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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교육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연구*

이지혜(서울염리초등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시민의 특징과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과교육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현실 사회의 시민과 디지털 사회의 시민은
상호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에 대한 교육은 사회과교육의 시민교육 개념
의 확장이며, 디지털 시민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
민에게 요구되는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과 관련이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 참여는 관련된 문제, 참여 방법, 참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 확대가 민주주의 발전으로 연결되
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참여는 사회의 분란과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
에 디지털 시민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자신과 관계한 사회를 반성적
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민주사회 발전과 합의를 위한 공공 영역에 책임 있는 참여를 해야 한
다. 사회과교육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반성적 성찰을 위한 숙의 과정
과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디지털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디지털을 통한
공공 영역에 직접적 참여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 주제어: 사회과교육, 디지털 시민성, 책임, 참여, 반성

Ⅰ

. 서 론

현대 사회 정보통신의 발달은 시민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정보가 디지털 형
태로 처리되고 저장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디지털 사회에서 휴대전화와 인
터넷을 통한 참여는 급증하고 있으며(McCosker, 2015; 241), 과거 참여에 소극적이라
고 간주되었던 청소년들은 여러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 기사,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댓글이나 게시물을 작
성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
* 본 논문은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5 연차대회 ‘디지털 사회의 시민 참여와 책임’의 발
표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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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도 한다. 이처럼 디지털 사회의 청소년들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이들의 참여
확대가 민주주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익명성을 전제로 한 무책임하고 무분
별한 참여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초래한다. 디지털 공간에 유입된 부정확한 정
보는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이에
대한 집단 행동은 사회의 불안감과 분열을 조성하기도 한다.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였을 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하버마스의 이상적 공론의 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었다. 디지털 사회
는 대안적 공론장으로서 생활 세계를 표출시키고 공개함으로써 비판적 합리적 토론
을 가능하며(오관석, 2009; 56), 탈중심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 시공간 제
약에서의 탈피 등으로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디지털 공간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
을 표명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대성, 2011; 82).
그러나 익명성이 정보의 신뢰성과 이용자의 책임성을 약화시켜 비타협적인 논쟁만이
지속되거나 합리적 토론이나 합의는 도출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는 공론의 장으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없다(오관석, 2009; 56). 기술적 발전만으로는 상호작용적 커뮤니케
이션이 공공 영역에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황용석, 2006; 18). 이는 디지털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 사회가 디지털 시민들의 숙고를 위한 공공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디지털 사회의 형성은 1차 단계인 작동 가능한 기술 체계 발전, 2차 단계인 법적
제도적 기반 형성, 3차 단계인 디지털 사회에 시민의 지식, 태도 및 기능을 향상을
위한 정보 서비스 개발의 단계로 구성된다(윤성이 이원태, 2009; 66). 이와 같은 디지
털 사회 형성 단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실은 디지털 기술 환경 기반 조성과(1
차 단계)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비(2차 단계)와 같은 정책적
단계 형성과 같은 외적 환경 조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디지털 사회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교육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가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체에 대한 기본 이
해를 바탕으로 공공의 문제에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책임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시민의 자질이 요구되며 이것은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시민의 모습
이다.
디지털 사회의 변화와 특성에 상응하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사회과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
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로(교과부, 2015; 3),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시민의 자질 함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디지털 시민에 대한 교육은 사회과
교육에서의 시민교육 개념의 확장으로 디지털을 활용하여 공공 영역에 책임 있게 참
여할 수 있는 시민에 대한 교육인 것이다. 실제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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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질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회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Hollandsworth et al., 2011; 40).
사회과교육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디지털 시민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디지털 사회의 특징(권성호 현승혜,
2014; 노창희 성동규, 2015; 변순용, 2004), 디지털 시민 능력(김은미 양소은, 2013; 노
승용, 2009;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오관성, 2009; 임상수, 2010; 최문선 박형준,
2015, 황용석 이현주 박남수; 2014), 디지털 시민 교육의 필요성(박기범, 2014; 변종현,
2003; 신기현 오관석, 2015; 윤성이 이원태, 2009; 이대성, 2011; 추병완, 2006)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과교육에서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필요한 디지
털 시민의 특성과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디지털 시민교육 방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의 디지털 시민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앞으로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회과교육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Ⅱ

. 디지털 시민의 특징

1. 현실 사회의 시민과 디지털 사회의 시민

전통적으로 이상적 시민상인 의무적 시민은 투표로 대표되는 정부, 정당중심의
제도적 참여를 한다. 자발적 시민은 정부 중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다. 의무적 시민의 정치사회화는 학
교와 같은 공적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자발적 시민의 사회화는 디지털 네트워
크와 교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즉 과거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정치사회화 과
정과 다르게 디지털 사회의 시민은 신속하게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을 제공받고 개인화된 가치에 따라 광범위한 영역에 관심을 표출하며 다양한 수단
을 통해 관여하는 행동주의자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의무기반(duty-based) 시민
성에서 참여적(engaged) 시민성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김은미·양소은, 2013;
311-312).
이러한 시민의 변화는 디지털 사회의 시민과 현실 사회의 시민이 별개로 존재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사회의 시민이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 활동하
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의 시민과 현실 사회의 시민은 서로 다른 개별적 존재가 아니
다. 디지털 사회의 시민은 현실 사회의 자아의 모습을 의식적이든 비의식적이든 반영
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의 시민은 현실적인 자아의 반영이며, 현실적인 자아 없이는
디지털 시민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시민은 그 자체로 불완전한 자
아이며, 현실적 자아와의 관계 하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변순용, 200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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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지털 시민성은 기존의 전통적 접근의 시민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
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회의 시민성은 기존의 전통적 접근의 시민성
개념 속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최문선 박형준, 2015; 291).
2. 글로벌 시대의 디지털 시민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세계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
이다. 이는 특정한 집단이나 국가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인류 전체의 보편적 관점에
서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자질이다(박상준, 2011;
49). 특정한 민주적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과 능력을 ‘국가시민 의식’으로, 국가시민성의 공간적 범주를 넘어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식, 태도, 행동과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전 세계적 문제에 대
한 관심과 해결 능력 역량을 ‘글로벌 시민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변종현,
2003; 158). 글로벌 시민은 이기적 관점을 넘어선 경제적․사회적 정의, 지구의 보전
과 관련한 행위, 생태 관련 문제들, 지구적 삶의 다양성, 평화교육 등 글로벌 시민 의
식을 공유한 사람이다. 글로벌 시민은 지구적 문제를 인지하고 세계 시민으로 그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 정의를 위해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사회와 글로벌 사회의 문
제 해결에 노력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최종덕, 2014; 103).
글로벌 시민성은 세계화를 현대화가 수반하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합한 대응방식을 강조한다(최종덕, 2014; 104). 최근 들어 이슬람국가(IS)가 인
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행동 대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사회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 연
결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민의 관점에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
다(Searson et al., 2015; 729). 디지털 사회의 문제는 일부 공동체, 일부 국가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민의 관점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인지하고, 다양성을 존중
하고 인정하며 보편적 가치 추구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시민은 인식적 차원에서 복잡한 세계를 대하는 개방적 시각과 태도를 함양
하는 동시에 내용적 차원에서 상호 연관된 세계적 관계들을 깊이 통찰해야 한다(홍
남기; 2005; 9).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시민은 다른 세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 상호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관용과 협력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세계
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다양성이 존재함을 알고 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이
해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구촌의 중요한 이슈들, 사건들,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차경수․모경환, 2008;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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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시민의 참여

디지털 사회의 참여는 참여와 관련된 문제, 참여 방법, 참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통적 시민성이 민주주의 제도 및 정치 과정, 정부의 기능 및
구성 등과 같은 구조적인 지식에 관심을 가졌다면 디지털 시민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문제, 교육, 환경, 국제적 구호, 인권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김은미․양소은, 2013; 313). 정치 과정에 공적으로 참여하는 것
에 중점을 둔 전통적 시민과 달리 디지털 시민은 공동체 활동 참여, 사회 문제 개선
을 위한 활동, 사회 부조리에 대한 의견 개진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도 폭넓게 참여한
다. 디지털 시민 참여의 중요한 측면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복
지와 행복을 위해 참여한다는 것이다(Lisa & Kimgerly, 2016; 2064).
정치 참여 방법을 제도적 차원과 비제도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디지털 시
민들은 선거 참여, 정당 활동, 선거 캠페인 활동과 같은 제도적 정치 참여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시민은 정부의 각종
정보와 정책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하며, 의회 청문회 및 정책 토론회 시청, 여론
조사, 정책 평가까지 가능하다(노승용, 2014; 2). 또한 디지털 시민은 관심 있는 온라
인 활동의 오프라인 활동 참여, 서명운동, 불매운동, 해당 기관 사이트 방문하여 의견
작성과 같은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다.
디지털 사회의 시민 참여 목적은 기존의 사회 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여적 측면과 비판적 저항을 통해 기존의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문
화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참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최문선․박형준; 2015, 278). 디지털 시민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에 수동적
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다른 형태의 사회를 창조하거나, 사회의 부조리가
발생하는 공동체, 사회,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랍의 봄(Arab spring)1)과 같은 사례에
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시민은 불평등을 개선하고 풀뿌리 운동을 통하여 사회를 변
화시키는 정치적 행동주의 참여를 한다(Choi, 2016; 20).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의 교류적 활동이 현실에서의 집단적인 참여를 높이는 것
은 네트워크의 영향이다. 시민적 결사체가 조밀할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고
공동체로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디지털 공간은 개인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며
귀속된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 더 광범위한 사회로의 연결을 이끌어내고 참여를 촉진
1)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反)정부 시위
의 통칭으로 중앙 정부 및 기득권의 부패와 타락, 빈부의 격차,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대
중의 분노 등이 발생 원인이다. 리비아와 이집트, 예멘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었고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 및 아랍 국가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이 반정부 시위에서는 파업
참여 운동의 지속, 데모, 행진과 대집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를 이용한 조직, 의사 소통, 인식 확대를 통해 광범한 시민의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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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활동하는 온라인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일수록 시민 참여와 사회 운
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미·양소은, 2013; 306). 디지털 사회의 참여는
정부와 정치에 한정되는 전통적 정치 참여와는 차이가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
하는 이기적 참여와도 차별되는 공동체 영역의 문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참여
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경험적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실행 속에서 구성된다. 디지털
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통하여 단순히 상대방을
객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행동을 하는 시민으로 인식하게 된다(Couldry et
al., 2014; 615, 621). 이처럼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을 통하여 지식 생산과 상호간의
인식을 통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디지털 시민의 책임

Hobbs(2010)는 디지털 사회의 시민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성, 혹은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는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관심을 표명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매너 혹은 공공
의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Hobbs, 2010; 24). Ribble(2011)는 디지털 시민은 테크놀로
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적절하고 책임 있는 행동해야 하며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
다른 공동체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에 요구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Ribble, 2011; 29-3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기범(2014)
은 Common on Sense Media 저널을 인용하여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시민들이 구
성한 내용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규정하였
다(박기범, 2014; 35).
디지털 사회의 책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익명성이다. 적절한 수준의 익
명성은 다양한 토론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오관석(2009)의 지적대
로 익명성이 정보의 신뢰성과 이용자의 책임성을 약화시켜 비타협적인 논쟁만을 지
속시키거나, 합리적 토론이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사회의 공공 영역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오관석, 2009; 62). 디지털 공간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규범이 약하게 작용한다. 이는 시민성을 약화시키며 시민 사이의 신뢰형성을 방해함
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황용석, 2006; 25).
익명성은 현실세계와 관계없는 허구적인 정체성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사
회에서 시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정승민(2000)은 디지털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이고 자신이 창조하는 자
아가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사회는 기존의 정체성과는 다른 정체성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고 지적하였다(정승민 2000; 155).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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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공간이 사람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엮어내고 면대면과는
다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
며 이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다원적 정체
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재구조화된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의 인식 기반이 형성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된다. 디지털 사회에서 자신의 일정한 ID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앎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상호 인정의 구
조가 지속적이고 체계성을 갖게 될 때 비교적 안정적인 정체성의 형성이 가능하다.
디지털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자신이 창출한 ‘자아’를 실험하
고 평가하며, ‘현실’의 자아를 확장하는 거울로 사용된다. 이는 진지하고 연속적이며
책임감 있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
성을 되짚어 볼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체성은 익명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적대적 상호관계를 억제하고 디지털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을 보다
협력적이고 호의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여 개인주의와 익명성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여 책임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Ⅲ

. 디지털 사회의 디지털 시민성

1.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을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이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규정 한 기존
연구들에 근거하여(Ribble, 2011; Isman, 2014; 박기범, 2014)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earson et al., 2015; 730).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범웅(2003)은 정보사
회에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인지적 요소로 이성적 의사소통 능력, 자율적 판단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비판적·반성적 사고 능력을 제시하였다. 정의적 요소로
는 인간 존엄성, 관용, 공동체 의식,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제시하고 행동적 요
소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자율적 규제 운동, 법규칙 준수를 제시하였다(이
범웅, 2003; 추병완, 2006; 100 재인용).
조일수(2009)는 디지털 시민성의 지식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대한 이
해,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디지털 민주주의 정치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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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대한 이해, 사회적 현안 쟁점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였다. 디지털 시민성의
태도 측면에서 자신의 편견을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이해, 관용의 태도, 헌법을 위시한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존중,
위해 원리의 준수, 신뢰 등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시민의 기능으로는 정보 자주성,
판단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치 참여 능력을 제시하였다(조일수, 2009; 21, 23,
24).
이승훈과 김상돈(2009)은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 시민으로서 덕성, 정치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디지털 시민의 자질로 구성하였다(이승훈․김상돈, 2009; 32).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013)는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 있는 글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참여성, 타인의 기분이나 입장 고려하는 공공
성, 사회적 이슈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공공성을 디지털 시민성 요소
로 제시하였다(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177).
노승용(2009)은 디지털 사회의 시민들의 지녀야 하는 기능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
술을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분별하여 찾을 수 있는 능력, 정보를 통해 공적인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의견
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높
은 시민적 관여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조직화된 여론 형성 능력,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노
승용, 2009; 140).
황용석, 이현주, 박남수(2014)는 디지털 시민성을 집단이나 자아정체성 표출의 수
단으로 독창적인 콘텐츠를 창조하는 정보 생산 능력, 온라인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공
유와 협업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는 네트워킹 능력,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규범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 제시하였다(황용석․이현주․박남수, 2014;
501-502).
Ribble(2011)은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 요소를 9가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디지털 접근: 사회에 있어 전자적 참여 ② 디지털 소비: 전자 상거래와 이와 관련 지
식 ③ 디지털 의사소통: 다양한 디지털 의사소통 방법과 이것의 적합한 사용 ④ 디지
털 리터러시: 테크놀로지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과 테크놀로지의 사용 ⑤ 디지
털 에티켓: 실행에 있어 기준 ⑥ 디지털 사용과 관련된 법과 규칙: 디지털 행위에 대
한 책임 ⑦ 디지털 권리와 책임: 자신의 타인의 권리를 보호 ⑧ 디지털 건강: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위험 고려 ⑨ 디지털 보안: 자신과 타인의 정보 보호 등이다
(Ribble, M., 2011; 10).
ISTE(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에서는 ① 모두에게 동등
한 디지털 권리와 접근 ② 온라인 환경에서 타인 존중 ③ 다른 사람의 디지털 활동
보호 ④ 디지털 통한 합리적 의사소통 ⑤ 발전된 학습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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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변화 부응 ⑥ 구매 정보를 보호하는 책임 있는 온라인 구매 결정 ⑦ 디지털 토
론에서 디지털 권리 ⑧ 개인 정보 보호 ⑨ 신체적 정신적인 위험 제한과 같은 9가지
를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였다(Searson et al., 2015; 731).
iKeepSafe 단체는 성공적인 디지털 시민성 요소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제시하였
다. ① 조화로운 디지털 사용: 허용되는 규범 안에서 현실 세계와의 조화, 미디어 중
독에 대한 인식 ② 윤리적인 디지털 사용: 표절, 저작권 침해, 해킹과 같은 바람직하
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알고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갖추기 ③
사생활 보호: 공적인 정보와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지식 ④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 유
지: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디지털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⑤ 개인적
신뢰 형성: 일관된 정체성과 긍정적인 디지털 자아 형성 ⑥ 온라인 보안: 비밀번호,
백업, 적절한 보안장치 활용,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안티바이러스 사용 등이다
(Searson et al., 2015; 733).
Choi(2016)는 디지털 시민성을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 참여, 비판적 저항의 측면에
서 살펴보았다. 윤리는 디지털 윤리, 디지털 인식, 디지털 권리와 책임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윤리는 인터넷을 올바르고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과 관
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테크놀로지를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
범과 가치를 아는 것이다. 디지털 인식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영향
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이슈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디
지털 책임과 권리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에 관한 것이다
(Choi, 2016; 9, 13). 이는 온라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책임 있는 행동이 무
엇인지, 즉 규범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문선․박
형준, 2015; 277).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접근, 다
양하고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적 활용, 디지털 상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의 효과적 표현, 정보를 평가하고 온라인 콘텐츠 생성과 같은 것이다(Choi, 2016;
14, 25). 디지털 시민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능동적이고 비판적
참여는 다양한 디지털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킨다.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치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Choi, 2016; 15, 23). 비판적 저
항은 사회 제도나 문제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분권화, 개방성,
투명성, 합의, 유연성, 보편적 접근성, 비상업주의, 반권위주의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
며 디지털 시민은 전통적인 권력, 불평등 조직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참
여한다(Choi, 2016; 20).
이와 같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지식, 기능, 가치․태도, 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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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디지털 시민성 구성 요소
영역

내용
•사이버 공간의 특성,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역할, 디지털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구조 이해, 사회적 현안 쟁점 이해(조일수, 2009)
지식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이승훈․김상돈, 2009)
•디지털 사용과 관련된 법과 규칙(Ribble, 2011)
•디지털 인식(Choi, 2016)
•이성적 의사소통 능력, 자율적 판단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비판적·
반성적 사고 능력(이범웅, 2003)
•정보 자주성, 판단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조일수, 2009)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 있는 글을 적극적으
로 공유(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13)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적 이용, 정보 검색 능력, 합리적 판단과 의견 형성
능력, 의견 표현과 상호 소통 능력, 조직화된 여론 형성,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능력(노승용, 2009).
•
독창적인 콘텐츠를 창조하는 정보 생산 능력, 네트워킹 능력(황용석․이
기능
현주․박남수, 2014)
•디지털 접근, 디지털 소비,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보
안(Ribble, 2011)
•동등한 디지털 권리와 접근, 디지털 통한 합리적 의사소통. 디지털 도구
사용과 기술 변화 부응, 책임 있는 온라인 구매 결정, 다른 사람의 디지털
활동 보호, 개인 정보 보호(ISTE)
•조화로운 디지털 사용, 사생활 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 유지, 개인적
신뢰 형성(iKeepSafe)
• 디지털 접근, 기술 사용(Choi, 2016)
•인간 존엄성, 관용, 공동체 의식,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이범웅, 2003)
•자신에 대한 이해, 관용, 사회적 기본 가치 존중, 위해 원리(조일수, 2009)
•시민으로서 덕성(이승훈․김상돈, 2009)
•타인의 기분이나 입장 고려(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13)
가치․태도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규범을 이해 수용(황용석․이현주․박남수, 2014)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권리와 책임(Ribble, 2011)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 존중(ISTE)
•윤리적인 디지털 사용, 온라인 보안(iKeepSafe)
•디지털 권리와 책임(Choi, 2016)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자율적 규제 운동, 법규칙 준수(이범웅, 2003)
치 참여(조일수, 2009; 이승훈․김상돈, 2009)
행동 •정
•사회적 이슈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13)
•비판적 저항,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역 참여(Choi, 2016)
2.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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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차별성을 가진다(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13; 163). 따라서 디지털 사회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해석하고 이해하
며,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하며 효율적인 도구를 가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Hollandsworth et al., 2011; 40).
최문선과 박형준(2015)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술적인 인터넷 접속 및 단순한 정보
검색 능력, 비판적인 미디어 이해 능력, 미디어를 통한 글쓰기 능력, 소셜 네트워크의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내용 요소로 제시하였다(최문선·박
형준, 2015; 278).
권성호와 현승혜(2014)는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을 통한 올바른 정보 검색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찾아낸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 및 재창조
하여 주변 사람들과 공유와 협력 그리고 재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
적하였다(권성호·현승혜, 2014; 124).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 리터러시 내
용 요소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기의 조작 능력으로 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알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디지털 시민은 정보 및 지식 이용 능력을 바탕으로 기기 조작을 통해 찾은 정
보 및 지식을 비판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를 공
유 및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교류 및 공유, 상호의견 교환
및 협력적 문제해결,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 지식, 창
작물 등을 자유롭게 표현 및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권성호·현승혜,
2014; 125).
황용석(2006)은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요소를 인터넷 기술에 대한 도구적 능력, 정
보획득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의견 표명과 토론 능력과 같은 참여 능력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넷 기술에 대한 도구적 능력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도구적 능력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활용, 인터넷 접근방법, 보안기술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다. 정
보획득 능력은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하는 능력이다. 의사결정 능력은 시민들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로서 공동
체에 참여하고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을 얻는다고 디지털
기기를 통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표명과 토론 능력이
요구된다(황용석, 2006; 21).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013)는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보편
적 접근, 미디어의 기술적 이용을 위한 지식, 정보의 검색, 판별, 평가 및 정보 조절
할 수 있는 이용 능력, 미디어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지식,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비
판적 읽기, 미디어 환경 전반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비판 능력, 자신의
의견과 정체성을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형식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 제작, 창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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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활용 능력을 디지털 미디어 능력으로 제시하였
다(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13; 168-169).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를 디지털에 대한 이용 능력,
디지털을 통한 표현 능력, 디지털 소통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에 대한 이용 능
력은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원하는 목적에 맞게 디지털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디지털을 통한 표현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공간에 제시하는 것이다.
디지털 소통 능력은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표 2>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

영역
내용
조작하고 디지털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디지털에 대한 이용 능력 디획득지털하는을 능력
생각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상에 제시
디지털을 통한 표현 능력 자신의
하는 능력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
디지털 소통 능력
교류하는 능력

디지털 사회의 시민은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정보를 확산, 공유, 협
업하는 온라인 참여 문화에 관여함으로써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과 같은 생
활의 기회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관련
된 정보나 정부 제공 서비스 등 디지털 정보 습득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은 특정 미디어의 단순한 소비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 교류
속에 참여적 행위자인 ‘시민’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매체가 정보의
공유, 확산, 정보 생산에 협력 및 참여하는 이용자 개인적 능력이 요구되는 테크놀로
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황용석․이현주․박남수, 2014; 502). 권성호와 현승혜(2014)
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감정적, 인지적, 사회적 자신감을 바탕으
로 사회적, 정치적 사항들에 대해 자신 있게 의견을 표현한다고 주장하였다(권성호·
현승혜, 2014; 124). 이는 디지털 사회에서 능동적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
터러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디지털 시민의 반성적 사고

디지털 사회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시민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으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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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속에서 살아가는 상호 의존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자기 의식을 갖추고 지식을 비
판적으로 적용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이대성, 2011;
61, 62). 반성적 사고에 대하여 듀이(1910)는 ‘지지하고 있는 근거와 지향하는 궁극적
인 결론의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주의 깊게 모든 신념과 지식에 대해 검
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차경수․모경환, 2008; 133). 이러한 반성의 과정은 시민의
정체성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Couldry et al., 2014; 618). 디지털 시
민으로 공적 영역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하는 비판적 정보 소비자인 동시에 생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성적 능력이 필요하다(황용석․이현주․박남수, 2014;
494).
디지털 시민은 자신과 관계한 사회를 반성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시민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이슈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21세기 시민
의 중요한 요소이다(Choi, 2016; 12). Howard(2015)는 참여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문화적 기준에서 보는 것이 디지털 시민에게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
하였다(Howard, 2015; 31).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 세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참여와 관련 있는 문화와 이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인식
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의 다양화와 가속화에 따라 단순한 디지털 접근 및 이용보다는 어떻게
이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디지털 사용의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
다. 이로 인해 디지털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필요
하다(노창희·성동규, 2015; 104). 디지털 정보를 분별 있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정보를 단순 검색하는 행위를 넘어서 개인이 얻은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차원에서의 반성적 능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찾아낸 정보를 이해하
고, 그 정보의 내용에 비판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검증된 정보만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황용석 외, 2012; 203).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불확실한 정보로 사회 불안을 유발하는
정보 전염병(Infodemics)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윤성이와 이원태(2009)는
‘분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핵심요건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
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디지털 사회에 있어 정보는 고부가가치 상품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올바
른 정치 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디지털 매체의 확산과 함께 시민들
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양은 무한대로 증가하였으나 그 정보의 질과 정확성
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거 없는 인터넷 괴담은 댓글과 재댓글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고, 포털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 커뮤니티를 통해 복제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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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생중계와 같은 다른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매개 및 재매개되면서 정보의 확대 재생산과 전파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게 되
어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킨다(윤성이·이원태, 2009; 69-70). 따라서 디지털 시
민은 자신들이 접하는 정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이것을 정확하고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 행동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 이
는 자신의 디지털 사회에서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주의로 인한 폐해, 반사회적인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
방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자신이 상황적으로 적합하게 테크놀
로지를 사용하였는지, 타인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였는지, 타인을 존
중하였는지와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민의 반성적 사고는 사회에 대한 무조건 비판과 저항이 아닌 자신이 관
계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에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의 바람직하고 안정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 디지털 시민의 반성적 사고 함양을 위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Ⅳ

. 결 론

디지털 시민으로 자신과 관계한 사회를 반성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경
계 없이 살아가는 것, 디지털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들 상호간의 이해와 디지털 사회에 대한 공동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서로가 연결된 연대의 장으로 반성을 통해 상호 협력
의 조건들이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참여의 장이 될 수 있으며(이대성, 2011;
81),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 함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과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의식의
재고는 건강한 디지털 시민사회 형성에 도움을 주며, 그러한 성숙된 사회에서 디지털
시민들은 능동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노승용,
2009; 156). 사회과교육는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과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을 연습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데 실질
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Lisa & Kimgerly, 2016; 2064).
디지털 행위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는 숙의에 대한 교육이 사회과교육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비판적 이성적 사고에 기초한 적절한 숙의 없이는 적절한 행동이 불가능
하다(변종현, 2003; 255). 숙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의견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승

사회과교육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연구 35

화되어 합의 또는 통합에 이르는 과정, 즉 대화, 토론, 설득 등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
의 의견과 선호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수긍하는 집합적 의견
을 만들어 과정을 의미한다(이대성, 2011; 80-81). 사회과교육을 통하여 논쟁에 대하
여 대립적인 관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증거에 입각해서 자신의 관점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민주적 숙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과교육을 통한 디지털 행위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사회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
지만 이것이 타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학생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책임은 윤
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게 해준다.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2004)은 공적 삶에서의 참여, 민주주의 제
도 아래에서의 시민성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 개방적이며 관대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을 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다. 디지털 사회의 시민은 이러한 시민교
육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를 갖추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http://www.undp.org/governance). 따라
서 사회과교육에서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디지털 사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여 범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
는 기회를 제공하는 CIRCLE(Global,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
활동과 같이 학생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과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행동을 통해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
는 구체적 경험이 사회과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민의 특징과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사회과교육
에서의 디지털 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디
지털 공간에서의 시민 행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위한 사회과교육에서의 숙의에 대
한 구체적 실행 방안,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을 위한 디지털 사회 시민의 권리와 책
임에 대한 교육 내용, 디지털을 통한 공공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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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gital Citizenship of Social Studies

Lee, JiHye(Seoul

Yeomri Elementary School)

Civic participation in a digital society is further expressed in a diverse way
according to the relevant issue, participation method and participation purpose. But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is not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Digital citizens need to participate responsibly as imprudent and irresponsible
participation can be the cause of instability in society.
Therefore, digital citizens should participate in the public domain responsibly to
achieve development and consensus in a democratic society by recognizing themselves,
reflectively, in relation to the society based on digital literacy; critically searching for
the substance and quality of digital contents, and using reflective thinking. It is
required in social studies that students be provided with specific learning experiences
where they reflect upon their own activities for self improvement, learn about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digital citizens for their responsible participation, and
participate in the public domain digitally.
Key words: social studies, digital citizenship, responsibility,
participation, self-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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