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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민주주의 : 정치․교육 민주화의 과제와 대안
김

용

찬

<< 요약 >>
현대사회의 특징은 정보화, 세계화, 포스트모던화로 규정할 수 있다. 상호작용성과 상호확
산성을 지니는 이 세 가지 추세 중 중핵을 이루는 정보화는 민주주의의 확대에 기회를 제공
하는 동시에 위기를 초래하는 야누스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는 민주
주의를 지향하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정치와 교육의 과제와 대안을 파악․제시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정보사회의 성격을 정치사회적으로 분석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정치와 교육의 과제와 대안을 파악․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려고 하
는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인간 사회에서 권력은 왜 중요하고, 정보화시대에 권력이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가?
2) 21세기 정보사회 내지 지식기반사회는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단절
된 새로운 사회인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 정보화를 추가한 정도
의 사회로서 기존의 산업사회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회인가? 3)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
과 비관론을 관통하는 핵심적 문제는 무엇인가? 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대의 민주
정치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정치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시민의 정치적
무력감을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확장하며 권력을 통제하기보다는 시민을 통제하는데 기
여할 것인가? 5)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기반한 정보사회의 도래는 교육제도와 환경의
조건적 측면에서 기회균등을 보다 확대시켜주고, 성공적인 민주시민교육에 기여할 것인
가? 교육의 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키고,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파행적으로 가게 할 것인
가?

* 사회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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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보화의 물결과 권력이동
21세기를 시작하는 문턱을 넘어선 오늘의 사회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화가
획기적으로 진행된 정보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문명의 발전과정
을 물결과 물결의 충돌로 파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약 1만년 전
인 기원전 8000년 무렵 농업의 창시에 의한 농업혁명을 인류역사를 변모시킨 제1의
물결(토지에 기초한 문명), 1650년～1750년 무렵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제2의 물결(공
장 굴뚝에 기초한 문명), 1955년～1965년 무렵에 시작된 정보화의 물결을 인류변화의
거대한 ‘제3의 물결’(컴퓨터와 통신망에 기초한 문명)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제3의
물결 시대 즉 정보화 시대에는 권력의 구조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권력이동이 일
어난다고 보았다.
인간 사회에서 권력은 왜 중요하고, 정보화 시대에 권력이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권력’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
킬 수 있는 가능성”(“The chance of a man to realize his own will in a communal
action even against the resistance of others”)이다(Weber, 1974 : 180). 이와 같이 정
의되는 권력은 지배 - 복종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본질적 측면과 유아 때
부터 시작되어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멸되는 인간의 본성적 측면을 설명해줄
수 있는 개념으로서,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개념이다. 그것이 비록
순화되지 않고 적나라하게 남용되어온 탓으로 사람들은 권력에 대하여 심한 비난과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그것 없이 사회질서는 유지될 수 없고, 권력욕은 새디즘
(sadism)적․매저키즘(masochism)적 욕구와 뿌리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본
능적 욕구이다(Fromm, 1955 : 122-154). 따라서 권력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며 무한하고 다양한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
으로서, 모든 사회제도와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일반적 양상이다.
권력은 물리력․부(富)․지식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권력이동’은 이러한 권력
의 구조에 본질적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서 물리적 폭력이나 자본이 아닌 정보 내지
지식이 권력의 원천으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권력이동의 시대(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내지 지식의 장악이 전세계적 권력투쟁의 핵심문제가 되고 경제성장의 열쇠가 된다.
토플러는 이러한 권력이동이 1990년대에 급격히 일어나고 21세기에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토플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화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정보화의 물결이 사회의
권력관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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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동을 야기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물리적 힘과 재산이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쉽사리 감소될 것 같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적으로 동의하기
는 어렵지만, 정보화의 진행에 따른 권력이동 현상이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거대한 추
세(mega trend)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Ⅱ. 정보사회의 개념
현대사회의 특징을 규정할 때 널리 사용되는 정보화 내지 정보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1. 자료, 정보, 지식
‘자료’(data)는 다소간 개별적인 사실을 의미하고, ‘정보’(information)는 범주와 분류
체계 또는 양식들에 맞는 자료를 의미하며, ‘지식’(knowledge)은 일반적인 진술과 설
명에 적합하도록 보다 정밀하게 다듬은 정보를 의미한다. 이때 정보는 자료보다는 좁
은 의미로, 지식보다는 넓은 의미로 통상 사용된다(Toffler, 1990 : 18). 즉 정보는 아
직 평가되지 않은 자료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처리․가공한 것이며, 지식은 더욱 추
상화되고 일반화된 것을 의미한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정보’는 인간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감소시켜 주고 의사
소통(communication) 과정을 거쳐 전달되는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일한 자료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정보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데 그것을 가려줄 기준
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위자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해주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지금이 오후 2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어떤 사람 또는 매체가 우리에게 지금이 오후 2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것은 우
리에게 정보가 되지만, 우리가 지금이 오후 2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
또는 매체가 그 사실을 알려주면 우리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보는 의사
소통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효용이 없다. 아무리 중요한 사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감소
시켜 상황을 파악하거나 상황에 대처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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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 정보화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 지식기반사회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정보화’란 인간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들이 접하는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의 증대는 무엇보다 정보 기술 즉 정보의 창출,
처리, 가공, 저장, 관리, 통제하는 컴퓨터 관련 기술과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관련 기
술에 의존한다. 이러한 정보 관련 기술이 과거에 비하여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사회가 ‘정보화사회’(과정적 개념)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정보화가 일
정 수준에 도달한 사회가 ‘정보사회’(수준적 개념)이며, 정보사회가 고도화․일반화되
어 정보와 지식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구조 전반을 작동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가 ‘지식사회’ 내지 ‘지식기반사회’이다. 따라서 고도정보사회를
지식사회 내지 지식기반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다. 토플러는 지식사회 내지 지식기반
사회를 육체적 근육노동이 아닌 정신적 지식이 권력과 부를 창출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회라고 규정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사회발전의 단계에 따라 과정적으로
열거해보면 정보화사회→정보사회→지식사회 내지 지식기반사회로 단계화할 수 있다.

3. 정보사회의 정의
정보사회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의 정의
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에 대한 정의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를 다
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Webster, 1997 : 28-56). ① 기술적

정의(technical definition) :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춘 정의로서, 정보의 처리․저장 ․
전송 등 정보 관련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
보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규정한다. ② 경제적 정의(economic
definition) : 산업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의로서, 정보와 관련된 산업이 국민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 이상인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규정한다. 어떤 산업
이 정보와 관련된 산업부문인가? 예컨대 마크 포랫(Marc Porat)은 경제를 1차 정보부
문과 2차 정보부문 및 비정보부문으로 나누고, 1차 정보부문에는 정보를 사용하는 산
업 예컨대 대중매체, 교육, 광고, 컴퓨터 제조업 등을 포함시키고, 2차 정보부문에는
다른 산업 내부에 들어있는 정보산업 예컨대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정보 부서가 만들
어내는 국내 소비 관련 정보, 석유회사의 도서자료 등을 포함시켰다. ③ 직업적 정의
(occupational definition) : 직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의로서 정보업무와 관련된
직업이 지배적으로 되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규정한다. 어떤 직업이 정보업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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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직업부문인가? 정보의 생산, 처리 및 분배에 관련되는 직업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범주는 주된 활동의 결과가 지식을 생산하고 판매하
는 노동자들이다. 예컨대 과학자, 발명가, 교사, 사서, 언론인, 작가 등이다. 둘째 범주
는 정보를 수집․분배․유통하는 노동자들이다. 예컨대 관리자, 비서, 사무원, 법률가,
중개인, 타자수 등이다. 셋째 범주는 정보기계를 작동시키는 노동자, 앞의 두 범주를
지원하는 기술자 즉 컴퓨터 조작원, 전화설치공, 텔레비전 수리공 등이다. ④ 공간적
정의(spatial definition) : 지역을 연결하는 정보 통신망(network)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로서, 전자 고속도로를 따라 거대한 양의 메시지, 대화, 영상, 명령 등이 이동하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규정한다. ⑤ 문화적 정의(cultural definition) : 유통되는 정보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는데 초점을 맞춘 정의로서, 개인적 사회적 일상생활의 모든 영
역에서 다양화된 정보매체들이 제공하는 메시지가 철저하게 침투․교환․수용되고 있
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규정한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미디어
가 편재한 사회에서 특징을 상실한 기호의 복잡하고 은밀한 그물망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 본 정의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여 나름대로 정보사
회를 규정한 것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 정보사회를 보다 총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
러 정의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한구, 1999 : 11). 또한 정보사회를 보
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의 도래 과정에 따라 정보사회를 인과관계적
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보사회는 정보통신 기술혁
신을 원인변수로, 경제적 직업적 변화와 시공간적 축약을 매개변수로, 문화적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 관련 산업과 직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대하고 시․공간적
제약이 축소되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정보가 편재된 사회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사회의 정보화는 얼마만큼 진행되었는가? 최근 한국전산원(NCA)
은 한국의 정보화 순위를 세계 50개 주요 국가 중 16위로 평가하였다.
한국전산원은 2002년 7월 18일 발간한 ‘2002 국가정보화 백서’를 통해 컴퓨터, 인터넷,
통신, 방송 등 4개 부문 7개 항목을 토대로 50개국을 대상으로 정보화 지수를 측정한 결
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16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8년에는 21위,
2000년에는 17위였다.
한국전산원은 매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나라별 PC 보급대수, 인터넷 호
스트 수, 인터넷 이용자 수, 전화회선 수, 이동전화 가입자 수, TV 보급대수, CATV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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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수 등 7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뒤 정보화 지수를 산출했다.
미국은 98년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했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핀란
드, 네덜란드 등이 2～7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는 홍콩이 8위, 일본 12위, 싱가포르
13위, 대만 15위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1) 우리나라의 PC 보급대수는 98년 827만대, 99년 1,153만대, 2000년 1,862만대로 급증
했으며,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해 2,400만명으로 인구 1,000명당 511명을 기록, 세계
3위를 차지했다.
(2) 인터넷 부문은 95년 26위에서 지난해 11위를 기록했다. 이 중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
해 2400만명으로 인구 1000명당 511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2000년 5위에서 3위로 급
부상, 우리나라 정보화 순위 상승의 주된 이유가 되었다.
반면 인터넷 호스트 수는 99년 46만여대에서 2000년 54만8,000여대, 지난해에는 69만
4,000여대로 증가했으나 세계적으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전산원은 “초고속 인터넷은 아직 정보화지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분
야가 포함되면 한국의 순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통신분야는 시장 포화 등으로 순
위가 밀렸으나 인터넷분야 선전(善戰)으로 국가 순위가 한 단계 올랐다”고 설명했다
(3) 통신 부문은 95년 18위에서 99년 7위로 점진적 성장을 해오다 지난해 19위로 하락했
다. 전화 회선의 경우 95년 이후 8～14위로 안정적 순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이동
전화는 99년에 8위까지 부상한 이후 후발 국가의 추격에 밀려 22위로 하락했다.
(4) 방송 부문은 95년 8위에서 99년 21위로 떨어지다 2000년 17위로 상승했다. 또 정보
화 투자규모도 90년 1조원에서 93년 11조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 99년에는 전
년 대비 26% 증가한 37조원, 2000년에는 27% 증가한 47조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의 투자규모는 약 4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9%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보화 투자규모도 90년 1조원에서 93년 11조원으로 급증하기 시작, 99년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7조원, 2000년에는 27% 증가한 47조원으로 추정됐다.
(5) 지난해 투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8.9%인 48조원으로 추산됐으며, 공공부문 정
보화 투자는 98년 이후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6) 한국전산원은 정보기술(IT)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규모가 90년 8조원에서 2000년 71
조원으로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http://www.nca.or.kr/main/nca_main.htm)

Ⅲ. 정보사회의 특성
정보사회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회이고,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어떻게 다른가? 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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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는 정보사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권력의 원천이 농업사회나 산
업사회의 물리적 폭력이나 자본에서 정보와 지식으로 이동한다(물리적 폭력은 만인에
대한 위험성과 보복성을 지닌 저품질 권력이고, 경제적 부는 보상과 처벌 양면에 작
용할 수 있어서 물리적 폭력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중품질 권력이며, 지식은 보상과
처벌은 물론 설득과 변형을 통하여 적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률적인 고품질 권력
이다). 둘째, 부르주아지나 프롤레타리아트의 시대가 아닌 ‘코그니타리아트’(cognitariat :
육체노동이 아닌 지식과 두뇌의 사용에 바탕을 둔 지식계급)의 시대이다. 지식경제의
확산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들은 코그니타리아트로 변해간다. 셋째, 인간의 사고방식
과 사회체제에 상호작용성, 이동성, 전환성, 접속성, 편재성 및 범세계화가 확산된다.
넷째, 산업사회의 6대 작동원리인 집중화, 규격화, 분업화, 동시화, 극대화, 중앙집권화
는 모두 도전을 받아 탈 집중화, 탈 규격화, 탈 분업화, 탈 동시화, 탈 집중화, 탈 극대
화, 탈 중앙집권화된다.
한편 다니엘 벨(Daniel Bell)은 진화론적 입장에서 사회를 ‘전 산업사회’(pre-industrial
society),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 ‘후기 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로 구분
하였다. 그가 말하는 전 산업사회는 농경사회이고, 산업사회는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며, 후기 산업사회는 서비스업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이 사회가 바로 정보사회
내지 지식사회다. 벨은 정보사회를 후기 산업사회를 규정해주는 광범위한 일련의 변
화중의 가장 특징적 측면인 동시에 첨단적인 측면을 포착해내기 위한 개념이라고 규
정하였다(정보사회학회 편, 1998 : 71). 그에 의하면 인류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기술
혁명을 겪었다. 제 1차 기술혁명은 200여년 전 제임스 와트(James Watt)의 증기기관
의 발명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제 2차의 기술혁명은 100여년 전 전기와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지금 우리는 제 3차 기술혁명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주역을 담
당하는 것이 컴퓨터와 전기통신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킨 기본 요소가 바로 정보이
다. 요컨대 정보를 매개로 하여 컴퓨터와 전기통신 분야의 기술혁명에 기반하여 일어
나고 있는 제 3의 기술혁명시대의 사회가 바로 정보사회인 것이다. 그가 제시한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동력에 기초
한 기계 기술이 전략적으로 중시되었지만,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정보에 기초한 새로운
지적 기술과 이론적 지식이 더 중시된다. 둘째, 산업사회는 재화 생산 중심의 사회인
데 반하여 후기산업사회는 서비스 생산 중심의 사회이다. 셋째, 사회의 기본적 구도는
사람과 자연과의 게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즉 인간 상호간의 게임이 주가 되는
사회이다(정보사회학회 편, 1998 : 70-73). 벨이 주장한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을 전산
업사회, 산업사회와 비교하여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이한구, 199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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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 산업사회,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의 비교
사회양식

전 산업사회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

생산양식

추 출

제 조

처리 및 재순환적 서비스
3차 산업: 수송, 공공 산업

1차산업: 농업, 광업,
경제부문

어업, 임업, 석유 및
가스

2차 산업: 제조업, 중공업,
중장비 건설

4차 산업: 무역, 금융. 보험,
부동산
5차 산업: 보건, 연구, 오락,
교육, 통치

변형되는
자원

자연의 힘: 바람, 물,
공기, 동물과 인간의
근육

만들어진 에너지: 전기, 석

정보: 컴퓨터와 자료전송 체

유, 가스, 석탄, 원자력

계들

전략자원

원자재

금융 자본

지식

기술

손 기술

기계 기술

지적 기술

직업군

직공, 농부, 수공업자

기술자, 반숙련 노동자

과학자, 전문직 종사자

방법론

상식, 시행착오, 경험

경험주의, 실험

과거 지향

즉시 적응 실험

미래 지향, 예측과 계획

자연과의 게임

제조된 자연과의 게임

사람 사이의 게임

전통주의

경제 성장

이론적 지식의 집대성

시간 전망
구도
기축 원리

추상적 이론: 모형, 가상 실
험, 결단 이론, 체계 분석

21세기 정보사회 내지 지식기반사회는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단절된 새로운 사회인가 ?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 정보화
를 추가한 정도의 사회로서 기존의 산업사회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회인가 ? 이에
대하여는 양론이 있다. 단절성을 강조하는 이론은 앞서 고찰한 토플러의 권력이동론
(power shift)과 벨의 후기 산업사회론(post industrial society)이외에도, 마크 포스터
(Mark Poster)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마이클 피오레(Michael Piore)와 찰스 세이블(Charles Sable) 및 래리 허쉬혼(Larry
Hirschhorn)의 유연전문화론(flexible specialization),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
의 정보양식발달론(informational mode of development) 등이 있다. 그리고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론에는 허버트 쉴러(Herbert Shiller)의 신마르크스주의(neo marxism), 마
이클 아글리에타(Michael Aglietta)의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 데이비드 하비
(David Harvey)의 유연적 축적론(flexible accumulation), 안소니 기든스(Anth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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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ddens)의 민족국가관리론, 위르겐 하버마스(Urgen Habermas)의 의사소통론 등이
있다(Webster, 1997 : 25-26).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단절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이론가들이 정보사
회가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정보와 지식을 취
급하는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며,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지식노동자들이 지배적 사
회계층을 이루게 된다. 또한 수직적 인간관계보다는 수평적 인간관계가 일반적이 되
고, 핵가족․대중매체․민족국가 등 산업사회의 기반이 되던 제도가 약화되는 등 사
회조직의 원리도 변화한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연속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이론가들이라 해서 정보가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
람들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정보화에 의한 사회 변화가 새로운 시대규정을 필요로
할 정도로 기존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기본적 틀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이 정보사회를 기존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정보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더
욱 치열해지고 자본의 세력이 우세하게 되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오히려 강화된
다. 또한 정보기술이 가져오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은 이미 근대사회의 출발점부터 진
행되어 왔고,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범람에 의한 공론의 장의 왜곡과 위축도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되어온 사회현상이다.

생각건대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와 지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보사회는 여전히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가?”(Shiller) “근대사회는 그 태생부터 민족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사회였다.
후기 산업사회의 이론적 지식이 산업사회의 지식과 과연 얼마나 다른가?”(Giddens) 또
한 단절론자들이 주장하는 정보사회의 특징적 첨단적 현상들이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
여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한, 정보사회가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이고 또한
정보사회에서 산업사회의 논리와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은 폐기되었다라는 식의 주장
은 정보화가 상당히 진행된 사회가 아닌 곳에서는 그리고 먼 미래가 아닌 현시점에서
는 경계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한국사회를 정보화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 내지 지식기반사회 중 어떤 단계에 있는 사회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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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보사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정보사회를 보는 이론가들의 시각은 극단적 예찬론으로부터 극단적 비판론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를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누어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측면
-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유롭고 평등
한 사회관계가 발달하고 참여가 확대된다(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확
산).
-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에
게만 유리하게 되어, 불평등한 비민주적 사회관계가 심화된다(지적 엘리트의 영
향력과 통치엘리트의 통제 강화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2. 경제적 측면
-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부(富)가 증대된다.
-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어, 실업자가 늘고 자본의 위력이 강
화된다.

3. 사회적 측면
- 사회조직이 분권화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사회구성 원리가 발달하여, 기능
위주의 수평적 사회조직과 사회구성 원리가 확산된다.
- 거대 자본이 정보를 장악하게 되어, 대기업 위주의 집중적 조직이 확대된다.

4. 문화적 측면
- 다원화되고 보편화된 문화가 확산되어, 의사소통과 사회적 협력기회가 증대된다.
- 개별화된 문화와 향락화된 소비문화가 확산되어, 세대간 계층간 단절이 심화되고
퇴폐적 개인주의가 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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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 공간적 측면
- 사이버 공간은 모든 사람에게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므로 자유와
평등이 확장된다
- 사이버 공간 이용에 관한 계층별 성별 불균형과 해킹, 바이러스 전파, 신속하고
광범위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이 침해된다.

6. 교육적 측면
-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과 원격교육이 확산되어,
교육현장에서 자유와 기회균등이 확장된다.
- 경제논리와 기업논리 및 상업논리에 학생들이 쉽게 노출되어, 인성교육과 인간관
계교육이 황폐화된다.

7. 국제관계적 측면
- 의사소통망(communication network)의 확장에 의한 시간적 지역적 제약을 극복
하여, 국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
- 강대국의 자본과 문화가 약소국에 쉽게 침투되어, 경제적 문화적 제국주의가 심
화된다.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을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
정보사회에 대한 이론가들의 논의를 검토해보면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자/비관론
자는 정보사회와 산업사회의 단절론자/연속론자와 거의 일치한다. 즉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자들이 예찬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보사회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이므로 기존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 존재했던 개인의 실질적 부
자유와 소외, 계급간 국가간의 불평등과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 반면에 정보사회에 대한 비관론자들이 비판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보사회는 기
본적으로 기존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회이므로 기존의 자본주
의적 산업사회에 존재했던 실질적 부자유와 불평등 및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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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사회현상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가 시작될 당시에도 산업
화에 대한 낙관론(물질적 풍요와 삶의 질의 향상 등)과 비관론(정신적 빈곤과 환경의
파괴 등)이 공존하고 있었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화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가
천착하여야 할 문제는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중 어느 것이 옳은가? 의 문
제가 아니라 낙관적 전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조건들을 현재화하고 비관적 전
망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의 실천적 문제이다.

Ⅴ.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 정치․교육 민주화의 과제와 대안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을 관통하는 핵심적 문제는 무엇인가 ?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은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제관계 등 사회 전 영역과 지역문제, 성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의 다양한 주
제들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과 주제들에 대한 논의들을 주의 깊
게 살펴보면 논의의 핵심적 중심축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것은 ① 정보사회가 계층간․지역간․성간․국가간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시킬 것인가? 확산시킬 것인가? 의 문제와 ② 정보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
되는 인간중심 사회와 가까워질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 의 문제이다.
권력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문제는 이념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실천
적으로는 정치와 교육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권력의 문제에 천착하는 분야이
고, 교육은 인간의 문제에 천착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라는 주제 하에 정보사회에서의 정치와 교육의 과제를 성찰할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1. 정치 민주화의 과제와 대안
가. 민주주의와 정치의 이상과 현실
오늘날 전세계의 보편적 이데올로기인 민주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근간으로
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
회에서 정치는 모든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 권력의 통제를 통한 시민의 자유
와 평등의 확보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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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해법은 모든
시민(비록 노예와 여성은 제외되었지만)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대화와 토론 및 투
표를 통하여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직접 민주정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정치공동체의 크기가 확대되고 대중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직접 민주정치는 이상적인
모델로만 남게되고, 오늘날과 같은 ‘대의(代議) 민주정치’가 민주정치의 현실적이고 보
편적인 양식으로 확립되었다. 대의 민주정치 하에서는 주권을 가진 시민은 정당이 제
시하는 입후보자를 선거를 통하여 선택하고, 당선자는 의회에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
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중요한 국정을 결정하게 된다.
대의 민주정치 하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제도
적 양식은 선거, 정당, 의회이다. 그러나 투표율의 저하와 선거 이후 다음 선거까지
시민의 의사표현 기회의 상실, 정당간의 차별성 감소와 무소속의원의 증가, 입법과 국
정통제에 대한 의회 기능의 약화 및 정치․정당․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무관심
그리고 냉소주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현대사회의 민주정치의 보편적 양식인 대의 민주
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정보사회와 민주정치의 발전가능성과 퇴행가능성
정보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것은 대의 민주정치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보사회에서의 다음과
같은 민주정치의 가능성과 한계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즉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대의 민주정치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정치과정에의 참여를 확대
하고 정치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 시민의 정치적 무력감을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확장하며 권력을 통제하기
보다는 시민을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 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되어 있다.
낙관론자들은 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기술결정론’의 입장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네트 워크에 의한 쌍 방향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대의 민주정치
를 불가피하게 했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 : 가상 공동체
와 지역 네트워크, 전자 정부의 활용을 통한 대량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교환 , 온라
인 투표, 대화와 토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민주주의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
여는 Christopher Aterton, Teledemocracy, 1994 : 권태환․조형제 편, 정보사회의 이
해, 1997 : 155-164. 참조)를 가능하게 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결함을 치유해준다고 주
장한다. 즉 가상공간에 아고라광장이 형성되어 이상적인 아테네식 직접 민주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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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고, 모든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민주정
치를 가능하게 해주어 정치의 질을 높여준다고 한다.
비관론자들은 기술적 잠재력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재구성된다는 ‘사회구성론’적 입
장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격차의 심화, 정보 과부하
와 오락성 정보의 증가, 전체주의적 감시와 통제의 강화 등에 주목한다. 즉 정보사회
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절대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정보획득에 필요한 경제력이나 정보
해득력에 따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격차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의 홍수는 인간의 정보 수용과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정
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현상을 초래한다고 한다. 정치적 정보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치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간접
적 수단이 늘어난 것이지 그러한 정보에 입각하여 정치적 영향력과 실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늘어난 정보에 비해 행동할 수 있는 수
단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과부하는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무
력감과 무관심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정호근, 1999 : 299-305). 이런 상태에서 시민들
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기보다는 오락성 정보에
탐닉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은 민주주의를 위한 아고라 광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향락
주의를 위한 오락 광장이 된다.
또한 비관론자들은 무엇보다 거대한 감시사회의 대두에 주목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관공서의 신청서류와 제출서류에 기입한 각종 신상정보,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로 구입한 거래실적, 여론조사 기관의 질문에 응답한 정치적 성향에 관한 내용, 통신
기기를 통한 통화내역 등은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개개인에 대한 세부적 문
서파일과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조지 오웰(George Owell)의
ꡔ1984년ꡕ에 등장하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독재자인 ‘대형’(Big
Brother)이나 미셸 푸꼬(Michel Foucault)의 ꡔ감시와 처벌ꡕ에 등장하는 감시자는 볼 수
있으나 피감시자는 볼 수 없도록 설계된 ‘원형감옥’(Panopticon)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비관론자들은 국제적으로는 세계화와 결합된 정보화가 미국의 마이크
로 소프트사가 보여주듯이 사이버체제를 전세계적인 단일한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형성
해가고, 국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각종 증명을
통합한 전자 주민카드 도입 시도 등에서 보여주듯이 행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전 국민에
대한 전자 감시망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에 주목한다(김진균, 1999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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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사회에서 정치를 민주화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
정보사회의 도래는 민주정치의 발전 가능성과 퇴행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정치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도전이 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정치
민주화의 확대 가능성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기술결정론자들의
주장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 권력의 통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확보를 이상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과제를 낙관적 자동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정치민주화는 전반적인 사회적 조건과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사
회구성원의 의지 즉 정치문화의 함수이지 단지 정보기술의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정보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정치의 문제이다(정호근, 1999: 317-322).
정보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정보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회적 조건과 이것을 달성하려는 사회구성원의 의지가 필요하다.
첫째, 정보의 평등화 : 정보격차의 해소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빈부격차가 정치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고 부의 공정한 배
분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였던 것처럼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접근 기회의 불평등
즉 ‘정보격차’가

정치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고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

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이다(권태환․조형제 편, 1997: 165).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조작하며 원하는 가상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적 조건 즉 보편적 접근, 최소비용, 최대접근, 최소규제의 원칙이 통용되는 보편적 정
보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정보사회학회 편, 1998 : 201203).
둘째,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 : 정보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각종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과 정보
취급기관(각종 여론 조사기관, 금융기관, 상업적 기업, 통신회사 등)들이 시민들의 신
상에 대한 세부적이고 방대한 데이터를 입수 축적 저장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
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자료들을 성향 파악, 여론조사, 상품판매, 신용파악,
고객확보 등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감시와 통제가 난무하는 전체주의 사
회로 전락한다. 정보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권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와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고 시급하다. 최근 우리나라 수사기
관이 법원의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거의 무제한적으로 계좌추적을 하
거나, 영장에 의한 ‘감청’ 이외에 영장 없이 하는 ‘긴급감청’ 사례와 엄격한 법적 절차
를 거치지 않는 ‘정보제공’ 협조요청 공문에 의한 전화․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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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례 및 PC 통신과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E 메일 공간까지 열람하는 사례가 급
증하는 것, 그리고 민간․사설업자의 ‘불법도청’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 정비
하여, 현행 감청 허용 범죄의 수(130-150여종으로 거의 무제한)․감청기간(3개월)․긴
급 감청시간(48시간) 등을 단축하고 감청 후의 사후통보제도를 도입하고 벌칙을 강화
해야 한다. 또한 정보사회에서 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느냐? 전체주의적 통제
사회가 되느냐? 의 여부를 가늠하는 1차적인 척도가 되는 것은 권력기관과 사회가 개
인의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에 달렸다는 것을 집권자, 권력기관과 수사기
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반시민들이 확고히 인식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교육 민주화의 과제와 대안
가. 민주주의와 교육의 이상과 현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교육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
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명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이면서도 각자에게는 다양한 측면에
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여기서는 ‘교육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명제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첫째,
교육제도와 환경의 조건적 측면에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전 과
정 즉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의 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간
의 존엄성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교육의 전 과정이 민주주의
의 이념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념적 지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교육제도와 환경의 조건적
측면에서의 기획균등과 교육의 전 과정의 민주주의는 법적, 문서적으로는 비교적 잘
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ꡔ헌법ꡕ, ꡔ교육기본법ꡕ, ꡔ교육과정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ꡔ헌법ꡕ : (헌법 전문)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
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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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ꡔ교육기본법ꡕ :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
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
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
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ꡔ교육과정ꡕ : (제7차 교육과정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
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2. 사회과의 목표 “…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과연 얼마나 민주적인가? 즉 교육제도와 환경의 조
건적 측면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의무교육 기간의 확보와 의무교육
의 무상화 및 정보교육 환경의 평등화는 얼마나 달성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은 성공
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전자에 대한 답변은 물론 후자에 대한 답변은 실로 부정적
이다.
나. 정보사회와 민주적 교육의 발전가능성과 퇴행가능성
정보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기반한 정

보사회의 도래는 교육제도와 환경의 조건적 측면에서 기회균등을 보다 확대시켜
주고 , 성공적인 민주시민교육에 기여할 것인가 ? 교육의 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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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을 보다 파행적으로 가게 할 것인가? 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되어 있다.
낙관론자들은 기술결정론적 입장에서, 교육정보화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교육과 인
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을 확산시켜 산업사회 대중교육시대의 획일적인 교육방식과
시․공간적인 제약을 탈피하게 해주므로, 교육의 평등성과 질의 향상을 통하여 ‘교육
의 기회균등’이 확장된다고 주장한다(Gates, 1999 : 440-457).
또한 교육에서 ‘컴퓨터 매개통신’(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활
용한 교육방식은 학습자들에게 학습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주고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 환경을 조성해주므로, 교육자 중심(가르침
-teaching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배움-learning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야 한다는 소위 ‘구성주의교육관’에 부합되어 학습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크게 신
장시켜 민주시민교육에 기여한다고 한다(정보사회학회 편, 1998 : 407-411).
비관론자들은 사회구성론적 입장에서, 교육의 주된 대상인 청소년들의 계급적 차별
성과 민주시민교육의 위기현상에 주목한다. 교육정보화는 교육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장비, 통신비, 적응교육 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데 비해, 청소년 집
단은 그가 소속한 학교의 종류․지역․성별․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
다. 각종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컴퓨터 보급 및 이용도는 그가 소속한 학교
의 종류․지역․성별․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계층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드
러내고 있다(하종원․백옥인, 1998 : 447-469). 비관론자들은 사회의 평등화를 위한 노
력이 미흡한 사회에서 정보화의 진행은 청소년들의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
를 더욱 심화시키고, 거기서 초래되는 불평등은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중요한 만큼 더
욱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비관론자들은 교육현장에서 정보화에 편승한 경제논리의 만연, 원격교육의 확
대에 따른 대면적 접촉기회의 상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기업의 비교육적 상술과
인터넷을 통한 오락물과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는 현상 등으로 인하
여 민주시민교육이 황폐화된다고 한다. 정보화시대의 진행과 더불어 1995년 김영삼
정권 때부터 진행되어 현정권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사업에서 두드
러지게 강조되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 등 경제적 용어나
논리들이고 민주주의의 논리나 교육 자체의 본질적 논리들은 장식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교육에서의 대면적 접촉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과 훈련기회는 축소되고, 청
소년들은 교육적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기보다는 향락적 사이버 공간에 탐닉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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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사회에서 교육을 민주화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
정보사회의 도래는 민주적 교육의 발전 가능성과 퇴행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
다. 그것은 교육 민주화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도전이 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교육 민주화의 확대 가능성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기술결정론
자들의 주장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교육제도와 환경의 조건적 측면에서의 기회
균등과 민주시민교육을 이상으로 하는 교육 민주화의 과제를 낙관적 자동적으로 해결
해주지는 못한다. 교육 민주화는 전반적인 사회적 조건과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교육
구성원 즉 교사․학부형․학생․정책당국과 주민의 의지 즉 교육문화의 함수이지 단
지 정보기술의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정보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문제
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교육의 문제이다.
정보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교육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조건과 이것을 달성하려는 사회구성원의 의지가 필요하다.
첫째, 교육제도와 환경의 개선: 교육기회와 정보접근 기회 불평등의 해소
교육과 정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대한 정보사회에서는 교육기회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민주화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6
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국한되고 있는 의무교육기간을 확대하고 의무교육
의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여 저소득계층이 보호하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화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소속한 학교의 종류․지역․성별․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 그리고 계층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컴퓨터 보급 및 이용도
를 평등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획기적 증대
가 필요하다.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이 이전의 정권보다 오히려 저하된 현실
은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논리 위주의 예산배분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제한된 예산을 의무교육의 내실화와 평생교육 기반의 확충 등 교육기회의 평등을 확
대하기 위한 사업에 투입하기보다는 교육의 수월성을 명분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미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고등
교육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두뇌한국(BK) 21ꡑ사업 등 교육의 불평등을 확대하
는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정책은 교육기관의 격차와 서열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
으로 보완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민주화 :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법적, 문서적, 선언적으로는 잘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대
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목표-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 등 교육의 전 과정이 민주시민교육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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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개편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국가의 궁극적 지표로 삼고 있는 사회에서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
시민의 양성이다. 민주시민은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지식․기능․가치관 및 태도를
지닌 균형 잡힌 시민이다. 현학적 지식인이나 직업적 기능인, 충동적 행동인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원리와 이념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시민이다.
정보사회를 살아갈 시민에게 자료와 정보의 수집․활용기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
나 그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지식․기능․가치관 및 태도
를 지닌 균형 있는 시민양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도외시하거나 형식화하고, 보편적
지식과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채 정보화와 세계화에 발맞춘다는 명분으로 컴퓨터와
영어에 능통한 경쟁력 있는 시민양성이라는 부분적인 하위 목표를 실질적이고 궁극적
교육목표로 전환시켜 그것을 지표로 삼아 교육과정의 시간배정과 내용구성 및 교육방
법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민주시민교육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교육의 전 과정에서 보편적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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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ormation Society and Democracy: The Task and Alternative
Plan of Political and Educational Democratization

Kim, Yongcha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rasp and represent the task and alternative
plan of Korean political and educational democratization in the informationizing
ag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is concentrated on the following items:
1) What is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power and power shift in the human
society?
2) Does

the wave of informationizing

in the present society bring about the

epoch-making power shift?
3) How do we approach so as to define the information society totally and
apparently?
4) Is the information society different society

or successive society in comparison

with industrial society?
5) What i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optimistic view and pessimistic view about
information society?
6) How do we accept the crossing phenomenon optimistic view and pessimistic
view about information society?
7) What is the common kernel question of optimistic view and pessimistic view
about information society?
8) Doe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enlarge the
freedom and equality of the citizen or contribute to controlling the citizen?
9) Doe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enlarge the
equality of the educational opportunity or contribute to failure of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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