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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1946년 교수요목기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회

과 교육과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법교육은 1990년대 이

후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1990년대부터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정

체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법교육의 목표, 내용, 방

법 등에 대한 개선과 발전이 본격화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0년대 

초 제7차 교육과정 체제가 출범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

이 독립하게 된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법무부를 비롯한 법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이 본격화되어 법교육은 양질의 측면에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크게 목표, 내용, 방법의 세 가지 측

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목표 측면에서 전문 법조인이 아닌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법 관련 소양과 자질을 체계화하였다. 더불어 내용 

측면에서 딱딱한 법개념과 법이론 일변도의 소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법

영역을 포괄하는 한편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생활법 소재가 활용되고 있

다. 방법 측면에서도 교사 중심의 암기주입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의 법교육 발전과 변화는 중등 사회과교육 내지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

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의식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법의식

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준법의식이 낮으며, 

법규범과 법체계, 법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낮은 수준에 머

물고 있다. 나아가 범죄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도 우

려스러운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법의식은 여전히 자율

적이고 능동적인 성격과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법치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규범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감안한다면 지난 반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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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법교육의 발전과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교육의 현재 모습이 충분하고 완전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

의 소양과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법교육은 어떠해야 하며, 이러한 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이 구체적으로 갖는 교육적 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규

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재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

기 위하여,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에 주목하였다. 내용과 방법의 두 

영역을 기준으로 법교육 패러다임 분석 기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의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법학교육적 성격에서 시민교육

적 성격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법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은 보다 시민교육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학습자의 흥미

와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체계화되었다. 하지만 패러다임 분석 기준을 통

해 살펴본 결과, 현재 법교육의 패러다임도 여전히 실정법적 사고 체계만

을 강조하는 틀에 갇혀 있으며, 학습자의 자율적인 수업 참여를 강조하면

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현재 법교육의 패

러다임은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양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법교육의 패러다임을 ‘수용적’인 성격에 머무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 자

질과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법교육은 ‘형성적 법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형성적 법교육이란 ‘민주적 법치사회의 구성과 유

지에 필수적인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

여, 보편적 정의와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규범이나 법적 가치 등을 학습자 

스스로 형성해 보는 경험을 강조하는 법교육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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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법교육은 크게 목표, 내용, 방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

다. 우선 목표 측면에서 시민교육적 성격을 담고 있는 현재 교육과정의 목

표 체계와 잘 부합된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내

용을 통해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능력 등을 향상시킨다. 

더불어 방법 측면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자율적 준법사회의 

시민 양성에 적합한 형태이며, 앞서 제시한 목표, 내용 측면과의 정합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이 갖는 

구체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예상 효과

를 특정화하였다. 그 결과 태도 개념에 입각한 법의식 지표를 중심으로 인

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개선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보다 구체화하여 법인지 발달수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

용의사의 5가지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수업 효과는 수용적 패러다임의 법

교육 수업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수업 효과 측정은 유사 실험 설계

를 통해 서울 소재 4개 중․고등학교에서 사전검사, 3차시의 처치,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법의식 점수가 향상될 

것인가?

연구문제2 :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법의식 점수가 더 향상될 것인가?

  형성적 법교육 수업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 

처치에 앞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적으로 잘 구분되었는가를 확인하

기 위해, 사전검사의 종속변인과 통제변인에 대한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동질적으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

은 처치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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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발달수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모든 종속변

인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계 분석 결

과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법태도 개선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임을 말해주

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집단에 대한 동일한 분석에서는 법친밀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음이 확인

되어, 비교집단에 처치된 수용적 법교육 수업 역시 법관련 태도 개선에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2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

를 t-test로 비교 분석한 결과, 법인지 발달수준과 법신뢰감의 변인에서 

형성적 법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통계적으로 검증

되진 않았지만 법친밀감과 법효능감 영역에서도 상당한 평균 차이가 발견

되었다. 따라서 수용적 법교육 수업에 비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인지 발

달과 정서 함양 등의 영역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법교육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형성적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육 본질적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 동시에, 법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

릴 수 있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법치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형성적 

법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법교육 패러다임, 형성적 법교육, 수용적 법교육, 자연법적 사고, 

참여적 교육, 법의식

학  번 : 2007-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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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학교 법교육은 1946년 교수요목기에서 시작하

여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시민교육으

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법교육의 목표

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0년대 초 제7차 교육과정 체제 출범 이후에는 

고등학교 과정 독립 과목으로서 ‘법과 사회’가 탄생하면서, 법교육은 

양과 질의 측면에서 크게 확장되어가고 있다. 또 2000년대 중반부터

는 법무부를 비롯한 법관련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이 본격화되

었다. 이로 인해 중등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법교육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수업자료가 개발되는 등의 발전이 

거듭되어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법교육이 발전해 온 과정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우선 초기 법교육이 법학교육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측면이 있

었던 데 반해, 1990년대 이후 법교육은 시민교육으로서의 본질과 이

상에 부합하는 성격을 점차 획득해왔다. 학습내용을 예로 들면 주로 

헌법 일변도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 민법과 형법 등의 다양한 법영역

을 다루는 교육과정으로 확장되었다. 또 학습자의 입장에서 흥미와 생

활 적합성을 고려한 생활법 소재가 대거 법교육 내용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방법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초창기 법교육이 

주로 교수자가 중심이 되는 강의 일변도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였

다면, 최근의 법교육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모의재판 수업, 판례(사례) 중심 수업, 법관련 작문수



- 2 -

업, 모의국회 수업, 법기관 견학수업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개

발되어, 학습자의 흥미 고취와 수업 효과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목표, 내용, 방법 측면의 이러한 변화는 학습자의 법관련 의식과 

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처럼 법교육이 초창기의 법학교육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

민교육적 성격으로 변모해 왔다는 사실에서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교육 변화 양상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

다. 가령 지난 반세기 동안의 변화를 통해 형성된 현재 법교육의 모습

이 시민교육 내지 사회과교육의 본질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인지, 법교

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교육 변화 양상의 긍정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

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수의 성인들

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62.8%)하고 있다. 또 법이 잘 지

켜지지 않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답변

(34.3%)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라는 답변(20.1%), ‘법

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라는 답변(14.5%)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세정․이상윤, 2008, pp.193-197). 이러한 국

민 법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

는 준법의식 내지 법관련 태도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법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의 전반적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패러다임 자체는 타당

하나 이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칸트(I. Kant)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교육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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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칸트는 이상적인 

국가에서 모든 인간이 따르는 법은 자기 자신이 입법한 것이라는 특

징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피치자이기

에 앞서 통치자가 된다.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이 주권자, 통치자로서

의 지위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국

가의 합법성과 강제를 인정할 수 있어 진정한 법치 공화국 구성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이상적 공동체를 ‘목적의 왕국’이라 

칭하였다(황경식, 1989, pp.202-203).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시

민교육으로서 법교육은 진정한 법치사회 구현을 위한 자율적 역량과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관념은 

시민교육과 법교육의 목표 체계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자율적 

역량을 가진 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에 대해 현재 법교육이 견지하고 

있는 내용과 방법이 적합하고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현재 법교육은 실정법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 위주로 되어 있

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력 함양에는 적합하지 않다. 더불어 방

법적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학생 중심의 참여적 방법이 많이 도입되

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내용과 결합되지 못하여 그 의의가 

일부 퇴색되었다. 따라서 법교육이 시민교육으로서의 본질을 완전하게 

확립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

치 창출적이고 규범 형성적인 성격의 새로운 법교육 패러다임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에 주목,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적 성격의 법교육 패러다임을 ‘형성적 법교육’으로 

지칭하면서, 형성적 패러다임의 법교육은 현행 법교육 패러다임과 비

교하여 어떠한 의의와 효과를 가지는지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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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질문과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하여 그 의의를 

확인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업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반영하여 추상적인 수준에서 구

성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법교

육의 본질과 이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법교육의 목표 실현에 

적합한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떠해야 하는가? 셋째, 이러한 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가?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되어온 법교

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법교육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안적 법교

육 패러다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대안적인 법교육 패러다임은 기존 법교육 

패러다임에 비해 어떤 차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는지를 논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의의를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영역

의 적합성 측면에서 고찰해 볼 것이다. 이는 대안으로 제시한 법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검증 작업에 해당한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

하여 대안적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갖

는지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세 번째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가 도출되었

다. 이는 형성적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이 갖는 구체적인 교육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 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 작업과 관련

이 있다. 각각의 연구문제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법의

식 점수가 향상될 것인가?’와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수

용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법의식 점수가 더 향상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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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다. 전자의 연구문제를 통해서 대안으로 제시된 형성적 법교육

이 갖는 수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연구문제를 통해

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기존의 법교육 수업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논문의 구성

  논문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

임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문제의식을 밝히고, 연구 질문과 연구문제를 

제시하게 된다. 또 논문의 구성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본 연구

가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고 전개되는지를 설명하게 된다. 나아가 연구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의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와 더

불어 연구가 갖는 방법론상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게 된다. 1절에서는 법교육 패러다

임 변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법교육 패러다임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을 명시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서, 사전에 패러다임의 분류 기준을 구성하였다. 또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패러다임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해 갔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

는 의의와 한계를 토대로 왜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리적 전제를 형성하게 된다. 2절에서는 대안적 법교육 패러

다임으로서 ‘형성적 법교육’을 제안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이 갖는 이론

적 의의를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 또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패러다임

의 법교육 수업이 가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3절과 4절에서는 형성적 법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해 봄으로



- 6 -

써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효과를 특정화하고 

이를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Ⅲ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통계적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

이다.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과정, 연구변인 등과 조사도구 및 통계

적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과 Ⅴ장에서는 통계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결

과를 정리하면서,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시사점과 함의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법교육 본질과 이상에 잘 부합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형

성적 법교육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법교육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효

과가 있는 동시에,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법교육 방

법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교육과 관련된 목표, 내용, 방법론적 

논의를 다양화시켜 준다. 이러한 시도는 법학이라는 분과 학문의 내용

에 강하게 경도되어 있는 학교 현장 법교육의 정체성을 시민교육을 

위한 법교육으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사회과교육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규범과 관련된 가치갈등 상황을 기초

로 하는 사회과 반성적 탐구모형에 대한 시민성 전달모형 지지자의 

비판이나, 진보적 법교육에 대한 보수적 법교육주의자의 비판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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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반성적 탐구나 진보적 규범교육이 학습자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규범교육이나 우리 공동체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가르치는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율적이

고 참여적인 법교육이 법체계 및 사회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인지 발달이론 주창자인 탭과 레빈, 콜버그 등이 말하는 적

극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갈등 상황을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하여 이를 

실제로 경험해 보고 해결해보는 교육이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과 같은 

인지 구조에 긍정적인 자극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인지발달이론은 교육심리학 논의의 중요한 토대임

에도 불구하고, 사회과교육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지발달이론이 제안하는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수업이 

법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를 동

시에 활용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대개 교육학 연구에서는 하나의 연

구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교육학 연구의 특성 상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양상과 이론 검토 작업이 모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학 연구에서 연구방법론의 혼용은 커다란 매력을 갖

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교육학 연구에서 두 가지 연구방법

론을 사용하여 연구 주제와 대상 선정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적 과정에서 다음과 같

은 한계와 과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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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연구대상을 표집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제약으로 인해, 

완전한 무선 할당을 시행하지 못하고 학급별로 처치집단과 실험집단

을 구분하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유사 실험 연구로 설계되어 사전

-사후검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집단 간 

동질성이 검증되면, 무선 할당과 유사한 연구 설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동질성 검증을 실시

하였고,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충분한 연구대상 확보를 위하여 4개 학교에서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연구 과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각 

학교 교사들을 연구 대행자로 활용하게 되어 연구 통제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자는 사전검사, 사후검사, 각 차시별 수업 진행 등에 대해 서면으로 

구성된 행동지침표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셋째, 4개 학교에서의 동시 실험 진행을 위해서 연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제외

한 처치는 3차례에 걸쳐서만 이루어졌다. 총 5차례에 걸친 연구 진행

은 시간적으로도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교육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변화된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달 정도의 연구 기간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본 연

구를 통해 일시적인 자극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단기적 효과

가 장기적 태도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

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학습효과가 발

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종속변인인 법인지 발

달수준을 측정하는 DIT 검사에 대해서는 반분 신뢰도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네 가지 변인에 대해서는 질문지 문항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학습효과를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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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법교육 패러다임과 변천

  본 연구는 반세기 넘게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법교육이 그 실제 

양상에 있어서 성격이 크게 변화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거시적 측면의 변화를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칭하고

자 한다. 패러다임(paradigm)이란 ‘과학자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되는 믿음, 가치, 기술 등의 구성체’를 의미한다(Kuhn, 1975, 

p.175). 또 사전적으로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1)’를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교육의 목표 체

계, 내용 요소, 학습 방법 등의 영역들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법교육의 거대한 체계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 반세

기 동안의 법교육 발전과정은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긍정적이라는 평

가를 내리는 한편, 동시에 일정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현재 법교육이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한계가 무엇이며, 그

것에 대한 발전적 대안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내용 전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양

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또 패러다임의 변화를 언급하기 위

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법교육 패러다임의 구분 기준을 구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의 법교육이 어떠한 패러다임 변화 과정을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http://stdweb2.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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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고려사항

교육내용

◦ 지식, 기능, 태도

◦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 논쟁 여지의 유무

◦ 일반성 또는 구체성

학습자
◦ 학습 양식

◦ 학습 경험

거쳐 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 법교육 패러다임의 유형

1) 패러다임의 구분 기준

  법교육의 패러다임을 일정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역사적으

로 법교육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진단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패러다임은 그 자체로 추상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패

러다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교육 유형이나 교육방법 등의 

분류 방식이 어떠한가를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리에이(D. Reay)는 교육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 ‘교육내용’, ‘학습

자’, ‘교육자원’, ‘조직의 기대’라는 4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ay, 

1994). 이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 고려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교육 유형의 선정기준2)

2) 신재한, 2011, p.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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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인원

◦ 학습자 위치

◦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 학습자에 대한 기대 정도

교육자원

◦ 교육기술과 경험을 갖춘 사람 요청 가능 여부

◦ 새로운 교육자원 개발의 용이성

◦ 장소와 시간의 제약

조직의

기대

◦ 선호하는 교육방법

◦ 구체적인 학습목표

◦ 측정이나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표-1>에서 교육 유형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4가지 요소를 제시하

고 있으나,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교육내용’ 요소로 판

단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나 교육자원, 조직의 기대 영역은 

거시적인 요소로서 단기적으로는 조작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쿤(T. Kuhn)의 교육방법 분류 기준도 주목해 볼 만

하다. 이성호(2007)는 쿤의 의견을 정리하여 교육방법 유형을 연구하

는데 다루어야 할 제반 조건들을 <그림-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러한 조건들은 곧 교육 유형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며, 이는 한편

으로 교육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1>은 교

육 유형을 구성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요인을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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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교육방법 결정을 위한 제반 조건3)

  위 그림에 나타난 교육방법 결정 요소는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

경의 환경적 요인, 목적 요인,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육 당사자 요인, 

내용과 방법 요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거시적․미시적 환

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 목적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내용 요인과 방법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환경 요인을 제외하고 교육방법 결정에 관여하

는 요인은 교수자, 학습자, 목적, 내용, 방법의 5가지이다. 앞서 리에이

의 경우와 유사하게 단기적으로 조작 가능한 요인은 ‘내용’과 ‘방법’의 

두 요인으로 압축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표를 본질과 이상을 담고 있

는 기준으로 규정할 때,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요

소 가운데 단기적으로 조작 가능한 것은 내용과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과 그 유형을 엄밀

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

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분류 기준을 구성한다면, ‘내용’과 

‘방법’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분류틀을 구안해 볼 수 있다.

3) 이성호, 2007, p.35; 김광자, 2000,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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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기준 : ‘자연법적 사고’와 ‘실정법적 사고’

  먼저 교육 패러다임을 결정짓는 내용 측면의 기준을 구성하기 위해

서는 해당 교과 및 학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교육의 학습 

내용은 법학 내용 요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학에서 다루

는 내용 성격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법교육은 법학교육과 목표 

수립, 학습내용 구성, 교수․학습방법 선택 측면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법학교육과 법교육의 학습내용 간 이질성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법교육 패러다임의 내용 측면을 결정짓는 요소는 기

본적으로 법학 내용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 내용 영역

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우선 법학 내용 영역을 헌법학, 민법학, 형법학 등과 같은 법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철학적 논의를 반

영하여 법학의 내용 성격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척 구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후자의 구분 기준은 전자의 구분 기준과 달리 보

다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추상성은 법교육의 패

러다임을 결정짓는 구분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법학의 내용 

성격에 대한 법철학계의 논쟁은 그 역사가 깊다. 켈젠(H. Kelsen)에서

부터 하트(H. Hart), 풀러(L. Fuller), 드워킨(R. Dworkin) 등으로 이

어지기까지 법을 분석하는 이론모형이나 방법모형에서 이러한 이분법

적 대립은 많이 발견된다(박은정, 2009, p.282).

  가령 법실증주의 입장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규범만이 시민들의 행위를 공적으로 지도하며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법에 비해 실정법을 강조

하는 동시에, 실정법을 보다 명확한 논리 명제로 만드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이상영․김도균, 2006, p.14). 반면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믿고 자연법적 규범들이 실정법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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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은 실정법의 기초를 구성하는 동시에 한계

를 설정하는 도덕 원리와 정의의 원리(자연법) 역시 법이라고 생각하

며, 이러한 자연법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상영․김도균, 

2006, p.20).

  역사적으로 법철학의 핵심 논쟁은 법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있어 위

에서 제시한 자연법과 실정법 가운데 어떤 것을 더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법학 내용 전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온다. 가령 자연법론자들은 

법규범의 당위적․규범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법과 법체계가 지향해야 

할 이상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와 달리 법실증주의자들은 법규범이 정

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규범, 

법제도 및 법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는 양태에 주목하고, 이러한 

요소들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고양시키는데 주력한다. 박은정(2009)은 

‘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견해 차

이가 어떠한 대립 구도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4)

<표-2> 법철학 논쟁 용어 정리5)

있는 법 ↔ 있어야 할 법

존재

↔

당위

서술적 규범적

제도 이상

법실증주의 자연법

합법성 도덕성

4) 박은정(2009) 연구의 전체적인 논지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이 법사고를 제약하고 문제 지형을 단순화

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따라서 양자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자는 데 있는 만큼 전반적 논지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박은정, 2009,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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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내용 요소에 대한 법철학계의 오랜 논쟁을 수용한다면, 법교육

의 내용 성격 또한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입장과 ‘실정법’적 사

고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구분 

방식은 법교육 패러다임 논의에 일정한 유용성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분 방식은 법교육 목표 체계와 잘 연결되기 때문에, 법교육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를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다. 가령 법교육의 목

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법규범과 권리, 의무 등에 대한 이해를 강

조하는 한편, 바람직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사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기도 한다. 전자의 법교육 목표는 실정법적 사고를 강조

하는 입장에 가깝고, 후자의 법교육 목표는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입장에 가깝다. 이처럼 법교육 목표와 이에 수반하는 제반 요소들에는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도가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 방식으

로 법교육 패러다임에 접근함으로써 다양한 논의를 풍부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법교육 패러다임의 내용 측면 구

분 기준으로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과 ‘실정법적 사고’를 강조

하는 것을 대척 구도로 두고서 기준틀을 구성하였다. <그림-2>는 이

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자연법 강조                              실정법 강조

<그림-2> 법교육 패러다임의 ‘내용’ 측면 기준틀

3) 방법 기준 : ‘참여’와 ‘수용’

  법교육 패러다임을 결정짓는 두 번째 기준은 교수․학습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교육방법은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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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

인 교육 본질과 이상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육내용 못지

않게 교육방법 또한 교육 패러다임을 결정짓고 드러내줄 수 있는 중요

한 요소가 된다.

  내용 기준과 마찬가지로 방법에 대한 구분 기준 또한 다양하게 설

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선 등(2008)은 교육방법을 ‘학습대

상’과 ‘접근방식’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다. 분류 결과는 <그

림-3>과 같다.

<그림-3> 학습대상과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른 교육방법의 분류6)

  가로축은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라 ‘수용학습’과 ‘발견학습’으로 구분

되며, 세로축은 학습대상의 차이에 따라 ‘개인학습’과 ‘집단학습’으로 

6) 한정선 외, 2008; 신재한, 2011, p.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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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른 교육방법

의 구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교육방법의 성격을 접근방식에 

따라 수용적인 것과 탐구적(발견적)인 것으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근원

적인 교육철학 논의와 연계시키기 쉬우며, 이로 인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이끌어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가령 객관주의 및 실증주의 인식론에서는 객관적 진리가 학습자 외

부 세계에 존재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객관적 진리에 대한 

효율적 전달을 위해, 교수자가 수업을 주도하며 학습자가 지식을 수용

하는 형태의 수업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반면 구성주의 인식론에서는 

진리란 개인의 주관적인 정신 속에 내면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지

지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수업을 주도하며 자율적인 사고와 적극적 참

여를 강조하는 수업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한국교육과정학회, 2002). 

따라서 학습자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교육방법 구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패러다임 분석 작업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정선 등(2008)은 교육방법을 접근방식에 따라 ‘수용학습’과 

‘발견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발견(탐구)’ 대신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발견

학습이나 탐구학습이라는 용어가 자칫 브루너(J. Bruner)가 강조하는 

학문(내용) 중심 교육방법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브루너

가 강조하는 발견학습은 앞서 언급한 참여적 교육방법이 전제하는 구

성주의적 교육철학과 배치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법교육 패러다임

에 대한 방법 측면 구분 기준으로 ‘참여’와 ‘수용’을 양측 대척점으로 

하는 틀을 구성하였다. 방법 측면의 구분 기준틀은 <그림-4>와 같다.

참여적                                        수용적

<그림-4> 법교육 패러다임의 ‘방법’ 측면 기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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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교육 패러다임의 4가지 유형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법교육 패러다임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내용’과 ‘방법’의 두 측면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우선 내용 측면은 ‘자

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성격과 ‘실정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성격으로 

구분된다. 다음 방법 측면은 학습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볼 때, ‘참여

적’ 방법과 ‘수용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를 토대로 다음 <그림-5>

와 같은 법교육 패러다임 분석 기준틀을 구성하였다.

         Ⅱ       Ⅰ

         Ⅲ       Ⅳ

<그림-5> 법교육 패러다임 분석 기준틀

  내용 기준과 방법 기준에 따라 법교육 패러다임은 4개 영역으로 구

분된다. 위 그림과 같이 1사분면에서 4사분면까지 각각 로마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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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Ⅲ, Ⅳ의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편의상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Ⅰ유형은 실정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내

용을 소재로 하면서 학습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법교육 유형을 말한다. 

Ⅱ유형은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내용을 소재로 하면서 학습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법교육 유형을 말한다. Ⅲ유형은 자연법적 사고를 강

조하는 내용을 소재로 하면서 수용적 방법을 사용하는 법교육 유형을 

말한다. Ⅳ유형은 실정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내용을 소재로 하면서 수

용적 방법을 사용하는 법교육 유형을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각각의 유형은 분절적인 구분 범주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패러다임 구분 기준틀이 다양한 형태의 법교육 수

업을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 이는 다만 

구체적인 법교육 양태가 근거하고 있는 패러다임 특성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정도의 차이로 보여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의재판 수업

을 예로 들 수 있다. 모의재판 수업은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는 법규범

을 내용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실정법적 사고가 강조되는 특성이 있

다. 동시에 학습자가 각자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간다는 점

에서 참여적 방법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모의재판 수업은 4

가지 유형 가운데 Ⅰ유형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의재

판 수업 가운데서도 주어진 법규범에 대한 해석 작업이 진행되며, 이 

때 학생들은 끊임없이 정의(正義)에 합치되는 법해석을 위한 사고를 

하게 된다. 즉 실정법적 사고가 강조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자연법적 

사고가 수반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모의재판 수업은 위 

그래프 상에서 Ⅰ유형에 주로 위치하되, Ⅱ유형에 일부 걸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구체적인 법교육 수업 양태는 제각각 특성

에 따라 강조되는 패러다임 특성에 관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분절

적으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패러다임 기준틀을 토대로 법교육의 실제 양상이 



- 20 -

법교육의 본질과 이상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법

교육 양상의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이것이 오늘날 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천과 한계

1)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 체제 출범 후 고등학교 사회

과 선택과목으로 ‘법과 사회’가 독립하면서, 양질의 측면에서 비약적으

로 확대되어 왔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7)에서는 정치 영역과 통합

되어 ‘법과 정치’ 교과목으로 합쳐졌으나, 이는 법교육의 내용 정체성이 

충실해지는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송성민, 2010, pp.119-126).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토대로 시행되어왔다는 

점에서(김명정, 2012), 다른 나라의 법교육 발전 과정과 확연히 구분

되기도 한다(김범주․정순원, 2011, p.55)8).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법

교육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생활법(street law)을 중심으로 하는 미

국 법교육의 영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교육의 

전개 양상과 그 분석을 위한 사전 단계로 미국의 법교육이 발전해 온 

과정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교육 패러다임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① 미국의 법교육

  네퍼(Knepper, 1997)9)는 미국에서의 법교육 전개 과정을 크게 3시

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7)

8)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법교육이 민간 부문에서 출발하여 활성화된 데 반해, 

우리나라의 법교육이 정부 주도로 발전해 왔다는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9) 네퍼(Knepper, 1997)의 논의는 미국의 법교육 전개 과정을 적합하게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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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 법교육의 역사적 전

개 과정은 ‘기초형성기’, ‘조직화시기’, ‘발전기’로 대별된다.

  우선 기초형성기(1950년대 말~60년대 초)는 스타(I. Starr)의 주도

하에 법교육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기존 

법교육은 법학교육과 뚜렷한 구분 없이 법학 내용지식을 단순히 교사

의 설명으로 암기․이해시키는 수업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암기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일상의 다양한 법적 사례를 수업에 

활용한 결과, 학생들의 흥미를 크게 자극하고 훨씬 더 큰 설득력을 얻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암기를 중시

하던 소위 ‘법학교육’이 ‘생활 중심의 법교육’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다음은 조직화시기(1960년대 초~70년대 초)라고 불리는데, 기본권

재단(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등 유관 단체에서 조직적으

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법교육의 외연과 내용이 충실해지

고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가령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단체가 지원을 하거나 직접 법교육에 참여하는 등 당시 교육계에 국

한되어 있던 법교육 개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외부 전문가 단체와 연계

되어 발전하던 시기이다.

  다음으로 발전기(1970년대 초 이후)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법교육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교육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학교 교육과

의 적극적 연계 속에서 공교육 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예를 들면 법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재 및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어 보급되었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등 여러 변

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외부 기관의 적

극적인 참여와 지원 속에서 학교 교육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

원형으로 국내외 학자들에게 수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윌리엄슨(Williamson, 

2002), 피터슨(Petersen, 2011)등의 저서나 김범주․정순원(2011), 박용조

(2011)의 논문 등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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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nepper, 1997, pp.5-12; 박성혁, 2006, pp.57-60; 송성민, 

2012, p.86). 요약하면 미국의 법교육은 추상적 차원의 헌법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모습에서 구체적 차원의 생활법 중심의 법교육

으로 발달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박성혁, 2006, p.68).

② 우리나라의 법교육

  우리나라의 법교육 전개 양상을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법교육 발전 과정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교육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

하고자 한다.

  첫째, 법교육 시작 단계(1946년~1990년대 초)는 법학교육의 주요 

이론과 개념, 조문 등을 중시하면서, 법학교육의 학습 내용과 교수 방

법 등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초창기 법교육에서 나타났던 이와 같은 특징은 우리나라 법교육 

초창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둘째, 법교육 체계화 단계(1990년대 초 이후)에는 법학교육과 구분

되는 법교육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독자적인 

학습 내용과 교수 방법을 강조하게 된다. 학습 내용 측면에서는 기존 

법학 이론과 개념, 조문을 중시하던 풍토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실생

활에 유용한 생활법 교육 등이 강조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체제 이후 법교육의 독자적 정체성이 부각되면서, 바

람직한 법의식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교수방법이 강조되었다. 이로써 법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은 법관련 작문 학습, 사례(판례)중심 학습, 모의재판, 기관 견학 

등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곽한영(2009)도 학생참여를 돕는 법교

육 수업방법들로 모의재판(Mock Trial), 청소년법정(Youth Court, 

Teen Court), 사례 수업(Case Method Approach), 작문 수업(Legal 

Essay), 또래 조정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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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법교육 확장 단계(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법교육이 외부 유

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미국의 법교육이 기

본권재단(CRF), 시민교육센터(CCE), 미국변호사협회(ABA) 등과의 연

계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과 유사한 양상이 우리나라에서

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가령 법무부는 2005년부터 법교육 전담 부서

를 설치하고 법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10), 대법원, 헌법재판

소 등의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법교육 사업에 참여함으

로써 우리나라의 법교육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11) 이처럼 교육계 외

부 법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법교육의 외연은 더욱 확장되었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재 및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는 등의 교육적 

성과로 이어졌다.1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법

교육은 법학중심의 교육에서 출발하여, 서서히 목표, 내용, 방법 측면

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법

교육의 효과 측면에 있어서도 시민교육 차원의 성과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보호시설 내에서의 법교육이나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법교육이 법체계에 대한 친밀감 형성이나 준법의식 고양을 통한 

10) “법무부는 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 조직 중 범죄예방정책국에 법교육팀을 두

어 법교육 기획․법령․제도연구,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법교육 전문인력 양

성 등의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법교육팀은 법무부 홈페이지와는 별도

의 법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도 별도의 어린이 

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허종렬, 2010, p.50)

11) 법교육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기관으로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정부 산하 기관으로는 법제처,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다. 민간단체로는 대한변호사협

회, 한국법교육학회,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등이 있다(허종렬, 2010, pp.50-60).

12) “법무부에서는 다양한 법교육 교재 발간, 학교현장에 법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수업을 하는 ‘로 에듀케이터’, 전국단위의 생활법 경시대회, 모의재판 경연대

회, 청소년법정 보급사업 등을 벌이고 있으며 민간단위에서는 법교육학회, 법

교육센터 설립, 전국사회교사모임의 법교육 교재 개발 등을 통해 법교육의 토

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곽한영, 200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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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 및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

다(Garrett, 1985; Thornton, 1987; Hamm, 1988; Williamson, 

1997; 김영찬, 1991; 송광섭․점승헌, 1999; 곽한영, 2007; 오승호, 

2010; 송성민, 2012). 나아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법교육이 학습자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조효남, 1996; 한은경, 2002; 이철희, 2002; 박상준, 

2003; 권병화, 2003; 이수화, 2005; 김태한, 2005; 송성민; 2007; 배

화순, 2010).

  지금까지 살펴본 법교육 발전 과정을 송성민(2012)은 <표-3>과 같

이 정리하고 있다.

<표-3> 한국과 미국의 법교육 본질관 변화13)

법학교육으로서 법교육

(Law Studies)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

(Law-Related Education)

내용 법학 이론, 내용 위주 생활법 위주

목적 법학 지식 전수 법적 생활인 양성

성과

및

의의

전문적인 법률지식 함양

법적 사고력 배양

긍정적인 법의식 함양

법체계에 대한 친밀감 형성

준법의식 고양(범죄 재범률 감소)

  <표-3>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거시적 측면에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법교육이 법학교육에서 시민교육으로 정체

13) 송성민, 2012,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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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내용과 방법에도 큰 변화가 

수반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법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의 영역에

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음 내용에서는 패러다임 분류 기준을 통해 법교육 발전 과정에서 패

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연구 질문과 관련된 논의

를 도출하고자 한다.

③ 패러다임 변천 과정 논의

  앞서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내용과 방법의 두 기준에 따라 4가지 유

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패러다임 구분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교육

이 발전해 온 양상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시작 단계(1946년~1990년대 초)의 법교육은 대체로 Ⅳ유형

에 해당하면서 일부 Ⅲ유형에 접하는 패러다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의 법교육은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법학교육과 구분되지 

못하여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다. 법학에서 중시하는 법개념, 

법원칙과 법적 절차 등을 중심으로 강의 형식의 전달과 수용이 중심

이 되는 법교육이 대세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가운데에도 ‘법이념’과 

같이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교육도 일부 진행되었다는 점을 간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해 볼 때 초기 단계의 법

교육은 대체로 Ⅳ유형에 해당하면서 일부 Ⅲ유형에 접하는 패러다임

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법교육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시기(1990년대 

이후)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법교육이 시민교육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교

육은 대체적으로 Ⅰ유형과 Ⅳ유형에 걸쳐 있으면서, 구체적인 교육내

용이나 방법에 따라 일부 Ⅱ, Ⅲ유형의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법교육의 패러다임을 이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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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우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제7차 교육과정 체제 이후

의 법교육은 방법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법관련 작문 학

습, 사례(판례)중심 학습, 모의재판, 기관 견학 등 교수․학습 방법이 다

양해지면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육방법의 

발전은 법교육의 효과 확대로 연결되었다. 더불어 내용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법규범, 법이론 일변도의 학습 소재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생

활법 내용 등으로 확장되었다. 법교육 발전 과정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교육은 방법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성

격을 갖는다. 아울러 내용적 측면에서도 그 성격이 크게 변모하였지만 

큰 틀에서는 실정법적 사고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와 일

부 유사성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 법교육은 대체로 Ⅳ유형에

서 탈피하여 Ⅰ유형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법교육 양상이 나타나고 있

어, 그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각각의 다양한 유형도 부분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 가령 

법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변화는 사실상 이론 영역에 국한되었을 뿐, 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이 이러한 변화를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법교육은 이론적으로는 Ⅳ유형에서 탈피하여 Ⅰ유형을 지향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Ⅰ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양

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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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으로서 법교육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

<그림-6>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

2) 법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한계

  지난 반세기 동안 법교육 패러다임의 무게중심은 Ⅳ유형에서 Ⅰ유

형으로 변화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기 법교육이 주로 학습자의 

수용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의 법교육은 학습자의 참여를 중

시하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초기 법교육이 법학

의 개념과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 활용했던데 반해, 최근의 법교육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흥미와 실용성을 감안하여 생활법 소재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측면의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

지만, 실정법적 사고의 강조라는 큰 틀에서는 과거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 이상의 법교육 패러다임 변화는 끊임없이 성장해 온 법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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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교육의 패러다임이 Ⅳ유형 중심에서 Ⅰ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어온 

양상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곧 법교육

이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함에 따라, 수업목표, 학습내용, 교

수․학습 방법, 평가 등의 전반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Ⅰ유형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법교

육이 갖는 성과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법교육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한 상황 속에서도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 성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물론 

법규범의 기본적인 속성은 ‘강제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교육은 

당연히 실정법 및 이와 관련된 사고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

다. 하지만 자연법적 사고를 중시하는 법교육이 자율적 법의식, 책임

성, 참여 의식 등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법적 내용과 참여

적 방법이 강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교육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교육 패러다임이 Ⅳ유형에서 Ⅰ유형으로 변화한 것 자체의 

의의는 크지만,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법교육의 본질과 이상을 완전히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 법교육의 모습은 이론

과 현실의 괴리도 큰 상태이다. 그나마 이론적으로는 Ⅰ유형을 지향하

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은 기존 법령과 법개념을 강의 중

심으로 가르치는 Ⅳ유형에서 별로 달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

면을 감안하면 현재의 법교육 패러다임은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

을 확립했으나, 여전히 ‘수용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법규와 법개념, 법이론 등을 암기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수용적’인 수업의 전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법교육의 패러다임을 ‘시민교육적 정체성’을 지향

하나, 여전히 ‘수용적’ 성격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의미로 ‘수용적 법

교육’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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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적 법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만으로는 법교육의 본질과 이

상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실정법 체계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율적 법의

식을 가진 시민의 양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법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법교육의 본질적이고도 궁극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

다. 그렇다면 ‘법학교육적 법교육’에서 ‘시민교육-수용적 법교육’으로

의 패러다임 변화가 긍정적이긴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완전히 만족

할만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법교육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현

실적으로 유효적절하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직시

하고 다시금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의 변모를 꾀해야 할 것이다.

2. 대안적 패러다임 : 형성적 법교육

(1) 형성적 법교육의 개념

  바람직한 법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

들이 필요하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은 외부의 강압과 제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법규범을 준

수하고 법체계를 존중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것이다. 우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역량을 갖춘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의 지위를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므로, 법규범과 법체계가 더욱 타당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시민들

에게 법규범과 법체계는 자신의 공적 참여에 따른 결과물과 같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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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갖게 되는 바, 일종의 자기입법적 산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입법과 자기통치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서 법규범 준수와 법체

계 존중은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범 

준수는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과 비용

을 감소시키게 된다. 나아가 사회적 손실과 비용의 감소는 개별 구성

원인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이익으로 환원된다. 합리적 이성을 갖춘 시

민들은 이러한 현실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법규범 준수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바람직한 민주사회 및 법치사회의 구현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역

량을 갖춘 시민들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법교육을 포함한 시민교육 

또한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만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법규범을 일방적으로 수용하

거나, 수동적으로 준수하는 구성원을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바람직한 민주시민은 현존하는 법규범과 법체계가 시민들

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

민해야 한다. 또 이러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고민과 대안을 법규

범과 법체계에 적절히 투영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능과 참여 태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소양과 

자질은 법규범과 법체계를 능동적으로 형성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형성적 성격에 부합하는 지식과 기능, 가치 및 태도

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안적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형성적’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기존의 법교육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치면

서도 ‘수용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대안적 법교육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준법의식, 주권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 인식, 적

극적인 공적 참여의식 등의 함양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법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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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를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요구된다는 점에

서, ‘형성적 법교육’을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대안적 패러다임인 형성적 법교육

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자 한다.

형성적 법교육이란, “바람직한 민주 법치사회의 구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
기 위하여, 보편적 정의와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규범이나 법
적 가치 등을 학습자 스스로 형성해 보는 경험을 강조하는 법
교육 패러다임”을 말한다.

  형성적 법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형성적 법교육에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갖춘 시민의 양성’

이라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회상은 ‘바람직한 민주적 법치사회의 구성과 유지’라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수용적 법교육과 대안

으로 제시된 형성적 법교육은 그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수용적 

법교육 또한 바람직한 법의식의 함양을 지향하나, 바람직한 법의식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사

회 구성원 개개인이 바람직한 법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

으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법의지의 바탕 위에서 바

람직한 법체계를 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법체계를 존중하고 준

수하려는 의지가 형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형성적 패러다임

의 법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규범이나 법적 가치 등을 형성해 보는 경

험’을 주된 교육 활동으로 강조하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교육 활동은 

‘보편적 정의와 윤리’ 기준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의 수

용적 법교육이 현존하는 법체계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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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형성적 법교육은 ‘법교육 패러다임’

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성적 법교육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법교육의 거대한 본질관(목

표․내용․방법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을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용 측면에서 시민적 자율성과 적극

적인 참여 의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법교육은 실정법적 사고 못지않게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의 법교육 내용은 헌법 

위주의 추상적 소재에서 생활법 위주의 구체적 소재로 커다란 변화를 

보여 왔으나, 여전히 고차적인 사고력을 자극하고 진정성 있는 가치관

과 태도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

는 형성적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법교육이 추구하는 목표

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방법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법교육은 수업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치 갈등 및 충

돌 사안에 대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경험이 학습자의 

인지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며(Kohlberg, 1968; 

Kohlberg, 1969; Tapp & Levine, 1971;  Tapp & Kohlberg, 1971, 

pp.85-87 재인용), 학습자의 긍정적인 성취감, 효능감, 자신감 획득에

도 도움이 된다.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모두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질이라는 점에서 ‘참여’를 강조하

는 법교육 수업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내용과 방법이 지니는 특성을 위와 같이 

정리해 볼 때, 새로운 패러다임은 Ⅱ유형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Ⅱ유

형을 강조하는 법교육은 정의, 옳음, 도덕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와 관

념에 대한 사고를 강조한다. 이는 실증적인 법교육이 기존 법규범과 

법체계에 대한 논리적․체계적 해석과 이해를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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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

   다임

 구분

법학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Ⅰ)

-수용적 법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Ⅱ)

-형성적 법교육-

시기 1946년~90년대 초 1990년대 이후 -

목표 법전문가 양성 민주시민 양성 민주시민 양성

내용 실정법적 사고 중심 실정법적 사고 중심 자연법적 사고 중심

방법
수용적

(교사중심)

참여를 지향하나,

대체로 수용적

참여적

(학생중심)

인식론
객관주의

실증주의

객관주의

실증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것이다. 나아가 구성주의적 교육 철학과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론

의 전제 위에서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을 강조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을 통해 학습자

들은 끊임없이 법관련 지식과 가치, 태도 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Ⅱ유형을 강조하는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을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법교육 패러다임과 대안적 패러다임을 정리하면 <표-4>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표-4> 법교육 패러다임의 개관

(2) 형성적 법교육의 의의

  본 연구는 기존의 법교육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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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내용은 형성적 법교육이 기존의 법교육 패러다임에 비해 어떠한 

점에서 더 타당하고 좋은가를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성적 법교육이 갖는 의의를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목표 측면의 논의를 통해 형성적 법

교육이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과 이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다음으로 내용 및 방법 측면의 논의를 

통해 형성적 법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장점

이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1) 목표 측면 의의

  타일러(R. Tyler)는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

다고 본다. 교육목표는 해당 교육의 본질과 이상이 일차적으로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내용과 방법을 결정짓는 근원적

인 성격을 가진다(Tyler, 1949). 따라서 목표를 중심으로 형성적 법교

육의 의의를 살펴본다는 것은, 형성적 법교육이 법교육의 본질과 이상

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증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법교육의 목표가 어떠한가에 대해 살

펴보고, 이를 토대로 형성적 법교육이 목표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① 법교육 목표 분석

  먼저 우리나라의 법교육보다 역사가 깊은 미국 법교육의 경우 다음

과 같은 목표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BA, 1995a)는 

법교육 목표를 기능(skills) 영역과 태도(attitudes)․신념(beliefs)․가치

(values)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5>는 두 영역

으로 제시된 법교육 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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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목표 내용

기능

◦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능

◦ 그러한 법이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능

◦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능

◦ 사회의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능

◦ 법 관련 문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

◦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이 언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기능

◦ 법과 관련 쟁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능

◦ 법 관련 쟁점에서 도출된 논쟁문제와 갈등 사안에 대해 이해하

고 평가하는 기능

◦ 법과 관련된 신념과 행동과 관련하여 타인을 설득하는 등의 의

사소통 기능과 참여 기능

◦ 법규 제정과 목표 수립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기능

◦ 논의, 협상, 타협, 갈등해결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

◦ 법과 법 관련 사회 쟁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협동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기능

태도

․
신념

․
가치 

◦ 입헌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적극적 관여(commitment)

◦ 사회 정의를 위한 헌신(dedication)

◦ 공적 영역에 대한 해박하고도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참여

◦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가치에 대한 존중 의식

◦ 사회적 갈등과 차이를 적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표-5> 미국변호사협회 보고서에 나타난 법교육의 목표14)

14) American Bar Association, 1995a,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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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변호사협회의 또 다른 보고서(1995b)에서도 법교육 목표를 확

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위와 달리 법교육 목표를 지식, 기능, 태도

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법교육의 핵심 목표는 지식 습득과 기능 훈련, 태도의 변화
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법과 사법체계, 정부,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대

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b) 윤리․도덕적 딜레마와 (사회적) 쟁점을 검증하고, 공적 영

역에 참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생각을 최대한 명확하
고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석적 기능(이를 테면, 비
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 갈등 해결능력, 
가치 명료화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

(c) 법과 법체계,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책임
과 시민의 의무, 타인의 관점 존중,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친사회적 
행동을 장려하는 것 등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American Bar Association, 1995b, p.2).

  미국의 목표 사례를 정리해 보면, 법교육 목표는 법과 법적 절차와 

관련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양하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목표 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가 존재하여 공식화

된 목표 체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중등학교 법교육에 한정하여 최신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은 중학교에서

의 법교육 목표에 대한 것이며, <표-7>은 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 목

표에 대한 것이다.



- 37 -

분류 내용 영역과 기준

(8)

일상생활

과 법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구

성원 사이의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하는 공동의 약속임을 이해

한다. 법의 의미와 목적을 일상생활 속에서 파악하고, 법 규범

의 유형과 특징을 탐구한다. 나아가 법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

를 재판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①다른 사회규범과의 비교를 통해 법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

고, 일상생활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②규율하는 생활 영역 중심으로 법 규범을 공법, 사법, 사회법

으로 구분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징에 대해 탐구

한다.

③재판의 의미와 종류(예,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를 이해하고, 

심급제도가 가지는 법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④일상생활에서의 분쟁 사례(예, 차별, 폭력, 저작권 침해 등)

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

인권보장

과 헌법

  인권 보장의 역사를 이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인

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타난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헌법에서 기본권 제한과 관

련된 내용을 명시한 이유를 파악한다. 나아가 사례 분석을 통

해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 기관의 역할을 파악한다.

①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인권 보장을 위

한 장치로서 헌법의 의의를 인식한다.

②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을 이해하

고,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표-6> 중학교 「사회」 법관련 교육과정 목표 진술15)

15) 교육과학기술부, 2012,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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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목표 진술

보편적

진술

◦ 법의 이념과 원리 및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합리적이고도 정당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의무가 이행되는 정의

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과 기

능 및 태도를 지니게 한다.

구체적

진술

다.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과정과 참여 방법 

등 국민의 정치적인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치 

현상과 관련된 지식을 이해한다.

라. 현대 민주 국가에서의 법의 필요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법적 

문제 상황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법적 해

유를 탐구한다.

③인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권 보장

과 관련된 국가기관(예: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역할을 이해한다.

(10) 

헌법과

국가 

기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기관인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한다. 또한 

각 국가 기관의 주요 조직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 기관과의 관

계 속에서 해당 국가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분석한다.

①입법부로서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국회의 조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②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하고, 행정

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③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조

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표-7>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육과정 목표 진술16)

16) 교육과학기술부, 2012,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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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마.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의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활

용하여 개인적·사회적 분쟁을 합리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내면화하여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사. 지역 사회와 국가, 국제사회의 특성과 정치적 운영 원리를 

이해하며 민주적 법체계와 절차를 존중하고 건전한 시민의

식을 가지고 민주사회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를 갖는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교육 목표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법교육

의 본질과 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사회과교육 및 시민교육이 그러하듯 법교육 역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종합적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민주시민이 가

져야 할 소양이 오로지 지식에 의존하거나 협소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과 관련하여 민주시민이 가져

야 할 소양과 자질도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법교육 목표에는 법학의 내용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를 테면 지식 측면에서 법과 법적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 

기능 측면에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기능, 의사 결정 기능, 가치 갈등이

나 법적 분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치․태도 측면에서 권리

나 의무 등을 존중하고 따르는 태도를 지향하는 것 등이 이러한 특성

을 보여준다.

  셋째, 법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법규범과 법적 절차를 숙지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민주적 가치와 원리를 함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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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향한다. 이를 테면 민주 사회에서의 보편적 가치와 원리에 대

한 존중 의식을 강조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법, 법적 

절차, 법체계와 관련지어 목표로 설정한 점이 그렇다. 특히 세 번째 

특성은 목표 측면에서 형성적 법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형성적 법교육이 목표 측면에서 갖

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② 형성적 법교육의 ‘목표’ 측면 의의

  지금까지 살펴본 법교육 목표는 법교육의 본질적 지향점이 무엇인

가를 잘 보여준다. 법교육에서 법적 지식과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법교육의 목표가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사회 또는 법치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성원

으로서 가져야 하는 다양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표가 있

다. 그리고 법교육 목표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

  법교육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에게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결 능력 등의 자질이 요구된

다. 또한 법규범과 법체계에 대한 존중 의식도 요구된다. 이는 실재(實

在)하는 법규범과 원리, 체계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지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법규범과 법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건

전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민주사회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

세도 중시된다. 전자가 기존 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지향한다

면, 후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법체계 구성을 위한 노력을 지향한

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가 

무엇이며 공동체 발전과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익혀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법교육에

는 이질적인 성격의 목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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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존 법교육 패러다임을 분석해 본 결과, 법학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이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

히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면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법교육 패러다임은 소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은 현재 법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으로 지목된다. 형성적 법교육이 지향하는 자연법적 사고

를 강조하는 학습 내용과 학습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학습 방법은 법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체계와 잘 부합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동안의 법교육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자는 목

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

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법교육의 패러다임을 형성적인 성격의 것으

로 전환하고 이를 강조하는 법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정체성을 온전하게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내용 측면 의의

  목표 측면의 논의에 이어 다음은 형성적 법교육이 교육내용 측면에

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형성적 법교육은 

교육내용 측면에서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정법

적 사고를 강조하는 법교육이 갖는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으로서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법교육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살

펴보도록 할 것이다.

① 실정법 강조 법교육의 한계

  자연법과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논증하

기 위해서, 법철학 영역의 오랜 논쟁 구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법철학

에 있어 ‘법이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개



- 42 -

념 논쟁은 크게 법실증주의적 입장과 자연법론적 입장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실증주의가 갖는 한계를 통해서 자연법적 논의를 끌

어내고, 이를 법교육에 적용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법실증주의의 기본 입장은 ‘법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문제’와 ‘법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도덕적 내용’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다. 법실증주의는 과학으로서의 법학을 주장하기 위해 법규범의 논리

성과 명료성, 체계성 등을 강조하여,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법

만을 법으로 인식하는 견해를 취한다. 따라서 정당한 도덕규범으로서

의 법과는 무관하게 현존하는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게 된다. 결국 

법의 본질은 어떤 사회규범이 그 내용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실정법으

로서의 형식적 기준만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이상영․김
도균, 2006, p.14).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실증주의 자체가 법의 본질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이고 개념적(conceptual)인 부분에 대한 이론

일 뿐, 법이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고, 어떤 이념을 지향해야 하며, 무

엇이 정의인지 등을 규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Bix, 

2005, p.31).

  하지만 자연법론자들은 법실증주의 법인식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다. 이상영과 김도균(2006)은 현대 법철학계에서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은 크게 불법논변과 원리논변의 두 입장으로 요약된다고 전제한 

후, 여기에 정당성논변을 추가하여 3가지 측면에서 비판 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첫째, 불법논변의 비판 핵심은 다음과 같다. 형식적 기준을 통과한 

실정법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부정의한 경우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법으로서의 자격이 부인되는 사례가 존재해왔다. 법실증주의 이론으로

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점

에서 법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 법실증주의 이외의 다른 철학적 입장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이상영․김도균, 200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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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원리논변에서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법체계라면 상위의 법원

칙이나 일반 원리들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일반 

원리 가운데에는 실정 법규와 명령으로만 구성되지 않는 것이 존재하

므로 법실증주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신의성실의 원

칙이나 공평성의 원칙, 신뢰이익 보호의 원칙 등은 발생적 측면에서 

특정한 실정 법규에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실증주의적 

법개념만으로 법원리를 모두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판

할 수 있다(이상영․김도균, 2006, pp.16-19).

  셋째, 정당성 논변에서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정당성 논변은 “개별

적 법규범 및 개별적 판결과 법체계 전체는 반드시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게 마련이다”와 같은 논의로 요약된다. 

가령 ‘어떠한 법규라도 정당하지 않으며,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

의 해석은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은 자신이 규

율하려는 내용의 정당성 및 준수의 필요성을 이미 요구하고 있는 것

으로 봐야하고(이상영․김도균, 2006, pp.19-20), 이는 법규범에 이미 

자연법적 가정이 선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법과 관련한 교육에 있어 법의 정당성 내지 도덕성에 대

한 고찰, 즉 자연법적 사고는 불가피한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를 학

습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내용에서는 형성적 법교육의 패

러다임이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학습내용을 통해 담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② 자연법 강조 법교육의 의의

  자연법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도덕적 행위원리들로서 법으로 반

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규범들의 총체를 지칭한다. 따라서 법규와 보편

타당한 도덕적 원리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연결하여 판단한다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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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결합 테제(the Connection Thesis)로 불린다. 부연하면 실정법 

규범들 외에도 실정법의 기초를 이루거나 반대로 실정법의 한계를 설

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덕 원리 및 정의의 원리들 역시 법으로 보

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상영․김도균, 2006, p.21). 머피(Murphy)에 

따르면 자연법론은 “법이란 반드시 행동에 대한 합리적 준칙이 되어

야 한다.”는 관념을 전제하고 있다(Murphy, 2005, p.18). 자연법의 

이러한 특징과 전제는 일반인들의 법상식과 감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17)

  플라톤(Platon)은 훌륭한 법이란 ‘현실적인 법’이 아니라 ‘이상적인 

법’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있는 법’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법’의 중

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법, 즉 훌륭한 법은 나라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이때의 훌륭함은 ‘현실적 법률’의 상대

적 훌륭함이 아니라, 가능한 한 진리에 근접하는 것에서 나오는 훌륭

함인 것이다(오민용, 2010, pp.73-74).

17) 자연법의 정의를 어떻게 범주화하는가에 따라서 자연법론의 범위와 실체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자연법을 다양하게 범주화시킬 수 있다.

  “자연법론이 ‘악법은 법이 아니다(Unjust laws are no laws)’라는 주장을 편다
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자연법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론
은 그러한 주장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자연법론의 범주가 너무나도 축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약 자연법론을 실정
법보다는 상위에 존재하는 법을 인정하며, 그 법을 실정법 비판의 척도로 자
연법이라고 부르며, 자연법을 위반한 법은 문제를 가진 법으로 입법을 통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떠할 것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 (중략) … 현대의 대표적인 법실증주의자로 일컬어지는 하트도 
자연법론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최봉철, 2007, p.61).”

   따라서 자연법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의 여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

제 하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제하고자 한다.

  “법이나 효력있는 법의 범주를 정하는데 있어 법의 본질상 도덕적인 심의가 필
요하다는 입장(최봉철, 2007,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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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자연법적 내용을 교육의 내용과 목표로 설정해야 한

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박용조(2001)는 사회과 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법인식 논리로서, 합리주의적 자연법론, 경험주의적 법실증주의, 실

용주의적 법이론을 들고 있다. 특히 법이 사물의 본성에 맞을 때 구속

력이 있으며, 법률적 당위는 사물의 본성에서 나오는 당위와 일치할 

때에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와(심헌섭, 1996, p.188), 이성법 

내지 사물의 본성 논리가 결국 인간의 품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근

거를 통해(박은정, 1987, p.63),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이 사회과 법교

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박용조, 2001, 

pp.267-268, 281).

  강두호(1990)는 윤리교육에서 자연법 교육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

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입각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알게 되는 양태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인간의 성향은 자연적인 도덕법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고 본다. 

올바른 이성의 보편적 명령은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에 자연스러

운 방향을 설정해 주므로, 도덕법은 자연적인 동시에 합리적인 법칙이

며, 이성에 의하여 명료하게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된 자연의 본성이라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인간의 지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위

의 합리적인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인간의 오성(悟性), 

곧 인지 그 자체가 도덕법의 가까운 근원인 셈이다. 도덕법을 산출하

기 위한 인간 오성의 지적인 활용을 추론(推論)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강두호, 1990, pp.283-285).

  이런 점에서 고차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가

치관과 태도를 형성시키는 교육은 곧 자연법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과 밀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자극하기 위해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교육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과교육에서 자연법적 사고, 당위성, 도덕성을 강조하는 법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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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타당성 내지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법철학 영

역에서 법실증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법과 법체계에 대한 본질

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하여 법적 사고를 풍부하게 해 

준다. 둘째, 민주 사회의 구성원인 학습자가 갖는 보편적 윤리 및 정

의에 대한 욕구와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교육적으로 수용할 

여지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교육

내용, 즉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내용은 시민교육적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방법 측면 의의

  다음으로 형성적 법교육은 교육방법 측면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적극

적 참여가 사회과 법교육 수업에서 왜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적 특성

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① 학습자 참여형 법교육

  폭스 등(Fox, Minor, & Williamson, 1997)은 법교육에서 학습자에

게 어떤 성격의 학습 경험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기준으

로, 법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유형

은 직선적 위협형, 이솝우화형, 참여학습형으로 나누어진다.18)

  첫 번째 유형인 ‘직선적 위협형’은 위법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한 

부정적 결과에 관한 정보 위주로 법교육 학습 내용을 구성한 후, 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준법 의식을 ‘강요’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은 

18) 원문에서는 ‘Scared Straight Approach’, ‘Emperor’s Clothes Approach’, 

‘Participatory Approach’로 표현하고 있으며, 박성혁(2005)의 논문에서 위와 

같이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박성혁․곽한영(2007)이 옮긴 책에는 직선적 위

협형, 황제의 옷(벌거벗은 임금님), 참여형 법교육으로 번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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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위법 행위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직선적 위협형의 법교육 방법은 이론

적으로 ‘위협’과 ‘강요’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교육방법

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위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솝우화형’이

다. 이 유형의 법교육은 준법 행위의 결과로 획득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준법 의식

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을 

준수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이론적 모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과 법체계

에 대한 존중감 내지 수용 의지가 다분히 무비판적인 성격으로 유도

되고 있다는 점, 실제 법현실이 학습 내용으로 제공되는 이상과는 괴

리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참여학습형’이다. 이는 준법 상태와 위

법, 불법 상태가 동시에 공존하는 법적 사회 현실을 그대로 제공해 주

면서, 학습자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reflection)을 통해 스스로 

준법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앞의 두 방법

과 달리 참여학습형에서는 사회의 법과 법적 체계에 대한 현실에 학

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강조된다.

  폭스 등(1997)은 단순히 두려움을 심어 주어 준법을 강요하는 첫 

번째 방법이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모습만을 제공하여 무비판적인 수

용을 기대하는 두 번째 방법에 비해 마지막 방법이 더욱 바람직한 것

임을 주장한다.19)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방법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19) “분명히 사람들은 좋은 경험이든 불쾌한 경험이든 간에 일상의 경험을 통해 

특정 유형의 행위에 관한 생각을 형성하게 되며, 그렇게 형성된 생각이 그 후

에 발생하는 행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교

육에 대한 학습 내용관 가운데 하나인 참여학습형은 바로 이런 생각을 기본으

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학습형은 학습자에게 법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준법 

의식을 ‘강제’하거나, 법에 대한 무비판적 존경을 심어주어 준법 의식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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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다. 참여학습형에서는 학습내용이 법의 징벌적 모습이나 이상적 

모습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준법과 위법이 동시에 공존하는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학습내용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 때 교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법현실의 탐색을 제공하는 안내자 및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

아들이는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Fox, Minor, & Wells, 1997, pp.16-22; 박성혁, 2005, pp.64-67; 

박성혁․옹진환, 2007, pp.50-52). 정리해 보면 참여형 법교육은 단기

적으로 학습자에게 법현실의 혼란을 그대로 전달하지만, 이후 학습자

의 숙고와 반성이 뒤따르면서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굳건한 법의식 내지 법태도로 형성된다는데 그 핵심이 있다.

② 법교육과 절차적 정의

  법교육 수업방법에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

를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절차적 정의 개념은 법교육 수업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업 결과에 대한 만족감, 지지도 등을 어떻게 강화시키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절차적 정의는 철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는 개념

이다. 심리학계에서는 타이벗과 워커의 연구(Thibaut & Walker, 

1975)에서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는데, 이 연구는 의사결정 절차

에 대한 공정성 인식 차이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효과나 평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사회심리학 연구였다. 이러한 용어는 당

시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20)에 대항하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일상의 법적 생활 맥락을 ‘경험’하게 해 

봄으로써,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고(개념화), 또한 그런 개념화를 바탕

으로 나름대로의 일반화와 결론에 이르게 하는 교수․학습관을 취하고 있다(박

성혁, 2005, pp.66-67).”

20) 통상 철학 영역에서의 ‘분배적 정의’란 정의(正義)를 개념화하는데 있어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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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것이었다(Lind & Tyler, 1988, p.1, 

7).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사회심리학의 영역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

다. 롤즈(J. Rawls)는 위 연구에 앞서 ‘순수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절차주의에 기초한 정의 이론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 이러한 

롤즈의 아이디어가 칸트(I. Kant)식의 구성주의를 수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절차주의적 정의에 대한 담론은 그 역사가 매우 깊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원규(2001)는 롤즈와 하버마스(J. 

Habermas)의 절차주의에 바탕을 둔 공화민주주의를 제안하기도 하였

다. 이는 다원화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겪게 되는 실질적

(substantive) 정의에 대한 합의 불가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차주의

에 기초한 합의의 정당화 원칙과 갈등 해결 원칙을 민주주의 원리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정원규, 2001, pp.63-85).

  절차적 정의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는 절차적 정의가 어떠한 메커

니즘을 통해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특히 재판과 같은 법영역에 주목하여 절차적 정의가 갖는 효용을 규

명해 왔다. 왜냐하면 법영역이야말로 인간 행위 영역 가운데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시되는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Lind & Tyler, 

1988, p.61). 머피와 테넌하우스(Murphy & Tanenhaus, 1969)는 법

적 절차가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은 심지어 그 결정

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해당 결정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법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절차적 불공정성에서 기인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타일러(Tyler, 1984)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절차 만족)과 실

질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판결 내용 만족)이 모두 사법 체계에 대한 

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다소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사회심리학 영역

에서의 ‘분배적 정의’란 분배 ‘결과’에 초점을 맞춰 정의 달성의 여부를 따지는 

용법으로 활용되므로 맥락에 따라서는 이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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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절차적 공정성이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른 연구에서도 절차적 공정성에 대

한 인식이 실질적 내용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전이되어,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는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Walker et al., 1974; 

LaTour, 1978; Lind et al., 1980, Lind & Tyler, 1988, pp.65-66 

재인용).

  타일러(T. Tyler)는 또 다른 연구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특정 사안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인 만

족감, 법기관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 인식, 준법의지(compliance)의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사안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이 

보편적인 법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으로 확장 전이가 일어남을 보

여주는 연구 결과에 해당한다(Tyler, 1987).

  린드와 타일러(Lind & Tyler, 1988)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

하여 절차적 정의가 가져오는 효과를 ①법기관 및 법조인에 대한 긍

정적 평가, ②판결을 비롯한 법적 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③보편적

인 법체계에 대한 만족감, ④법기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⑤법기관

에 대한 신뢰도, ⑥법규범과 판결에 대한 준수의지의 6가지로 나타나

고 있다(Lind & Tyler, 1988, pp.64-82).

  절차적 정의에 수반하는 긍정적 효과들은 법교육이 지향하는 목표

와 잘 부합된다. 공정한 절차가 보장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견해와 신

념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반대로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구성원이 스스로 중요

하다고 믿는 신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형성적 법교육은 학습자의 적극

적 참여라는 특성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부합하는 학습내

용과 결합되면서 법과 법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데 효

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절차적 정의의 개념은 형성적 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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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 측면에 큰 시사점을 준다. 규범관련 소재에 대한 학습자의 적

극적인 수업 참여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공정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며,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인식은 바람직한 법의식의 형성

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교육적으로 구안된 참여적 수업에

서 학생들은 규범 제정 및 갈등 해결 경험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가치

와 신념,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학습경험은 민주

사회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법과 법체계에 대한 긍정적

인 정서와 적극적인 태도를 자율적으로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법교육을 구현하는데 있어 학습자에게 어떤 성

격의 학습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명

확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형성적 법교육의 패러다임

은 매우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법의식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시민교육으로서의 본질적 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3) 형성적 법교육의 효과

  법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Ⅱ유형을 강조하는 형성적 법교육을 

제안할 때, 이에 해당하는 법교육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효과가 현행 법교육의 효과와 어떤 차이를 갖는

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형성적 법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문제는 2가지 방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기존 법교육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효과

를 드러내어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기존 법교육의 일반적 

효과가 형성적 법교육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여 기존 법

교육 방식에 대한 우위를 강조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는 형성적 법교

육만이 가질 수 있는 효과를 드러내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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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서 형성적 법교육이 갖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예견하는 것이 매우 어

렵다는 단점도 있다.

  후자의 방법은 형성적 법교육의 독창적 효과를 부각시키지는 못한

다는 단점이 있으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교육이 기존의 법교육에 비

해 얼마나 더 큰 효용을 갖는지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 

경우 형성적 법교육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기존 연구 결과물을 활

용할 수 있어 연구의 엄밀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장점까지 있다. 

가령 최근에는 심리학적 태도(attitude) 개념에 입각한 법의식 지표를 

통해 법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다수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에서 활용하는 법의식 지표는 심리학적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서 논리적 체계성이 뛰어나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완결성

을 높여가고 있어 타당도와 신뢰도 수준도 높은 편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도 기존 법의식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측정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성적 법교육의 구체

적인 효과를 일반적인 법교육 방법과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법의식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1) 법교육 효과 측정 : 법의식 변화

  기존 연구들은 법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이 향상되거나, 법체계에 대

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등의 효

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Williamson, 1997, pp.85-86; Hamm, 

1988; Garrett, 1985; Thornton, 1987; 김영찬, 1991; 송광섭․점승

헌, 1999; 조효남, 1996; 한은경, 2002; 이철희, 2002; 박상준, 

2003; 권병화, 2003; 이수화, 2005; 김태한, 2005). 이처럼 법교육의 

효과는 각각의 연구들이 주목하는 주제와 소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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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하지만 동시에 법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접근으로 종합적인 변화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혁(1992)과 곽한영(2007)은 태도 개념에 입각하

여 법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교육의 효과 측정에 유

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법의식을 태도 개념으로 환

원하여 접근할 경우, ‘태도’가 갖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법

의식 측정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곽한영(2007)은 태도 

개념에 기반을 둔 법의식 지표를 구성하여 이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

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 각 영역별로 하위 항목들을 구성하여 법

의식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때 

법교육은 대체적으로 법적 지식, 법 필요성, 자아존중의식(인지적 영

역),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감,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정서

적 영역), 법사용의사, 법효능감(행동적 영역)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정리된다.

  종합해 보면 법의식 지표를 활용하여 형성적 법교육의 효과를 측정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첫

째, 법의식 지표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지표

이기 때문에, 형성적 법교육이 갖게 될 효과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형성적 법교육의 효과를 법의식으로 측정한 

결과 인지적 효과는 큰 반면 정서적․행동적 효과가 낮다고 할 때, 형성

적 법교육이 갖는 장점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둘째, 기존 

패러다임의 법교육이 갖는 효과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증이 용이해진

다. 법의식이라는 공통 지표를 중심으로 기존 법교육과 형성적 법교육

의 효과를 측정할 경우 상호 비교가 용이해진다. 더불어 선행 연구에

서 밝혀진 법교육의 법의식 변화 효과 논의에 더해, 형성적 법교육이 

갖는 강점과 특성을 설명하기가 용이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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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형성적 법교육의 예상 효과를 법의식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자 한다.

2) 형성적 법교육의 예상 효과

  지금까지 형성적 법교육은 제대로 개념화되어 연구되지 않았기 때

문에 구체적인 효과를 특정화하기 어렵다. 다만 형성적 법교육이 갖는 

핵심적 특성에 기초하여 그 예상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또한 

현행 법교육과 마찬가지로 ‘태도’ 개념에 입각하여 인지적, 정서적, 행

동적 영역의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인지적 영역

  형성적 법교육이 갖는 효과의 인지적 측면은 법인지 발달이론과 관

련이 깊다. 법인지 발달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삐아제(J. Piaget), 

콜버그(L. Kohlberg), 탭과 레빈(J. Tapp & F. Levine) 등이 있다. 

이들의 이론을 종합해보면 규범과 관련된 인지구조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나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각 학자들의 연구 내

용에 따라 구체적인 용어와 논지에서 차이는 있으나, 이 이론들은 개

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요약된다(Piaget, 1933[1997]; Tapp 

& Kohlberg, 1971; Tapp & Levine, 1974; Kohlberg, 1976).

<표-8> 법/규칙 및 도덕성 관련 인지 발달이론

       학자

단계구분
Piaget Kohlberg Tapp & Levine

하위단계 자아중심적 단계 전관습적 수준 규칙-복종 단계

중위단계 타율적 단계 관습적 수준 규칙-유지 단계

상위단계 자율적 단계 후관습적 수준 규칙-형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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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8>에서 편의상 상위단계라고 표시한 자율적 단계(삐아제), 후

관습적 수준(콜버그), 규칙-형성 단계(탭과 레빈)는 보편적 원칙과 정

의 등을 가치 판단의 준거로 삼는 발달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인지 발달이론가들은 최상위단계로의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규범(가치)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

하고 있다. 탭과 콜버그(Tapp & Kohlberg, 1977)는 법인지 발달단계

에서 학습자들을 원리지향 단계, 즉 규범-제정 단계로 발달시키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학습자의 발달을 촉진

하고, 보편적 원리에 입각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교육방법

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갈등 해결의 경험’을 갖게 하고, 직접 적극적으

로 ‘참여’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과교육이 기성세대가 

강조하는 지배적인 규칙이나 태도만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회 질서만을 중시하는 협소한 가치관 및 사고능력만을 낳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보는 적

극적 학습 경험들이 자율성과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 주장한다(Tapp & Kohlberg, 1977, pp.100-104).

  나아가 블랫(S. Blatt)이나 튜리엘(E. Turiel)은 적극적이고 자율적

인 법교육은 학습자의 인지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일 때 가장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Turiel, 1964; Blatt, 1969). 

이를 테면 학습자의 인지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경험을 제공하여 지

속적으로 인지 충돌을 유발한 후, 적응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그에 맞

는 교육 경험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적인 교육방법

이 될 수 있는 것이다(Tapp & Kohlberg, 1977, p.104).

  콜버그와 길리건(Kohlberg & Gilligan, 1971)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근거로 자율적이고 책임감있는 법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들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인으로서 대접받으면서 일정한 독립심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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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는 그러한 욕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욕구와 현실 사이의 괴

리감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아동에서 성인으

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 상황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표출된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변인으로서의 역할(marginal role)

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더 이상 어른들의 지시와 통제

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독립하고 싶은 욕구, 자기 결정

권과 자기 선택권을 보장받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Kohlberg 

& Gilligan, 1971, p.1052). 인지 발달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에 걸맞는 성

격의 법교육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갖는 

형성적 법교육이 청소년의 고차적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가치갈등 상황을 제공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

습자들이 능동적으로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교육은 학습자의 고차적 

인지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형성적 법교육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성적 법

교육이 학습자의 고차적인 인지능력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서적 영역

  사회심리학 영역의 많은 연구들은 참여가 확보된 경험, 절차적 공정

성이 인식될 수 있는 경험이 법관련 긍정적인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머피와 테넌하우스(Murphy & Tanenhaus, 

1969)는 재판에서 절차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판결 내용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 특히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

한 경우에도 그러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는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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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숙고를 통해 결정한 자신의 의사와 가치를 규범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경험

은 법규범과 법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으

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참여 기회의 보장과 공정한 절차의 제공은 법규범과 법

권위체, 법 관련기관, 법체계에 대한 만족감을 고양시킨다는 연구 결

과도 존재한다(Tyler, 1984, 1987, 1988; Lind & Tyler, 1988; 

Tyler & Darley, 1999). 따라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편적인 도덕관

념, 윤리기준 등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사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수업 경험은 정서적 영역의 법의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형성적인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은 법친밀

감, 만족감 등의 의식은 고양시키고, 법체계에 대한 불신감, 적대감 등

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행동적 영역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내용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방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형성적 법교육은 행동적 영역의 법의식을 고양시키

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형성적인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교육 경험은 자기 규제 의지를 증진

시키고, 자발적인 규범 준수 의지를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

다. 공정한 절차 및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관련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는데 도

움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정서적 의식은 해당 구성원의 긍정적 행동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기여

할 수 있고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법체계에 대해서 더욱 많은 애착

과 존중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법규범에 대한 존중의식 

내지 준법의식으로 이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법관련 행동적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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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Tyler & 

Darley, 1999; Curwin, Mendler, & Mendler, 2008). 이는 궁극적으

로 ‘준법의지’의 향상으로도 연결되기도 하며(Tyler, 1987, 1988), ‘법

효능감’의 향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Schimmel, 2003).

  정리하면 형성적 패러다임의 법교육은 자연법적 사고를 동원하는 

교육 경험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인지능력과 법관련 사고력을 신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실의 혼란스러운 법규범과 법체계에 

대하여 일방적 준수를 강요하기보다 본인과 주변 친구들과의 적극적

인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법에 대한 친밀

감, 신뢰감, 효능감, 준법의지 등이 크게 자극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해 볼 수 있다.

3. 선행연구 개관

(1) 이론적 연구

  타일러와 달리(Tyler & Darley, 1999)는 시민들의 규범 준수와 법

기관의 법집행에 대한 복종이 전제될 때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준법사회(Law-abiding Society)라

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는 처벌과 두려움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준법사회가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

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적합하면서 윤리적인 방식으로 행위를 해야 한

다. 나아가 구성원들이 이런 양식에 맞추어 행위할 때, 그 사회는 자

기 규제(self-regulation)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대다수 시민들이 준

법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에 따라 

행위하는 시민 다수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법과 법기관에 대한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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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복종과 존중의식이 활성화될 것이다. 타일러와 달리는 준법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 시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사회적 가

치(social value)이며, 이것이 사회 질서를 탄탄하게 유지해 주는 지지

대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이 말하는 ‘준법사회’라는 

용어는 결국 법과 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복종과 존중에 

의해서 얻게 되는 법적으로 안정된 사회 질서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

다. 이들의 연구는 법과 법체계를 존중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시민

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 중요한 논의를 제공해준다. 이들의 주장은 

강제적인 규범교육보다는 규범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시민

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욱 

큰 유용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비

슷한 논지의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우영(2010)은 법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특정

한 가치 의식이나 행위 태도, 자세 함양을 지향하는 법교육은 피교육

자를 법의 주인으로 만들기보다는 법의 노예나 대리인으로 만드는 것

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기된 논의를 종합해 보

면, 준법의식이란 피지배자에게 강요되기보다, 공동체 구성원인 주권

자가 스스로의 지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과 효능감 등을 성

취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중등학교 법교육이 특정한 가치 체

계와 신념을 강요하기 보다는, 법관련 지식, 이해력, 분석력, 반성적 

탐구 능력, 비판적 사고력, 가치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

정 능력 등을 신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꽁도

르세(M. Condorcet)의 표현을 빌려 논지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인간들에게 기성의 입법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을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각 세대를 

앞 세대의 의지에 복종케 하듯이 앞 세대의 견해에 복종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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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람들을 더 계몽시켜 각자가 점점 더 고유한 이성에 다스려

질 만한 존재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Condorcet, 2012, p.52). 조

우영(2010)의 연구는 타일러와 달리(Tyler & Darley, 1999)와 비슷

한 측면에서 학습자의 자율적 사고와 가치판단에 기반을 둔 규범교육 

내지 법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연구는 사회 전

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이 연구는 민주사회에서 주권자

로서의 지위를 갖는 학습자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교육적 본질

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커윈, 멘들러와 멘들러(Curwin, Mendler, & Mendler, 2008)의 연

구는 보다 구체적인 학교 현장의 모습을 감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discipline, 훈육)가 강압적이

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학생들

의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Discipline With 

Dignity(DWD)’를 제안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

서의 규칙(교칙 및 학급 규칙 등) 제정에 학생들을 함께 참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여, 스스로 진정한 

학교의 주인임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교육방법

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교칙의 권위 등에 대해 신

뢰감 및 친밀감을 갖도록 하여, 자발적인 규범 준수의 효과를 낳는다

고 한다. 이들은 DWD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 오면서 해당 프로그

램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경험적인 방법으로 해당 효과

를 검증한 적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칙의 

제정과 개정을 연계한 인성교육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인격 존중형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효과는 

자기 입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감을 핵심 요인으로 하고 있다. 이러

한 측면은 형성적 법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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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멜(Schimmel, 2003)은 학교 현장에서의 바람직한 규범교육에 관

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그는 규범교육과 관련된 학교의 일상적 문화

가 강제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 이러한 문화에 입각

한 방식으로 규범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통제 의지를 상실

하게 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존중 의식을 약화시킨다. 둘째, 학생

들이 학교 규칙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게 만들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위

반하게 만든다. 셋째, 이러한 규범교육은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좋은 수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쉼멜은 이와 같은 기존의 규범교육 방식을 ‘권위주의적 접근’이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규범 교육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다음

과 같은 문제가 누적된다고 말한다. 첫째, 시민성 교육에서 강조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공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와 적극적인 해결 태도 등이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로 

중시되나, 권위주의적 교육으로는 이러한 자질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둘째, 규범과 권위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저해된다. 규범과 정책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의견과 신념을 개진할 기회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규범, 의사결정자, 조직 및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결정에 대

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불만족은 규범체계

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존중감이 저해된다. 셋째, 의무준수 의지 및 

자기통제 의지를 약화시킨다. 규범에는 그것의 준수와 자기통제의 강

화라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처벌과 제재만을 강조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적은 전혀 달성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효과

만을 낳게 된다. 왜냐하면 처벌이 일시적으로 비행 행위를 제지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나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 효

과가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무비판적인 규범 수용을 강요하

는 교육은 학생의 정신적, 의식적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의무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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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저해시키고, 심지어 사고력까지 저해하게 된다. 넷째, 교사의 

역할을 왜곡시키고 교사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게 된다. 교사가 권위주

의적으로 규범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처벌과 복종, 맹목적 준수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사 역할은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부

각시키지 못하고, 훈육자로서의 면모만을 부각시키게 된다. 설령 강제

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규범을 준수한다 하더

라도, 그러한 지도 행위가 교육적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는 것이다(Schimmel, 2003, pp.21-23).

  쉼멜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규범교육은 사회의 

부정의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Schimmel, 2003, pp.18-21). 쉼멜이 제안하는 대안적 규범교육이 

바로 참여적인 규범교육이다. 참여적인 패러다임의 규범교육은 학교에

서의 규칙과 안전, 질서를 지키는데 있어서 학교 구성 주체인 학생들

의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규범 준수를 

위해서는 공정하고도 참여가 활성화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

차가 보장될 경우 심지어 교칙의 내용에 다소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것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Lind & Tyler, 1988). 또한 학교에서의 참여적이고 협동적인 규

범 제정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키고, 협업 능력을 향

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Charney, 1993; Sadowsky, 1994).

  쉼멜은 참여적인 규범교육을 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

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사회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규칙을 제정해 보게 하는 것이다. 이는 조별 토의, 학급 토의, 결정 사

항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 이의 검토의 4단계를 거쳐서 정식으로 학교

에 해당 결정 내용을 건의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학교장은 해당 결

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그것을 수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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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명시적이고 논리적인 거부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설령 그것이 거부당하더라도 일정한 효능감과 만족감을 느

끼게 된다. 이런 수업을 통해 학교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존중의식이 

고양되고, 규칙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다고 한다. 더불어 민주시민에

게 필요한 기능(skills)을 습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갈등상황에 대한 

각 입장을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갈등에 대해 협상하고 타협하는 능력 

등이 향상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

제 모형(representative government approaches)이다. 이는 학교 학

생회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부(school’s student legislature)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확정되게 하는 모형이다(Schimmel, 

2003, pp.25-26). 본 연구는 형성적 법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을 구상함에 있어 쉼멜의 첫 번째 모형을 많은 부분 참

고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가상적 실험 상황임을 감안하여 실제 학교 

교칙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가상적 갈등 상황에 대한 가

상적 규범 형성 방식을 채택하였다.

(2) 경험적 연구

  형성적 법교육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는 경험 연구

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특성과 성

격을 기준으로 유사 연구에서 보고되는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령 인지발달론적 가정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의 효

과 연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한 참여가 가지는 효과에 관한 연

구, 규범 형성적 상황에서 참여가 갖는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이 

있을 수 있다.

  타일러(Tyler, 1984, 1987)의 연구는 법관련 영역에서 공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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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타일러(Tyler, 1984)는 교통사범이나 경범죄 피고인을 대상으로 

법정 시스템과 판결 등에 대한 만족감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만족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 모

두 위 태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

만 이 가운데 절차적 공정성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러(Tyler, 1987)의 또 다른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정한 절차에 대한 인식이 해당 사건에 대한 만족

감 향상에 국한되지 않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존중감 향상으로 연

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시카고 주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무작위 추출을 시행한 후, 질문지를 통해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절차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반적인 사

법체계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만족감

과 존중감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준법 의지의 향상으로도 연

결된다는 사실도 보고되고 있다(Lind & Tyler, 1988, pp.65-81).

  법관련 절차에서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구성원이 스스로의 견

해와 신념을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공정한 절차를 전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학

습자들이 참여하는 교육 경험은 사고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법정서와 법행동의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 외에도 학교 안팎에서 진행된 규범 제정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 쏜버그(Thornberg, 2009)는 학교에서 교칙을 학생

들에게 가르칠 때, 교사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를 알아보고자 스

웨덴의 초등학교 두 곳에서 관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

사와 학생에 대한 인터뷰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규범교육 과

정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드러났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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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강요(assertion), 설명(explanation), 협상(negotiation), 준비

(preparation) 전략이다. 하지만 관찰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

은 강요 전략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과 협의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이 밝

혀졌다. 쏜버그는 쉼멜(Schimmel, 2003)의 표현에 빗대어 학교 현장

에서는 권위주의적 규범교육만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

러한 교육은 효과 측면에서 무용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법의식을 오

히려 저해한다고 보았다.

  송성민(2007)은 인지발달론적 가정에서 출발하여 준법의식의 유형

을 설계하고, 이 유형에 따른 법교육 수업의 효과 차이가 어떠한가를 

검증하였다. 그가 구분한 준법의식 유형은 ‘정당성 인정형’과 ‘이해타

산 추구형’인데, 전자가 인지발달론 상 상위단계에 해당하며, 후자가 

하위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정당성 인정형 집단은 이해타

산 추구형 집단에 비해, 법교육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다

만 문제해결력과 법적효능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학업성취도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인

지발달론적으로 이질적 단계에 처한 학습자 간에는 동일한 법교육 처

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인

지 발달수준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법교육 수업이 이루어

졌을 때, 새로운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

석된다.

  김명정(2009)의 연구는 학교 밖 규범교육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그

는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대한

민국 청소년 의회 참여 경험이 시민성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참여 유형을 각각 학생회 참여, 교내 참

여, 교외 참여, 청소년 참여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분산분석 기

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시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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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태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 인물 기반 정치신

뢰도, 내적 정치효능감, 인물 기반 외적 정치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 회귀분석 결과 인물기반 정치신뢰도, 

체제기반 정치신뢰도, 인물기반 정치효능감, 체제기반 정치효능감의 

변인에 대해 청소년 의회 참여 경험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형성적 법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입

법 절차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잘 보

여주고 있다. 다만 청소년 의회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맥락이 학교 밖 

경험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효과 측정에 있어 시민성을 정치적 영

역에 국한시켜 조작화한 점 등에서 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개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형성적 법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경험적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형성적인 패러다임을 지

향하는 구체적인 법교육 수업이 갖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

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연구 분석틀의 구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형성적 법교육이 가질 수 있는 효과

가 무엇인가를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각 연구마다 다양

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형성적 법교육의 예상 효과를 보다 체

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의식 개념을 채택하고

자 한다.

  곽한영(2007)의 연구는 법교육의 효과를 태도(attitude) 개념에 입

각한 법의식(legal consciousness)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심리

학에서는 태도 개념을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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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효과

법의식

향상

인지적 

측면

◦ 법인지 능력의 향상(Tapp & Kohlberg, 1977)

◦ 법기관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 인식(Tyler, 1987; 

Lind & Tyler, 1988)

정서적 

측면

◦ 반대 경우의 역효과, 법체계, 법권위체에 대한 적대

감(Murphy & Tanenhaus, 1969)

◦ 법규, 법적 권위체, 법기관에 대한 만족감(Tyler, 

1984)

◦ 법체계와 정치체계에 대한 보편적 만족감(Tyler, 

1987)

◦ 법기관 및 법조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Lind & Tyler, 

1988)

◦ 판결을 비롯한 법적 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Lind & 

Tyler, 1988)

◦ 법기관에 대한 신뢰도(Lind & Tyler, 1988)

◦ 정치신뢰도(김명정, 2009)

◦ 존중감(Tyler & Darley, 1999)

행동적 

측면

◦ 준법의지(compliance)의 향상(Tyler, 1987)

◦ 법규범과 판결에 대한 준수의지(Lind & Tyler, 1988)

◦ 자기 규제(Tyler & Darley, 1999)

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법의식에 적용해 볼 때 법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곽한영, 2007, 

pp.68-7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법의식 지표에서 활용한 태도의 3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형성적 법교육이 가질 수 있는 예상 효과를 정

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9>와 같다.

<표-9> 형성적 법교육 관련 선행 연구의 효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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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복종(Tyler & Darley, 1999)

◦ 자발적인 규범준수 의지(Curwin, Mendler, & Mendler, 

2008)

◦ 법효능감(Schimmel, 2003)

◦ 정치효능감(김명정, 2009)

  위 내용을 살펴보면 형성적 법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법의식

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모든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성적 법교육의 예상 효과를 추론하

는데 있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표-9>에 제시된 내용은 상호 중첩되는 영역도 있고, 범주와 위

계가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곽한영(2007)의 연구에서 사

용한 지표를 토대로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지적 영역에서는 법과 관련한 인지능력 그 자체의 향상 효

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인지발달이론의 논의에 

맞추어 ‘법인지 발달수준’의 향상으로 규정하였다. 법인지 발달수준은 

다시 측정이 용이한 형태로 조작화하여, 레스트(J. Rest)가 개발하고 

문용린(1994)이 번안한 DIT 검사의 P(%)점수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에 대해서는 연구변인에 대한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둘째, 정서적 영역에서는 주로 법과 법체계에 대한 만족감,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등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다. 다만 만족감이나 존중

감은 다소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개념이므로, 실증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곽한영(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법관련 정서 

지표인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행동적 영역에서는 주로 자기 규제에 대한 의지와 준법에 대

한 의지 및 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또한 상호 

중첩되는 영역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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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한영(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법효능감’과 ‘법사용의사’를 종속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형성적 패러다

임의 법교육 수업은 <그림-7>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통제변인으로 설정된 항목은 각각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선별한 것이다. 통제변인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연구변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독립변인 ⇨

⇨

종속변인

⇨ 법의식

개선

형성적 법교육 

수업 인지적

영역

법인지 

발달수준

통제변인

성별

정서적

영역

법친밀감

연령

법신뢰감
성적

행동적

영역

법효능감경제적 배경

비행친구

법사용의사
처벌 경험

<그림-7> 연구분석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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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 질문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동시에 연구문제 검증

을 위해 연구에 사용되는 변인들의 조작적 개념 정의를 독립변인, 종

속변인, 통제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변인 측정을 위한 조사도

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와 통계적인 

분석방법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형성적 법교육의 패러다임이 갖는 의의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수업이 갖는 효과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형성적 법교육이 갖는 의의는 

이론과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연구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형성적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이 갖는 효과는 유사 실험 연구를 통

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형성적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이 갖는 교육 효과를 그 

자체로 측정해 보는 것이다. 이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 전의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증가했는지를 확인

하는 것으로 검증가능하다.

  둘째, 기존의 수용적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에 비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더 큰 효과를 갖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이는 효과 측면에

서 기존 법교육 수업에 비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우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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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법의식 점수가 향

상될 것인가?

(1) 법인지 발달수준이 향상될 것인가?

(2) 법친밀감이 향상될 것인가?

(3) 법신뢰감이 향상될 것인가?

(4) 법효능감이 향상될 것인가?

(5) 법사용의사가 향상될 것인가?

□ 연구문제2 :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수용적 법교육 수

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법의식 점수가 더 향상될 것인가?

(1) 법인지 발달수준이 더 향상될 것인가?

(2) 법친밀감이 더 향상될 것인가?

(3) 법신뢰감이 더 향상될 것인가?

(4) 법효능감이 더 향상될 것인가?

(5) 법사용의사가 더 향상될 것인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은 중등학교에서 형성적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수업 처치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일

한 실험을 서울에 소재한 4개 학교에서 2012년 10월~11월 4주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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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2개교씩 선정되

었다. 연구대상 학교 모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자고등학교가 섭외

되어, 성별에 따른 편향이 혹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다른 

한 학교는 남자고등학교로 섭외하였다. 중학교는 두 곳 모두 남녀공학

학교이다.21)

  4개 학교에서 총 683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

데 처치집단으로 분류되어 실험에 참가한 학생은 총 337명, 비교집단

으로 분류되어 실험에 참가한 학생은 총 338명이다. A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 C중학교는 학교별로 총 4개 학급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처치집단 2개 학급, 비교집단 2개 학급으로 할당되었다. D

중학교의 경우 총 8개 학급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4개학

급씩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였다. 고등학교는 모두 인문계 고

등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

반적인 사례들로 수집되었을 확률이 높다. C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들의 경제적 배경이 비교적 열악하고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 많

다는 교사의 진술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매우 특이한 수준은 아

니라는 점도 첨언하였다.

  통제변인으로 설정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사전검사 시 

수집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응답자의 인구통

계학적 변인은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교

별, 성별 연구대상 인원 구성 내역은 <표-10>과 같다. 사전검사를 실

시하지 않고 사후검사만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 표본으로 인해 총 분

석대상 수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아울러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연구대상 분포 빈도는 다음 <표-11>과 같다. 아래 응답 사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케이스는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1) A고등학교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여자학교이며, B고등학교는 노원구 소재 

남자학교이다. C중학교는 용산구, D중학교는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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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구분 여 남 결측

처치집단 160 165
40

비교집단 146 154

연령

구분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결측

처치집단 2 61 6 120 64 72
40

비교집단 4 52 9 112 67 56

성적

구분
상위

20%내
20~
40%

40~
60%

60~
80%

80%~
최하위

결측

처치집단 80 64 86 59 34
43

비교집단 54 69 87 60 29

<표-10> 연구대상 인원 구성 (학교별/성별)

                                                            (단위 : 명)

처치집단 비교집단
합계

여 남 여 남

A고등학교 67 0 71 0 138

B고등학교 0 77 0 77 154

C중학교 31 27 32 31 121

D중학교 65 55 61 64 245

소계 163 159 164 172
658

합계 322 336

<표-1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빈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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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배경

구분
매우 
여유

대체로 
여유

보통
약간 
가난

매우 
가난

결측

처치집단 9 80 189 37 6
48

비교집단 5 78 169 34 10

비행친구

구분 매우 많다 몇명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결측

처치집단 25 86 154 60
40

비교집단 14 103 125 58

처벌 경험

구분 매우 많다 약간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결측

처치집단 0 18 33 271
48

비교집단 2 13 35 245

(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은 수업 처치 방식에 따라 2집단으로 

구분된다. 처치집단은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3차시로 수행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3차시로 수행하였다. 형성적 법교육 

수업과 수용적 법교육 수업은 각각의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전형적 특

징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독립변인 부분에

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는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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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효과를 규명하

기 위한 연구인만큼, 무선 할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처치집

단과 비교집단의 구분 작업은 학교별 학급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었다. 

표집 집단에 대한 무선 할당을 하지 못했다는 점과 3차례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4개 학교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완벽

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설계는 유사 실험

(quasi-experiment) 사전-사후검사 설계라고 볼 수 있다. 무선 할당

을 하지 않았지만 양 집단 간 사전검사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동

질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 부

분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처치에 앞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차례에 걸친 처치 이후, 사

후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 본 연구의 설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연구 설계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처치집단 O1 X1 O2

비교집단 O1 X2 O2

    X1 : 형성적 법교육 수업

    X2 : 수용적 법교육 수업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주제는 2011년 2월에 처음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지속적

으로 문제의식 보완과 주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

내외 관련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론적 틀을 설계하였다. 



- 76 -

이를 바탕으로 2012년 9월 연구문제 및 수업계획안을 확정하였고, 동

시에 실험을 진행할 학교 섭외를 시작하여 고등학교 2곳과 중학교 2

곳을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012년 10월 한 달 여 동안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중학교 한 곳의 경우에는 11월초에 이르러 실험이 완료

되었다. 실험 시작 시점은 10월 초로 동일하였으나, 실험을 대행하는 

교사들의 수업 시수와 학교 행사 등의 관계로 실험 기간과 종료 시점

을 동일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다. 11월에 사후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3. 연구변인

(1) 독립변인

1) 형성적 법교육 수업 구성

① 수업절차 설계

  연구문제에 따라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처치 

유무’이다. 독립변인 구성을 위해서는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특성

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법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형성적 법교육은 사회과교육/시민교육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목표 차원

의 전제가 존재한다. 또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내용적 특성과 학

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방법적 특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패

러다임은 그 자체로는 추상적인 이론틀 내지 인식틀에 지나지 않아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교육 수업 절차를 별도로 설계하였다. 이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형성적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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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성적 성격을 갖는 수업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쉼

멜(Schimmel, 2003)의 연구에 주목하였다. 쉼멜은 사회과 수업에서의 

규범교육과 관련하여 ①조별 토의 ②학급 토의 ③결정된 규범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 ④이의 검토의 4단계 모형을 제시했었다. 쉼멜이 제안

한 4단계 수업 모형은 가치갈등 상황에서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근거

로 하는 숙고와 학급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과 적합성이 매우 높다. 다만 실제 연구 진행

에서 구체성과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 4단계 모형을 일부 수정하

였고, 보다 미시적으로 재구성하여 <그림-8>과 같은 7단계 수업 모형

으로 구성하였다.

① 가치 갈등

또는 권리 충돌 

상황 제시

⇨
② 조별 :

기존

법규 탐색

⇨
③ 조별 : 

새로운

규범 논의

⇨
④ 조별 : 

새로운

규범 합의

⇨
⑤ 학급전체 : 

조별로 제정한 

규범 재논의

⇨

⑥ 학급전체 : 

학급 전체

규범 합의

⇨
⑦ 문제상황에 

새규범 적용

하여 갈등해결

<그림-8> 형성적 법교육 7단계 수업 절차

② 수업안 내용 구성

  위 수업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업 내용은 자연법적 사고가 원활하게 

자극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 갈등이나 권리 

대립의 문제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규범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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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인지적 가치 충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령 첫 번

째 수업처치의 사례는 동굴탐사대 사건이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법

철학자 풀러가 구성한 이야기로 내용 자체에 법실증주의적 사고와 자

연법적 사고가 충돌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원문에는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는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5명의 대법관이 제기한 의견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개략적인 내용은 5인의 동굴 탐사대가 동굴을 탐사하던 

중 산사태로 입구가 막힌 동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동료를 

살해하여 먹었던 가상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실정법 체

계에 따라 가해자들이 처벌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고와 이러한 처벌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사고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

도록 구조화되어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를 활용하여 적절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규범을 제정해 보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그리

고 새로 제정된 규범을 토대로 문제 상황에 대한 일정한 해결(판결)을 

시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2차시, 3차시 수업안을 구성하

였으며, 해당 내용은 <표-13>과 같다.

<표-13> 수업 내용안 구성

차시 사례 출처 자료제시형태

1차시 동굴탐사대 사건
Fuller,

『동굴탐사대』
유인물

2차시 트롤리 딜레마
Sandel,

『정의란 무엇인가』
유인물

3차시 인턴의 무단 수술
M방송국 드라마,

『골든타임 18화』

유인물,

동영상

22) 최봉철, 2007, pp.5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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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적 법교육 수업 구성

  비교집단의 법교육 수업은 기존 법교육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것이

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이 제안하는 형성적 패러다임의 법교육 효과

가 현재 패러다임의 법교육 효과에 비해 더 뛰어난 것인가를 검증해

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패러다임은 주로 Ⅰ유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부 Ⅱ유형과 Ⅳ유형에 걸쳐 있는 수준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수업 처치 설계를 하였다. 다만 현재 패러

다임의 수업을 시민교육적 패러다임으로 명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과도 오해 소지가 있어 ‘수용적 법교육’으로 

명명하였다.

  비교집단에 대한 수업에서도 처치집단에게 제공된 것과 동일한 수

업 사례(3가지)가 제공되며,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제 상황 역시 동일

하다. 하지만 이 집단의 경우에는 가치갈등 내지 권리 충돌의 양상을 

주어진 규범(실정법적 사고)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

동만 하게 된다. 이는 마치 판사가 실정법규를 이용하여 판결을 내리

는 것과 유사한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제

시된 규범을 적극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학습자의 측면

에서는 규범을 충분히 이해한 후 이를 적용하여 실제 판결문을 작성

하는 과제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비교집단에게 제시한 수용적 법교

육 수업은 내용적으로 실정법적 사고가 강조되도록 구성하였으며, 방

법적으로는 학습자의 참여가 강조되면서 교사의 강의가 일부 개입하

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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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인

1) 인지적 영역 : 법인지 발달수준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법인지 발달수준은 탭과 레빈이 분류

한 법인지 발달 영역의 3단계에서 착안한 것이다(Tapp & Levine, 

1971, 1974; Tapp & Kohlberg, 1971, 1977). 이는 법과 법적 쟁점

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계의 향상

은 법인지 능력의 발달로 해석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법적 능력의 

향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탭과 레빈이 법인지 발달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은 질문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응답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만약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폭력

이나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와 같은 식으로 대답을 하면, 법인지 발

달단계를 1단계 범주로 분류하게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응

답 패턴 분석 방식은 측정의 객관성 및 신뢰도 유지에 난점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4개 학교의 6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 

실험을 진행한 만큼,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레스트(Rest, 1974; 1983)가 개발하

고 문용린(1986)이 번안하여 수차례에 걸쳐 정교화 시킨 ‘DIT’를 활

용하고자 한다(문미희, 1991; 문용린, 1994; 이병희, 2004; 장희선, 

2006). 이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6단계를 전제로 레스트가 개발한 

객관식 도덕 판단력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DIT의 다양한 지표 가운

데서도 P(%)점수를 통해 법인지 발달 단계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도덕 판단력 검사를 법인지 발달 단계 측정에 적용할 수 있

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탭과 콜버그(T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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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lberg)는 법관련 기관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인지 특성이 도덕적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유사하게 전개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

다(Tapp & Kohlberg, 1977, p.89). 또한 문용린 등(1994)의 연구에

서도 도덕 판단 수준과 법의식 점수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법과 도덕이 갖는 사회규범으로서의 유사한 성

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는 도덕성과 법의식이 동

일한 경향성으로 평행하게 발달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측면

이 있다(Tapp, 1970; Tapp & Kohlberg, 1971; 강윤정, 1991; 문용

린 외, 1994, p.67 재인용).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법인지 발달수

준을 DIT 검사의 P(%)점수로 조작화하여 측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

고 판단된다.

① DIT 검사

  DIT(The Defining Issues Test)는 도덕성에 대한 인지발달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단계 측정 방식

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레스트가 개발한 객관식 도덕 판단

력 검사이다(문용린 외, 2008, p.282).

  콜버그는 도덕성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MJI(The Moral Judgement 

Interview)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인권, 인간 생명의 가치 등 도덕

적 딜레마 문제를 내포한 갈등상황을 제시한 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질문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도덕성 발

달 단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터뷰 방식은 채점

의 주관성, 집단검사의 어려움, 긴 면담시간 등의 문제가 있다(Rest 

et al., 2008; 문용린 외, 2008, p.284; 문용린, 2011, p.22).

  레스트는 도덕성의 인지 발달론적 가정을 수용하는 한편 주관식 면

접 방식을 객관식 검사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갖는다. 레스트는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한 콜버그의 단순단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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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simple stage model) 대신 복합발달모형(complex development 

model)을 제안하면서, 인지구조의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

니라 다음 단계의 사고 형태가 출현하는 빈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점진적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특정 시기가 하나의 발달단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단계의 사고에 중첩되어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문용린 외, 2008, pp.284-285). 따라서 DIT 지표의 측

정 결과는 피험자를 6단계 가운데 어떤 한 단계로 특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발달단계별로 단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된다.

② P(%)점수

  DIT의 채점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덕 판단력 지수는 P(%)점수

와 D점수, M점수, 각 단계별 점수 등이 있다. 각 단계별 점수는 피험

자가 각 단계별 특성을 얼마나 강하게 보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점

수이다.

  먼저 D점수(Davison’s score)는 Davison 등이 개발한 평정 기법으

로(Davison, 1977; Davison & Robbins, 1978; Davison, Robbins, 

& Swanson, 1978; 문용린, 2011, p.32 재인용), 관습 이전 및 관습 

수준의 추론보다 원리적 수준의 도덕추론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음으로 M점수는 고상하게 보이는 진

술문이나 의미 없는 진술문에 피험자가 얼마나 중요성을 두고 있는가

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허위문

항에 반응한 피험자를 걸러내는 용도로 활용되는 점수이다.

  DIT에서 가장 자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표는 P(%)점수이다. P(%)

점수는 단계별 점수 가운데 5~6단계에 해당하는 점수만을 합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5~6단계는 후관습적 수준으로 보편적인 윤리 원칙과 

정의의 원리에 입각한 사고가 가능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를 원리 수

준의 정도에 대한 점수(Principled Morality)라는 측면에서 P(%)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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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P(%)점수는 D점수에 비해 도덕 판단력을 일관적이고 명확

하게 반영한다는 점이 검증되어(Rest, 1994; 문용린, 2011, p.33 재

인용), 상위단계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P(%)점수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③ 한국판 DIT 검사 (KDIT)

  한국에서는 문용린(1986)이 DIT를 처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1994년 한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번안된 검사 도구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도덕판단력 검사에 대한 한국적 규준이 

설정되었다(문용린, 1994). DIT는 지문해석의 어려움으로 중학교 2학

년 이상에 해당하는 연령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조화한 한국판 DIT인 

KIDT가 제작되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문용린, 2004; 장희선, 

2006). 문용린(2011)은 개정된 DIT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가 

.81로 높다는 점과 특히 P(%)점수의 신뢰도가 .61로 기존 DIT보다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신뢰도 값이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도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문용린, 2011, p.45, 77).

④ 척도 구성

  문용린(2004)의 개정 DIT 검사는 총 3개의 사례만을 활용하는 간

편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

의 학습효과를 우려하여, 문용린(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나머지 사

례 3개도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간편형 DIT(문용린, 2004)와 

기존 DIT(문용린, 1994)를 혼용하여 총 6개 사례를 도출하였다. 이 

가운데 각 3개 사례 간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

문지를 구성하였다. 다만 사전검사의 두 번째 사례인 ‘학생 시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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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보기 (검사방법 숙지용) 자전거 사기

사전검사

사례1 남편의 고민

사례2 학생 시위

사례3 탈옥수

사후검사

사례1 환자의 애원

사례2 주유소 주인의 고민

사례3 학생 신문

는 군사 관련 수업이라는 내용 소재가 시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종립학교의 강제 종교 수업으로 재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DIT 지표는 지문 해석의 어려움이 존

재하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전원 중학생 이상의 학생임을 감안해 

볼 때, 이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구성된 

사례는 <표-14>와 같으며, <표-15>는 검사방법 숙지용으로 제시되는 

사례로서 DIT 검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DIT 검사의 P(%)점수를 활용하여 

법인지 발달수준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표-14> DIT 검사 사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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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자전거 사기

  철수의 아버지는 집에서 차로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철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하나 사서 회사도 다니고, 시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는 데에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

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입장선택) 만약 당신이 철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자전거를 산다 (   V   )       ② 잘 모르겠다 (       )

  ③ 사지 않는다 (       )

매우
중요
하다
①

대체로
중요
하다
②

약간
중요
하다
③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

1.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살 것인가, 시내
의 한 백화점에서 살 것인가?(이 질문
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 ④
에 V표 하였다.)

∨

2. 장기적으로 볼 때, 새 것과 중고를 사
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이 
질문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되어 ②
에 V표 하였다.)

∨

3.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것인가,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것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 ①에 V표 하였다.)

∨

4. 엔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가? (이 질문은 자전거를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 ⑤에 V표 하였다.)

∨
5. 짐 틀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되는

가? (이 질문은 ‘약간 중요하게’ 생각
되어 ③에 V표 하였다.)

(2) (중요성 정도) 다음의 질문들은 철수 아버지가 자전거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해당란에 V표 하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   3   )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2   )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5   )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1   )

(3) (중요 질문 순서선택)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표-15> DIT 검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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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점수 계산 방법

  문용린(1994)에 따르면 P(%)점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다. 우선 각 사례에는 12개의 질문을 제시하여 이것이 판단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게 된다. 이를 토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추출하여 그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차례대로 배열하

게 된다. 사실 사례별로 제공된 질문은 각각 도덕 판단력의 특정 단계

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문용린, 1994, pp.24-26). 사전검사에서 활

용된 [사례1]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6> [사례1]의 각 질문이 나타내는 도덕판단단계

질문 1 2 3 4 5 6

도덕판단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3단계 4단계

질문 7 8 9 10 11 12

도덕판단단계 1단계 6단계 1단계 5단계 3단계 5단계

  응답자가 중요 질문을 선택하는 마지막 설문에서 차례대로 8, 9, 

10, 11번 질문을 선택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순서에 따라 가중치가 부

여되는데, 첫 번째 중요 질문에는 4점, 두 번째 중요 질문에는 3점, 

세 번째 중요 질문에는 2점, 네 번째 중요 질문에는 1점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선택한 질문인 8번은 6단계에 해당하므로 6단계에 

4점이 부여된다. 이런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채점표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 87 -

<표-17> P(%)점수 채점표

    단계

사례
1 2 3 4 5 6

P
(5+6)

사례1 3 1 2 4 6

사례2

사례3

원점수

%점수

  사례2와 사례3도 동일한 방식으로 채점하여 원리 수준에 해당하는 

5단계와 6단계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P수준의 원점수가 산출된다. 

이를 .3으로 나누면 %점수로 변환된 값을 얻을 수 있다.23) 다만 지금

까지의 설명은 P(%)점수를 얻기 위한 논리적 과정을 설명한 것일 뿐, 

실제 점수 평정 과정에서는 Microsoft Excel 2010 프로그램의 IF함

수식을 이용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2) 정서적 영역 : 법친밀감, 법신뢰감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하위 연구문제

는 정서적 영역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영역의 법의식 

요소로서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을 선택하였다.

23) 문용린은 원점수를 %점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6으로 나누어야 함을 제시

하고 있다(문용린, 1994, p.26). 다만 이는 총 6개 사례를 활용했을 때 합산 

원점수가 60점이 되는 점에 착안, 100점에서의 %점수로 환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편형 3개 사례를 활용한 경우에는 100점 만점의 %점수

로 환산하기 위해 .3으로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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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친밀감

  곽한영(2007)은 법친밀감을 ‘법을 얼마나 가깝고 익숙한 존재로 느

끼는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는 법을 강제적인 

지배 도구로만 인식하면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법이 자신과 

무관하게 외부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법적 소외(legal alienation)’

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한다. 나아가 법적 소외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법관련 지식 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법생활

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법치주의 실현이 어려워질 것이

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친밀감의 형성은 법을 통한 자치

의 원칙을 회복하고 이러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곽한영, 2007, pp.101-102).

  김해성 등(2008)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친밀의 

개념이 법영역에서 사용될 경우, 이는 정서적 차원에서의 법적 동일시

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법친밀감을 ‘법과 법

적 권위체 즉, 경찰, 법원, 판검사 등에 대해 얼마나 흥미와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가의 정도’로 정의내리고 있다(김해성 외, 2008, p.6). 예

를 들면 행위자가 법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가까운 것으로 

느끼는 정도, 권리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의무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친밀감을 높인다면 부적응 학생의 교우관계나 수업태도, 학교규

칙 준수 등에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 높아질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법친밀감이 향상된다면 법치주의 사회

에서 법의식과 법적 소양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법에 대한 긍

정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

해성 외, 2008, pp.46-47). 종합해 볼 때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정서적 영역의 변인으로 법친밀감은 매우 필수적인 

항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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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친밀감은 주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어왔다. 곽한

영(2007)은 임희섭(1974)이 개발하고 박성혁(1992)이 일부 수정한 문

항을 보완․수정하여 10문항 척도로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신뢰도

(cronbach α) 값이 .785로 보고되어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에 의거하여 법친밀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다만 전

체 설문지에서 DIT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응답의 성실성이 극도로 낮아질 것을 우려

하였다. 따라서 기존 10문항 가운데 이해에 어려움이 없고, 직관적으

로 이해가 쉬운 문항을 중심으로 4개 문항을 선별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② 법신뢰감

  김자영(2008)과 김해성 등(2008)의 연구에서는 신뢰의 개념을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첫째, 신뢰를 상대방에 대한 

예측 가능한 기대라고 보는 관점이다(Hosmer, 1995; Robinson, 

1996; Mayer, 1995). 둘째, 신뢰를 특정 대상에 대한 확신의 정도라

고 보는 관점이다(Webb, 1996; Lewis & Weigert, 1985). 마지막으

로 셋째, 신뢰를 관계의 질로 보는 관점이 있다(Reina & Reina, 

1999; 장성근, 2002; 김해성 외, 2008, pp.48-49 재인용).

  이런 측면에서 신뢰는 한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

적 혹은 부정적 평가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신뢰 대상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곽한영(2007)은 법신뢰감을 법과 법을 통한 판결이 얼마나 공정하

고 또 법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정도

로 정의내리고 있다(곽한영, 2007, p.102). 김해성 등(2008)은 법신뢰

감을 법과 법적 권위체의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감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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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여 더 확장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해성 

외, 2008, p.6).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법신뢰감을 

측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갖는다. 김준호(1996)의 연구는 

법신뢰감과 관련하여 법적 권위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수록 비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찰, 법원, 정부 또는 교사, 부모 등 법과 

규칙을 행사하는 법적 권위체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이 감

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김준호, 1996, p.85), 형성적 패러

다임의 법교육 수업의 효과로서 법신뢰감이 향상된다는 것은 큰 의의

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신뢰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법의 

논리성, 공정성, 보호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현행법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곽한영, 

2007, p.102; 김해성 외, 2008, pp.48-54).

  법신뢰감 척도 역시 곽한영(2007)과 김해성 등(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하여 구성하였다. 곽한영은 법신뢰감도 마찬가

지로 임희섭(1974)이 개발한 지표를 박성혁(1992)이 일부 수정한 문

항을 기초로 몇 개 문항을 추가하여 15개 문항 척도를 만들어 사용하

였다. 이 척도 역시 신뢰도(cronbach α) 값이 .857로 보고되어 매우 

안정적인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를 토대로 하되,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15

개 문항 중 이해가 쉬운 문항을 중심으로 4개 문항을 선별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3) 행동적 영역 :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에 대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위 연구문

제는 행동적 영역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영역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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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법의식 요소로서 법효능감과 법사용의사를 선택하였다.

① 법효능감

  법효능감은 ‘자신의 법적 능력에 대한 신념의 수준(곽한영, 2007, 

p.104)’ 또는 ‘내가 하는 법적 행동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권위체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법적 능력에 

대한 신념(김해성 외, 2008, p.6)’으로 이해된다.

  법효능감은 반두라(A. Bandura)의 ‘자기 효능감’ 개념을 확장한 것

이다. 핀켈(S. Finkel)은 주로 심리학 영역의 연구에서만 사용되던 효

능감 개념을 확장시켜 정치적 효능감으로 사용하였다(Finkel, 1987, 

pp.448-449). 이후 곽한영(2007)은 법의식 지표를 구성하면서 이를 

법영역의 효능감으로까지 확장시켜 ‘법적 효능감’이라는 척도 항목을 

개발하였다.

  효능감은 크게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참여능력, 

이해능력,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인식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의 

행위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권위체가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

의 요구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책 결정자가 반응할 것이라는 인식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외부의 제도, 정부기관의 작동 등에 대한 

신뢰나 확신의 정도를 뜻한다(김해성 외, 2008, pp.54-55).

  반두라는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의 4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형성되는 효능감은 사회적 행

동이나 사회 참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Bandura, 1997; 곽

한영, 20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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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효능감을 법영역에 적용해 본다면, 법영역에 대한 높은 효능

감이 법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 지속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법적 제도나 절차 사용 가능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능력들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 법치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소양임을 감안한다면, 법효능

감의 증진은 법교육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곽한영, 2004, 2007; 김해성 외, 2008, pp.54-58). 이러한 측면에

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법효능감 점수의 향상을 가져오는지를 확인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효능감의 측정을 위해 곽한영(2007)은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는 주로 자신의 법적 행동 능력에 대한 믿음과 

이에 대해 법적 기관이 대응할 것이라는 신념에 대해 묻고 있으며, 긍

정적 서술문과 부정적 서술문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의 신뢰

도(cronbach α) 값은 .780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가 신뢰롭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본 토대

로 하되,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11개 문항 중 

이해가 쉬운 문항을 중심으로 4개 문항을 선별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

하였다.

② 법사용의사

  법사용의사는 ‘스스로 법적 과정에 참여하여 법을 사용해보려는 의

지’로 이해되거나(곽한영, 2007, p.104),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지의 정도’로 이해된다(김해성 외, 2008, p.6). 보다 단순화시키면 직

접 법 과정에 참여해 보려는 의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참여

와 관련된 적극적인 시민성의 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참여를 어떤 

개인이 공동체나 집단의 이념과 목적의식을 함께 공유하며 이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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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행위로 이해한다면, 법영역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참여, 즉 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임을 알 수 있다(김해성 외, 2008, pp.59-60).

  법사용의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교육에서는 ‘참여적 수업’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들의 직접 경험을 통해 참여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다(Williamson et al., 1997, pp.12-13). 이런 측면에서 학습자의 적

극적인 수업 참여를 강조하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 역시 법사용의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도출된다.

  곽한영(2007)은 미국 법교육 프로그램 평가(NLREEP)에서 사용한 

문항을 토대로 하여 6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

뢰도(cronbach α)는 .733으로 보고되고 있어 척도로서의 안정성을 상

당한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다. 유사 지표를 사용한 연구로 김해성 등

(2007)이 진행한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에서는 법사용 의사

를 측정하기 위하여 법사용적 측면, 생활 맥락적 측면을 교차시켜 접

근하였다. 또 이를 수정․보완한 ‘성인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에서도 

유사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세 연

구에서 사용된 지표를 토대로 하여, 총 4개 문항을 선별하여 최종 척

도를 구성하였다.

(3) 통제변인

  위에서 제시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처치(treatment)의 순수한 효과에 간섭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것이다. 법의식과 

관련된 인지발달론 연구, 비행 연구, 교육학 연구 등을 전반적으로 살

펴본 결과, 법의식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변인은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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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경제적 배경, 비행친구, 처벌 경험의 6가지로 압축되었다.

1) 성별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도덕성 발달 단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까지의 연구들

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주장이 일관되게 검증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

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토니(Torney, 1971)는 법체계에 대한 인식 능력에 있어 성별에 따

른 차이 효과는 없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길리건

(Gilligan, 1977)은 콜버그의 모형을 이용하여 도덕 판단력 발달 정도

를 조사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의 도덕 판단력

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면 콜버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리건은 콜버그의 연구가 초기단

계부터 성(性)적으로 편향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도덕 판단력을 측

정하기 위한 질문에 사용된 가상적인 이야기 자체가 여자들의 사고 

양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24) 박성혁(1995)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관습적 규칙에 대한 인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성별 차이를 설정하면서도, 성별에 따른 인식 유형의 차

24) “미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백인 중상층을 상대로 진행한 Gilligan의 연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녀는 남녀에게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

을 던져주고서 그것을 해결하는 패턴을 분석한 결과 남녀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우선 남성은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하며 추상적인 추론을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여성은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추상적인 추론을 사용하기 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집착하고, 보살핌이나 

배려의 정향을 앞세우는 것으로 드러났다(Gilligan, 1982). Kohlberg의 발달 

과업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형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단계에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Gilligan은 기존의 고정관

념을 탈피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바로 기존의 연구(특히 Kohlberg의 이

론)들에서는 여성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위주의 가치관을 통해 연구를 진

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이 유리한 연구결과를 차지하게 된다는 

지적이었다.” (송성민, 2011,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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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고, 이 가설이 채택되는 연구 결

과를 보여주었다. 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구에서 활용된 DIT 

점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덕성 발달에 대

한 남녀 간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문용린, 2011, 

p.89).

  국내 연구들의 경우에는 남녀 간 성별 차이에 따른 DIT 점수의 유

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존재하는 반면(문용린 외, 

1993; 박찬주, 1989; 박성혁, 1995), 오히려 여성들의 도덕 판단력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도 한다(정미연, 2000; 

문용린 외,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용린 등(2008)이 진행한 연

구 결과를 확인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성차에 따른 DIT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

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학생 집단에 

한해서는 남녀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된다고 밝히고 있다(문

용린, 2011, p.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법인지 발달수준과 기

타 법의식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성별 요

소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여자를 1, 남자를 2로 부호화하였으

며, 이를 비서열화된 범주형 변인(nominal categorical variable)으로 

처리하였다.

2) 연령

  앞서 살펴보았던 삐아제, 콜버그, 탭과 레빈 등의 인지발달론적 입

장을 감안해 보면, 학생들의 법의식, 규칙에 대한 인지발달 단계는 연

령이 높아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해 나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실제로 인지발달론의 가장 핵심적인 가정 중의 하나는 인지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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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령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최상위단계에

까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 상승의 가장 큰 설

명력을 갖는 변인이 연령이라는 것은 인지발달론자들의 핵심적인 주

장이라고 볼 수 있다(Piaget, 1933[1997]; Kohlberg, 1968,1969, 

1976, Tapp & Levine, 1971, 1974; Tapp & Kohlberg, 1971).

  하지만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의 증가가 무조건 전체 법

의식의 바람직한 개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용린 등(199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행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박성혁(1992)의 연구에서

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법적 흥미감, 신뢰감, 효능감, 사용능력

이 뚜렷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곽한영(2007)의 연구에

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법신뢰감이 낮아지는 유의미한 경향이 있으

며,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증

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의 상승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법인지 발달수준과 함께 법신뢰감, 법친밀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지 발달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법인지 발달수준과 기타 법의식 영역

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게 특정화하기 위하여, 연령 요소를 통제 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연령 자료는 설문 응답자들이 사전 검사 시 자신

의 연령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수집하였다. 다만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만으로 된 연령 자료가 필요하였으나, 응답자들의 혼란을 방

지하기 위해 한국식 연령 계산법에 따라 기입하도록 지시하였다. 연령 

변인은 두 자리 숫자로 입력되었으며 연속변인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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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

  박성혁(1995)은 관습적 규칙에 대한 인식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지능을 설정하였다. 그 이유로 같은 연령층의 학생들 

사이에 지능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인지능력 역시 차이가 발생할 것

이며, 이로 인해 관습적 규칙에 대한 의식 발달 상태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가설은 채택되어 지능 수

준이 하집단에서 중․상집단으로 달라질 경우 규칙에 대한 인식 유형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볼 때, 보편적인 능력으로서의 인지

적 역량은 특수한 영역으로서의 법인지 발달수준에도 크게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핵심 종

속변인인 법인지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서

는, 인지적 능력의 영향력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이

한 자료 수집을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성적 순위를 

리커르트 5점 척도에 따른 최상-상-중-하-최하 집단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4) 경제적 배경

  홀스타인(Holstein, 1968)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규칙에 대한 

의식 형성 과정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관련이 깊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박성혁(1995)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가정의 사회경제

적 지위가 관습적 규칙에 대한 의식의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곽한영(2007)은 하류 계층의 문화가 ‘비행성’

과 큰 연관성이 있다는 밀러(W. Miller)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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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각 

법의식 항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유의미한 

차이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통제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객관적 수준의 경제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

정의 경제적 배경을 사전 설문조사 시 자기 보고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해당 문항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단계에 따라 리커르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5) 비행친구

  비행친구 유무 여부는 비행 원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

되고 있다.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가운데 사회통제이론

이나 차별접촉이론 모두 비행친구의 유무 여부를 비행을 예측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비행친구의 영향이 비행을 촉진한다는 동료

효과(peer effect)를 검증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Giordano, 1995; Elliot, 1985; White et al, 1987; 정은경, 1998; 

곽한영, 2007 재인용).

  곽한영(2007)은 법교육이 법의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비행친구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미국 법교육 프로그램 평가(NLREEP)에서 사용된 문항을 중심으

로 10개 문항을 구성하여 비행친구에 대한 수준을 점수화하였다. 김해

성 등(2007)도 청소년의 법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변 환경에 따른 법의식 및 비행성 정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행친구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의 많고 적은 정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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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검사 설문문항에 비행친구의 

많고 적음에 대한 리커르트 5점 척도 질문을 삽입하였다.

6) 처벌 경험

  김해성 등(2008)이 수행한 ‘성인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경험에 따라 법지식, 위법행위 중화기제, 공적 행위 참

여수준, 비행친구 유무 등의 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음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처벌 경험 자체가 법의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독립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영향 요인들을 모두 배제하기 위해서 처벌 경험 요인도 통제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설정한 통제변인은 본인의 처벌 경험에 대한 것

이다. 자료 조사 방법은 학생인 응답자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공

적인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많고 적음에 따라서 

리커르트 5점 척도에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이다.

(4) 조사도구

  본 연구의 효과 분석을 위해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에 구성된 내용을 통해서 통제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연구 설계에 따라 사전-사후 간 점수 차이를 확인

해야 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학습효과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

었다. 응답자의 학습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법인지 발달수

준을 측정하는 DIT 척도에서는 반분 신뢰도를 사용하였다. DIT 검사

는 총 6개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각각 3개

의 사례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는 문용린(1994)의 연구에서 권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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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분류 문항번호 Cronbach α

종속변인

법인지 발달수준 1-(1), (2), (3) -

법친밀감 2-1, 3, 7, 8 .663

법신뢰감 2-4, 5, 9, 11 .630

법효능감 2-2, 6, 12, 13 .830

법사용의사 2-11, 14, 15, 16 .764

방법이기도 하다. 나머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변인을 측정하는 데에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따라 문항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방법으로 학습효과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의 종속변인은 연속변인의 성격을 가져야 하

므로, 통계 분석이 용이하도록 대부분의 척도는 리커르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아울러 무성의한 응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질문

지의 패턴을 응답자가 파악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각 변인별 문항의 순

서를 뒤섞어 무작위 배치하였고, 서로 값이 반대인 질문을 사이사이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통계 처리 시 역코딩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설문지에 활용된 척도들은 다른 선행 연구

에서 신뢰도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안정적인 도구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사전검사는 .630에서 .830

의 값이 나왔으며, 사후검사는 .603에서 .818의 값이 나왔다. 이는 원

래 척도를 참고하였던 곽한영(2007)의 연구에 비해서 다소 낮은 신뢰

도에 해당한다. 이는 문항 수 자체를 각 변인 영역별로 4개로 제한한 

데 따른 영향으로 생각한다. 최종 확정된 설문지는 다음 표와 같이 구

성되어 있다.

<표-18> 사전검사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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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인

성별 3-(1) -

연령 3-(2) -

성적 3-(3) -

경제적 배경 3-(4) -

비행친구 3-(5) -

처벌 경험 3-(6) -

 (음영 표시된 문항은 반대 질문을 한 경우임)

<표-19> 사후검사 설문지의 구성

변인 분류 문항번호 Cronbach α

종속변인

법인지 발달수준 1-(1), (2), (3) -

법친밀감 2-10, 12, 13, 15 .603

법신뢰감 2-2, 4, 7, 11 .615

법효능감 2-3, 6, 9, 16 .818

법사용의사 2-1, 5, 8, 14 .711

 (음영 표시된 문항은 반대 질문을 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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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 한글 프로그

램을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할당이 동질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학교 현장 수업에 대한 유사 실험(quasi-experiment)

이라는 본 연구의 특성상 무선할당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집

단 할당에서 편향이 존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동질성 검

증은 두 집단 간 통제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시행된 법교육 수업 효과를 각각 확

인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대응표본 t-test로 

확인하였다.

  셋째, 처치집단의 수업 효과가 비교집단의 수업 효과에 비해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아울러 처치/비교집단을 비롯한 각종 통제변인이 종속변인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즉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예측변인들은 일괄투입(ENTER) 방식으로 삽

입하였다. 회귀분석에서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변

인 간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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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갖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

계적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연구 목적과 연

구 질문 및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구성된 두 집단 간 실험 이전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연구문제1)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상호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

정에서 비교집단으로 구성된 수용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도 추가적으

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수용적 법교육 수업에 비해 더 

큰 효과를 갖는지(연구문제2)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 간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차이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속변인의 변

화(수업 효과)를 설명하는 독립변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집단 간 동질성 분석

  이 절에서 시행된 분석은 사전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처치집단과 비

교집단이 실험 이전에 동질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현실적인 이유로 무선할당

을 통한 집단 구분을 하지 못한 연구방법론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 하

지만 두 집단 간 동질성이 검증된다면 무선할당을 한 것과 유사한 성

격의 집단 할당이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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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 검증은 연구 결과와 의의를 도출하는데 큰 유용성이 있다. 이 

분석을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및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1) 통제변인 사전검사 분석

  먼저 통제변인 사전검사 점수에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이가 있

는가를 살펴보았다. 검증 대상인 통제변인은 연령, 성적, 경제적 배경, 

비행친구, 처벌 경험의 5가지이다. 이 가운데 성별을 제외한 4개 변인

은 연속 변인으로 t-test로 분석하였다. 성별 변인은 비서열 범주화 

변인으로 χ2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별도 분석하였다. 각각의 분석 결

과가 <표-20>, <표-21>에 나타나 있다.

<표-20> 집단별 통제변인 사전검사 (성별 변인 제외)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처치집단 비교집단

연령 16.63(7.160) 16.18(1.337) .45 1.066 .287

성적 2.70(1.307) 2.80(1.228) -.10 -1.011 .312

경제적 배경 2.85(.728) 2.89(.755) -.04 -.633 .527

비행친구 2.77(.839) 2.76(.816) .01 .143 .886

처벌 경험 3.79(.530) 3.77(.553) .02 .294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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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집단별 통제변인 사전검사 (성별 변인)

성별

χ2 = .020

df = 1

p = .888

여자 남자 계

집단

처치집단 160 165 325

비교집단 146 154 300

계 306 319 625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평균차는 첫째 연령 변인이 .45점

(p=.287), 둘째 성적 변인이 -.10점(p=.312), 셋째 경제적 배경 변인

이 -.04점(p=.527), 넷째 비행친구 변인이 .01점(p=.886), 다섯째 처

벌 경험 변인이 .02점(p=.76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 간 평균

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χ2 검증을 실시한 성별 변인의 경우에는 처치집단의 경우 

여자가 160명, 남자가 16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비교집단의 경우 여

자가 146명, 남자가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성별 

할당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유의확률이 .888 

수준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는 실험 처치 이전에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통제변인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통제변인과 관련하

여 무선할당과 유사한 할당이 이루어졌음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를 

연구 결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종속변인 사전검사 분석

  다음으로 종속변인에 대하여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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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검증 대상인 종속변인은 법인지 발달수준, 법친

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5개 변인으로 모두 연속 변인

이다. 이에 대해 집단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2>와 같다.

<표-22> 집단별 종속변인 사전검사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처치집단 비교집단

법인지 발달수준 34.63(15.65) 34.89(17.72) -.26 -.202 .840

법친밀감 11.15(2.690) 11.22(3.694) -.07 -.295 .768

법신뢰감 10.36(3.099) 10.32(4.001) .04 .150 .881

법효능감 10.68(3.503) 10.46(4.188) .22 .731 .465

법사용의사 13.00(3.288) 12.92(4.592) .08 .251 .802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평균차는 첫째 법인지 발달수준 변인

이 -.26점(p=.840), 둘째 법친밀감 변인이 -.07점(p=.768), 셋째 법신

뢰감 변인이 .04점(p=.881), 넷째 법효능감 변인이 .22점(p=.465), 다

섯째 법사용의사 변인이 .08점(p=.80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 

간 평균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험 처치 이전에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종속변인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

인과 관련하여 무선할당과 유사한 할당이 이루어졌음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를 연구 결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동질성 검증 분석 결과, 처치집단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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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집단 간에는 6가지 통제변인과 5가지 종속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무선할당을 실시하지 못한 연

구방법론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적으로 

할당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검증

되었다는 전제 하에, 각 집단별 수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 각 집단별 수업 효과 분석

  이 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 하에 통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해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처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점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수용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 또한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교집단

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점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과 수용적 법교육 수업이 일정한 효과를 가

지는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처치집

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한 다음, 각 집단별로 사전검사-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1) 처치집단 :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

  

  처치집단의 수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연구문제1을 검증하는 것이

다. 연구문제1은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법인지 발달수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점수가 더 향상될 것인

가?’였다. 연구문제1의 채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형성적 법교육 수

업을 받은 집단(처치집단)의 수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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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처치집단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사전점수 사후점수

법인지 발달수준 34.63(15.66) 37.38(16.26) 2.76 2.737 .007**

법친밀감 11.15(2.69) 12.22(3.39) 1.07 5.528 .000***

법신뢰감 10.36(3.10) 11.33(3.50) .97 5.002 .000***

법효능감 10.68(3.50) 11.59(3.75) .92 3.949 .000***

법사용의사 13.00(3.29) 13.93(3.94) .93 3.991 .000***

 (*:p<.05, **:p<.01, ***:p<.001)

  위 <표-23>의 평균차는 각 변인별로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뺀 값이다. 즉 평균차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통한 변인 점수

의 향상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의 평균차를 확인해 보면, 첫째 

법인지 발달수준 변인이 2.76점(p=.007), 둘째 법친밀감 변인이 1.07

점(p=.000), 셋째 법신뢰감 변인이 .97점(p=.000), 넷째 법효능감 변

인이 .92점(p=.000), 다섯째 법사용의사 변인이 .93점(p=.000)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5개 종속변인 모두에서 

향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은 법의식과 

관련하여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전반에 걸쳐서 두루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차에 대한 t점수를 통해 향상 정도의 효과 크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인지 발달수준의 향상 점수 t값은 2.737, 둘째, 

법친밀감의 향상 점수 t값은 5.528, 셋째, 법신뢰감의 향상 점수 t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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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넷째, 법효능감의 향상 점수 t값은 3.949, 다섯째, 법사용의사

의 향상 점수 t값은 3.991이다. 따라서 형성적 법교육 수업 효과는 상

대적으로 정서적 영역에 해당하는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에서 가장 큰 

향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행동적 영역의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인지적 영역의 법인지 발달수준의 순으로 향상되는 효과

를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 전반

에서 법의식 점수 향상 효과가 있으며, 특히 정서적 영역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비교집단 : 수용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

  처치집단에게 실시한 형성적 법교육 수업 효과를 확인하는 것과 병

행하여, 비교집단에게 실시한 수용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도 추가적으

로 확인해 보았다. 이 부분은 주된 연구 문제와 직접적 관련은 없어 

별도의 연구 문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두 집단 간 

점수 비교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의 

향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연구문제2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

서가 된다. 왜냐하면 수용적 법교육에 대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나 비교집단의 수

업을 부실하게 구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의

성을 배제한다는 측면, 그리고 비교집단의 수업 처치가 기존의 수용적 

법교육의 효과를 적정하게 담보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측면에서 비

교집단의 수업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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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비교집단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사전점수 사후점수

법인지 발달수준 34.89(17.72) 34.32(17.90) -.576 -.473 .637

법친밀감 11.26(3.65) 11.69(3.85) .430 2.044 .042*

법신뢰감 10.32(4.00) 10.73(3.85) .414 1.864 .063

법효능감 10.46(4.19) 11.07(4.43) .607 2.802 .005**

법사용의사 12.92(4.59) 13.56(4.75) .637 2.418 .016*

 (*:p<.05, **:p<.01, ***:p<.001)

  위 <표-24>의 평균차는 각 변인별로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뺀 값이다. 즉 평균차는 수용적 법교육을 통한 변인 점수의 향

상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의 평균차를 확인해 보면, 첫째 법인

지 발달수준 변인이 -.576점(p=.637), 둘째 법친밀감 변인이 .430점

(p=.042), 셋째 법신뢰감 변인이 .414점(p=.063), 넷째 법효능감 변인

이 .607점(p=.005), 다섯째 법사용의사 변인이 .637점(p=.016)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변인인 법인지 발달수준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수

업 이후에 오히려 점수가 감소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4개 변인

의 경우에는 모두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것은 법친밀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3개 

변인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법신뢰감 변인의 경우 평균차에 대한 유의

확률이 .063으로 상당한 수준의 향상 효과가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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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차에 대한 t점수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지 

발달수준의 향상 점수 t값은 -.473, 둘째, 법친밀감의 향상 점수 t값

은 2.044, 셋째, 법신뢰감의 향상 점수 t값은 1.864, 넷째, 법효능감의 

향상 점수 t값은 2.802, 다섯째, 법사용의사의 향상 점수 t값은 2.418

이다.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3가지 변인에서

는 모두 표준점수로 환산하였을 경우 2점대의 향상 정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수용적 법교육 수업은 법친밀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3개 변인에서 법의식 점수 향상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형성적 법교육 수업 효과에 비해, 수업 효과의 범위와 크

기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적 법교육 

수업 역시 법의식 향상에 효과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법교육이 

법의식의 향상 정도에 일정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기존 연구 결과

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실험 설계에 있어 비교집단

의 수업 처치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적절하게 배제되었음을 입

증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인지 발달수준과 법신뢰감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법인지 발달수준과 관련하여 실정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내용 소재만으로는 학습자의 법인지 발달수준이 크게 자극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이론 부분과 선행 연구 검토에서 

가치 혼란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능동적인 역할 수행

이 장려되는 경우 학습자의 인지 발달이 자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논

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주어진 법규범을 일방적으

로 수용하는 성격의 교육만으로는 학습자의 인지발달에 대한 적절한 

자극이 될 수 없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통계 분석 내용에서도 유

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추론이 더욱 신뢰성을 갖는다. 

아울러 법신뢰감과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추론이 가능하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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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 체계를 주어진 것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는 법신뢰감을 포함

한 정서적 측면의 법의식을 신장시키는 데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규범과 법체계에 자신이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

의로운 신념과 가치가 투영되어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먼저 자리잡

아야 법관련 신뢰감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법교육 패러다임은 학습자의 인지능력과 정서적 측면의 법의식을 자

극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형성적 법교육과 수용적 법교육의 수업 효과 차이

  이 절에서는 연구문제2에 대한 검증을 위한 통계 분석 내용을 다루

고 있다. 연구문제2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수용적 법

교육을 받은 집단에 비해 법인지 발달수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

능감, 법사용의사가 더 향상될 것인가?’였다.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

해 사후검사를 기준으로 처치집단(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과 

비교집단(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이는 두 집단 간 사후검사 점수

에 대한 t-test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독립변인과 통제변인이 개별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 분석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가 다른 통제변인과 함께 

투입되었을 경우, 각각의 종속변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수용적 법교육 

수업에 비해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효

과가 다른 통제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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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성적 법교육 수업과 수용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 분석

  연구문제2의 검증을 위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25>와 같다.

<표-25> 집단별 사후검사 점수 비교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처치집단 비교집단

법인지발달수준 37.38(16.26) 34.32(17.90) 3.06 2.314 .021*

법친밀감 12.22(3.39) 11.69(3.85) .53 1.885 .060

법신뢰감 11.33(3.50) 10.73(3.85) .60 2.087 .037*

법효능감 11.59(3.75) 11.07(4.43) .52 1.659 .098

법사용의사 13.93(3.94) 13.56(4.75) .37 1.106 .269

 (*:p<.05, **:p<.01, ***:p<.001)

  위 <표-25>의 평균차는 각 변인별로 처치집단의 점수에서 비교집

단의 점수를 뺀 값이다. 즉 평균차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

의 점수가 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얼마나 더 높은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의 평균차를 확인해 보면, 첫째 법인지 발달수준 변인이 3.06점

(p=.021), 둘째 법친밀감 변인이 .53점(p=.060), 셋째 법신뢰감 변인

이 .60점(p=.037), 넷째 법효능감 변인이 .52점(p=.098), 다섯째 법사

용의사 변인이 .37점(p=.269)으로 나타났다. 5개 변인 전체에서 처치

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법인지 발달수준과 법신뢰감의 2개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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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친밀

감과 법효능감 변인 등에서도 각각 .060, .098의 유의확률이 관측되

어,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치집단에서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뺀 평균차에 대한 t값을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지 발달수준 변인에서의 t값

은 2.314, 둘째, 법친밀감 변인에서의 t값은 1.885, 셋째, 법신뢰감 변

인에서의 t값은 2.087, 넷째, 법효능감 변인에서의 t값은 1.659, 다섯

째, 법사용의사 변인에서의 t값은 1.106이다.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2가지 변인에서는 2점대 수준의 표준점수 향

상도가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법친밀감, 법효능감, 법

사용의사 순으로 t값이 작아지고 있다. 이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수

용적 법교육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의 

법의식 변인에서 더 큰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정리하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은 수용적 법교육 수업에 비해 법인지 

발달수준, 법신뢰감의 2개 변인에서 더 큰 점수 향상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법친밀감 변인에서의 평균차에 대한 유의확률이 

.060임을 감안해 볼 때, 개략적으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은 수용적 법

교육 수업에 비해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에서 더 큰 효과성이 있

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2) 종속변인 변화의 설명요인 분석

  지금까지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검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검증이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

력이 어떠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연구문

제2에 대한 앞 소절의 검증은 처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사후검사 점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의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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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각각의 개별 종속변인에 대해 독립변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

력(설명력)을 갖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다른 통제변인

의 간섭 속에서 독립변인이 독자적으로 갖는 영향력(설명력)이 어떠한

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이 요구된다.

   5개 변인으로 구성된 법의식 지표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인이 무엇

인지를 확인하고, 그 설명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변인 투입방식은 일괄투입

(ENTER)을 채택하였다. 독립변인과 통제변인 가운데 범주형 변인인 

‘집단’과 ‘성별’은 더미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

과 같다.

                   

Y1 : 법인지 발달수준

Y2 : 법친밀감

Y3 : 법신뢰감

Y4 : 법효능감

Y5 : 법사용의사

a : 상수

X1 : 집단 (1=처치집단, 0=비교집단)

X2 : 성별 (1=여자, 0=남자)

X3 : 연령 (실제 연령)

X4 : 성적 (높을수록 , 낮은 성적)

X5 : 경제적배경 (높을수록 , 빈곤)

X6 : 비행친구 (높을수록 , 없음)

X7 : 처벌경험 (높을수록 , 없음)

e :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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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측변인 간 단순상관관계 분석

  먼저 회귀분석 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예측변인 간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26> 예측변인 간 단순상관관계

집단 성별 연령 성적
경제적

배경

비행

친구

처벌

경험

집단 1 .006 .043 -.041 -.026 .006 .012

성별 1 .006 -.088* .008 .147** .129**

연령 1 .013 .036 .054 .159**

성적 1 .255** -.099* -.111**

경제적
배경

1 -.061 -.029

비행
친구

1 .287**

처벌
경험

1

 (*:p<.05, **:p<.01, ***:p<.001)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모두 .3 이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의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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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다음으로 5가지 종속변인에 대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예측변인별 설명력을 파악해 보았다. 종속변인은 각 변인들의 향상 점

수이며, 법인지 발달수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순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각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이다.

  일괄투입된 예측변인들은 독립변인과 통제변인들이다. 독립변인은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인지 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

단인지의 여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분석에서는 집단변인으로 지칭

된다. 성별, 연령, 성적, 경제적배경, 비행친구, 처벌경험의 6개 통제변

인들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되어 그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① 종속변인1 : 법인지 발달수준

  우선 다중공선성 진단 통계량인 분산팽창인자(VIF)를 살펴본 결과, 

모두 1~2의 범위 사이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머지 종속변인의 분석 경우에서도 모두 동일하다. 

  먼저 첫 번째 종속변인인 법인지 발달수준의 향상 정도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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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법인지 발달수준 회귀분석 모델

회귀

계수(B)

표준

오차 
Beta t

유의

확률
VIF

(상수) 10.231 9.405 1.088 .278

집단 7.070 2.175 .192 3.251 .001** 1.100

성별 2.233 2.241 .061 .996 .320 1.195

연령 -.103 .141 -.043 -.733 .464 1.071

성적 .968 .857 .066 1.130 .260 1.070

경제적 배경 -1.971 1.360 -.084 -1.449 .148 1.072

비행친구 -1.764 1.382 -.078 -1.276 .203 1.192

처벌 경험 -1.267 1.981 -.039 -.640 .523 1.151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222 .049 .027 17.71575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4891.260 7 698.751 2.226 .032*

잔차 94154.366 300 313.848

합계 99045.626 307

 (*:p<.05, **:p<.01, ***:p<.001)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들이 법인지 

발달수준의 향상 정도를 4.9%(R2=.049)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 모형의 적합도는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p=.032).

  구체적으로 집단 변인(B=7.070, p=.001)은 법인지 발달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성별 변인(B=2.233, p=.320), 연령 변인(B=-.103, 

p=.464), 성적 변인(B=.968, p=.260), 경제적 배경 변인(B=-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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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8), 비행친구 변인(B=-1.764, p=.203), 처벌 경험 변인

(B=-1.267, p=.523)은 모두 법인지 발달수준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있

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법인지 발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실시하는 것보다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집단 변인에서 표준화된 회귀

계수값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상대적인 영향력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도전적 과제가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배경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② 종속변인2 : 법친밀감

  두 번째 종속변인인 법친밀감의 향상 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8>과 같다.

<표-28> 법친밀감 회귀분석 모델

회귀

계수(B)

표준

오차 
Beta t

유의

확률
VIF

(상수) .676 1.760 .384 .701

집단 1.019 .407 .148 2.504 .013* 1.100

성별 .551 .420 .081 1.313 .190 1.195

연령 .014 .026 .031 .531 .596 1.071

성적 -.299 .160 -.109 -1.862 .064 1.070

경제적 배경 -.057 .255 -.013 -.223 .824 1.072

비행친구 .162 .259 .039 .626 .532 1.192

처벌 경험 -.188 .371 -.031 -.507 .613 1.151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204 .042 .019 3.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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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43.022 7 20.432 1.858 .076

잔차 3298.604 300 10.995

합계 3441.626 307

 (*:p<.05, **:p<.01, ***:p<.001)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들이 법친밀감

의 향상 정도를 4.2%(R2=.042)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이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76).

  그러나 회귀모형의 유의확률이 .076으로 나타나, 해당 결과를 참고

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변인들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집단 변인(B=1.019, p=.013)은 법인지 발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모형에서 산출된 값임을 전제하여야 한다. 나

머지 6개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이 검증되지 않았다.

  앞서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두 집단 간 비교에서 법친밀감 점수 차

이는 .060 수준의 유의확률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독립변인과 통제변인을 일괄 투입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 해당 모형식 자체의 유의확률이 검증되지 않아 법친밀감을 설명하

는 예측변인의 설명력은 도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종속변인3 : 법신뢰감

  세 번째 종속변인인 법신뢰감의 향상 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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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법신뢰감 회귀분석 모델

회귀

계수(B)

표준

오차 
Beta t

유의

확률
VIF

(상수) 3.137 1.928 1.627 .105

집단 1.391 .446 .182 3.120 .002** 1.100

성별 -.138 .459 -.018 -.300 .765 1.195

연령 .013 .029 .025 .434 .665 1.071

성적 -.457 .176 -.150 -2.601 .010* 1.070

경제적 배경 -.055 .279 -.011 -.198 .843 1.072

비행친구 -.186 .283 -.040 -.656 .513 1.192

처벌 경험 -.420 .406 -.062 -1.035 .301 1.151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267 .071 .050 3.63161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303.313 7 43.330 3.285 .002**

잔차 3956.567 300 13.189

합계 4259.880 307

 (*:p<.05, **:p<.01, ***:p<.001)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들이 법신뢰감

의 향상 정도를 7.1%(R2=.071)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의 적합도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p=.002).

  구체적으로 집단 변인(B=1.391, p=.002)은 법신뢰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적 변인(B=-.457, p=.010)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이 

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법신뢰감의 향상 정도가 높

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적이 높을수록 법교육 수업을 

통해 법신뢰감의 향상 정도가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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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성별 변인(B=-.138, p=.765), 연령 변인(B=.013, p=.665), 

경제적 배경 변인(B=-.055, p=.843), 비행친구 변인(B=-.186, 

p=.513), 처벌 경험 변인(B=-.420, p=.301)은 모두 법신뢰감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정리하면 법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실

시하는 것보다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법교육 수업을 

받음에 따라 법신뢰감이 더 많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을 살펴보면 집단변인의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예측변인 가운데 법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있

어 집단 변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④ 종속변인4 : 법효능감

  네 번째 종속변인인 법효능감의 향상 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30>과 같다.

<표-30> 법효능감 회귀분석 모델

회귀

계수(B)

표준

오차 
Beta t

유의

확률
VIF

(상수) 1.985 1.955 1.015 .311

집단 .649 .452 .086 1.436 .152 1.100

성별 -.328 .466 -.044 -.704 .482 1.195

연령 .007 .029 .014 .230 .819 1.071

성적 -.310 .178 -.102 -1.739 .083 1.070

경제적 배경 -.092 .283 -.019 -.324 .746 1.072

비행친구 .005 .287 .001 .018 .985 1.192

처벌 경험 -.170 .412 -.025 -.413 .68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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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59 .025 .002 3.68264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04.920 7 14.989 1.105 .360

잔차 4068.544 300 13.562

합계 4173.464 307

 (*:p<.05, **:p<.01, ***:p<.001)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들이 법효능감

의 향상 정도를 2.5%(R2=.025)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이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360). 따라서 구체적인 변인들의 분석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다

고 판단된다.

⑤ 종속변인5 : 법사용의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속변인인 법사용의사의 향상 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31>과 같다.

<표-31> 법사용의사 회귀분석 모델

회귀

계수(B)

표준

오차 
Beta t

유의

확률
VIF

(상수) 3.562 2.216 1.608 .109

집단 1.366 .512 .158 2.667 .008** 1.100

성별 1.154 .528 .135 2.186 .030* 1.195

연령 -.011 .033 -.020 -.335 .738 1.071

성적 -.279 .202 -.081 -1.383 .168 1.070

경제적 배경 -.220 .320 -.040 -.688 .492 1.072

비행친구 .046 .326 .009 .140 .889 1.192

처벌 경험 -.792 .467 -.103 -1.696 .09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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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220 .048 .026 4.17332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266.196 7 38.028 2.183 .036*

잔차 5224.983 300 17.417

합계 5491.179 307

 (*:p<.05, **:p<.01, ***:p<.001)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들이 법사용의

사의 향상 정도를 4.8%(R2=.048)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 모형의 적합도는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p=.036).

  구체적으로 집단 변인(B=1.366, p=.008)은 법사용의사를 향상시키

는데 있어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 변인(B=1.154, p=.030) 역시 법사용의사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연령 변인(B=-.011, p=.738), 성적 변인(B=-.279, p=.168), 

경제적 배경 변인(B=-.220, p=.492), 비행친구 변인(B=.046, 

p=.889), 처벌 경험 변인(B=-.792, p=.091)은 모두 법사용의사 점수

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밝혀졌다.

   정리하면 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하는 것에 비해 형성적 법교육 수

업을 하는 것이 법사용의사를 향상시키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법교육 수업을 받은 후 법사

용의사의 향상 정도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두 변인 사이에

서도 집단 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예측변인 가운데 법사용의사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집단변

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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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통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실험 전 동질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는 종속변인, 통제변인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이 무선 

할당을 한 것과 유사하게 동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다음으로 연구문제1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성적 법

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법인지 발달수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

능감, 법사용의사의 모든 종속변인에서 점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모든 법의식 측면에 있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

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법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

이 밝혀짐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이 교실 상황에서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교집단인 수용적 법교육 집단의 수업 효과에 대해서도 검

증을 해 본 결과 법친밀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3가지 변인에 대

해서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교육 수업이 학생들

의 법의식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곽한영, 2007; 송성민, 2007). 나아가 본 연구의 실험 설계 과정에서 

비교집단의 법교육 처치 또한 상당한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한 수업으

로 구성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연구문제2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법인지 발달수준과 법신뢰감의 2개 변

인에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은 수용적 법교육 수업에 비해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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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수용적 법교육 수업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다. 특히 법인지 발달수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나, 학생들의 가치판단과 결부된 인지능력 향상에 있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5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과 통제변인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변인, 즉 수용적 법교

육에 비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는 것이 법인지 발달수준, 법신뢰

감, 법사용의사의 3개 변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친밀감, 법효능감의 경우에는 회귀모형의 통계

적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3개 변인에 대한 회귀모형에서

는 모두 집단 변인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

로 판단해 볼 때 법의식 향상에 있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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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의 사회과 법교육이 그 본질과 이상에 비

추어 적절하고 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

다. 특히 국가․공동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시민의 모습은 사회과교육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지향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법의식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반 성인 및 청소년들은 법이나 법체계를 불신하는 등

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거나,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식의 낮은 

준법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공동체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식

을 가진 시민들로 채워질 때,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덕성과 자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회과 법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다. 

첫째, 현재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법교육의 본질과 이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법교육의 목표 실현에 적합한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어

떠해야 하는가? 셋째, 이러한 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질문을 차례

대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내용과 방법의 두 영역을 기

준으로 법교육의 패러다임 분류 기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법교육 패

러다임 분류 기준을 근거로 지난 반세기 동안의 법교육 패러다임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천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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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법

교육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법

영역이 소재로 활용되고 생활법 소재가 등장하면서 교육내용 측면에

서의 발전이 고무적이었다. 마찬가지로 교육방법 측면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방법이 개발․활용되어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하지만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역량을 가진 시민의 양성이라는 시

민교육 본연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는 한계 또한 발견되었다. 요약컨대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법학교육적 

성격에서 시민교육적 성격으로 변화해 왔으나, 이러한 변화가 온전하

게 타당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현행 법교육 패러

다임을 시민교육적 정체성을 지향하나, 여전히 ‘수용적’ 성격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 법교육의 

모습에 대한 대안으로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형성적 법교육은 민주적 법치사회의 구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자율

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편적 정의

와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규범이나 법적 가치 등을 학습자 스스로 형

성해 보는 경험을 강조하는 법교육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교육에 대한 이론 논증을 위해,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

서 의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형성적 법교육으로의 전환은 시민교육적 

성격을 담고 있는 목표 체계와 잘 부합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내용 측면의 전환은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

력과 자율적 판단능력 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었다. 또 학습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법 측면의 전환은 위에서 제

시한 목표, 내용 측면과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자율적 준법사회의 시민 

양성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검증 토대 위에서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이 갖는 구체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예상 효과를 특정화하였다. 그 결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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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입각한 법의식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개선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법인지 

발달수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5가지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앞서 개념화한 사회과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 측정을 위해 설

정한 연구문제는 첫 번째,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법의식 

점수가 향상될 것인가?’이며, 5가지 종속변인에 따라 하위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법의식 점수가 더 향상될 것

인가?’이며, 마찬가지로 5가지의 하위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실제 실

험은 서울 소재 4개 중․고등학교에서 사전검사, 3차시의 처치, 사후검

사를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실시되었다.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구체적 효과를 측정한 실험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 처치에 앞서 처치집단과 비교집

단이 동질적으로 잘 구분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의 종속

변인과 통제변인에 대한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동질적으로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처치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 법

인지 발달수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모든 종

속변인 점수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통계 분석 결과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법의식 개선에 효과적인 교

육방법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집단에 대한 동일한 

분석에서는 법친밀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승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비교집단에 처치된 수용적 법교육 

수업 역시 법의식 개선에 일정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2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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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t-test로 비교 분석한 결과, 법인지 발달수준과 법신뢰감의 변

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위가 발견되었다. 더불어 통계적으로 

검증되진 않았지만 법친밀감과 법효능감 영역에서도 상당한 평균 차

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수용적 법교육 수업에 비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인지 발달과 정서 함양 등의 영역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논의

(1) 이론적 차원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검토 내

용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법교육 패러다임과 관련된 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최근 법

교육 담론은 암주식 법교육에서 탈피하여,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가치

판단능력 향상을 지향하는 적극적 법교육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에 놓

여 있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정한 

의의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수용적 성격에 갇혀 있다는 한계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과 법

체계에 대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함양해 줄 수 있는 

대안적 법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법교육 패러다임을 

기존 암기주입식에서 흥미와 사고력 위주의 법교육으로, 그리고 다시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적극적 법교육으로 전환하자는 담론을 제

안하게 된다. 이러한 담론 방향의 재설정 및 담론 범위의 확대는 법교

육의 목표와 방법론에 대한 향후 논의를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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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사회과교육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에 대하여 

일정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사회과교육의 기본 모형에 대한 논의에서 

시민성 전달모형 지지자들은 가치관 혼란이나 규범 체계에 대한 준수 

의식의 약화를 이유로 반성적 탐구모형의 사회과교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하지만 학습자에게 현실과 유사한 가치갈등 상황을 실제로 

제공하고, 이를 규범 제정 활동을 통해 직접 해결해보도록 하는 본 연

구 결과에 한해서는 적어도 정서적 영역이나 행동적 영역까지 포함하

여 법의식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와 규범 및 사회 체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시민성을 주입식으로 전

달하는 방식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법인지 발달이론 주창자인 탭과 레빈, 콜버그 등이 말하는 적

극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갈등 상황을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하여 이를 

실제로 경험해 보고 해결해보는 교육이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과 같은 

인지 구조에 긍정적인 자극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지발달이론이 교육심리학 논의의 

중요한 토대로 기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전략에서는 소외

되어왔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인지발달이론과 이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법인지 발달이론은 초기 발표 당시와 비교하여 커다란 

이론적 발전 내지 확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지

발달이론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구태의연한 것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없

지 않다. 하지만 인지발달론의 가정은 그 자체로 교육학 논의에 많은 

함의를 제공하였으며,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달이론의 핵심적 

주장이 여전히 통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

로 계승하는 연구가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과교육의 영역에서 인지발달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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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어떠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2) 연구 방법론적 차원

  본 연구는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기존 법교육 패러다임과 차별화된 ‘형성적 법교육’이라는 패러다

임을 제안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타당화 작업을 수행

하였다. 동시에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갖는 실제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유사 실험 설계를 활용한 경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에 기초한 이론 연구와 실험에 기초한 실증 연구가 혼

용되고 있다는 점을 본 연구가 갖는 연구 방법론 상 특성 내지 장점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교육학 연구는 연구 대상의 특성 상 학교 현장에서의 실

천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황과 실천 양상에 주

목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의를 도출하는 형식을 띠게 된다. 하지만 실

천 효과를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시 치열한 이론 검토 작업

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 기반을 상실한 교육 실천 연구는 학

문적 엄밀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론과 개념 논쟁에만 

경도된 교육 연구는 실천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활용하고 있는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의 

혼용은 교육학 연구에서 자주 겪게 되는 연구 방법론상의 한계를 넘

어설 수 있는 적극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이

고 이원화된 연구방법으로 인해, 연구 주제를 구상하고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의 방법론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원화된 연구방법은 교육학 연구의 주제와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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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 정책적 차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천적 측면의 함의도 갖

는다. 향후 많은 보완과 수정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형성적 법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을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안하여, 향후 다양한 형성

적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검증 대상으로 설정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가장 대표

적인 수업 방법은 아니며, 나아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교수행위를 포괄

하는 상위의 수업 방법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검증된 교수․
학습 방법은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특징과 요소를 빠짐없이 반영

하여 최소한의 전형성을 확보하였으며, 선행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수

업 시간에 전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 모델을 토대로 형성적 법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모델은 그러한 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기본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는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교육이 갖는 의의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방법이 갖는 법

의식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존에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을 주제로 다루

었다는 점에서, 연구 자체가 시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

의 기본적인 틀을 발달시켜 더욱 완성도를 높여가는 보완 연구를 기

대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연구를 기점으로 형성적 법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과 확장적인 효과 검증 연구를 기대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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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연령에 따른 효과를 엄밀히 분석해 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지 발달론 연구의 핵심적 주장에 따라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는 연령 변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가령 형

성적 법교육 수업은 학습자의 상위단계의 사고 자극에 매우 효과적이

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연령 상 학습자가 상위단계의 사고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이에 어려움을 겪는 단계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적극적 효과가 과연 초등학교 저학

년 아동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형성적 법

교육 수업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연령대의 학습자에게 유용한 수업방법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

히려 인지 발달론적 가정 하에서 이에 대한 접근은 더욱 조심스러워

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연령별로 형성적 법교육 수

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세밀하게 검증해 봄으로써, 법관련 

교육과정의 계열 상 배치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법의

식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 변인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

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갖는 다양한 효

과를 제한적으로 측정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

하면 형성적인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이 갖는 효과는 기존 도구로 

측정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법체계에 대한 지지와 준법 의식의 향상 등을 본 연구에서는 간

접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직접적인 변인으로서 설정하여 

측정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의 다면적 특

성과 독창적인 효과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새로이 구안

하여 적용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형성적 법교육이 갖는 

독창적인 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타당한 변인과 측정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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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형성적 법교육 수업에 대한 구안을 시도하는 본 연구가 향후 

다양한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적 분류와 예상 효과 검토 

연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은 기존의 법교육 방법과 차별화를 꾀

하고 있지만, 그러한 교육방법들의 무용성을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함으로써 기존에 산만하

게 존재하던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각 

범주 유형별 법교육의 의의와 예상 효과를 다시 조망해 보는 연구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매개하

는 기준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과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이 어떤 방식으로 접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연계를 통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후

속 연구를 제안해 볼 수 있다. 가령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PBL 방식

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던지, 협동학습을 통해서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형성적 법교육 수업은 개

념 정의에서부터 이미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교육방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의 연계

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새로이 구안된 형성적 

법교육의 수업 방안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양

한 교육적 효과로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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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related education of Korea was launched in 1947, with the 

beginning of ‘Syllabus Period'. LRE has kept its line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has shown rapid growth in the 1990s. In the 

1990s, academic discussion regarding the identity of LRE was 

vitalized, accelerating the academic development concerning the 

objective, contents and methods of LRE. In the early 2000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7th Curriculum, ‘Law and Society’ achieved its 

independence in the highschool curriculum. In addition, full-fledged 

support from the law-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was provided which made the development of LRE possible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LRE can be approach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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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3 ways : ① Objective, ② Contents, and ③ Method. 

First, LRE has systemized the law-related virtues and qualities as a 

democratic citizen, not as a professional lawyer. Also, in the aspect 

of content, it shed its old ways of teaching tedious concepts and 

theories, and introduced diverse areas of laws and learner-friendly 

street law. Lastly, in the aspect of methods, it has emerged from the 

teacher-centered learning by rote, using diverse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s. Since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of LRE are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its identity as a secondary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they can be evaluated in a 

positive way.

  But according to the researches such as ‘Investigation on the Legal 

Consciousness’, we still can find some problems in the legal 

consciousness of Korean citizens : low level of law-abiding 

consciousness, low level of satisfaction and credibility on the legal 

norms, legal systems, and legal agencies. In addition, social costs 

and harms due to crimes and illegal acts are not negligible. That is, 

the overall legal consciousness of Korean citizens does not reach the 

desirable level of autonomy and independence. To construct a 

law-governed country with the autonomous and independent citizens, 

we need a corresponding law education. Considering these 

necessities, the LRE of the past half a century is still remains a 

question mark despite the positive developments and changes.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research tried to explore the ideals of 

LRE which can foster the autonomous and independent civic virtues 

and qualities, and examined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suc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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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LRE paradigm.

  First, to analyze the meanings and limits of current LRE’s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this research has paid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LRE paradigm. After constructing the analysis 

framework based on the contents and methods, the change of LRE 

paradigm over the last half a country has been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LRE paradigm has shifted from the 

education of legal studies to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this 

paradigm shift, the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of LRE have 

established its identity as a citizenship education. LRE has also been 

systematized considering the interests and levels of the learner. But 

according to the paradigm analysis, the current LRE paradigm is still 

locked in the frame of positive law. And the actual LRE is not 

achieving its own emphasis on the learner’s autonomous class 

participation. That is, the current LRE paradigm contains the meaning 

of the establishment of its identity as a citizenship education, but 

this does not conform to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cultivating 

autonomous and independent citizenship.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has defined the current LRE paradigm as remaining in the 

nature of ‘acceptive’. And the targeted LRE, which can cultivate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vercoming the aforementioned limits, 

should be a ‘formative’ one.

  Formative LRE emphasiz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which is essential to be a desirable democratic citizen. This 

paradigm also emphasizes the contents that can cultivate the way of 

thinking of natural law. This formative LRE has the followin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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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s in the aspects of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First, 

in the aspect of objectives, it conforms to the current Curriculum 

framework which emphasizes citizenship education. Second, in the 

aspect of contents, it enhances higher order thinking and autonomous 

decision making with the emphasis on the way of thinking of natural 

law. Lastly, in the aspect of methods, emphasis on the participation 

is a proper form for the citizenship education of the autonomous 

law-abiding society. And it also enhances its consistency to the 

aspects of objectives and contents. Based on this theoretical 

examination,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formative 

LRE, an expected effects are extracted from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areas, centered on the legal consciousness index, was 

expected. This research has concretized it to the 5 dependent 

variables of legal development level,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and intent to use law.

  The specific effect of formative LRE was identified by comparing it 

to the effect of acceptive LRE.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formative LRE,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adapted following 

the 3 steps of pre-test, treatment, and post-test at four secondary 

schools in Seoul. The research questions have been established as 

follows : 

Q1. Will a treatment group, provided a formative LRE, 

demonstrate a increased score of legal attitudes?

Q2. Will a treatment group, provided a formative L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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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 a higher score of legal attitude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of acceptive LRE?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o identify the 

homogeneity of the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 t-test on the 

pre-test scores of 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has 

been conducte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which means 

the two groups are statistically homogeneous. Next, to verify the 1st 

question, paired t-test on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treatment group was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 indicates that the 

scores of all the dependent variables of legal development level,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intent to use law have 

increased. These statistics show that the formative LRE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legal attitudes. The same analysis performed on the 

control group likewise shows that the scores of legal intimacy, legal 

efficacy, and intent to use law have increased, which means the 

acceptive LRE administered to the control group was also effective 

to some degree.

  To verify the 2nd question, t-test on the post-test scores of the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 has been conducted. In addition it 

has been proven that the formative LRE is more effective in legal 

development level, and legal trust variables. There was also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scores for legal intimacy, and legal 

efficacy variables, although these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From these results, formative LRE is demonstrated to 

be more effective than acceptive LRE in cognitive and a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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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n alternative LRE paradigm of 

formative LRE, can have both theoretical meaning and practical 

effective i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RE paradigm. 

Consequently, a more autonomous and liberal form of LRE is 

required in order to realize the law-governed society of autonomous 

and active citizens.

Keywords : LRE paradigm, formative LRE, acceptive LRE, natural law 

thinking, participatory education, leg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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