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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시민사회에 관한 관심에 비해 현대 시민사회의 성격과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민
사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민성 교육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부족
하며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교육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부정
적인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민
성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비합리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민성,
경제논리에 의한 왜곡 가능성 등의 문제는 시민성 교육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성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시민사회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공공영역’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을 길
러내야 한다. 이는 사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민들이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형
성한 공적인 영역에서 심사숙고된 토의와 참여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둘째, 노동의 개념을 보편화된 사회권으로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까지 확대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시민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시민사회의 특성이 왜곡되는 문제,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반국가적·반정치적 성향, 이데올
로기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천 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이다.
주제어 : 시민사회, 시민성교육, 공공영역, 사회적 시민권

Abstract : Although the interest in civil society is increasing, the discussion about civil society
reflecting the nature of contemporary civil society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civil
society is scarce. Also, intensive debate concerning the direc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needed
for the members of civil society is not enough, either. In Social Studies textbook, there aren’t
enough considerations for the alternative option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Korean civil
society.
The civil society becomes the key dynamic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rough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The civil society , however, is made up of various groups of
people seeking their own profit freely, it creates lots of negative conflicts, too. Therefore we need
the citizenship education that enables us to overcome duplicity of civil society. Korean civil
society’s problem should be solved through the civil education, too.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thesis suggests the direction of civil education as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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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e must cultivate the citizenship participating actively in ‘public sphere’ to overcome
modern civil society’s duplicity. This supports that the active, independent citizens have an
interest in community’s problem and they practice discussion,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Second, we must extend the concept of labor to the universal social rights by reinforcing the
social civil right and extend the concept of democracy from political sphere to socioeconomical
sphere. Social civil right education is not only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civil society and Korean civil society but also it makes an opportunity for practicing procedural
democracy.
Keywords : civil society, citizenship education, public sphere, social civil right

I. 서 론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자 공간의 개념으
로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시대에나 시민사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에

회에 대한 이해는 그 시대의 민주주의를 이해하

있다는 것은 널리 합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는 첫 걸음이 되어야하며 시민사회의 시대적 특

하지만 사회과의 목표, 내용, 본질을 언급할 때

성에 대한 이해없이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논한다

흔히 사용되는‘민주주의’
,‘시민’
,‘시민사회’

는 것은 무의미하다.

등의 개념에 대한 합의 수준은 어떠한가? 이는

현재의 교과서와 수업을 통해 다루어지는 시민

사회과의 본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

사회는 일반적인 사회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기

도 불구하고 모호한 혼돈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도 하고, 때로는 시민단체 활동의 장으로, 혹은 우

특히 현대정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대되

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적 사회로, 또 때로는 다

고, 시민사회에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나 시민

양한 이익집단들이 충돌하는 갈등의 장으로 묘사

사회의 개념은 민주주의나 시민 등의 개념보다도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시민사회의 다

더욱 모호하며 현대 사회의 본질과 한국사회의

양한 측면이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회 개념들이 그

특수성을 반영한 개념 정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러하듯이 시민사회 역시 본질적 특성상 단일 개념

또한 민주시민적 자질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

으로의 합의가 불가능하며 시대상을 반영하여 특

과에서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형성과 참여를 강

성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

조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실체를 다루고 시민사

인지도 모른다. 시민사회의 개념 합의가 이루어지

회 구성 주체로서의 시민성을 육성하기에는 교육

지 않은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어

내용이 매우 빈약하거나 내용 진술상의 일관성이

서라기보다는 시민사회가 갖는 복합적인 역사성

부족하다.

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현대에 부각된 것은

는 사실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이지만 민주주의는 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목표지향적인 교육활동속에서 교과의

형성·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대별

본질과 관련된 개념이 명확한 정의와 방향성도

로 시민사회의 특성과 존재감이 다를 뿐이다. 고

없이 다루어진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

대의 시민사회는 국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으며 적어도 현재 시점의 관점과 맥락에서 위의

제한된 권리층의 직접 참여의 장이었기에 제한된

개념들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시민들의 질적인 토론장 역할이 강조된 반면 근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에

대 시민사회는 국가와 분리된 시민계층의 투쟁의

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교

정치 과정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공간이었으

육적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라는 시간적 특성과

며 현대에 와서 보편적 시민들의 정치적·일상적

한국 사회라는 공간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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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의 특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현대 시민사

야 할지 시민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해보

회가 요구하는 시민성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고자 한다.

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시민사회의

II. 시민사회의 의미와 특성

본질, 특성, 교육적 과제와 현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체계론을 바탕으로 시
민사회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려는 이호도
(2006)의 연구나 헤겔의 시민사회론을 통해 시

1. 시민사회의 의미와 변천
사회과의 탄생이나 본질을 이야기 할 때 근간이

민사회의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법교육의 필요성

되는 사회의 속성은 18-19세기에 유럽에서 성립

과 방향을 제시한 박상준(2003)의 연구, 민주적

한 사회적 특성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경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특성과 역할에

면에서 자본주의, 정치면에서 민주주의, 역사적인

대해 밝힌 주성수(2008)의 연구, 주선미(2010)

면에서 근대사회, 사회적인 면에서 시민사회라 부

의 공론장 이론을 통한 시민성 연구, 시민사회와

르고 있다(Giddens, 1998:300). 시민사회라는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시민성교육의 의미와 대안

용어에 처음으로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부여한 사

을 고찰한 전현심의 학위논문(2004), 참여연대

람은 로크인데, 그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사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에 필요한 시민교육의

회계약에 의해 구성하는 사회를 시민사회라 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김창엽(2006)의 학위논

하고 이를 정부와 구별하였다(Giddens, 1998:

문, 주민소환제도 등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시민

300).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하승수(2006)의

시민사회 개념들은 풍요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

연구, 세계시민사회와 한국시민사회의 특수성을

지만 이 개념들이 사회적·교육적으로 관심의 대

반영한 교육적 과제들에 대한 설규주(2004,

상이 된 것은 공산주의의 붕괴와 그것에 수반된

2005)의 연구 등이 그 사례이다.

민주주의의 개화, 과거의 경제모델에 대한 각성,

이 외에도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최근 다양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세계속에서 자라나는 결속

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현대 민주주

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전세계를 무대로 급속히 성

의에서 차지하는 시민사회의 위치와 관심이 크다

장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들(NGOs)의 부상 등에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들

기인한다.

이 주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사회의 본질

고전사상 속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를 발

을 규명하려는 연구,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현대

견할 수 있지만 당시에 시민사회와 국가는 구별

시민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역할을 강조하는 연

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양자 모두 시민

구, 시민사회에 필요한 시민성 교육의 방향을 설

들이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는 규칙들을

정하려는 연구 등으로 영역을 달리하고 있는 경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통제하는 일종의 정

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 현시대적 요구와

치결사 유형을 지칭했기 때문이다. 중세후기까지

문제점을 반영하는 시민사회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러한 고전사상은 계승되었지만 근대 산업혁명

그로 인해 도출되는 교육적 과제를 함께 탐색해

기인 1750년과 1850년 사이에 시민사회에 대한

보려는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생각들은 지배질서의 위기와 더불어 그것에 대응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민사회의 일반적 의미에

하는 차원에서 새롭고 근본적인 전환의 순간을

대한 탐색에서 시작하여 현대시민사회의 특성 및

맞게 된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

그 안에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로서

와는 대조적으로 시민사회를 자발적인 결사체들

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현실에 기초하

을 통해 새롭게 실현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

여 앞으로의 시민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한 국가의 부당한 침입에 대한 방어책으로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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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Edwards, 2004:31-32). 정교하게 구성된

과 맞물릴 때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개인과 집단

시민사회는 안정된 민주주의 정책의 토대가 됨과

간의 갈등,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

동시에 특수한 집단이나 반민주주의 세력들을 방

음은 당연하다.

어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수단으로 간주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변화된 시민사회의 개념은 현대에 와서
듀이(John Dewey), 아렌트(Hannah Arendt)

고대에 사회적 삶은 곧 국가속에서 이루어지는

등에 의해 당시의 현안에 관한 공적 심의를 강조

정치적인 삶을 의미했으며 인간의 정치적 삶은

하는 정치적 삶을 공유한 경험의 장으로서‘공적

신분의 구별 속에서 경제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영역(public sphere)’
의 개념으로 발전해간다.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와 시민사

또한 시민사회 내 지배를 해부·폭로하는 맑스주

회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해왔으나, 근대 혁명이

의와 개인적 자율성을 수호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전통적인 국가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사회적 삶의

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전통을 결합시킨 하버마스

영역, 즉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져옴으로써 국가

에 의해 심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場)을 의미

와는 분리된 시민사회 개념이 성립된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공

하지만, 국가와 분리된 자유로운 개인적 공간

적 영역’
,‘심의민주주의’
의 공간으로서의 시민

으로서의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사회가 강조되는 이유는 근대에 성립되고 현대에

추구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사회적 유대를 해체시

더욱 심화된 시민사회의 이중적 특성을 반영한

킬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시민사회 내에서 개인

것이다.

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개인들은

현대에 와서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 자율성을

공동체 안에서 필연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에 놓여

갖는 사회적 영역이라는 뜻으로 시민사회는 공적

있게 되므로 개인의 이익은 타인과의 이해관계속

권력이 행사되는 국가 영역과도 구별되지만 가족

에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이익

이나 시장과 같이 생산과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

추구가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조율된 일반적이고

지는 사적 영역과도 구별되며, 위계적인 구도하

보편적인 형식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면 사회적

에 놓고 본다면 국가와 사적 영역 사이에 존재하

유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개인의 행위는

는 중간 층위의 영역이라 말 할 수 있다. 또한 시

일정한 공동체의 규칙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민사회는 개인적이고 개별화된 이익과 관련된 사

헤겔1)이

시민사회내 상이한 경제적

적인 문제나 이해관계들이 상호 결합하고 조직되

이익집단, 정치적 이익집단 사이에 불거진 갈등,

어 공적 이슈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사적 이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에 대해 설명한

익과 공적 이익이 만나는 또는 사적인 문제가 공

것은 이러한 근대 시민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

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포괄하는 영역이기

으로 보인다.

도 하다(최장집, 2009b:74-75). 개인적 공간으

없게 된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시민사회의 형성과 확대는

로서의 시민사회가 갖는 갈등적 요소를 극복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현상임에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의 중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확대되어 가면서 가족이 해

간영역적 특성안에서 찾을 수 있다. 다원화와 전

체되고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하며 집단간의 갈등

문화를 특성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욕

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구와 노동의 분화는 빈곤층을 확대하고 사회적

이는 국가와는 분리된 자율적인 이익추구의 영역

유대를 파괴시킬 위험을 어느 때보다 크게 내포

으로서의 시민사회 특성을 고려하여야만 이해할

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 해결의 대

수 있는 주장이다. 자기 이익과 권리의 추구에 적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극적인 시민사회의 특성이 분업화와 전문화로 인

공적 영역의 개념과 숙고와 토의를 거쳐 공동의

해 점차 상호의존성이 강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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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주주의의 개념은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

의 시민사회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를 금기시하거

하는 최적의 방안이 되어줄 수 있다.

나 이데올로기화 된 시민사회가 외면당하는 결과
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과 과제

그러던 중 1987년 이후 한국 시민사회는 점차

한국사회에서도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말이 널

시장에 대해서도 견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사실

리 쓰이고 있지만, 이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전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자본주의 경제와

쉬운 말은 아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국가는 역사

사회 변동을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한국 시

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친숙한 말인데 반해, 시

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은 시장보다는 국가

민사회는 민주화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한 상당히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로부터 쟁취한 자

낯선 말이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시민사회가

율성을 조금씩 맛본 시민사회는 국가를 배후로

먼저 존재한 후에 사회의 사적·지방적 자원과

삼고 있었던 시장으로부터의 자율성도 요구하게

권위가 중앙 집중화되고 제도화되면서 국가가 건

되었고 이것은 곧 활발한 노동운동으로 나타났

설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가 이상으로 사회

다. 더 나아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시

혹은 시민사회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장 개혁, 환경, 여성, 평화,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한국은 국가가 모든 것에 선행해서 존재한 연후

하는 시민단체 결성과 시민운동이 더욱 활성화됨

에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역순의 과정을 거침으로

으로써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구분되는 시민사회

써 자율적 시민사회에 대한 의식이 부재하거나

의 영역을 보다 공고히 하게 된 것이다(설규주,

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최장집, 2009b:74). 그러

2005:30-31).

나 국가와 시민사회는 모두 현대 민주주의가 작

이처럼 한국시민사회는 서구시민사회와 달리

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라는

자본주의보다는 제국주의나 권위주의에 대한 정

것을 염두에 둔다면 민주주의의 이해 및 발전을

치적 투쟁 과정에서 결사와 운동 영역을 중심으

위해서나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이라는 사회과 목

로 저항적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한국시민사회

표에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나 우리에게

는 서구와 동일하게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

생소하고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있는 시민사회에

는 중간영역이지만, 자생적인 물적 토대에 의해

대한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 형성되기보다는 정당성 없는 국가 권력에 대

현대적 의미의 서구 시민사회의 발전이 주로

한 반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이고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서 기인한 것임과 비교할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격을

때 우리의 시민사회는 일제의 침략과 강압적인

띠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한국시민사회는 서

통치 및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적 저항이라

구시민사회보다 정치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강하

는 정치적 의미가 강했다는 것은 한국 시민사회

게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의 고유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해방 이후에

그러한 성격이 내부의 자생적인 토대 위에서 만

도 지속된 대한민국 초기의 권위주의 반공국가와

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

독재때문에 시민사회의 정치적 성향이 강화되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합리성과 지속성을 띠기보다

고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는 곧 정치적 민주화 운

는 비합리적이고 선동적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

동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게다가 정치적 민주

하고 있다(강대현, 2008:55).

화 운동의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보여준 많은 운

최근의 경향을 포함한 한국 시민사회의 모습은

동적 성향은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해 이데올로기

근대 이후 서구 시민사회의 특성 변화가 그러하

운동으로 왜곡되어지면서 국가에 의해서 뿐 아니

듯이 우리 시민사회 역시 정치적 영역에서 비정

라 시민사회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치적 영역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80년대까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 이후

지 주로 정치적 민주화 영역으로 여겨져왔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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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운동과 그것의 장(場)으로 여겨져왔던 시민사

의 투입(input) 기능을 하는 여러 주체의 집합체

회가 90년대 이후 비정치적이고 사적인 영역으

로 여겨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와 동일

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90년대 후반부터는 가

시하는 경향이 크다. 실제로 중학교 사회 교과서

속화된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시장의 영향

에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직접 언급한 내용은

력이 비대해지면서 경제논리에 의해 시민사회적

거의 없으며 직접 언급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본질이 왜곡되고 상업화될 위험성마저도 띠게 되

같이 특성이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채 개

었다.

념만이 제시되어 있다.

시장, 국가, 시민사회의 관계속에서 과거에 가
장 강력했던 지위가 국가에 부여되었다면 현재에
는 시장에 그 자리를 넘겨주면서 시장이 국가, 시
민사회에 비해 보다 확실한 주도권을 가진채 여
론, 언론, 시민사회를 압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시장간의 경
계가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경제논리에 의해 지배
당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한
국 시민사회는 어느 서구 시민사회보다도 정치적
이고 공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비합리적이고 선동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적으로
는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사회
를 움직이는 주요 이념으로 자리잡아갔다(중3 사회,
중앙교육진흥연구소:49).
대중사회란 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 결정자로 인정되는 현대 사회를 말한
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은 각종 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며 시민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였다(고등학
교 사회, 교학사:184).

적인 경향이 있고 이데올로기와 경제논리에 의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우 Ⅵ단원의 주제가

왜곡의 위험성마저도 지닌 전환기적 특성을 지니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 그 중 1단원의

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가‘시민혁명과 시민사회의 발전’
으로 제시
되어 있어 시민사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해

3. 현행 사회과 내용 속의 시민사회 특성

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민주시민적 자질 육성이라는 사회과 교육의 목

정확한 개념 정의와 성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

표와 교과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고

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려할 때에 교육내용으로서의 시민사회는 각 시대

형성된 시민주체의 사회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 추구했던 민주주의 지향점과 시대적 특성을

공공선을 위하여 존재하는‘바람직하고 좋은 사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즉, 현대 시민사회가 가

회’
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택과목인

지고 있는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는 바람직한

정치 교과서에서는 비교적 시민사회의 형성과정

결사체로서의 모습과 갈등과 혼란의 원인 제공

과 현대 시민사회의 특성,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가능성이라는 이중적 성격, 그리고 한국 시민사

필요한 시민성 요소에 관한 내용 분량이 다른 과

회적 특성과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할

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정치 교과서 내의

것이다.

다른 주제나 개념들과의 관계로 분석해 볼때에는

하지만 현행 교과서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민사회 관련 내용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며, 국

시행에 따라 보급될 교과서2) 속에서 시민사회에

민공통교육과정에 속하는 10학년까지의 사회과

대한 진술은 상당히 피상적이고 모호한 경향이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사회에 관한 교육이 절대적

있다. 민주주의 발전속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해

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각각의 교과서에서

서만 언급할 뿐‘시민사회’
의 개념을 아예 사용

시민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개념 설명이

하지 않거나, 일반적인‘사회’
의 개념과‘시민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한 두 문단에 불과했으

회’
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이익집단, 시

며 대부분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되고

민단체, 개인으로서의 시민, 정당 등 정치과정에

있는 상태 혹은 이념형적 개념으로 시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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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하고 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시민사회에서는 시민 각
자의 현명한 판단과 능동적인 참여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으
로는 자율성과 책임 의식, 정의감, 인권의식, 법의식
등 여러 가지 시민의식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덕목
들은 민주적 생활 양식의 기초가 되며 사회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등학교 사회, 법문사: 216).
현대 시민 사회의 정치 문화를 특징짓은 요인들
은 무엇일까? …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
여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정치
체제와 문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참여형 정치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등학교 사회,
법문사:245).

물론, 아래에 제시된 경우와 같이 시민사회의
이중성이나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다루고 있
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이중성에 관
한 깊은 이해와 그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시민성으로서 담론과 심의의 중요성, 공적 영역
의 의미와 참여, 그리고 그 참여가 왜 어렵고 잘
이루어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 등은 깊이있게 다
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확대되
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며, 시민사
회가 잘 형성된 국가는 선진국, 그렇지 못한 국가
는 후진국이라는 식으로 진술한 것은 시민사회를
이상적인 좋은 사회로 정의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세력들은 입법
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결정자와는 물론 다른 경
쟁 집단과도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
들은 상호 협력하거나 대립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한다(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259).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시민 사회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시민 사회라는 말은 학자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정부)와
시장(기업)에 대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는 사회
적 영역을 말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의 경우,
시민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하여 정부의 부당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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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나 기업의 독점적 횡포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
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개
발 도상국의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발달이 미약하다
(고등학교 정치, 미래앤컬쳐(주): 256). - 읽을거리
에 시민사회를 보는 다양한 견해가 소개되어 있음.
시민사회란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영역이다. 국가나 시장으
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시민 사회는 공적인 토론
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은 선거,
공적 토론, 언론 투고, 단체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과 부패는 물론,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한다. 다양한
정치 참여 주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때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
해진다(고등학교 사회, 교학사:236).

시민사회를 이상적인 좋은 사회의 의미로 파악
하는 관점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형성과정과 과
제에 관한 진술에도 나타나있다. 아래 제시된 고
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시민사회가 자율적이
고 이기적인 공간이기에 또다른 자율적 집단과의
충돌이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특성의 언급은 없
이 사익을 포기하고 정의와 공공선을 위해 자신
을 희생하는 개인을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시
민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시민사
회의 본질적 특성과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
의 유용성에 관해 소홀한 채 시민사회를 지나치
게 이상적이고 좋은 사회의 전형으로만 다루게
될 경우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주체로서의 시민성
교육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광복 이후, 서구의 정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민
사회 형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남북 분단
의 현실과 권위주의 정권 때문에 시민사회의 형성은
늦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
을 확보한 시민사회의 모습은 1960년대 이후에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무릅쓰고 사회정의와 공공선을 위
하여 희생해 온 수많은 시민들에 의해 유지, 발전되
어 왔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발전과 민족 통일,
인류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고등학교 사회, 지학사:173-174).

결국, 우리 사회교과서 속 교육내용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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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모습에서는 첫째, 시민사회의 개념이나

자꾸 새로운 권리의 목록을 만들어가거나 발견해

형성과정, 특성 자체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어 학

낼 수 있는데 시민사회의 모든 부분이 그것을 따

습자들에게 시민사회의 실체를 소개하고 이해시

라가지 못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새로운 소외가 생

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으며, 둘째, 현대 시

길 수도 있다(설규주, 2005:33). 근대 이후 시민

민사회가 갖고 있는 이중성에 대한 이해와 그로

사회는 자유롭고 이기적인 개인들에 의해 구성되

인해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성으로서의 자질에 대

고 있으며 국가와는 별개의 공간과 체계속에 존

해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

재하고 있으므로 개개인이 자유로운 욕구 체계와

고 있으며, 셋째, 시민사회의 모습이 민주주의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고 결집한다면

실현을 위한 혹은 실현을 통해 달성될‘이상적이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

고 좋은 사회’
의 모습으로 간주되고 있어 도덕적

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해체를 유발하는 이중

이고 의무적인 시민성을 강조하게 될 우려가 있

성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지닌 시민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헤겔은‘공적 시민(citoyen)’
의

III.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1. 시민사회의 이중성과 시민성 교육의 필요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공적 시민은 국가의 인륜
성 속에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면서 개별성의
원리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다. 공적 시민은 국가 속에서 공동의 이해관심과

사회과 교육은 민주시민적 자질 육성을 목표로

가치를 추구하고, 보편적인 자유와 정의의 원리

하고 있으며 목표의 구체화를 위해 시민적 자질

를 인식하고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시민으

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왔다. 또한

로, 시민사회 속에서 노동을 통해 자기이익만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민적 자질에 늘 관심을

추구하는‘사적 시민’
, 즉 부르주아(bourgeois)

가져왔고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교과의 목표와

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헤겔은 교육을 통해 이런

내용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시

부르주아 계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인륜성

민의 참여와 적극적 주체성이 어느때보다도 요구

을 지속하기 위해 공민이란 시민상을 제시한 것

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정치과정에의 투입(input)

이다(박상준, 2003:174).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의

헤겔의‘공적 시민상’
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

특성상 시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활동의 무대가

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되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시민사회 구성원으

지향점을 향해 교육되어지는 것이며 시민이 교육

로서 시민성 교육은 그 필요가 절실하다 할 수 있

을 통해 성취해야 할 특성과 자질들이 바로 시민

다. 그동안의 사회과가 주로 국가 구성원으로서

성의 요소가 된다. 시민성은 인간 이성과 지성의

의 국민 교육을 거쳐 국가와의 관계속에서의 시

단순한 파생물이 아니고 타고난 능력으로서의 이

민교육에 치중해왔다면 이제는 국가 혹은 시장과

성의 문제로 파악될 수 없으며 새로이 학습되고

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고려할 수 있는 시민

교육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

여의 열정과 욕망을 말살하거나 천시하는 것이

어야 할 것이다.

아니라 상호 신뢰, 관용, 협조 능력 등과 같은 것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인권침해

들을 교육시킴으로써 공동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를 방어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인권침해를

주의깊게 성형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시민

야기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영역

성인 것이다(주선미, 2010:179).

이 부, 권력, 영향력 등에 있어서 모두 동질적일

교육은 의도적인 행위이며 사회적·시대적 요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 한편에서는

구에도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한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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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발전에 필수요소가 되기에 참여가 독려되는

를 이와 같이 결사적 삶의 토대로 이해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긍정적 기능과 함께 시민사회 자체

매우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결사적 행동이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가 점차 증가하는

를 개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거나 가장 효

이중적 특성을 모두 지닌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과적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결사체로서의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특성뿐 아니라 현대 시민사

시민사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시민사회

권장해야 할 모습이기는 하지만 더 큰 갈등과 문

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으

제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유형의 시민

로서의 시민성 습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사회 특성과의 조화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이다.

한다.
둘째는‘좋은 사회’
로서의 시민사회이다. 이는

2. 현대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성 교육

1)‘공공영역’참여자로서의 시민성 교육
현대 시민사회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
른 시민성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의 유형을 제
시하는 약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이념이 가장 이상적으로 담고 있는 즉, 자
유 및 민주주의와 더불어 관용, 평등, 비폭력, 신

시민사회의 성격을 유형화해보는 것이 유용하다.

뢰, 그리고 협동을 공통분모로 하는 규범적 용어

에드워즈(Michael Edwards, 2004)는 역사적

로 정의된 시민사회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으로 다양성을 갖게된 시민사회의 개념 유형을

(Edwards, 2004:90). 고대 폴리스가 실현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이

자 했던 시민사회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는 현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

으며 우리 교과서 속의 시민사회 진술 역시‘좋

을 상당히 설득력있게 설명해준다.

은 사회’
,‘이상적인 사회’
로서 시민사회를 전제

에드워즈가 분류한 첫 번째 유형은‘결사적 삶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의 토대’
로서의 시민사회이다. 이는 현재 사용되

이러한 관점에서의 시민사회는 사회적으로나

고 있는 시민사회 개념들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

교육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로서의 민주주

로 19세기 미국에 관한 토크빌의 생각을 직접 계

의의 모습과 그 안에서의 가치요소를 분명히 해

승한 것이다. 통상‘제3섹터’또는‘비영리섹터’

주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나 시민사회

로 지칭되는 시민사회는 가정과 국가 사이의 모든

에 관한 교육내용 요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결사체들과 네트워크들을 포함하며(Edwards,

힘들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

2004:57) 국가의 전제성을 예방하고 민주주의를

인 민주주의 가치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토크빌에게 시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성격, 신념, 시민사회

민사회는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의도하지 않은 결

구성 목적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과인 새로운 전제국가의 출현을 방지하고, 민주

생각할 때에‘좋은 사회’
를 구성하는 공통의 사

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회 규범이나 가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 결코

자발적 시민조직의 영역(Tocqueville, 2002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양해평, 2008:10에서 재인용)으로 이해되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 다원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현
대 사회의 특성은 좋은 사회로서의 시민사회 모

민주주의의 역사적 진행과정을 볼 때에 결사적

습을 더욱 존재할 수 없는 이상향으로 내몰고 있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더 큰 삶의 의미를 성취하

다. 또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 목표를 토

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믿는 명분을 실현하려

대로‘좋은 사회’
의 실체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하고, 집단의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사실이므로

각 주체가 추구하는 좋은 사회에 이르는‘수단’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형성된 시민사회

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다시 한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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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좋은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과 가치에 대

을 설명(Edwards, 2004:129)하였는데 이는 하

한 합의만큼이나 그에 도달하는 수단이 제도화되

버마스가 강조하는 담론과 심의를 통한 민주주의

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개인간, 시민사회간 갈등

실현의 사례라 할 만 하다. 사회적 결정과 변화는

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 유의해야

위로부터의 지배나 통치, 혹은 아래로부터의 결

한다.

사체적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셋째는‘공공영역’
으로서의 시민사회이다.‘공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사회 구성원의 끊임없는 공

중(public)’
이라는 개념 즉, 공동선에 관심을 가

적 토론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고 그것에 관해 민주적으로 심의하는 능력을

그것이 또한 현대 민주주의의 경향이자 추구해야

가진 하나의 총체적 정치 체제를 시민사회의 핵

할 방향이라는 것이다.

심으로 보며 시민사회를 통해 공동 이익의 개발,

이러한 담론과 심의를 통한 공공영역에의 참여

타인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양보하는 기꺼움,

는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출발하여 요즘 활발히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과의 공통점을 발견함으

논의되고 있는 공론장적 시민성의 형성을 통해서

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능력 등이 효

실현될 수 있다. 공공영역으로서의 공론장은 국

과적인 협치(governance), 실용적 문제 해결,

가와 시민사회 양자를 매개하면서 공론과 여론이

차이의 평화적인 해소 등을 통해 시민사회를 유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 즉, 공적인 문제에 대한 토

지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라 파악

론이 생기는 곳(Habermas, 1991:398을 주선

하는 관점이다(Edwards, 2004:120).

미, 2010:172에서 재인용)을 의미하므로 모든

공공영역은 공동체와 관련된 사회문제, 문화적

시민 혹은 시민들의 연합체는 공론장의 주체가

편견과 정체성, 공공정책의 필요 등의 문제에 관

된다. 그리고 공론장은 정치과정에서의 집단이기

해 공적인 공간에서 토의와 논쟁을 활성화시킴으

적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나 공동체적 조화를 추구

로서 공익을 달성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하면서도 자발적이고도 합리적인 참여를 강조하

공간이자 과정을 의미한다. 즉, 이는 입법부나

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론장적 시민성은 현대

행정부 등의 구성원으로 공식적인 정책결정권을

시민사회가 추구해야할 시민성으로서의 타당성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은 개인의 삶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문제가 해결

공론장은 시대에 따라서도 그 특성이 변화되어

되는 것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왔는데, 예를 들어 고대의 공론장은 사적 영역을

이유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논의

희생하고 공적인 영역인 도시국가의 정치적 의사

와 협치를 실현하고자 구성한 것이다. 또한 공공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론의 장을 의

영역은 개인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지만 사적인

미했다. 하지만 현대의 공론장은 정치나 경제 뿐

문제를 공론화시켜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

아니라 사회적 영역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토

정이므로 논의의 주제를 선정하거나 문제를 해결

론과 연대가 발생하는 모든 시·공간을 의미하게

해가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절차

되었으며 새로운 의사소통 공간으로 전자적 공론

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장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 관점의 시민사회는 현재 광범위하게 유포되

오늘날에 이르러 시민은 크게 공동체내에서 일

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참여민주

정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공동체의 구성원’

주의 혹은 담론정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기

(공화주의적 전통)을 뜻하기도 하고, 자기의 권리

초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치오니(Amitai

를 행사하는‘자율적인 개인’
(자유주의적 전통)

Etzioni)는 30년간의 공적 토론을 거쳐 현재 위

을 뜻하기도 한다(주선미, 2010:175). 시민의 의

치에 도달한 반흡연 행위의 사례를 들어 공동의

미에 따라 시민성의 의미 또한 달라지게 되므로,

이익은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만 도모될 수 있음

공화주의적 전통에서는 시민성 역시 공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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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부담 등으로 표현되는 반면, 자유주의적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과제를 반

전통에서의 시민성은 주로 지위, 권한, 권리등으

영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

로 표현된다.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에서 요

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를 이야

구하는 시민성은‘공동체의 구성원’
으로서의 공

기할 때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불평등, 소

동선 추구를 지향하게 되므로 본질적으로 공화주

외, 양극화등 사회경제적 모습이 평가의 기준이

의적 전통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공공성을 지향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관

하는 공론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형성과 유지는

련된 역사적 특수성은 여전히 시민사회의 역할과

자율적인 개인으로서의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므

본질을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하여 파악하게 하는

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화로운 관점에서 시민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정치

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버마스가 공론장

적 민주화의 과제에 발목잡혀 있으며 사회적 시

을 사적 개인들이 공적 시민으로 전환되어가는

민권의 내용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결과로 이해할

토의공간으로 정의한 것에 착안하여 우리는 공동

수 있다.

의 이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영국의 사회학자 마셜(Marshall.T.H)은 시민

의지와 심리적 준비상태를 공론장적 시민성의 내

권을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는데‘시민적 권

용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가 그것이다.

이러한 공론장적 시민성의 내용은‘공공영역’

시민적 권리는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적 가치를

에서의 활동을 통한‘좋은 사회’형성, 그리고 그

담은 인신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사 표

것을 위한‘결사체적 참여의 자발적 활성화’
를

현과 언론의 자유, 재산 획득의 자유와 같은 권리

통해 에드워즈가 구분한 시민사회의 세가지 유형

를 말하며, 정치적 권리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선

의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사회적 권리

실제로 에드워즈가 시민사회의 유형을 구분한 것

는 사회 발전에 따른 경제적·물질적 성과를 일

은 어느 하나의 유형이 더 필요하다거나 옳다는

정하게 배분받아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복지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

분배의 내용을 갖는 권리,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을 위해서는 세 유형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경제적 권리를 의미한다.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결사적 삶의 토대로서의

시민권과 관련하여 세 번째 영역인 사회적 권

시민사회는 결속력을 토대로 시민적 요구를 국가

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회적

에 가장 적극적으로 전달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시민권이라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염두에 둔 활동이나 관심사보다는 단체 내부의

사회적 시민권은 두 가지의 의미적 역할을 갖는

관심에 치중하기 쉬우며, 좋은 사회로서의 시민

다.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고 발전시

사회는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밝혀주지만 공공영

키는 기초로서의 사회적 시민권이며 다른 하나는

역이나 결사체의 도움없이 좋은 사회에의 도달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환경하에서 인간의 사회

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 유형의 조

적인 가치와 역할이 경제 성장과 시장의 효율성

화와 보완을 통한 시민사회 개념을 형성하고 이

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응해 일

를 교육적 요소에 반영시켜야만이 민주주의 발전

상적인 삶의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경제

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그

적 삶을 유지할 권리로서의 사회적 시민권이다

안에서의 시민의 역할이 가능해 질 것이다.

(최장집, 2009b:124).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각 시대 시민성

2) 민주주의 개념 확대를 위한 사회적 시민권 교육

의 역사적 개념 그 자체가 아니라 시민성의 개념

현대 시민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시민성 교육만

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과 시민성이

큼이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시민사회와 마찬가지로 당 시대의 현실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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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함과 동시에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함께 지니는 이중적인 개념으로 존재해왔다는 사

첫째, 현대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현

실이다. 이렇게 파악해 볼 때에 현재의 시민은 자

실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

본주의 체제와 친화적인 민주 국가의 구성원이라

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의미를 사회·경제적 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

주주의의 개념으로까지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한

양한 문제점을 시민사회 역시 내포하고 있다. 따

다. 과거에 시장으로 인한 문제는 강력한 정부에

라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상의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여겨져 왔으나, 이는 다

한계와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보완해가

시 정부의 실패와 그로 인한 신자유주의적 반동

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 의해 오히려 더욱 강력해진 시장을 초래한 바

일상적인 삶의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경

있다. 반면, 시민사회는 노동문제, 환경오염, 빈

제적 삶을 유지할 권리로서의 사회적 시민권은 현

부격차 등을 유발하는 시장에 맞서 대응하는 세

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력으로 작동하면서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시장의

한국 시민사회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자본의 논리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

에 의한 왜곡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데에

을 가지므로 정부의 개입이 유발하는 부정의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시민들간의 개

사회적 시민권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정부분 그 역할을 해왔

방된 의사소통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의 공
동선을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는 것은 이미 시민이라는 용어의 변화 과정을

실제로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는 정부정책 과정

통해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기도

의 협력자, 감시자, 비판자로 역할을 할 뿐 아니

하다. 시민이란 용어는 고대 아테네 시절부터 사

라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정부

용되기는 했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citoyen)

혹은 정치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집단

은 자유를 누리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가의 시

들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민으로 경제적 함의를 가진 부르주아(bourgeois)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 시

와는 구별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

민사회의 이러한 기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본주의가 발달하고 동시에 문제점이 드러나 사회

할 수 있다.

주의 사상이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처럼 건강한 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

회적 불평등의 조건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

이 자리잡았고, 진정한 평등은 동등한 정치 참여

한 과제이다. 불평등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평등에까지 확대

저해하는 요소로서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크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손

게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

봉호, 2003:20을 강대현, 2009:99에서 재인

회적 불평등의 조건 개선은 사회적 시민권 교육의

용). 이러한 근대 시민 개념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핵심적인 내용 요소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시민이란 민주 국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

더불어 시민들은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을 통해

하는 주체이자,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으로 이윤

생존과 평등을 위한 국가와 시장의 혁신만을 요구

을 추구하면서 경쟁하는 동시에 생존 혹은 평등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사적 삶 자체를 혁신하

을 보장받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강대현,

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사적 삶은 평등하고 좋은

2009:99).

사회의 이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하

이처럼 사회적 시민권을 강조하는 시민성 교육

며 시민사회가 지나치게 국가에 불안정을 야기하

이 현대 시민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시민교육으로

는 사회적 요소로 전락해갔을 때에는 오히려 시민

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자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사회의 사회적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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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야 한다. 그 전에 국가 역시 시민사회나 결사

자들에 한정된 계급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체들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있어 노동권에 대한 개념을 협소하게 만들 뿐 아

폭넓은 계층에 기반을 두고 실시한 복지혜택들

니라 사회권의 개념까지도 더불어 협소하게 만듦

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미국의 복지개혁이

으로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

시민사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범계급적이며 지역

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따라서 노동의 보편적 개

에서 국가로 통하는 연결교량들이 붕괴됨으로써

념으로서 사회권 개념을 정착시키고 사회적 시민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Edwards, 2004:161)는

권의 실현을 통해 개인의 정당한 권리 추구 뿐 아

사실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공존 관계가 얼마나

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평등에 대해서도 인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식의 지평을 넓혀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권적 시민권에 기초한 시민권 교육

셋째, 사회권적 시민권의 의미를 통해‘좋은

은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반국가적·반정치

사회’
에 도달해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적 성향으로서의 시민사회 특성과 이데올로기의

수 있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시민

독일의 사회학자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

사회는 여전히 반국가적 운동 중심의 활동 영역

는 사회적 시민권의 내용을‘물질적 급부’
와‘권

으로 치부되며 현대에 와서는 탈정치적·탈이데

리의 부여/획득’
이라는 두 개념으로 구분한 바

올로기적 성향마저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

있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후자

와의 대립구도 속에서 시민사회의 기능을 파악하

로서의 개념이다. 사회적 시민권을 물질적인 급

고 시민사회의 지향에서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려

부로 파악한다면 정부가 복지비와 사회보장을 확

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하고 여러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냉전반공주의가 낳은 가장 중요한 결과 가운데

때 사회적 시민권이 증대했다고 볼 수 있고, 사회

하나는 노동 개념의 보편성 획득과 노동운동의

권의 확대는 복지비의 증가로 측정할 수 있다. 그

정치세력화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한국

러나 사회적 시민권은 물질적 급부를 의미하기

사회에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노동에 대한

보다는 절차적 가치로서 권리 획득을 강조하는

부정적 의미는 노동이라는 말을 통해 문제를 이

개념이다. 그것은 사회의 소외 계층이 정치와 정

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념과 이해의

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참여로부터

틀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

의 소외를 제거하는 권리다. 즉, 그 정책과 수혜

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극단화된 이데올로기의

를 필요로 하는 사회세력과 그들의 대표가 직접

효과를 제거하는 권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의 행위자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은 노동이 사회내로 통합된 경험을 갖지 못했기

제도의 확립과 이를 통한 정치적 기회와 통로의

때문에 노동의 정치 참여나 작업장 참여가 무엇

확대를 의미한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정치

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의 부여/획득

지 않다. 유럽에서 노동의 정치 참여는 조직노동

이 사회적 시민권의 핵심인 것이다(최장집,

의 이해 관계를 대표하는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

2009b:168-169).

고, 유럽처럼 노동자들의 이익을 중심적으로 대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은 물론 그간의 사회과

표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같은 경우에서

교육의 내용은 사회적 권리와 관련하여 물질적

조차 노동은 개별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조직노

급부를 부여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권리를 충족시

동, 즉 노동조합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최

키는 방법에 골몰해왔다.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장집, 2009b:156).

함께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의 확대가 민주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에 대한 의미가

주의의 확산인 듯 치부되었을 때에 사회적 시민

부정적일 뿐 아니라 노동자 자체를 제조업 노동

권이 너무 쉽게 위협받게 된 것도 물질적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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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사회권을 보장해왔던 우리의 현실과 무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

관하지 않다. 사회경제적 권리를 마땅히 인정받

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긍정적인 특

아야 할 주체들에게 정치적 능력을 부여하고 획

성과 함께 다양하고 자유로운 이익추구의 원리

득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나갔더라면 신자

때문에 갈등을 양산시킨다는 부정적인 특성을 함

유주의적 발상이 지금과 같이 빈부의 격차를 확

께 가지고 있어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대시키고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시민성 교육을 필요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게 된다. 또한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비합

현대의 민주주의는 시장가치와 병행해서 강화

리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민성, 경제논리에 의

되고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개인의 자

한 왜곡 가능성 등의 문제는 시민성 교육을 통해

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시장은 필연적으로 비민주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적인 요소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시장가치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성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병행하면서도 시장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

첫째, 현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

해서는 시장의 의사결정 구조에 사회적 약자의

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공공영역’
으로

평등과 분배의 문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절

정의되는 시민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시

차적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시민권은 민

민성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사적인 영역

주주의가 그렇게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기본적

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민들이 공동체

인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형성한 공적인 영역
으로서의 공론장에서 심사숙고된 토의와 심의,

IV. 결 론

참여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시민사회에 관한 관심

성격을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좋은 사

은 폭증하고 있으나 현대 시민사회의 성격과 한

회’
로서의 시민사회적 요소를 지향하는 가운데,

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민사회에 대한

‘공공영역’
을 통해 심의민주주의, 담론정치를 가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

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를

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시민성 교육의 방향에

가능케 하고, 가장 적극적인‘결사체’
적 시민사

대한 집중적 논의 역시 매우 부족하다.

회에의 참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시민성을 궁극

헤겔이후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시민

적으로 추구함을 의미한다.

들의 사회적 삶의 영역으로 정의되고 있고 시장

둘째, 한국사회에서 지나치게 협의의 개념으로

의 발달, 개인의 욕구와 노동의 분화 등의 과정을

왜곡되고 있는 노동의 개념을 보편화된 사회권으

거치면서 시민사회 자체내에 갈등과 문제 해결을

로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치적 영역에

요구하는 이중성을 갖게 되었으나 교과서 속 시

서 사회·경제적인 영역에까지 확대시켜줄 사회

민사회는 주로 바람직한‘좋은 사회’
의 모습으로

적 시민권 교육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시민권 교

묘사되거나 일반적인‘사회’
와 같은 의미로 사용

육은 시장의 논리에 의한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보다 국가가 선행해서

해결해 줄 뿐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존재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그 후 이어진 권위주

반국가적·반정치적 성향의 문제점과 이데올로

의적 정부에 대한 대항적 성격이 강했던 한국의

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적 특성과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한국 시

사회권적 시민권이 갖는 권리의 부여와 획득의

민사회가 갖게된 문제점 역시 교육내용으로서의

과정을 통해 좋은 사회에 도달해가는 절차적 민

시민사회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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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pp.31-54.

이다.
현대 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시민

______(2005).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

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삶의 영역으로서 시민사회

권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44(1),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면 사회과에서 육성하고

pp.27-56.

자 하는 시민성 역시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
하고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여전히 다
양하고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것
이 도출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개념의 모호성에

손호철(2006). 해방 60년의 한국정치19452005. 이매진.
양해평(2008). 교과서의 시민사회 개념 분석. 한
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비하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이경주(2002). 사회적 기본권과 민주주의-사회

있다. 현대 시민사회의 이중성과 한국 시민사회

보장수급권을 중심으로.「민주법학」
, 21

의 특수성이 가져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

호, pp.173-196.

성 교육의 방향으로 공공영역에의 참여와 사회적
시민권을 강조한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제안이다.

이재철(2009).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세계화 그
리고 시민사회. 손호철·김원 엮음. 세계
화와 한국의 국가 - 시민사회II. 이매진.

주

이호도(2006). 체계론적 접근에 의한 시민사회,
「사회과교육연구」
, 13(4), pp.125-151.

1) 헤겔은 최초로 국가에서 시민사회를 분리시킨 사람으로 국
가의 정치적 영역에서 분리되어 사적인 영역이 되어버린 시
민들의 사회적 삶의 영역을 시민사회라고 불렀다.
2) 여기에서 현행교과서라 함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3 사
회와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정치 교과서를 의미하며, 고1 사
회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내년부
터 적용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심사본이 학교현장에 모두 보
급된 상태이므로 새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중1 사회
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되어 2010년에 보급되
었으나 시민사회에 대한 내용 진술이 없는 관계로 분석 대
상에서 제외시켰다. 모든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시민사
회 내용의 진술 경향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시민사회 언급 비
중 자체가 너무 적었으므로 연구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특성
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논거로 제시하는 수준에서 분석
내용을 정리하였다.

전선일·Hannes B. Mosler(2009). 성숙한 민
주주의를 위한 민주정치교육 전략. 엠에드.
전현심(2004).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사회학적
고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선미(2010). 공론장 이론을 통한 시민성 연구,
「사회과교육」
, 49(2), pp.171-183.
주성수·정규호·이선미·조성미(2008). 아래
로부터의 시민사회. 창비.
최장집(2009a).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
니타스(주).
______(2009b). 민중에서 시민으로 - 한국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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