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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들의 시민성(citizenship) 및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수준과 이와 관련된 교육적 요인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를 영역별로 요약하고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타인과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국제사회의 소속감, 국가 정체성에서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
소년과 성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 성별, 학력에 대한 차별의식이 세대나 정치성향, 계층이
나 직급, 종교의 차이보다 더 컸고,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투표 참여를 제외하고는 정치ㆍ사회참여
경향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공공조직 참여에서
낮았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참여나 시민성이 증가하는 OECD가입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에 따른 향상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이 개인의 지식, 기
술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속한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의 유입으로 다원화, 다문화 사회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 해결하는 능력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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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사회가 다민족사회가 된 만큼 단일민족
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 증가(경제적으
로 수입이 적은 지방거주 남성의 국제결혼)와 외국인 근로자 이주(3D 기피현상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력)는 한국 사회를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하게 했다. 현재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10만 명으로 2006년의 약 54
만 명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해온 OECD(2005, 2006)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현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 ‘도구
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와 같은 능력과 더불어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
력’(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연
구들에서는 한국의 시민의식이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Knack and Keefer(1997)는 우리나라는 특히 신뢰가 다
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하며, 이는 우리나라를 저신뢰 사회로 규정한
Fukuyama(1995)의 견해와 같은 측면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이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진행해 나가고 있
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들이 얼마나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
는지를 살펴보고, 교육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조사결과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시민성(citizenship) 조사결과를 재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적 요인을 영역별로 요약하고 비교분석 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종적 횡적 비교 및 측정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자본
정책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자본 측정 도구 개발 및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SCCBS, 2007; ONS, 2003; PRI, 2003 등). 한편 이들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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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적 자본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 모듈 및 국제비교지표를 활용하거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는 종단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Healy, 2002; Hudson, 2009).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를 종단적 및 횡단적(국제비교)으로 분석
하기 위하여 최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외 조사결과의 메타분석을 실시했
다. 종단적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4년과 2009년에 실시한 사회적 자본 측정
결과(KEDI, 2004; KEDI, 2009)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국내조사결과 중에서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이하 WVS, 2005)와 일치하는 문항을 선
별하여 비교 분석도 실시하였다. 한편 횡단적 비교를 위해서는 유럽사회조사
(Eroupean Social Survery: 이하 ESS, 2008)와 WVS(2005)자료를 활용했다. ESS의
경우에는 문항 성격에 따라서 그 조사에 참여했던 유럽 국가들의 평균치를, WVS
의 경우에는 OECD 가입국과 OECD 비가입국들의 평균치들을 한국자료와의 비교
준거로 삼았다. 또한, 위에 제시한 4가지 국내외 자료들의 사회적 자본 측정문항 중
에서 비교가능한 동일 문항들을 기준으로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요소를 재구성하여
비교했다.

<표 1> 사회적 자본 영역 다문화 사회 관련 측정요소
영역
측정요소
신뢰, 호혜성 및 가족, 친구에 대한 사적 신뢰
관용
낯선 한국인/외국인 신뢰
네트워크 및 타집단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사회적 지원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국가정체성)
지역사회 내 단체 활동 참여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사
시민참여
정치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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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 시민의식의 현황
최근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세계화에 부응하면서도 자국의 문화와 풍토에 맞는
시민의식의 교육과 육성체계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세대간,
혹은 사회 각 계층 별 입장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자신의 문화나
전통 및 가치 창출을 통하여 새로운 시민의식을 정립함으로써, 이를 중요한 자국의
사회적 자본으로 삼는 것이 국제 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Cogan(2000)은 21세기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식으로
국가적 정체성(identity), 권리와 자격에 대한 의식(rights and entitlements), 책임과
의무감(responsibilities, obligations and duties), 참여의식(active in public affairs),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수용(acceptance of basic societal values)을 들고 있다. 그는
이러한 시민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능력으로서 다음 8가지를 제시했다. 첫
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제에 접근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 둘째, 타인과 협
동하고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셋째,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
용 능력, 넷째, 비판적 사고능력, 다섯째,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
는 능력, 여섯째, 환경보존을 위해 소비습관이나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
력, 일곱째, 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줄 아는 능력, 여덟째, 지역과 국가 및 국제
적 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같은 시민의식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개인의 생애능력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다.

가족/친지에 대한 사적 신뢰와 사회적 고립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적 고립정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사적인 신
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여부로 측정된다. 조사결과, 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사적인 문제를 상의할 사람
이 있다는 응답이 평균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88%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시아는 집단주의
적이지만 유럽은 개인주의 성향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어긋나는 결과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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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사적인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림 1] 사적인 문제 의논할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국가간 비교
※ 자료출처: 김태준 외(2009), Eroupean Social Survery(이하 ESS) (2008)

내외국인에 대한 신뢰
실제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신뢰정도 조사결과, 낯선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OECD 가입국뿐만
아니라 OECD 비가입국 평균보다도 심했으며, 내외국인에 대한 신뢰도 격차는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더 심화되었다. 즉, 처음 본 사람(내국인)에 대한 신뢰는
2005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처음 본 외국인에 대한 신뢰는 2005년보다 더 낮아졌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에서는 학력이 높
을수록 낯선 내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지만, 한국은 차이가 없거나 매우 작았
다. 또한, 낯선 외국인에 대해서는 OECD 국가, non-OECD 국가 모두 학력에 따라

66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3 No.3, 2010
학력 효과가 나타났으나, 한국은 2005년 결과에서는 학력 차이를 보였지만, 2009년
자료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뢰도에 있어서 한국은 오히려 non-OECD
국가에 가까웠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이민자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미흡뿐 만 아니라 신뢰 부족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저변 또한 매우 취약함을 시사한다.

[그림 2] 학력에 따른 집단 및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 국제비교

※ 4점척도 (전혀신뢰하지않는다 1점 - 매우신뢰한다 4점)
※ 자료출처: 김태준 외(2009), World Value Survey(2005)

타집단과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난 연고ㆍ학연주의
연고를 기준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성향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한가
지 방법이지만 동시에 제한된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결핍을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을 질
문한 결과, 가장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이었으며, 그
밖에 학력이 다른 사람, 성별이 다른 사람, 소득계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은 가장 낮았다. 보통 우리 사회의
갈등원인으로 이념적 대립을 지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뜻밖의 결과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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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갈등이 아니라 여전히 지역
차별, 학력차별, 성차별임을 시사한다.

※ 5점척도 (대단히쉬움 1점 - 매우어려움 5점)
※ 자료출처: 김태준 외(2009)

[그림 3] 타 집단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에서 나타난 국가정체성
국가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성, 그리고 한 국가의 구성
원으로서 가지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등을 의미한다. 국제화가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국가정체성의 필요성은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을 다른 국가로
이민 가고픈 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소속의식으로 측정했다. 이 중에서 이민의도
즉,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문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학생 40.1%가 ‘동의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20대, 30대, 40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은 18%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68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3 No.3, 2010

※ 자료출처: 김태준 외(2004)

[그림 4] 다른 나라로 이민가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

또한 우리 국민들은 가족 구성원이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다.

※ 5점척도 (전혀그렇지않다 1점 - 매우그렇다 5점)
※ 자료출처: 김태준 외(2004)

[그림 5] 각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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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여
특정 단체에의 회원 가입 여부를 통해 단체 활동참여 현황을 비교한 결과, 우리
나라의 경우, 200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회원 가입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단체, 혹은 예술/음악/교육/문화
활동 단체에 대한 회원 가입 비율이 다른 단체에 대한 활동보다 높았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 종교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활동 단체에 대한 회원 가입 비율은
OECD 국가나 non-OECD국가 모두를 통틀어 가장 낮았으며, 그 중에서도 환경보
호단체에 대한 회원 가입 비율의 격차가 가장 컸다. 이는 한국을 제외한 조사대상
국가들에서 모두 환경보호단체 회원가입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

자료출처: 김태준 외(2009). World Value Survey(2005)

[그림 6] 단체 활동 참여의 국제비교

사회적 책임감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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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회적 책임감이나 참여의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하는 활동이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을 주진 않지만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
활동에 본인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 결과, 시간을 투
자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51.1%였지만, 돈을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5.5% 로 매우 낮았다.

[그림 7] 공동체에 대한 기부 의사

※ 자료출처: 김태준 외(2009)

정치에 대한 관심
학력에 따른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OECD국가나 ESS 국
가들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며, 학력 간의 차이도
non-OECD국가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던 2005년에 비해 2009년에는 학력효과가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non-OECD국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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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척도 (전혀그렇지않다 1점 - 매우그렇다 4점)
※ 자료출처: 김태준 외(2009). World Value Survey(2005)
[그림 7] 정치에 대한 관심의 학력별 차이 국제비교 결과

논의 및 시사점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신뢰기반의 취약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인신뢰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낯선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가입국 뿐 만 아니라 non-OECD 평균보다 많이 낮았다. 이
러한 경향은 2005년보다 오히려 2009년에 더 뚜렷해졌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최근
급격한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허용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지난 5년간 급격한 이민자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를 대응하
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나 사회통합을 위한 저변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현재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10만 명으로 2006년의 약 54만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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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급속한 인종적 환경 변화는 낯선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경계나 위기의식을 증가시켜 상호 신뢰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게 할 수 있
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전부터 다인종 사회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던 서구유럽국가들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육내용, 방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혹은 행․재정적 지원체
제나 사회적 지원체제(사회적 인식이나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을
정부와 학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현장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한국에서 다문화 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교육인력이나 자원 부족, 제도 및 행정적 지원 부족, 사회적 인식이나 이해의
부족 등의 갖가지 문제가 상존해 있으며 이의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지역ㆍ국가ㆍ국제사회에서의 공동체의식 취약
한국인들은 국제사회의 소속감, 국가 정체성에서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성별, 학력에 대한 차별의식이 세대나 정치성향, 계층이나 직급, 종교의 차이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과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했을 때 가부
장적이고 성차별적인 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태도의 증가는 민주시민성 지식 및 사고력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경우, 평등의
원리에 벗어나는 이유가 남녀차이라고 올바르게 응답한 비율이 2004년보다 2009년
에 100% 대비 19.7%나 감소했다. 다른 차별적인 요소인 지역차별, 학력차별도 증
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러한 보수화 경향은 사회통합과 민주시민성 발전에 큰 위
협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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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낮아지는 정치ㆍ사회참여의식
2004년에 비해 2009년의 조사결과에서 투표 참여를 제외하고는 정치ㆍ사회참여
경향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공공조직 참여에서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국회의원 등 접촉, 단체나 협회
활동, 불매운동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
위참가, 정당/정치단체 활동, 캠페인 등에서는 OECD가입국과 비가입국의 중간 수
준으로 나타났다. WVS 자료와의 비교결과, 정당, 노동단체, 환경보호 단체, 인권
단체에 대한 참여율은 OECD 가입국뿐만 아니라 non-OECD 국가평균 보다도 낮았
다.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는 2005년에는 OECD 국가, 유럽국가 평균, non-OECD
국가평균과 비교하여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 약간의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의 사회
적ㆍ정치적 참여를 장려하고 보장하는 제도와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치ㆍ사회참여의식에 대한 교육 효과 저조
본 조사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ㆍ정치적 참여율도 그 중 하나다. OECD 가입국
가들 중에서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와 사회에 대한 참여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등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에 있어서 모두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투표 참여율, 정당,
정치적 단체 활동 등의 기타 정치참여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다. 단, 합법적 시위참가나 탄원서 서명 등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나마 2005년에는 교육의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서 2009
년 조사에서 교육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여전히
적어서 non-OECD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치적인 자
각이나 참여의식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신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OECD가입국에서 신뢰에 미치는 교육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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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는 교육수준과 함께 증가하는 반면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나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 모두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
들은 한국에 비하여 외국인 이민자들이 자국의 경제, 문화수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민주시민의식의 개발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크게 실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책임의식의 부족
조사대상자들에게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활동이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을 주
지는 않지만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이익을 준다면 시간이나 돈을 기여하겠는지를 알
아보았는데 ‘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시간 48.9%, 금전 74.5%로 나타났다. 가정을 전
제한 문항에 대한 응답이 실제 행동보다 더 과장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
는 특히 심각하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도움행동 의도’ 점수가 4, 50대보다는 2, 30
대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 비해 2009년이 더욱 감소했다는 점이
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도움을 받을 대상도 지역사회나 사회 시스템 보다는 가족이
나 친구에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여유
나 기관 제도에 대한 신뢰와 연결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우리들은 각박
한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엄두도 못 낸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인들이 사회화 과정 속에서 도덕적 행동의 실천력을 잃게 만드
는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를 대처할 적절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
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단편적 지식제공이나 주입식 교육보다는 행동
실천 수준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체험교육이 어려서부
터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주입식 위주로 이루어졌
던 도덕이나 사회교육의 획기적인 방법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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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
우선 평생학습 단계별로 사회적 자본 정책의 중요한 특징들을 규명하고 각 단계
별 핵심능력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적 지원은 학교 뿐 만 아니라 학교 밖의 지역사회, 지자체,
기업, 대학, 고용기관 등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각적으로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가교육체계 상에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야 한다. 이러한 시민역량 육성정책은 특정 브레인이나 우수 집단을 양성하는 정책
이 아니라 소수를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
이나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지역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각 지
역의 학교 및 학교 밖의 교육현장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협동, 상호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생애발달 단계를 고려한 시민역량 교육 개발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역량육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
속적인 생애 핵심능력으로서 각 발달단계를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 까지 각 발달 단계별로 시민의식의 구체적인
능력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19세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
의식의 구체적인 능력(FEFC, 2002)으로서 특정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
을 표명할 수 있는 능력, 특정 상황에 적합한 도덕적 가치기준을 적용할 줄 아는
능력, 문화, 성, 종교, 인종 및 지역 간의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능력, 편견과 차
별에 맞서 싸울 줄 아는 능력을 4가지 핵심능력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발달단계
별 시민역량 교육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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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의 입장에 대해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
을 논변을 통해 개진하고 상호 토론․협의할 수 있는 ‘公衆(the public)’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시민 문해교육(Civic Literacy Education)도 필요하다. 의사소통의 규
칙을 공유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덕, 역사, 사회 등 기존 교과에서 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전면 개편하
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교육체계, 교과내용,
방법, 교수기술, 평가 등)을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무엇보
다도 새롭게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에 초점을 두어 현재 시민의식과 관련된 각종 교
육프로그램 들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차적으로 합리적 토론문
화, 사회적 연대, 책임의식, 법치주의 등 근대적 시민정신, 국가 정체성 및 세계 시
민성 함양에 관한 한 각계의 합의 유도하고 일선 학교, 교육청 및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
고 현장에 적용하기 까지 실험과 수정을 반복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행합일을 위한 내면화 교육의 필요성
한국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 개념이 주는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개인이 교육을 통하여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나 태도를 어떻게 내면화하여 실천하
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람들이 그동안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워
온 지식을 잘 내면화하지 못함으로써 능력이 축적되지 못하였거나 관련 지식을 사
회적 현실에서 행동이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PISA 등 국제비교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도 한국은 학교교육 단계에서
교육받은 학습자들이 능력의 지속성, 전이가능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은 학
교나 학교 밖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적 행동 및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내면화하는
교육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사회, 윤리나 도덕교과 교
육은 교과에 담겨진 지식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해당교과를 잘 배우면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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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능력들도 따라올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
사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과중심으로 제공되어온 학교교육의 결과는 이러한 생애
능력을 길러내는데 결코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다른 연구(소
경희, 2007)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된 바 있다.

공동체와 다양성에 대한 신뢰 및 소통교육
우리에게 급속한 인종적 환경 변화는 낯선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경계나 위기의
식을 증가시켜 상호 신뢰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다문화에 대한 핵심역량을 학습자들이 내면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
고 발달단계별 연결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
다. 한편 교육 방법이나 평가는 지식위주가 아닌 체험 교육이나 과정 평가로 이루
어지며, 분리된 교과가 아닌 범교과적(cross-curriculum)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교육내용을 정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뿐 만 아니라 정부, 지
자체, 교육청, 대학 및 연구소, 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이 모두 이해당사자이며 그들의
협력 체제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개념인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
다.
다양한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ms)의
관점은 이미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세대 간 통합의 문제도 해
당된다. 세대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세대 공동체 교육을 활성화하여 세대 통합
을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78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3 No.3, 2010

참고문헌
김태준 (2004). 한국사회 시민의식의 주요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페이퍼.
김태준 외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외 (2008). 생애단계별 능력개발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Cogan, J. J (2000).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Kogan Page.
FEFC (2002). Citizenship for 16-19 year olds In Education and Training.
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UK.

Fukuyama, F. (1997). Social capital and the modern capitalist economy : Creating a
high trust workplace. Stern Business.

Healy,

T. (2002).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at international level.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 OECD
Hudson, L. (2009). P roposal for New International Indicators of the Social
Outcomes of Education March 2009. INES-NWLSO-WG-SOL.
Knack, S. &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88.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the key competencies. France,
Paris: OECD.
OECD (2006). Start strong Ⅱ: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rance,
Paris: OECD.
ONS (2003). Measuring soci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교육과 사회적 자본 79

Abstract

Korea's Civic Education and Social Capital
in a Multi-cultural Society
Kim Tae-Jun, Chang Kun-Young

In this study, the youth of our country's citizenship (citizenship) and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level, and educational factors related to the summary of
existing research results are analyzed by region. Korean youth has showed
lowest scores of trust for others, trust and confidence of foreigners among the
other OECD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elonging, national
identity was weak in also. In addition, regional, gender, education discrimination
was greater than that of religion, political opinions, hierarchy and rank.
Patriarchal and sexist attitudes rather appeared to increase. Except for vote,
overall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has reduced. Commitment to local
community and civic organizations, labor unions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that were low. Unlike the OECD countries,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civic
and social participation increased, educational level had little effect in Korea. In
this result, educational features of Korea, focussed on the knowledge, technology,
not on behavior and attitude, were discussed. And for the ability to resolve the
direction of public education were explored.

Key words: Civic education, Social capital, Key competencies, Youth, Adults,
International compari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