활 터전이 한 지역이나 국가의
범위에서 벗어나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면서 생활 및 양식과 의식, 그리고 세계관까지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세계적 문제
와 갈등들이 존재한다. 결국 다문화사회에서 우리가 공존과 화합을 배우는 일이야말로 인류
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일종의 평화교육이자, 세계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
는 자질과 지도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청소년의 학교 다문화수업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독일 청소년의 학교 다문
화수업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 특성인 다문화 관심여부, 다문화수업 흥미여부, 다문화인 관심
여부,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 관심여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생각, 타종교 이해여부
및 관심여부, 다문화인 친밀감 여부,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 부모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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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외국인 접촉 허락여부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한 학생들과 다문화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다문화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다문화수업을 받았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다문화 관
심여부, 다문화수업 흥미여부, 다문화인 관심여부,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 관심여부, 다
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생각, 타종교 이해여부 및 관심여부, 다문화인 친밀감 여부, 학교에서
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 부모님으로부터의 외국인 접촉 허락여부 등에서 다문화
인식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학교에서 다문화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다문화 관심여부, 다문화인 친밀감 여부,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 등
에서 다문화인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둘째, 독일 청소년의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독일 청소년의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 관심여부,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 관심여
부, 타종교 관심여부,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를 경험한 독일 청소년과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를 경험하
지 못한 독일 청소년들은 다문화인식에 대한 차이를 나타냈다.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를 경험
한 독일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 관심여부,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 관심여부, 타종교 관심
여부, 학교에서의 다문화수업 지속성에 대한 생각 등에서 다문화인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
답하였으나,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독일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으로 대답하
였다.
본 연구는 독일 중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정과 다문화정책을 경험했던 독일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사회에 대한에 인식
을 조사하여 독일 중학생의 다문화인식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독일 청소년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학교
에서의 다문화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독
일 청소년의 다문화인식에 따른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독일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에 관한 비교연구가 후속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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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청소년의 다문화인식 연구
주요 국가의 민주시민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해섭

정부는 현재 창의적체험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현장과 체험중심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을 위한
청소년필수 역량 함양의 일환으로「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와‘청소년 민주시
민역량 지표 개발’, 그리고‘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개설’을 통한 시민역량강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다문화 사회가 성숙된 주요국가의 시민교육
내용 및 방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시민교육의 시사점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 초등학교의 시민교육 교수법은 주로 실험적 교육방식으로 지적 훈련과 감정 표현 사이의
균형 및 전통과 혁신적인 교수법의 균형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진실성 및 엄격성 추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경, 연대감 및 협동심, 타문화 세계의 이해, 자유․평등․박애 정신의 추구 등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시민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다른 교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상호 교차하여
연계․응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시민성 함양을 위해 단순한 지식을 전수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토론 수업을 통해 시민성을 직접 체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박재창․젤리거, 2007).
영국 시민교육의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은‘사회적․도덕적 책임감’,‘지역사회 참여’,‘정치적
소양’등이다. 시민교육을 위한 지침으로는 공평, 정의, 평등, 권리와 같은 시민교육의 덕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교와 학교위원회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이웃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커리큘럼에 제시된 시민교육의 덕목이 골고루 분포되어 학생들에게
학습과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기헌, 2011).
미국 시민교육의 목표는, 첫째 시민들로 하여금 미국의 입헌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게
하고, 둘째 민주적 시민성을 육성시키게 하며, 셋째, 시민들이 시민적 지식, 가치, 시민적․사회적
참여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있다. 미국의 시민교육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민권문제로부터
1990년대 들어‘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으로, 2000년대 들어 성별, 인종, 민족,
연령 등 다양성의 문제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심성보, 2011).
1987년 설립된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는 시민성과 정부구조, 정치 등에
대한 시민교육에 있어서의 국가기준 제시를 위해‘시민공동체: 시민교육의 기본구조(CIV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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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amework for Civic Education)’를 만들었고, 시민교육분야의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시민교육진흥운동(National Campaign to Promote Civic Education)'을 발족하였다.
미국의 시민교육의 방법으로는 주로 교과서 읽기, 교과서 내용 분석 및 토론 참여, 시사에 대한
토론, 그룹프로젝트 참여, 보고서 작성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핀란드는 학생의 시민화를 위해 세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학습활동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실천활동을 동시에 함으로써 민주적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동시에 진행한다. 핀란드
교육청은 능동적인 시민의식을 정체성, 참여의 증가, 만남의 활성화, 자기와 타인 및 자기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배려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의 경험을 중시하여 그들을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심성보, 2011).
또한 핀란드는 학교 내에서의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의회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성 함양에 유용한 시민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된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시의회에서는 초중고 학교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회의가 열리며,
이 회의는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여 민주주의를 직접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학생 대표들은 각 학교별로 미래 워크숍을 통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에 관해
토론하고 정리한 의견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하고, 청소년들은 이 회의를 통해 시 예산 중 일부를
배분하고 별도의 의결 과정 없이 집행하고 있다(김기헌, 2011).
앞서 살펴본 주요국가의 시민교육과정을 통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과 함께 지식을 실천하고 시민적 역량에 해당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식위주로밖에 운영될 수 없는
사회과 교과목이 아닌 지식과 실천, 그리고 직간접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교육
교과목의 신설이 필요하다. 실천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경험과 시민역량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나 국가성취포상제는 시민교
육적 차원에서 충분히 시민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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