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사회과교육연구 제18권 제1호(2011) 19-33

초등 사회과에서 법교육의 적용과 변천*
- 미국 법교육이 주는 시사 박 용 조
진주교육대학교

The Changes and Applications of Law-Related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 Implications from the Cases in the United States Park, Yong-Jo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인 법교육을 실천해 온 미국의 초등학교 법교육을 맥락적으로 검토하
여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법교육을 시대별로 개관해 보고, 초등학교 법교육의 적용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로부터 초등
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접근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기 고유한 목적을 지닌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법교육의 내용은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복합적인 학습 기능(skills)들이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법교육 교실은 민주주의의 실제와 가치를 반영한 환경이어야 한다.
다섯째, 법교육 프로그램은 내용, 방법, 교사연수, 정보센터 등이 하나로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 주어
져야 한다.
법교육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학교 법교육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 초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시사점에 터하여 현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
일 것이다.
주제어 : 법교육, 초등 법교육, 사회과 교육, 미국 법교육사, 법교육의 적용과 변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law-related education(LRE) in United States,
and to find directions of LRE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started analyzing history of LRE in the United States. Then, I examined the process of the
changes and applications of LRE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Finally, I found useful approaches
to LRE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The major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LRE programs, with their own distinct goals, should be provided at elementary
schools.
Second, LRE contents should be organized around basic legal concepts.

* 이 논문은 진주교육대학교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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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LRE programs should include complex skills.
Fourth, LRE classroom should establish an environment which mirrors and values the
democratic practices taught throughout the law-related education curriculum.
Fifth, LRE programs should be provides with one package unifying contents, methods, teacher
training, and information center
For invigorating school-based LRE after the enactment of LRE Support Act in Korea, we should
be focusing efforts to evaluate exactly with these approaches.
Keywords : law-related education, elementary law-related education, social studies education, history
of LRE in the United States, the changes and applications of LRE.

I. 들어가며

오늘날과 같은 법교육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2) 본 연구는 이들의 시기 구분을 참고로 하

2008년, 법교육지원법의 제정은 학교 현장에

여 미국에서 초등학교에 법교육이 적용되고 변천

법교육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

초등학교 법교육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문헌들

교 현장에서는‘법은 어렵다’
는 고정 관념 때문

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그 경향성을 검토하며, 이

에 법교육의 실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로부터 한국의 초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접근

왔다. 한국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법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교육이 도입된 것은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사회과 법교육의 체계적인 접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서‘법과 사회’
를 통하여

근을 위하여 미국 법교육으로부터 시사점을 모색

서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법과

한 연구가 있어왔다. 미국 법교육의 사례를 들어

사회’
를‘법과 정치’
과목으로 대체해서 접근하고

한국의 사회과 법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최인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 법교육이 도입된 모습에

화, 1990; 허종렬, 1991; 이기우, 1993; 박성혁,

서도 법교육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한

2005)가 있으며, 시민 교육의 입장에서 미국 법

영역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교육의 사례를 주목한 경우(김영천, 1997; 홍준

나 한국에서 학교 법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한다

형, 1997)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갖는 공통점

면, 법교육은 모든 학교급에서 이루어져 하며 초

은 미국 법교육의 내용을 근거로 한국 법교육의

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강화 방안 및 향후 발전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과 체계성을 갖추어서 접근하여야 한다.

점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미국 초등학교 법교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법교육, 특히 사회 교

육 운동의 역사적·맥락적 이해를 통하여 미국

과에서의 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초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

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성공적인 법교육을 실천

난 접근 방법들이 갖는 시사점을 확인해 보려는

해 온 미국 초등학교 법교육의 변천과 적용 과정

본 연구와는 차별화 된다고 본다.

을 검토해 보고,1) 이를 통하여 한국 초등학교 사
회과 법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시사를 얻고자 한
다. Feinstein·Wood(1995)와 Knepper
(1997)는 미국 법교육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II. 법교육의 태동 : 내용과 방법에
제한된 중등 중심의 법교육

미국의 법교육을 크게 1930년대부터 1960년대

학교 교육과정에서 법에 관한 교육은 전혀 새

초반까지 태동기,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로운 것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항상 이루어져 왔

초반까지 발전기, 1970년대 초반부터 확산되어

던 부분이다(Gross et al., 1978: 30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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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법교육은 1930년대 사회
교과 내의 공민과 정부 과목의 새로운 접근 방법
을 시도함으로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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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교육을 위한 단체와 기관의 노력
1962년, Starr는 NCSS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
으며,‘대법원과 오늘날의 쟁점’
을 저술하고‘우리
의 살아있는 권리장전’
이라는 이름의 브리태니커

1. 법교육을 위한 개인 차원의 노력

교육사 영화시리즈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

초기 법교육은‘법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해 Starr는 시민자유교육재단(Civil Liberties

Isidore Starr의 활동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

Educational Foundation : CLEF) 이사장인

며, 그는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초기까지 유일

Minna Post Peyser와 협력하여 고등학교 사회과

한 법교육 제안자였다(O’
Brien, 1991: 35). 따

학생의 권리장전 인식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협의

라서 초기 법교육의 특성은 Starr의 활동에서 확

회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NCSS는 중

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등학교 교사 9인을 선출하여 예일대학교 로스쿨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콜럼비아대학의 교수진들과 함께 공동연구에 참여

1930년대, Starr는 블루크린 공업고등학교 공민

하였으며, 여기서 자유, 정의, 평등을 중심 주제로

교사로서 헌법, 형법, 불법행위, 계약법과 관련된

한 교수 플랜인 Williamstown보고서를 개발하였

사례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교수함으로

고 CLEF는 Williamstown보고서를 전국의 교육

써 효과적인 법교육의 방안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배포하였다(Knepper, 1997: 7).

활동은 그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알 수 있다.

1962년 11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NCSS 연

그 때(다시 말해, 1930년대) 나를 놀라게 한

차대회에서 미국 대법원 판사 William Brennan

것은 법과 관련된 토론이 학생들의 관심과 그들

이 기조연설에서 Starr의 Social Education의

의 사고의 질에 미치는 효과였다. 나는 사회과에

칼럼 중 하나를 인용함으로써 Starr는 그때부터

서 법의 활용이 교과서 내용의 피상적인 해설에

LRE의 창시자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어서, 같

서 벗어나 가치 갈등, 의사 결정의 본질, 그리고

은 달 버지니아 Warrenton의 Airlie House에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에 대해 탐색하는 사례 연

서 연방 대법관 Brennan과 Douglas가 공동의

구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장으로 개최한 회의에 90명의 법률가, 로스쿨학

기 시작했다(Starr, 1977: 6).

장, 단과대학장, 그리고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참

이러한 Starr의 활동은 기존 사회과 교실에서

석하였다. 이들은“헌법과 법은 행위 결정의 기

의 내용 및 접근 방법과는 다른 것이었으며, 그의

초이며 제재이다. 우리는 법의 의미와 본질을 발

활동은 자신의 교실 내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양

견하고 학생들이 발견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법

한 매체를 통하여 소개되어 현장의 법교육에 대

의 위치를 조명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학교에 주

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라고 결의하였다. 이러한

Starr는 1951년부터 1963까지 미국사회과위원

결의로, 법교육운동이 알려지게 되고 시작하게

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

되었다. Warrenton회의는 권리장전의 원리를

NCSS)의 학회지 Social Education에‘최신 연

교수하기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Assembly)

방대법원 판례’
라는 제목의 칼럼을 시리즈로 게재

를 창설하였고 여기에는 NCSS, 미국정치학회,

하였으며 인기를 끌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학

미국로스쿨협회가 동참하였다. 국가위원회는 순

생들에게 논쟁 문제에 관하여 교수할 때 활용하도

회판사 6인, 대학총장 6인, 로스쿨학장 4인, 교육

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는 이 시리즈를 통하여 로

감 6인, 법학, 역사학, 정치학, 철학 교수와 여러

스쿨에서 전통적으로 활용해왔던 사례연구법을

시민운동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소개하고 공공의 논쟁문제를 통합하여 가르칠 것

교사연수도 실시하였다(Knepper, 1997: 7-8).

을 독려했다(Knepper, 1997: 7).

Starr가 관여한 1962년의 Williamstown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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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숍, NCSS 연차대회에서의 미국 연방 대법관

수·학습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이들에게 연수의

Brennan의 연설, 그리고 Warrenton회의 이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세 가지 사건은 법교육이 하나의 교육과정 운동
으로 탄생토록 한 밑거름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법교육의 원리
(tenets)를 확립한 것(O’
Brien, 1991: 43)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법교육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I. 법교육의 발전 : 다양한 프로젝트
와 초등학교 법교육의 맹아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들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법교육을 위한 다양한

첫째,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대한 교수

지원 조직이 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의 강조와 법교육의 교수 기법으로서 사례연구법

이 기간 중 활동이 두드러진 조직으로 헌법권리재

의 중요성이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권

단(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

리장전은 역사적 사회적 계약이고 인간의 존엄성

CRF),3)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공민교육위원

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시

회(Committee on Civic Education at the

민성 교육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선택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되어 온 것이었지만 획기적인 것은 수업 방법의

CCE-UCLA), 시카고변호사협회의 미국사회법

쇄신이었다. 오늘날과 같은 사례연구법(case

프로젝트(Law in American Society Project

studies)이 실천되었고, 그리하여 적절성이라는

: LIASP) 등이 있었다. 이러한 기관들의 작업은

사회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사례연구법

오늘날 우리가 법교육이라고 알고 있는 차원의

은 사실의 수집, 쟁점의 명료화, 정보의 분석, 식

형태로 구성되도록 이끌었다(McKinney-

견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이것은 학

Browning, 1998: 33). 그 중에서 초등학교 법

생들이 바라는 바와 교육자의 목적과 일치하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은 CCE-UCLA의 활동, 자

것이었다. 사례연구법의 활용은 법교육 운동의

유사회의 법 프로젝트(Law in a Free Society :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LFS), 시카고 변호사협회의 LIASP로 구체적으

둘째, NCSS와 CLEF, 그리고 교육 단체와 법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 단체가 협력하여 법교육을 추진하는 기반을
닦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교육에 대한 관심이

1. 초등학교 법교육의 시도 : CCE-UCLA

높았지만, 실제로 교실에서 개발되어 실천된 프

1964년에 설립된 CCE-UCLA는 청치학, 철

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여기에는 교육자, 전문

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교육학 교수들로 구성

법조인, 법률행정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

된 학제적 위원회이다. 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민

소통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 또한

주적 절차의 기본 원리들이 관련되는 구체적인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부족, 교사 훈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이들 기초적인 원리에 대한

련의 부족, 전통적인 수업 방법, 기존의 주도적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위원회에

인 교육과정의 문제 등에 의해 더 큰 장애가 형성

서는 많은 양의 사실적 지식이나‘민주적 태도’

되어 있었다(Feinstein·Wood, 1995: 10-11).

의 발달보다는 지적 기능의 습득을 강조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법교육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이들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식 문

어려운 실정이었다. 미국의 경우, 중등학교에서

답법의 활용, 모의재판이나 의회청문회 또는 다

법교육의 필요성 먼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한 중재위원회를 배경으로 한 역할놀이 활용에

법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공민, 정부 과목

대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 사례집과 교수

이 중등학교 사회과에 편제해 있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를 준비했다(Quigley, 1968: 1). 이 프로

따라서 중등 교사들이 법 관련 내용에 대한 교

그램은 UCLA 초등학교에서 실험 적용되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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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 교육과정을 주(州)의 8개 학교 시스템에서
적용하였다(Knepper, 1997: 9). CCE-UCLA
의 당시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선정한 교과내용은 오늘날 관심을 끄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흥미 있는 것이라
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법의 적정 절차,
표현의 자유, 법의 평등 보호, 정치적 갈등의 본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들 프로그램 모두에서 우
리는 가장 먼저 학교 환경과 같이 학생들의 경험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상황 속에서 내용을 제시하려고
하였고,…위원회에 의하여 개발된 자료들 모두에서
강조한 것은 학생들이 분석하고 다루게 되는 정치
사회 생활의 실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우리 프로
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연
구와 경험에서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다(Quigley,
1968: 1).

이처럼 CCE-UCLA가 추진한 법의 적정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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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시민단체, 정부기관도 동참하였지만, 시카고변
호사협회는 이러한 집회방식은 좀처럼 긍정적인 성
과를 거둘 수 없다는 데 교사들과 일치된 의견을 가
졌다. 학생들은 집회를 교실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오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 교사들은 종종
집회를 혼란스러운 것-조직화된 교실 프로그램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행정가들은 그것을
공적인 의무부과-학교와의 공적 관계의 빵조각 정
도로 생각하였다(Ratcliffe·Lee, 1968: 341).

현장에서의 법교육의 필요성과는 달리 실제로
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교육에 대한 문
제점을 인식한 것이 LIAS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
가 되었던 것이다. 시카고변호사협회 학교교육과
정 특별위원회는 고립된 정보 조각을 교수하지 않
는 접근방법을 개발하기로 하고, 어렵지만 기본
교과의 실체와 절차 모두를 교수하는 접근법을 개
발하고자 했다(Ratcliffe·Lee, 1968: 341).

차, 표현의 자유, 평등 보호 등은 권리 장전교육

1966년 9월에 들어서야 본 프로젝트의 이름을

을 강조한 것으로 이것은 Williamstown 워크숍

‘Law in American Society Project’
라 정하

결과물의 하나였다(O’
Brien, 1991: 66). CCE-

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LIAS의 활동은

UCLA의 활동은 법교육 태동기 중등학교 수준의

기본적으로 학제적 접근을 한다는 것이었으며,

권리장전교육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확산된 것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생각은

로 볼 수 있다. CCE-UCLA의 프로그램은 제한

다음과 같았다.

된 지역에서 제한된 시기에 적용된 한계를 지닌
것이긴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법교육을 처음 시도
한 것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2. 초등 교사 연수 중심의 법교육 : LIASP
1965년, 시카고변호사협회는 초·중등학생들
에게 효율적인 법교육을 위하여 기존의 방법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카고변호사협회
산하에 학교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두어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LIASP의 연구책임
자인 Ratcliffe은 당시 법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초·중등학생들에게 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를 생생하게 보여줄 필요에 의하여 탄
생한 것이었다. 매년 시카고변호사협회에 공립학교
학생에게 흥미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설할 자
원봉사 법조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수백 건씩 들
어왔다. 이러한‘집회 연설형’접근은 많은 사회기

…도시 학교 학생들에게 법을 교수하는 데 다음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정보를 흥미 있는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이 발
달되어 있어야 하나 그들에게 이러한 기능이 너무나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도
시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읽기 수준이 낮다는 것이
다. 자료가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
기 위해서는 가독성(readability)과 개념 탑재
(concept load) 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학교 활용
자료 계획에서(하계 연수회에서 적용된 것과 마찬가
지로) 대부분의 법개념은 미국사 과목의 교수에 통
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법(private
law)에서의 개념을 교수하는 것이 공민 또는 문제
과목 코스에서 더욱 적절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교육과정 설계에서 받아들여졌다
(Ratcliffe·Lee, 1968: 342).

LIASP의 활동은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의 개발과 개념 중심의 접근 방안을 개
발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자료에 터한 교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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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교사 연수는 첫째, 법의

장할 당시, 미국 사회는 무법과 폭력이 만연하고

실체적 양상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있으며, 그 원인은 모든 사회 기관 관계자의 기초

고, 둘째, 도시의 학교 과목과 교실 수준에 적절

지식 부족, 부적절한 교육과정, 사회과학에 대한

한 의미성, 흥미성, 가독성에 기초하여 조정된

비효율적인 교수 방법에 있다고 보았다. 변화와

수업 자료의 준비와 시물레이션, 모의 재판, 역

새로운 자원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가장 직접적

할놀이, 탐구문제 활용과 같은 수업 방법들을 경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학교이며, 수많은 학

험하고 실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수업

생과 성인에게 매우 큰 잠재적 영향력을 가진 곳

계획안과 그들의 과목을 위한 교사 핸드북을 활

또한 학교이기 때문에, 무법과 폭력 문제의 해결

용하는 활동을 하였다(Ratcliffe·Lee 1968:

을 위해서는 학생, 교사, 행정가, 지역사회 구성

343). LIASP 활동에서 초등학교와 관련 있는

원을 위하여 잘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최소한

자료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새로운 땅에서의

부분적으로는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O’

법(Law in a New
사

가이드이다.5)

4)이라는
Land)’

사례집과 교

이러한 활동은 1970년대 초반

까지 계속되었다.

brien, 1991: 111).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민주 제도에 대한 이해
의 증진, 가치, 원리와 과정, 효율적인 시민적 자

LIASP는 주로 하계연수를 받는 교사를 중심

질을 위한 기능의 발달, 갈등 해결과 의사결정을

으로 이루어진 제한된 법교육 운동이었다. 그리

위하여 민주적 절차 이용에 대한 이해와 의지이

고‘미국 역사’
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

다(O’
brien, 1991: 119).

5학년 사회과에 법교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려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유치원과 12학년까지의

고 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시민교육교육과정을 개념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초등 자료인 새로운 땅에서의 법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유치원과

(Law in a New Land)은 이 분야 최초의 것으

12학년까지의 프로그램 목표를 표로 제시한 후,

로 미국에서의 법의 발전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입헌민주주의의 이해에 기초적인 8개의 개념이

이러한 역사적 접근은 사회과 교육과정으로서 미

교육과정의의 조직자로 선정되었다. 이들 개념은

국사를 강조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특히

권위, 다양성, 자유, 정의, 참여, 프라이버시, 재

유용한 자료들을 만들도록 이끌었다(Archer,

산, 책임이다. 이들 개념들의 확인과 동시에, 주

1980: 8). 이처럼 LIASP는 내용과 방법에 있어

개념(major concept) 별로 관련 개념(related

서 기존의 접근 방법과 차별화되는 시도를 하였

concepts)의 표가 제시된다. 예컨대, 권위 아래

고 이러한 시도는 1970년대 초등학교 법교육 발

에, 지도력과 권력은 학생들이 배우는 중요한 개

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념으로 학생들이 권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3. 개념 중심의 초등학교 법교육 : LFS

각 개념별로 교육과정 가이드, 수업지도서, 사례

것으로 인식된다(O’
brien, 1991: 112). 그리고

1968년,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CCE에 지
방변호사협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공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따라 CCE는
Charles Quigley를 프로젝트 위원장으로 임명
하여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개발
한 프로젝트가 LFS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된 것은 당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개념 중심 법교육이 등

집, 교사교육 가이드 등 4개의 책자가 개발되었
다. 이와 같이, 내용을 개념 중심으로 구성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을 개념 중심으로 구성할 때, 학제적이
고, 철학적이며, 인문적이어서, 선정된 개념과 내용
은 학생들이 현재와 과거의 쟁점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법과 민주 정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완전하게 할 수 있으며, 토론과 역할놀이와 같
은 수업 기법의 활용으로 학생들은 법적 정치적 딜
레마 해결에 필요한 추론 기능을 획득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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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활용으로 학생들은 공평성을 갖게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
에 도움이 된다(O’
brien, 1991: 115).

1970년대 초반, LFC는 그동안 개발한 접근법
을 새롭게 다듬어 권위, 정의, 프라이버시, 책임
을 핵심 개념으로 정하고, 프로젝트에서 다양성,
참여, 재산, 자유를 제외시켰다(O’
Brien, 1991:
327-8).
이상과 같은 LFS의 노력에서 주목할 것은 첫
째,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
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내
용면에서 권리 장전의 내용을 강조하던 중등학교
법교육과는 달리‘개념 중심의 접근’
이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
한 개념 중심의 접근은 초등학교 사회과에 법교
육을 통합하는 데 가장 유효한 방안의 하나가 되
었다. LFS는 1970년대 이후 초등학교에서의 법
교육 확산에 가장 유망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Archer, 1980: 8) 기여하게 된다.
이 시기의 법교육의 초점은 여전히 중등학교
법교육이었다. 다만, CCE-UCLA의 활동, LFS,
LIASP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초등 학생를 대
상으로 하는 내용과 초등 교사를 위한 연수 자료
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등학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법교육을 초등학교에까지 확산시키고
자 하는 바람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미
국 전체 초등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시
기였다. 다만, 초등학교에 법교육이 비로소 시도
된 시기로서 다음 시기의 초등학교 법교육 발전
에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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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법교육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1971년, 당시 회장이
었던 Jaworski가 미국변호사협회 청소년시민성
교육특별위원회(American Bar Association’
s
Speci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tizenship : ABA/YFEC)를 창설하면서
부터였다. ABA/YFEC의 조직 이후 법교육 활동
은 막강한 ABA의 지역 조직이 동원됨으로써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ABA의 지역 조직 활동
을 매개로 법교육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ABA/YEFC을 비롯하여,
지역(Local)수준, 주(Statewide)수준, 국가
(National)수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전개되
었다.6) 이들 기관 및 조직의 활동은 1960년대 개
발된 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화하여 지역에 확산시
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초등학교 법교육과
관련되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의 조직적 지원 : ABA/YFEC
ABA/YEFC는 변호사의 공교육 활동을 수행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이었다. Jawaski는‘안내
형 프로그램’
과‘지방과 지역 수준의 산발적 과
업수행’
의 시대는 극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역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져
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ABA/YEFC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기보다는,
법조인, 교육자,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였다. 일련의 지역 회의가
1973-1984년까지 개최되어 협회는 법조계와 교
육계로부터 지도자를 추천받아 이들이 법교육의
중요성을 토론하고 이들 프로그램을 학교에 확산
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도록

IV. 법교육의 확산 : 초등 법교육의
체계화

하였다. 현존하는 주(州)와 지방의 많은 법교육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연원
한다. ABA의 YEFC의 역할은 공교육분과

법교육을 위하여 조직된 CRF, CCE, LIASP의

(Division of Public Education)7)로 이어져 오

지도자들은 1970년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초·중등교사에게 양질의

Bar Association : ABA)와 접촉하여 그들의 교

공민(civic)교육과 법교육을 수행하도록 지원하

육과정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고 있다(McKinney-Browning, 1998: 33).

요청하였다(McKinney-Browning, 1998: 33).

이러한 ABA/YEFC의 적극적인 활동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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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으로 1970년대 초반까지의 초등학교 법교육
활동이나 접근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당시 ABA/YEFC 특별위원회 전임 연구원인
Archer의 다음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초등 수준에서 대부분의 활동 보고들은 단지 특
정한 법에 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을 어기면 결과적으로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
면서, 친절한 경찰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다정한 공무원”접근법이나,
아니면 법정 투어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들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은 특정한 상황에 유
용한 기능을 보여주면서도, 훌륭하게 조직된 초등학
교 법교육이 놀랄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Archer, 1980: 8).

당시 초등학교 법교육이 소홀하게 취급된 원인
은 첫째, 법과 인문학은 일반적으로 고도로 세련
되고 복잡하여 고등교육에 가장 적합한 분야로서
인식되었고, 둘째로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
는 초등 교육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의
욕을 꺾고 방해했으며, 더욱이, 태동하는 법교육
운동에서의 제한된 시간, 자금, 에너지는 더욱

소타 변호사협회의 어린이와 법 프로젝트, 달라스의
변화하는 사회의 법 프로젝트, 신시네티 법교육 센
터, 아틀랜타 법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들 프로
그램의 대부분 또는 몇몇은 초기 단계의 것이었다
(Archer, 1980: 8).

뿐만 아니라 초등 법교육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론도 한 몫을 하였다.
1973년, 양질의 초등 프로젝트가 제한적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당시“새로운”기법과 교육 이론이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모든 수준의 법
교육에 기초적인 수단인 탐구에 대한 관심이“뜨거
웠다.”Simon의 가치 명료화는 많은 교사연수프로
그램에 서서히 포함되고 있었으며, 가치에 대한 이
해는 법 관련 단원의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분명해 지고 있었다. 도덕적 추론의 발
달에 대한 콜버그의 이론이 출판되고 있었고 초등
수준의 어린이를 위한 조금의 자료들이 번역되었다
(예컨대, 생활지도협회의 첫 번째 작업: 영사슬라이
드 시리즈). 초등 정치교육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미국정치학회의 지원으로 오하
이오 주립대학 Mershon 센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Archer, 1980: 8).

분명하고 접근이 가능한 부분인 중등 사회과 교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은 초등 법교육의 성장

육과정에 집중되게 하였던 것이다(Gross, 1980:

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3). 1978년의 법교육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초등

첫째, 초등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목표를 어떠

영역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한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있었다(Study Group on Law-Related

둘째,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다. 셋째, 초등 교

Education, 1978: 6).

사를 위한 양질의 연수를 제공하지 못했다. 넷째,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 자료가 부족하였다. 다섯

2. 초등 법교육을 위한 노력 :
다양한 프로젝트와 접근
ABA/YEFC의 창설 후, 초등학교의 법교육을
위한 여러 단체와 지역 수준의 다양한 노력이 있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사회의 법(Law in a Free Society)과 미국
사회의법(Law in American Society)은 당시 초등
현장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한 유일한 국가 프로젝트
였다. 몇몇 초등 고학년 수준의 자료와 연수프로그
램은 보스턴 Tufts 대학 시민성과 공공문제
Lincoln Filene센터로부터 가져 왔다. 또한, 주와
지방 프로그램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에는 오클라호
마의 Law for Public School Use 프로그램, 미네

째, 평가 수단이 없었다(Archer, 1980: 8-9).

3. 초등학교 법교육의 체계적 접근 :
ABA/NEH 초등 프로젝트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법교육 발전에 결정
적인 계기가 된 것이 ABA가 국립인문학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의 지원으로 1978년부터 3년간 초등학교
법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즉 ABA/NEH 초등 프
로젝트를 수행한 것이었다.
ABA/NEH 초등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네
가지였다. 첫째, 초등 법교육의 철학적, 실용적

박 용 조 / 초등 사회과에서 법교육의 적용과 변천 -미국 법교육이 주는 시사-

27

기준틀을 확정하고, 둘째, 풍부하고 다양한 모델

의 교육과정 모듈을 구안하였는데 비공식 교육과

과 자료를 개발하는 데 법과 인문학 프로그램의

정을 통한 시민성/법교육 증진을 위한 교사 현직

기준을 적용하고, 셋째, 이것을 포함하여 다른

연수 과정이 있었다. 오레곤주(州)의 트리카운티

법과 인문학 프로그램에 폭넓은 도움을 주며, 넷

법교육은 교육구의 스코프와 시 스 설계에 법과

째, 현장에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널리 인식시키

인문학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와이오밍주(州)의 초등

고 확산시키는 것이었다(Gross, 1980: 4).

학교 학년 통합 시스템(Law in the Elementary

ABA/NEH 초등 프로젝트는 미국의 뉴욕주,

Grades Infusion System-LEGIS)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주, 메릴랜드주, 오레곤주, 와이오밍

은 법과 인문학을 출판된 사회과 기본 교과서에

주, 뉴저지주 등 7개 지역이 선정되어 참여하였

통합하는 것이었다(Gross, 1980: 4).

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뉴욕주(州)의 Bank Street College 와
Cottage Lane School은 초등학교의 학생회
(student government) 구성에 초점을 두었다. 학생
들은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두 개의 학생회 단위로 나누어진다. 각 반은 학교장
의 지도하에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할 대표를 뽑는다.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를 위하여 결정을 내리는 활동
적인 공헌자가 되는 것이다. 법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고 학교의“잠재적 교육과정”
을실
현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학교는 민주적 가치와 전략이 추구되고 실현되
는 하나의 공동체 모델이 되는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주(州)의 도시건설교육 프로그램센터는 법과 인문학
을 범교과교육과정(cross-curriculum)에 통합하여
어린이들이 학급에서 모델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
이다. 학생들이 모델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
들이 도시를 만들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소송과 공공
정책을 관리할 많은 법적 문제에 마주하게 되고, 그
리고 이들 학생들은‘도시의’자원을 공정하고 평등
하게 분배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간답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을까에 관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프로젝트 본래의 목적이었다
(McKinney-Browning, 1998: 34).

이러한 ABA/NEH 프로젝트는 초등 법교육에
의미 있는 두 가지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
는 초등학교에서 법교육과정 개발을 안내하는‘학
습 결과 연속체’
(learning outcome continuum)
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학습 결과 연속체의 의미에 대하여 본 프로젝
트 연구책임자인 Anderson은 다음과 같이 진술
하고 있다.
…우리가 법교육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변화하기
를 바라는‘방향’또는 우리가 바라는 성장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교육의 학습 결과를 연속체
를 따라 움직인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
며, 여기서 연속체는 한쪽 끝에 효율적이고 책임 있
는 시민성에 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의 시민에게 필요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법
교육의 주된 목적은 어린이들을 부정적인 특성으로
부터 민주적 책무성(stewardship)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는 특성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Anderson, 1980: 383).

다른 하나는 학습연속체에서 학생들이 바람직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학습

그밖에, 뉴저지주(州)의 정치법교육위원회
(Institute for Political/Legal Education-

환경’
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는 점이
다(Anderson, 1980: 384-386).

IPLE)는 놀이 집단, 학급, 가족, 이웃에 활동적

첫째,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 참여를 통하여 법과 인문학을 어린이에게 교

둘째, 학교에서의 성인은 어린이가 보게 되는

수하였다. 캘리포니아주(州)의 자유 사회의 법
(LFS)는 법교육프로그램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하였는데 자유사회의 법(LFS)에 의하여 설
계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었다. 메릴랜드주
(州)의 법교육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4학년까지

행동과 능력(competencies)의 모델이 된다.
셋째, 공식·비공식 교육과정은 서로를 강화시
키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넷째, 적절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규칙에 영향
을 받는 개인이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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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법교육의 학습 결과 연속체

어린이는 다음에서 멀어져야 한다.

어린이는 다음에 가까워져야 한다.

법은 규제적, 징벌적, 불변하는 것이며 인간의 통제와
이해를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는 것

법은 조장적, 촉진적, 이해 가능한 것이며 변경 가능한 것
으로 인식하는 것

인간을 법이나 다른 사회-시민 제도 앞에서는 힘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인간을 사회 질서를 통제하고 이에 공헌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평범한 사람은 쟁점의 옳고 그름을 이해하기 불가능한 것
으로 인식하는 것

모든 시민은 옳고 그름을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해야 하는 것
으로서 인식하는 것

사회적 쟁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사회적 쟁점에 고유한 딜렘마를 인식하는 것

충동적 의사결정자,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 문제해결자
가 되는 것

반성적 의사결정자와 깊은 사고의 문제해결자가 되는 것

결정된 생각이나 정해진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 것

결정된 생각이나 정해진 입장의 근거를 설명을 해주는 것

고압적이거나 파과적인 태도로만 갈등에 대처하는 것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갈등 관리자가 되는 것

권위에 판단력 없이 도전하는 것

합법적 권위에 판단력 있게 대응하는 것

법적 쟁점과 법체계에 관한 소양이 없는 것

법, 법체계, 관련 쟁점에 소양이 있는 것

자아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 무관심한 것

공감적이고, 사회적 책임성이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것

윤리적 문제에 도덕적으로 미성숙하게 반응하는 것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출처: Anderson.(1980). Promoting Responsible Citizenship Through Elementary Law-Related Education.
Social Education, 44(5), 384.

다섯째, 교사는 공식·비공식 교육과정에 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경험을 구성한다.
여섯째, 법 관련 내용은 기존 교육과정에 통합
되어 있고, 별도의 과목으로 추가되지 않는다.
일곱째, 어린이 시기에 공통적이고 어린이에게
특별한 법 관련 경험과 학습을 인식하고 조정하

을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Hickey, 1990: 77), 초등 사회과에서 법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프로젝트에서 제시한‘학습 환경’
은
초등학교 법교육이 어떠한 학습 환경에서 통합적
으로 접근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여 학교와 교실의 학습 경험을 구성한다.
여덟째, 법 관련 쟁점과 내용을 전달할 때 발
달론적으로 적절한 방법과 자료를 활용한다.
아홉째, 전체 학교 환경은 법의 지배에 기초한
다원주의적 민주 사회의 원리를 반영하고 이를
생생하게 구현한다.
이상과 같은 ABA/NEH 초등 프로젝트가 갖
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만 초점을 두고 법교육을 전
개하였다는 점이다.

V. 법교육 통합과 혼합 : 초등과 중등을
아우르는 표준화와 제도화
ABA/NEH 초등 프로젝트 이후, 1980년대 국가프
로젝트와 수 백 개의 주와 지방 법교육 프로그램은
개념 중심, 생활법 중심, 참여 중심의 접근법들을 적
절히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창의적인
작업이 몇몇 주의 학교, 학구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
다. 지역따라 법마그넷(magnet)학교가 있고, 법의

둘째, 미국 내 대표적인 7개 지역에서 단일의

역사와 법과 문학이 과목으로 제공되기도 하며,

접근 방법이 아닌 다양한 접근 방법을 동시에 시

또 비교법과 국제법이 과목의 한 부분인 경우도

도함으로써 초등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의

있다. 심지어 애리조나 주(州)의 어떤 학교는 이민

환경에 맞게 창의성과 순응성(adaptability)을

자들의 시민권시험 준비를 위하여 그들에게 학생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들이 개인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Starr, 1989:

셋째,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학습 결과 연

8). 이와 같이 법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속체’
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에서 법교육과정

추진되면서, 초등과 중등을 아우르는 법교육의 제

박 용 조 / 초등 사회과에서 법교육의 적용과 변천 -미국 법교육이 주는 시사-

도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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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접근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하나의 법교
육’
으로서 제도화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1. 법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
‘Bar-School Partnership’
프로젝트
1985년, YEFC는‘Bar-School Partnership’

2. 법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 :
Essentials of Law-Related Education

프로젝트를 통하여 초·중등학교 법교육의 제도

1990년대에 미국이 점차 교육 표준 개발에 관

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다. 물론, 여기에는

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법교육자들은 실제를 검

국가 연수 및 확산 프로그램(National Training

토하여 목표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

and Dissemination Project-NTDP)의 교육과

의 결과가 1995년의‘법교육의 본질(Essentials

정, 연수,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이 뒷받침되었

of Law-Related Education)’
이며, 학교 법교

다.8)‘Bar-School

육에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수법을 분명하게 밝

Partnership’
프로젝트의 구

체적인 진행 모습은 다음과 같다.

히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었다(McKinneyBrowning, 1998: 37).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1983년 조사에서 변호사협회의 협력의 정도와
참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미국 법무부의 법
교육 평가프로젝트를 수행한 연구자들 또한 프로그
램의 효율성을 위해 변호사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했
다. 이러한 요인들이 YEFC가 1985년 미국 교육부
법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변호사-학교 협력 프로젝
트를 위한 자금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프
로젝트의 목적은 주(州)와 지방 변호사 협회의 법교
육 참여를 통하여 법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YEFC는 7개 주(州)의 교육부와 변호사협회 그리고
21개 지방의 학교와 변호사협회 사이의 협력 관계
를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또한, YEFC는 학교-변호사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
어 제도화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법교육 프로그램 개
발과 제도화를 위해 진행 중인 지원을 위하여 각 주
(州)에 콜센터(contact center)를 만드는 방안에 대
한 자료집을 개발하여 확산시키기로 계획했다(O’
Brien, 1991: 228).

이러한‘Bar-School Partnership’
프로젝트
는 2차로 자금지원을 받아 1986년과 1987년까지
5개 주를 추가하여 진행되었다. 1989-1990년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법교육은 43개 주에서

같다.
법교육의 중심개념에는 법, 정의, 권력, 평등, 재
산, 자유를 포함한다. 법교육을 통하여 교사는“자
유”
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특수한 맥락과 실제의
검토를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교수할 수 있
다. … 시민과 사회와의 관계는 법교육에서 본질적
인 내용이다. 학생과 도시, 국가, 세계와 같은 더욱
큰 공동체와의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
다. … 법교육는 통치체제에서 정의의 본질로서 법
의 적정 절차의 역할을 강조한다. … 법교육자는 학
생들이 그들의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법교육을 가장 잘 수행하는 교실은 학생 중
심적이다. … 법교육자들은 입헌 민주주의와 다른
사회에서 법의 역할과 법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연
관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기능
(skills)을 학생들에게 발달시켜야 한다.…법교육은
본질적인 기능들을 개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법과
법적 쟁점에 관한 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법교육에서 학생들의 이해에 본질적인
필수조건이자 결과로서 학생들의 일정한 태도와 신
념 가치를 육성하는 것이다(American Bar
Association Speci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tizenship. 1995: 2-5).

적용되고 있으며, 주(州)에서 실행하는 법교육 프
로젝트는 지방의 기관, 변호사 협회, 사법 기관

‘법교육의 본질’
은 법교육의 실제를 크게 네

집단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형태였다(Sweet,

부분, 즉 교과내용, 교수전략과 맥락, 기능, 그리

1990: 6). 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물들은 2000

고 태도·신념·가치로 나누어 그 내용을 상세하

년대까지 Bar-School Partnership 핸드북시리

게 제안하고 있다.‘법교육의 본질’
을 통하여 법

즈로 만들어져 보급되었으며, 모두 초등학교와

교육이라고 내세우는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질

중등학교를 아우르는 활동 자료집이었다.

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수단을 확보하게 된 것이

이제 초등학교 법교육은 중등학교 법교육과 달

었다(McKinney-Browning, 199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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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의 본질’
에서 초등학교 법교육은 초등

인적인 차원에서 출발한 법교육은 내용과 방법

과 중등을 아우르는‘하나의 법교육’속에서 표

면에서의 차별화, 즉 권리장전과 사례연구법 중

준화의 대상이었다.

심의 중등 사회과 법교육이었다. 1960년대에 다
양한 기관과 단체의 노력으로 법교육이 저변을

VI. 나오며 : 미국 초등 법교육의
특성과 시사

넓혀 가면서 초등학교 법교육에 대한 제한적인
시도가 있었다. 내용 면에서 권리장전 중심의 초
등학교 법교육이 먼저 시도되었고, 이어서 학교

이상과 같은 미국 법교육의 역사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의 통합을 지향하는 개념 중심의 초등

에 법교육이 적용되어 온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학교 법교육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

과 같다.

은 다음 시대 초등학교 법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1930, 40, 50년대 : Starr의 개인적 차원의
법교육 노력
1951년 : Starr의 Social Education에
1963년까지 칼럼 게재
1962년 : Starr의‘대법원과 오늘날의 쟁
점’저술,‘우리의 살아있는 권리장전’창작
1962년 : NCSS와 CLEF 공 동 으 로
Williamstown보고서 개발
1962년 : Williamstown워크숍, Brennan
대법관의 연설, Werrenton회의
1964년 : CCE-UCLA의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권리장전 교육 시도
1967년 : LIASP의 초등교사 연수 및 고학
년 대상“Law in a New Land”개발
1968년 : LFS의 초등학교 전체 학년이 포함
된 개념 중심 법교육과정 개발
1971년 : 미국변호사협회 산하에 청소년시
민성교육특별위원회(ABA/YEFC) 창설

되었다. 1970년대 초반 ABA/YEFC의 법교육
확산과 조직화 과정에서도 초등 법교육은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1978년부터 시작된
ABA/NEH 초등프로젝트의 수행은 초등학교 법
교육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프로젝
트의 결과로서 제시된‘학습 연속체’
와‘학습 환
경’
은 초등 법교육의 특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초등학교 법교육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중등 중심의 법교육이 초
등으로 확대되는 형식을 띠면서, 초등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법교육 제도화를 위한 노
력과 1990년대 법교육 표준화를 위한 노력에서
보여주듯이 초등학교 법교육은 법교육 운동 전체
에 녹아있는 법교육으로서 제도화와 표준화의 대
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초등학교 법교육 적용 과
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CCE-UCLA, LIASP, LFS

1978년 : ABA가 국립인문학기금(NEH)의

의 초등 법교육과 1978년 ABA/NEH 초등프로

지원으로 초등학교 프로젝트 개시

젝트의 7개 지역 프로그램의 적용이 보여 주듯이

1980년 : ABA/NEH 초등프로젝트 수행 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각 프로그램의 고유한 목적

과로서 법교육‘학습 연속체’발표

에 따라 상보적으로 나아갔으며 이들은 오늘날까

1985년 : ABA/YEFC의 법교육 제도화를

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위한‘Bar-School Partnership’
프로젝트

다는 점에서 지역과 현장의 특성에 맞는 초등학

개시

교 법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 : ABA/YEFC의 법교육 표준화를

둘째, 1960년대 중등학교 법교육의 발전기에

위 한‘ Essentials of Law-Related

초등학교 전체에 법교육 적용을 시도한 LFS가

Education’
발표

시사하는 바는 초등학교 법교육은 개념 중심으로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Starr의 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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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978년부터 시작된 ABA/NEH 초등학
교 프로젝트에서 제시된‘학습 연속체’
가 시사하
는 바는 초등학교 법교육은 복합적인 기능을 통

3)

합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ABA/NEH 초등학교 프로젝트에서 제
시한‘학습 환경’
이 시사하는 바는 초등학교 법

4)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실제를 반영하는 학급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미국의 초등학교 법교육 프로그램 대

5)

부분은 단일의 내용 또는 단일의 방법에 대한 프
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 새로운 방법, 지
역사회 인사의 도움, 교사연수, 정보센터가 하나

6)

로 통합된 패키지였다. 따라서 내용에서 정보센
터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패키지가 초등학교 법교
육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법교육지원법의 제정을 계기
로 학교 법교육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
에, 한국 초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을 위해 우선적
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시사점에 터하여 현장
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일 것이다.
7)

주
8)
1) 미국 법교육의 성장에 대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사회과 교
육과정에서 법교육의 위치가 1975년에 11위 였으나, 1985
년에는 4위에 오름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후 계속적인 확대 성장 과정에 있다(Patrick·Hoge,
1991: 428). 그리고 Reische는 법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
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법교육 프로그램들이
활동적인 학습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Reische, 1987: 33).
2) Feinstein·Wood는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기준으로 권
리장전(Bill of Rights) 중심의 법교육, 권리장전·책임·
생활법 중심의 법교육, 비행 예방·시민성·교수방법·지
방학교 동참 중심의 법교육으로 구분하고 있고
(Feinstein·Wood, 1995: 1-33참조), Knepper는 법교육
에 기여한 특정 인물과 그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즉
Starr의 법학습 운동기, Monroe의 법교육 지원 조직 발전
기, Jaworski의 미국변호사협회 법교육 확산기로 구분하
고 있다(Knepper, 1997: 5-15 참조). 이러한 시기 구분을
살펴볼 때, Starr의 법학습 운동기는 권리장전 중심의 법교
육으로서 1960년대 초반까지의 법교육의 특징을 말하고,
Monroe의 법교육 지원 조직의 발전기는 권리장전과 책임
및 생활법 중심의 법교육으로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반까지의 법교육의 특징을 말하며, Jaworski와 미국변호
사협회의 법교육 확산기는 비행 예방·시민성·교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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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학교 동참 중심의 법교육으로서 1970년대 초반 이후의
법교육의 특징과 일치한다.
CRF는 1963년 Vivian Monroe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중
등학교에서 법조인들이 권리장전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연수를 실시하였고, 모의재판과 경찰순찰게임에 고등학교
학생 참여 수업안을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4-5학년을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 법의 발달을
식민지 시대 법률 사례, 헌법, 권리장전 그리고 주요 정책과
헌법을 해석한 법원 결정을 통하여 보여준다. 용어설명, 토
론 문제, 삽화, 사진으로 되어 있다(Davison, 1977: 186).
이들 자료는 1967년 하계 교사 연수를 위하여 준비된 자료
들로 프로젝트 실무진에 의하여 편집되었고 1967-68학기
동안 시카고 학교에서의 활용과 평가를 위하여 실험적 형태
로 인쇄된 것이었다(Ratcliffe·Lee, 1968: 343).
지방 수준에는 신시내티 법교육센터, 달라스의‘Law in a
Chang Society’
, 네브라스카주 링컨시의‘LincolnLancaster County Criminal Justice Education’
, 워싱
턴 D.C.의‘Street Law’
가 있었으며, 주 수준에서는
Colorado Legal Education Program, Illinois Project
for Law-Focus Education, 뉴저지주의‘Law in a Free
Society-Statewide Project’
, 미주리주의 ’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hip in a Free Society, 펜실
베니아주의 Statewide Law-Related Education 등이 있
었으며, 국가 수준에서는 CRF의 프로젝트인 Law,
Education And Participation(LEAP), Law in Free
Society-National Project, Law in American Society
Foundation 등이 있었다(Henning, et al.,1975: 187)
법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BA
이사회가 1982년 6월 새롭게 만든 조직으로서 YEFC는 여
기에 포함되었다(Gallagher·Podgers, 1982: 1603).
1984년 이래 1990년까지, 이러한 협조관계는 NTDP가
670개 학구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돕고, 5200명의 교
사에게 연수를 제공하였으며, 약 240만 명의 학생에게 인
적 자원을 지원하였다(Sweet, 199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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