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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0년대 중반 독일 정치교육학계의 양극화된 교수개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한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회의 개최 1 년 후인 1977년, Wehling이 회의의 내용

을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하면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도출되었다. 합의 도출 이후 4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여전히 독일 정치교육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

점이자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민주시민교육 논의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교육 공급자로서 지자체의 등장과 같은 변화 속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시민교육의 하나

의 기준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이는 시민교육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예민한 사안이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인 정치교육의 맥락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의미를

다루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 정치교육을 다루는 연구는 학교 밖 정치교육 기관과

제도 등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연구는 학교 정치교육 맥

락에서 다루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독일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

지는 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독일 정치

교육 학계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도출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독일 성인 정치교육 영

역을 둘러싼 맥락은 어떠한가? 셋째, 독일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해

당하는 교육가치의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수용되었는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 연구방법과 전문가 인터뷰, 교육 참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장과 3장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논

의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밝혔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어떻게 논

의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자는 6주간 독일 방문하여 정치교육 관련 전문가 6명을 인

터뷰하였다. 인터뷰에서 핵심어를 고르고 선별된 핵심어를 코딩한 후에 4장을 조직하였다.

먼저, 학교교육 맥락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역사적 배경과 각각의 원칙들을 둘러싼 논

의에 대해서 밝혔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68혁명의 영향으로 인한 탈권위주의적 교육이라

는 토양에서 자라날 수 있었다. 더욱이 바이마르 시기부터 합의의 세 가지 원칙과 유사한

논의가 이미 있었다는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다원성이다.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민주주

의를 위한 교육이라는 목적과 각 기관의 고유한 특색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관 중 연방·주정치교육원과 정당재단, 폭스혹흐슐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정치교육을 수행하는 이유는 독일이 비민주적인 역사 경

험을 겪었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나치시기에는 국가민

족주의, 동독에서는 일상 속에 스며든 체제에 대한 복종의식 등이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었

다. 전후 독일에서는 학교에서의 정치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정치교육 진흥에 힘을

썼고, 제도와 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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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합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논의는

1980년대 중반 학교 정치교육에서 시작되어 성인 정치교육을 포함한 학교 밖 정치교육 영역

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논의를 주도한 것은 주정치교육원이

었다. 이 기관은 통일과정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또

한 세 가지 원칙은 성인 정치교육의 특성과 충돌하기도 하고 조응하기도 하였다. 성인 정치

교육에서의 합의에 대한 의견 중에서 쟁점적인 내용은 합의의 필요성에 관한 입장충돌이다.

몇몇 학자들은 성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고 나름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합의가 성인

정치교육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인 정치교육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막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이 합의는 교육기관과 강사에게 있어서는 극단적인 정

치적 입장을 가지고 교실로 들어오는 학습자들을 교육의 장에서 맞이할 수 있는 전문성의

영역까지도 의미한다. 그리고 합의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시민교육 현장에서도 한 쪽 진영만이 주도하는 합의가 아닌 진보와 보수의 의

견을 모두 아우르는 합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출 맥락을 다각도로 조

명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도출 배경을 단순히 1960-70년대의 정치적 갈등으로 본 것

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교육적 맥락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 학계에서는 그

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논의를 드러내었다.

그럼으로써 학교 정치교육과 성인 정치교육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었다. 셋째, 독일 정치

교육 전문가들을 인터뷰함으로써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논쟁점과 성인 정치교육에 대한 특성

이 조응하고 충돌하는 지점을 생생하게 드러내었다.

주요어 : 보이텔스바흐 합의, 성인정치교육, 성인교육, 독일 정치교육, 시민교육,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번 : 2016-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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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민교육 영역을 둘러싼 정치적 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는 가

능한가/혹은 필요한가? ‘시민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시민’

의 개념은 무엇이고, 시민을 양성하는 ‘시민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

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시민교육의 내용으로 다루게 될 동일한

정치적 사안이더라도 이익관계에 따라 평가가 첨예하게 갈린다. 이는 시민

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띈 독자성”(김종서, 김신일, 한숭희,

강대중, 2009, pp. 119)으로 인한 것이다. 시민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교육 현장 바깥에서 ‘시민’으로서의 적절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까지를 목표

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교과교육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

해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데올로기 논쟁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았으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일제강점기, 북한과의 관계, 군부

정권 등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논쟁과 정치적 입장

이 얽혀 교육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갈등으로 표출

되고 있다. 성인교육현장의 상황도 학교 영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자

체가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자로 등장하게 되면서(이정현, 김은경,

2015)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게 된 것이다. “평생교육기관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정치화하는 현상(공진성, 2016, pp. 45)”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각 지자체의 정치적 경향성에 따라 교육 내

용의 방향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한국 교육은 그 동안 이러한 갈등을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누름돌로 눌

러왔다. 교육 현장 안에서 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정치적 힘에도 더렵혀지

지 않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으며, 정치적인 사안을 논하는 것은 터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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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시민교육이 학교 영역과 성인교육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있게 성장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최근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발의하고, 평

생교육진흥원에서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성인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

는 시민교육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립성’은 여전히 시민교육의

유효한 원칙이 될 수 있는가?

1960/70년대 서독에서는 지금 한국과 유사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서독은 좌우 진영 간 날선 대립을 겪고 있었으며, 이 갈등은 교육 사

안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독일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정치교

육(politische Bildung)’영역으로 갈등이 분출되었다. 정치교육 학계에서 좌

파적 성향을 가진 학자들은 ‘해방(Emanzipation)’을 정치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였고, 우파적 성향을 가진 학자들의 경우 ‘헌법(Verfassung) 정신’을

제시하며 “정치교육의 정치화”라는 현상을 보였다(Gagel, 1994).

정치 교육계에서의 이러한 갈등을 해소시킨 것은 보이텔스바흐 합의

(Beutelsbacher Konsens)였다. 심각한 좌우 진영 간의 갈등이 정치교육학

계에서도 벌어지자,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 정치교육원장인 쉴레가 다양

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정치교육학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 회의 내용

을 정리한 것이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되었다. 40여 년 전 도출된 보이텔스

바흐 합의는 그간 독일 정치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기본원리로 자리매김했

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독일 정치교육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경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기준으

로 구분한다. 교육과정으로서 학교 정치교육(schulische politische Bildung)

과 학교 밖 정치교육(außerschulische politische Bildung)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교 밖 정치교육은 다시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청소년 정치교육

(politische Jugendbildung)과 성인 정치교육(politische

Erwachsenenbildu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밖 정치교육은 학교를 제

외한 교회, 폭스혹흐슐레, 정당재단, 노조 등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정

치교육을 망라한다. 그렇다면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소개하는 여러 문헌들

이 이 합의가 독일 정치교육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때, 그 의

미는 학교 밖 정치교육까지 해당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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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정치교육에 대한 학계의 논쟁에서 시작되었

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치교육이라는 전체 범위에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 학교 밖 정치교육으로 분류되지만 실상 독일 정치교육 논의에서 중심이

되어왔던 것은 학교 정치교육이며, 학계의 논의도 학교 정치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평가는 학교

정치교육에서의 의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밖,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에는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학교 정

치교육의 내용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치적 힘 겨루기를 해결하기 위한 학계

의 움직임이 성인 정치교육과 이를 둘러싼 여러 요소들과는 어떠한 조응을

이루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교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과

학교 밖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과 맥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시민교육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힘들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 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연구물들을 보더라도 성인 정치교육 관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합

의를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독일 정치교육 연구의

대다수는 민주시민교육학회, 사회·윤리교육, 역사교육, 독일어권 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1). 분류 기준에 따라 오차는 있겠지만 1990년대 독일 정치

교육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래로 60여개 정도의 관련 논문이 존재하고2)

그 중 상당수는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치교육의 역할을 고찰한

경우가 많다(강구섭, 2016; 김미경, 2011; 김상무, 2014; 김영국, 1997; 박광

기, 2011; 오일환, 1995; 임춘희, 2012; 조상식, 2006; 정호경, 2016; 황병덕,

1997, 허영식, 1994). 그 외의 다수 연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독일 정치

교육의 제도를 소재로 하여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모델로서 독일 정치교육

을 제시하는 경우이다(송창석, 2005; 심익섭, 1998; 이규영, 2005). 이런 부

류의 연구의 경우 특히 독일 정치교육 기관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연구는 위와 같은 독일 정치교육 제도를 설명

1) 평생교육학계에서는 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독일 정치교
육을 다룬 논문은 양흥권(2014)의 연구가 유일하다. 

2) ‘독일’, ‘정치교육’ 키워드를 기준으로 한 RISS검색 결과 기준.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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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운데 함께 소개하는 경우(전득주, 2000; 송창석, 2005; 이규영, 2005;

허영식, 2011; 임종헌, 2013; 이상오, 2014; 홍은영, 2015; 정호경, 2016, 한

국민주주의연구소, 2016)가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나치 시대로 인하여 독

일 정치교육은 역사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다원적 관점을 역사교육에 접목 시키고자 하는 연구도 존재한다(이

동기, 2015; 이병련, 2016). 이동기(2016)는 특히 역사학자로서 보이텔스바

흐 합의의 도출과정을 자세히 서술했다.

한국에서의 연구 중에서는 허영식(1994; 1996; 1997)이 가장 이른 시기에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한국에 소개하였으며, 연구의 내용도 가장 풍부하였

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독일어 연구가 존재한다(Huh,

1993). 그 외의 연구로 민주시민교육이 수요자중심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제시한 연구(이한규, 2011)와 보이

텔스바흐 합의가 한국의 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화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연구가 있다(안성경, 2017). 최근에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만들

고자 하는 한 지자체의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저작물(심성보 외 5인, 2016)

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연구 지형을 종합하여 볼 때 연구의 대다수가 학교 정치교육 영

역에 초점을 맞추어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렇기에 기존 연구물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성인 정치교육 영

역에서의 논의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도

출해냈던 직접적인 회의 과정은 비교적 자세하게 연구되어있지만, 이를 둘

러싼 더 근본적인 사회분위기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기술은 부족하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간 한국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성인 정치교육영역에서

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성인 정치교육 영역을 둘러싼 주요 요소를 살펴본 이후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탄생된 맥락을 살펴본다. 그리고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성인 정치교

육 영역에서는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합의가 내재하고 있는 교육적 가

치의 맥락은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질문을 다음

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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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독일 정치교육 학계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도출된 배경은 무엇

인가?

독일 정치교육계에서 합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이 1976년이다. 이러

한 합의를 가능하게 했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밝히기 위해서 보다 거시적

인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탄생할 수 있었

던 교육적 맥락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두루 살펴보며, 보이텔스바흐 합의

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치교육적 연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참고

한다. 또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정

리함으로써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의의를 드러낼 것

이다.

둘째, 독일 성인 정치교육 영역을 둘러싼 맥락은 어떠한가?

학교 밖 정치교육, 그 중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영역이

어떠한지 지형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한다. 성인 정치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 기관, 법·제도, 역사적 맥락을 위주로 살펴봄으로

써, 이후 다루어질 성인 정치교육에서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셋째, 독일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해당하는 교육

가치의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수용되었는가?

첫 번째 연구 질문과 두 번째 연구 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배경

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성인 정치교육에서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밝힌다. 이 질문에 답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특

히 성인 정치교육영역으로의 확장해가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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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이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교육 참관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이미 사십여 년 전인 1976년, 지리적

으로는 독일에서 이루어진 정치교육 영역에서의 합의가 어떻게 도출 되었

는지와 이 합의가 성인 정치교육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는 과정을 필

요로 하였고 둘째, 문헌을 통해서는 알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전

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셋째 실제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익힐 필요가

있었다. 합의의 원문을 비롯한 1차 자료들과 2차 자료들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현장에 방문해서는 어떻게 성인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해 어

떻게 평가하는지를 인터뷰하였다.

1) 문헌연구

“특정한 목적을 충족하고 특정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한 견해에

근거해 서술된 주제에 관한 정보, 아이디어, 데이터, 증거를 포함하는 문헌

의 모음”(Hart, 1998, p. 13)이라는 Hart의 문헌연구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

로, 문헌연구란 “단순한 선행 연구 문헌 분석 수준을 넘어서 연구자의 명

확한 인식론적 기반에 터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리한 연구가 있다(신현석,

주영효, 양윤정, 정수현, 2016, pp. 5). 즉, 문헌연구는 세부적인 주제에 대

한 역사적, 철학적인 정보를 얻고, 연구문제의 맥락과 중요성을 확인하여

연구가 타당하게 수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뿐더러 독특한 관점을 제시

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가 연구자만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그간의 관련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독

일 정치교육을 소재로 한 그간의 한국에서의 연구들은 대다수가 학교 정치



- 7 -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한 제도를 기술하는 데 치중했다. 본 연구에서는 독

일 정치교육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해

서 연구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존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성인 정치교육 영역을 다룬다.

기본적으로 분석해야할 문헌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장에 모였던 학자

들의 토론문을 정리한 책을 비롯하여, 이후 학자들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관련한 저작물들이 있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정치교육원은 2년마다 바트

우어라흐(Bad Urach)에 위치한 회의 공간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중심

교수법적 질문을 토의하는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조직하고 있고 회의의 결

과를 정리하여 한 출판사에서 일련의 기념서 형태로 수년 간 출판하였다

(Buchstein & etl. , 2016). 그 결과 1977년에서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주제로 한 수 많은 기념서들이 존재한다. 기념서들

중에서 합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성인 정치교육 관점을 중심

으로 한 내용을 위주로 발췌하여 참고하였다. 이 외에 당시 독일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과 정치교육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문헌과 통계 등의 자료를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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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저자 출간연도

1

Das Konsensproblem in der

politischen Bildung

정치교육에서의 합의문제

지그프리트 쉴레

(Siegfried Schiele),

헤르베르트 슈나이더

(Herbert Schneider)

1977

2

Konsens und Dissens in der

politischen Bildung

정치교육에서의 합의와 이견

지그프리트 쉴레

(Siegfried Schiele),

헤르베르트 슈나이더

(Herbert Schneider)

1987

3

Reicht der Beutelsbacher

Konsens?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충분한가?

지그프리트 쉴레

(Siegfried Schiele),

헤르베르트 슈나이더

(Herbert Schneider)

1996

4

Politische Mündigkeit: Zehn

Gespräch zur Didaktik

politischer Bildung

정치적 성숙: 정치교육

교수학에 대한 열 가지 논의

지그프리트 쉴레

(Siegfried Schiele)
2004

5

Beutelsbacher Konsens und

politische Kultur

보이텔스합의와 정치문화

후베르투스 부흐슈타인

(Hubertus Buchstein),

지그프리트 프레히

(Siegfried Frech),

케어스틴 폴

(Kerstin Pohl)

2016

6

Brauchen wir den

Beutelsbacher Konsens?

우리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한가?

베네딕트 비트마이어

(Benedikt Widmaier)

페터 쫀(Peter Zorn)

2016

7

Der Beutelsbacher Konsens

:Bedeutung, Wirkung,

Kontroversen

보이텔스바흐 합의

: 의의, 효과, 논쟁

지그프리트 프레히

(Siegfried Frech),

다그마 리히터

(Dagmar Richter)

2017

<표 1>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주제로 한 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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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인터뷰

실제 현장에 참여하는 경험 없이 문헌으로만 접하는 경우 문헌과는 다른

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교육현장의 생동감은 생략되어 버리

기 쉽다. 또한 문헌에만 의존하여 해석할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만

이 부각될 위험이 있다. 다른 국가의 교육체제와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오류를 보완하고 피상적인 연구로 빠질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일 현지의 정치교육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였다.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6주를 독일 현지 답사를 위한 기간으로

계획하여 일정을 조직하였다. 면담은 대학교수 3명, 주정치교육원 관계자 2

명, 정당재단 직원 1명,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IRB 심사를 마친

후, 7월 경 각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 상에 공개된 이메일 주소로 면담 사

전 요청을 하였다. 이후 8월부터 9월에 걸쳐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

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이전에

연구 목적과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가 독일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제시하

였고, 그것을 면담자가 읽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 면담을 진

행하였다. 연구 질문은 각 면담자가 속한 기관의 특성 및 연구 분야에 맞

추어 약간씩 달리하였다. 면담시간은 대략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다.

면담자들은 모두 정치교육 계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가들이다. 면담자들은 크게 정치교육 기관 관계자와 대학교수 각 3명씩,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마르티나 바이라우흐(Martina Weyrauch)는

2000년도부터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원의 원장이다. 그녀가 일하고 있

는 주는 과거 동독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통일 과정에서의 정치교육에 대

한 이해도가 높다. 베르너 렐레케(Werner Rellecke)는 작센 주 정치교육원

의 출판을 총괄하고 있으며, 원장자리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임시로 주

정치교육원을 이끌고 있다. 그는 1991년 주정치교육원 설립 반년 후인

1992년부터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치교육원의 역사적 변천을 몸소 경험

했다. 지몬 카메스(Simon Cames)는 하인리히 뵐 재단의 베를린 지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는 그리스로의 교육여행(Bildungsreise)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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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솔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정치교육 석사

학위를 마쳐 정치교육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케어스틴 폴(Kerstin Pohl)은 마인츠 대학의 정치교육학 교수로 재직 중

이다. 보이텔스바흐 회의를 이끌었던 지크프리트 쉴레를 인터뷰하여 쉴레

의 생애사를 책으로 출판하였으며3) 학교 정치교육 중심의 기존 학회와는

달리 학교 밖 정치교육을 포괄하는 학회(GPJG)를 조직하였다. 베를린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정치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클라우스 페터 후퍼(Klaus-Peter Hufer)는 독일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 있어서 손 꼽히는 전문가이다. Hufer는 보이텔스바흐 합

의가 시작된 바덴 뷔르템베르크에 위치한 폭스혹흐슐레(VHS)에서 수 년간

근무했으며, 박사학위 논문 또한 폭스혹흐슐레와 성인 정치교육을 주제로

하였다. 칼 하인츠 브라이어(Karl-Heinz Breier)는 베히타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며 주로 정치교육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정치철학

이기 때문에 독일 정치교육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이다.

3) 『Beutelsbacher Konsens und politische Kultur』

면담일자 이름 소속 및 직책

2017.08.16
마르티나 바이라우흐

Martina Weyrauch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원 원장

2017.08.17
베르너 렐레케

Werner Rellecke
작센 주 정치교육원 출판부서장

2017.08.21
지몬 카메스

Simon Cames

하인리히 뵐 재단

베를린 지부 교양여행 담당

2017.08.31
케어스틴 폴

Kerstin Pohl
마인츠 대학 정치교육학 교수

2017.09.01
클라우스-페터 후퍼

Klaus-Peter Hufer

두이스부르크-에센 대학

교육학과 정치교육 담당 교수

2017.09.06
칼-하인츠 브라이어

Karl-Heinz Breier

베히타 대학 정치학과

정치교육 담당 교수

<표 2> 면담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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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참관

보이텔스바흐 합의 및 독일 정치교육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 중에서 소

수의 연구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독일연수단, 2008; 홍은영, 최치원, 2016)

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독일 정치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경우

는 드물다. 대개는 연방정치교육원이 제공하는 정보나 기존 독일 학자들의

문헌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독일 정치교육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

다수이다. 그렇다보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들과 실제 교

육 현장과의 괴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 인터뷰 외에 기관 방문과 교육 참관을 진

행하였다.

방문 및 교육 참관할 기관 선정의 기준은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기관일

것과 독일 성인 정치교육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독일 학교 밖

정치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교회, 민간 교육센터, 국가 운영 정치교육원,

노조, 심지어 군대 등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자

라는 것이다. 각 기관은 기관의 특색에 맞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기에 최대한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자 하였다.

첫 기관 방문은 2017년 2월 뷔르츠부르크(Würzburg)에 위치한 프랑켄바

르테 아카데미(Frankenwarte Akademie)였다. 이 아카데미는 사민당 계열

자유 정치교육 기관으로, 학습자들이 지불하는 교육비 80%와 정부 및 기

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받는 기금 20%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독일 성인교

육의 특수한 제도인 ‘교육휴가(Bildungsurlaub)’를 활용하는 방문객들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어 풍광이 좋은 곳에 위치하며, 숙박시설을 갖추어 둔 점

이 특징적이었다.

본격적인 현지 답사 기간이었던 8월과 9월에는 베를린 연방정치교육원에

두 차례 방문하여 그리스 재정위기와 브렉시트 등을 비롯한 EU의 정치상

황에 관한 강좌와 독일 선거제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강좌에 참관

하였다. 두 강의 모두 약 90분 가량 진행되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였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성인들과 해외에서 연수 차 방문하는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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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역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베를린 연방정치원교육원 옆

에 위치한 미디어 센터를 방문하여 연방정치교육원이 발행하고 있는 출판

물과 선거 홍보·교육 자료를 열람하였다.

EKD(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V.)는 독일 개신교회의 연

합으로 이 기관의 베를린 지부에서 열린 포럼에 참가했다. 약 세 시간 가

량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합의와 갈등: 정치는 토론을 필요로 한다’라는 주

제로 다양한 학자들이 발표를 했으며, 그 가운데서는 교회가 어떻게 불의

에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며 기관의 특성을 내포하는 정치적 논

의를 이끌어 갔다.

마지막으로 폭스혹흐슐레에서는 당시 국가적으로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시스템을 주제로 한 강의를 제공했다. 평일 오전 시간

에 2시간 가량 진행된 강좌에는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이 참가했으며,

학교 정치교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교육 자료로 사용

하였다.

일자 기관명/주최 단체 내용

2017.02.08
뷔르츠부르크(Würzburg)

프랑켄바르테아카데미
(Frankenwarte Akademie)

기관 운영 소개

2017.08.11 베를린 연방정치교육원
해외 청소년 대상

EU 설명 강좌 참관

2017.08.21

EKD
(Evangelishce Kirche in

Deutschland)
Evangelische Akademie zu

Berlin

포럼 참가
Konsens und Konflikt:

Politik braucht
Auseinandersetzung

합의와 갈등: 정치는 토론을
필요로 한다.

2017.08.24 베를린 연방정치교육원
독일 청소년 대상

독일 선거제도 강좌 참관

2017.09.08
베를린 폭스혹흐슐레(VHS)

Steglitz-Zahlendorf

선거시스템 강좌 참여
Bundestagswahlen am 24.

September – wie
funktioniert das eigentlich?
9월 24일 총선 – 어떻게

운영되는가?

<표 3> 방문 기관 및 교육 참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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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도출

1.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형성 맥락

1) 정치·사회적 맥락: 68운동의 권위주의 타파와 나치청

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보이텔스바흐 협의에 관한 토론은 1968년도의 

학생운동의 결과로서, 정치 정당과 결정권자들이 교과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쳐도 되는지, 특히 정치와 사회 과목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

지해도 되는지에 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Vetter, 2017, 

pp. 64).

Vetter는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학교에서 있었던 민주적인 의사결정

의 예화를 제시하며 68운동이 학교에서의 공동의사결정권을 이끌어 냈음을

밝히고, 이것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정신과 연결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

다. 1968년의 사건과 1976년 싹을 틔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어떤 지점에

서 연결되는가?

1968년, 독일 사회 분위기의 대대적인 전환을 가져온 운동이 발생했다.

68운동 혹은 68혁명으로 불리는 이 학생운동은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되

어 유럽의 여러 국가로 퍼져나갔다. 독일에서도 프랑크푸르트 대학, 베를린

대학 등지에서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68운동 당시 학

생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자면, 하나는 독일 사회에 만연했던 ‘권위주의’에

대한 타도였고, 또 다른 하나는 나치 시대에 침묵했던 기성세대에 비판과

청산작업이다. 이 두 요구는 나치 시대를 만들었던 그리고 유지시키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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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까지도 잔존하던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실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된 성질의 것이었다.

68운동 시작이유 중 하나는 ‘비상사태법4)’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비상

사태법은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존재했던 조항으로, “국가적 비상상황

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긴급명령으로 통치하는 것이 가능한” 조

항이었다(Gilcher-Holtey, 2009, pp. 96-97). 당시 독일은 이 조항으로 인해

의회주의가 파괴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당시

시민들은 파시즘의 광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비상사태법 반대 시위를 벌

였다.

또한 학생들은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투쟁하였다. 소수에게 주어졌

던 권력을 구성원 모두에게로 돌려주는 교육에서의 탈권위주의의 가치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당시 68운동에 참가했던 독일 대학생들은 권위주의

의 온상으로서의 대학을 비판했다(이성재, 2009). 68운동 이후 실제 독일

사회는 탈 권위적으로 체질을 바꾸어나가기 시작했다. 교육계에서도 실제

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대학 운영에 있어 교수, 학생, 강사/조교 세 집단이

같은 퍼센트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삼분원칙(Drittelparität)’요구가 대학

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1973년에 이르러서는 헌법재판소가 삼분원칙에

대한 인정을 하며 제도화되었다(김누리, 2013).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학교에서의

의사결정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동등한 비율로 참석하는 원칙에 따

라 처리되었다.

이희영(2006)은 68운동을 단순히 운동권 세대들의 혁명이 아닌 1970년대

까지 이어지는 평화, 환경, 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운동이었으며, 더욱이

4) 바이마르 헌법 48조의 내용: “만일 한 주가 제국헌법이나 제국법률들에 의해 그
것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국대통령을 무장권력의 도움을 받아 그 
주로 하여금 그것을 이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제국대통령은 만약 독일제국에
서 공공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방해되거나 위협받는다면 공공안전과 질서를 재
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위협받는다면 공공안전과 질서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무장권력의 도움으
로 간섭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잠정적으로 144조, 115조, 117조, 
118조, 123조, 124조 그리고 153조에 확정된 기본법들을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후략]”  (Bracher, 2011, pp. 11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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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부모가 나치시대의 가해자라는 점에서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노

력이었다고 평가한다. 나치 정권과 결탁했던 대학 교수들이 제대로 청산되

지 않음으로 인해 당시 독일 대학은 “순수한 학문”을 추구하며 과오를 회

피하려 하였고 그 결과 대학과 현실과의 괴리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김누

리, 2013, pp. 260).
68운동의 성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도출될 수 있

는 분위기를 고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68운동이 가지고 있던 권

위주의를 해체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문화를 만든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

나는 68운동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이 사회의 이목을 정치에 쏠리게 했다는

점이다. 전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가지고 있는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 후자는 이러한 정치와 교육에 대

한 관심이 격렬한 갈등을 빚어내기도 했지만, 또한 합의에 대한 갈망을 불

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서독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상황을 극복하고 급

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상태였다. 양현모(1997)는 이러한 경제발전이 정치

문화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경제가 발전하다고 해서 민주주의

가 무조건적으로 꽃 피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가능할 때 참여가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보수 역사학자

Schulze(2001, pp. 326)의 저술에서도 “독일 민주주의 내적 안정은 50년대

의 ‘경제기적’ 및 사회정책과 관련”이 있고 그 이유는 “극좌, 극우 과격 정

당이 있긴 하였지만, 경제기적으로 인한 민주화 물결 속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뒷받침 된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자 민주주의 체제까지 붕괴되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를 근

거로 들었다. 이러한 경제적 풍요로움과 안정 속에서 꽃핀 정치적 참여의

증대는 68운동의 혁명적 분위기와 맞물려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고 있었

다.

2) 정치교육학계에서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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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45년 이전의 관련 내용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내용은 1976년 보이텔스바흐 회의장에서 토의되었

던 것임은 분명하지만, 1970년대 중반 갑자기 도출된 내용이라 보기는 어

렵다. 독일 정치교수법 학자들의 최근 정치교육 역사 연구에서는 보이텔스

바흐 합의의 주입급지의 원칙과 논쟁재현의 원칙이 1970년대 이전부터 존

재하던 내용이며 역사적 맥락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Grammes는 보이텔

스바흐의 세 가지 원칙이 중세시대 스콜라학파의 토론 방법이자 바이마르

공화국의 모순적 방법(kontradiktorische Methode)에서 연원하였음

(Grammes, T., 2010)을 간략하게 밝히고 있다.

Grammes가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스콜라학파의 당시 토론 방법을 통해 스콜라 학파의 토론방식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내용 간의 연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스콜라학파의

교육 현장에서는 문헌을 기반으로 한 강독 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루다가,

점차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러면서 토론이 대학의 주된 수

업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들의 방법은 문제논구와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찬반을 토론하는 것이었다(신창석, 1993). 여기서 보이텔스

바흐 합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논구에 대한 반대이론을 제시다. 의견

을 정리해나감에 있어 자신이 주장하려는 이론과 더불어 꼭 상반된 이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논쟁재현의 원칙과 연결시킬

여지가 있다.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공민교육과의 연관성의 근거는 Busch가 제

시한 자료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인 주입금지의 원칙은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이 공민과(Staatsbürgerkunde)라는 명칭으로 존재

하였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이미 교사가 지켜야할 덕목이었으며, 두

번째 원칙인 논쟁재현의 원칙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정치교육학

계에서 토의되었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바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업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중립성 또는 객관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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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수절차 방법이 논의되었다. [...] 1920년대 초,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학교생활과 교육을 완전히 정치로부터 자유롭

게 하려는 시도와 결합되었다. 1920년대 중반에는 학교에서의 중립성

에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 개인적인 정치 의견을 가진 시민으

로서와 정치적 중립성의 요구를 지닌 교육자로서의 중첩적인 역할에

서 논의는 분리할 수 없는 긴장감 있는 관계를 묘사했다(Busch, 

2016, pp. 378). 

위 내용은 1920년대의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Busch의 설명이다.

이는 첫 번째 원칙인 주입금지의 원칙과 연결할 수 있다. 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끊어 내려는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했기

때문에 현대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과는 차이를 보인다.

나. 1960/70년대 ‘정치교육의 정치화’ 논란

1960년대 후반 독일은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기였다. 전후 이래로 줄곧

정권을 잡아온 기민련(CDU)이 아닌 사민당(SPD)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이

다. 또한 68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학생운동의 여파로 적군파의 활동이 더해

지면서 독일의 정치교육은 정당 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에 의해 분열된 상태

였다(Scherb, 2016). 정권을 빼앗긴 기민련(CDU)은 사민당(SPD)의 교육정

책을 이념전쟁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이용했다(Schiele & Schneider, 1996).

이러한 알력 다툼 가운데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

는 1972년 헤센(Hessen)주의 교육방침이었다. 헤센주의 학부모 연합은 헤

센 주정부가 발표한 교육방침이 지나치게 좌파적이라고 항의했다. 당시 헤

센주는 사민당(SPD)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로, 주정부는 토론회를 마련했으

나 고성이 오고가는 등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

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정치수업 기본방침에서 다시 일어났다.

기민당측은 사민당이 사회주의를 위한 교육을 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좌파진영의 논리가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라고 공격했는데,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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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은 주로 교육을 통한 ‘해방’에 대해서 주장했기 때문이다(Mambour,

2014).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아울러 각 주정부의의 정치적 색채에 따

라 학교 정치교육의 내용을 “조제하고 처방”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3) 합의의 토대를 마련한 1976년 회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그 시작부터 발전까지 지크프리트 쉴레(Siegfried

Schiele)와 관련이 깊다. 쉴레는 좌우 진영의 이념대립이 학교 정치교육까

지 뒤흔들고 있던 1970년대 중반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치교육원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의 원장이었

다. 그는 당시 헤센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교육 가이드라인에 대

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당시 헤센 주의 교육방침 중에서

도 특히 정치교육 수업이 학생들을 수단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평가한다(Buchstein, & etl, 2016).

쉴레는 이러한 정치교육의 정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교육 관련자들을 소집했다. 회의의

이름은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처음으로 정리한 1977년의 책 제목과 동일한

‘정치교육에서 합의문제(Das Konsensproblem in der politischen Bildung)’

였다. 그 회의에는 롤프 슈미데러(Rolf Schmiederer), 쿠르트 게르하트르

피셔(Kurt Gerhard Fischer), 클라우스 호르눙(Klaus Hornung), 베른하르

트 주토르(Bernhard Sutor), 디터 그로서(Dieter Grosser)가 발표자로 참석

했다(심성보 외 5인, 2016). 당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치교육원의 직원이

었던 베엘링(Wehling)은 회의에 참관하며 절충안들을 정리하였고 이에 기

초하여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작성했다(Detjen, 2013).

쉴레는 합의라 부를만한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도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담은 출판물들을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출판

물들의 내용은 보이텔스바흐의 의의 혹은 합의에 대한 비판 및 수정 필요

성 제기까지 포함되었다. 매해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바덴 뷔르템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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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치교육원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주제로 한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 대한 결과를 갈무리 하여 책 내용에 포함하거나 해당 정치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기념 도서가 계속 쌓이면서 시간에 지남에 따라

같은 학자라도 합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 내리는 경우를 보여주는 보이텔스

바흐 합의에 대한 학계에서의 논의가 잘 기록되어 오고 있다.

2.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내용과 논의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담은 보이텔스

바흐 합의가 완성되었다. 베엘링은 1977년 쉴레와 슈나이더가 다양한 학자

들의 글을 모아 편찬한 『정치교육에서 합의문제(Das Konsensproblem in

der politischer Bildung)』에서 「Konsens a la Beutelsbach?: 전문가들의

토론에 대한 리뷰’」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은 정치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

에서 지켜져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주입금지의 원칙

으로 학생들을 교조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는 학문과 정치 영역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재현되어

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

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양성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한국에 종종 ‘협약’으로 소개되어, 이것이 마치 법

적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수법 학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루어진 담화를 바탕으로

Hans-Georg Wehling이 정리한 것이다. 국가가 주도한 회의도 아니였고,

모든 정치교육 현장에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의무도 없는 ‘합의

(Konsens)5)’였다. 다만, 합의의 내용이 당시 독일 정치교육영역에서 필요했

던 것이었기에 이 내용이 환영받았고, 1976년 이 합의가 정리된 후 10년

정도에 걸쳐 서서히 관련자들에게 퍼져나갔다.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어떻게 적용되어갔는지

5)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로 명칭을 통일한다. 



- 20 -

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이는 독일 학계가 스스로를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소수의 연구들이 현장에서의 합의 수용을 다루고 있다.

Hilligen(1987)은 보이텔스바흐 합의 10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도서에 교사

집단에서의 합의 수용을 추축한 글을 실었다. 그는 당시 실증적인 연구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지만, 합의가 정치적 양 극단

의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고 평가 내렸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40주년 즈음 출간된 기념서에서도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현장과 정치

교육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글을 실으며 지속적으로

합의의 영향력과 의의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Scherb, 2016). 더불어 정치교수법 학자 Kerstin Pohl과의 인터뷰 내용과

여러 주의 교육과정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원칙으로 제지된다는 점(잔

더, 전득주 외, 2006)에서 실제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 교수법적 삼각형과 합의 원칙들(Grammes, 1996, p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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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작성 몇 년 후, 베엘링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학습차원으로 정리

하였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 주입금지, 교사와 사건 사이에서 논쟁성을 그

대로 살릴 것, 학생과 어떤 사안에 대한 학생의 이익을 판단할 분석력을

키울 것.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입금지의 원칙

교화 또는 주입을 금지할 것. 가르치는 사람이 원하는 생각에 따라 –

어떤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학생들을 조종함으로써 이들이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방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바로 여기에서 정

치교육과 교화 사이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교화는 그러나 민

주 사회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그리고 두루 인정받고 있는 교육 목

표, 즉 학생의 자율성과 상치된다6).

Überwältigungsverbot. Es ist nicht erlaubt, den Schüler – mit 

welchen Mitteln auch immer– im Sinne erwünschter Meinungen zu 

überrumpeln und damit an der „Gewinnung eines selbständigen 

Urteils“ zu hindern. Hier genau verläuft nämlich die Grenze 

zwischen Politischer Bildung und Indoktrination. Indoktrination aber 

ist unvereinbar mit der Rolle des Lehrers in ein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und der – rundum akzeptierten – Zielvorstellung von 

der Mündigkeit des Schülers. 

주입금지의 원칙은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라

는 핵심 가치를 반영한다(Vetter, 2017). 교사와 학생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조화의 위험성을 경계할 수 있는 원칙이다. 또

한 이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자율성과 상치되기’ 때문

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세 번째 원칙과

연결된다. 이는 기존 독일의 역사에 있어서 나치시대의 (통일 후에는 구

6) 한국어 번역은 허영식(1996: 14-15)의 책에서, 독일어 원문은 Wehling(1977: 
179-180)의 글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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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교조를 목적으로 한 교육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에서

도 의의가 있다.

라인하르트Reinhardt(2016, pp. 12)는 이 원칙을 실행하는 교사가 무조

건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집단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것을 제시했다.

Ÿ Secenario 1: 학습자 집단이 정치적으로 균질적이고 논란이 될 여

지가 있을 때는, 교사는 중도파가 되어야 한다.

Ÿ Secenario 2: 학습자가 정치적으로 양분화되었을 경우, 심지어 잠

재적으로 공격적인 토론일 경우. 이 경우 교사는 최소합의를 보장

해야 한다.

Ÿ Secenario 3: 학습자가 정치적으로 균질적이고 통합되어 있을 경

우, 다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조치 할 필요가 있다.

Ÿ Secenario 4: 학습자가 제시된 사안에 관심이 없을 경우, 교사는

자신의 의견을 도발함으로써 충격요법을 써야만 한다.

2) 논쟁재현의 원칙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 있어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앞에서 말한 요구 사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 그 까닭은 상이한 입장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선택 

가능성들이 은폐되고 대안들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면 교

화 또는 주입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어보아

야 할 점은 교사가 심지어 교정의 기능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교사는 학생들(그리고 정치교육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그들 나름의 정치적, 사회적 출신을 고려

할 때- 생소한 관점들과 대안들을 특별히 들추어 내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Was in Wissenschaft und Politik kontrovers ist, muss auch im 

Unterricht kontrovers erscheinen. Diese Forderung ist mit der 

vorgenannten aufs engste verknüpft, denn wenn unterschiedl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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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punkte unter den Tisch fallen, Optionen unterschlagen 

werden, Alternativen unerörtert bleiben, ist der Weg zur 

Indoktrination beschritten. Zu fragen ist, ob der Lehrer nicht sogar 

eine Korrekturfunktion haben sollte, d. h. ob er nicht solche 

Standpunkte und Alternativen besonders herausarbeiten muß, die 

den Schülern (und anderen Teilnehmern politischer 

Bildungsveranstaltungen) von ihrer jeweiligen politischen und 

sozialen Herkunft her fremd sind. Bei der Konstatierung dieses 

zweiten Grundprinzips wird deutlich, warum der persönliche 

Standpunkt des Lehrers, seine wissenschaftstheoretische Herkunft 

und seine politische Meinung verhältnismäßig uninteressant 

werden. Um ein bereits genanntes Beispiel erneut aufzugreifen: 

Sein Demokratieverständnis stellt kein Problem dar, denn auch 

dem entgegenstehende andere Ansichten kommen zum Zuge. 

이 두 번째 원칙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를 논쟁적인 사안으

로 다룰 것인가이다. 헌법에 따르면 폐지되어 있는 사형제의 재도입 문제

나 극우정당의 의회입석 문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Pohl(2017)은 이러

한 사안에 대해서 오직 ‘민주적인 스펙트럼 내에 있는 입장들’만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주장도 민주적인 스펙트럼을 얼마나 넓게

잡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제되고 오히

려 왜곡시켰던 수많은 사안들이 교실 현장에서 논의될 기회를 준다. 한 가

지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안에 대

한 판단은 세 번째 원칙에 따라 학생이 직접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민

주적이라 할 수 있다.

3) 이해관계 지각 원칙

학생(학습자)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 자신의 이익(또는 이해 관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이해 관계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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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목표 설정은 조작

적인 행위 능력에 대한 강조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

나 위의 두 원칙에서 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이다. 

Der Schüler(Teilnehmer) muss in die Lage versetzt werden, eine 

politische Situation und seine eigene Interessenlage zu analysieren, 

sowie nach Mitteln und Wegen zu suchen, die vorgefundene 

politische Lage im Sinne seiner Interessen zu beeinflussen. Eine 

solche Zielsetzung schließt in sehr starkem Maße die Betonung 

operationaler Fähigkeiten ein, was aber eine logische Konsequenz 

aus den beiden vorgenannten Prinzipien ist. Der in diesem 

Zusammenhang gelegentlich – etwa gegen Herman Giesecke und 

Rolf Schmiederer – erhobene Vorwurf einer „Rückkehr zur 

Formalität“, um die eigenen Inhalte nicht korrigieren zu müssen, 

trifft insofern nicht, als es hier nicht um die Suche nach einem 

Maximal-, sondern nach einem Minimalkonsens geht.

세 번째 원칙은 주입금지, 논쟁재현의 원칙의 목적이다. 교사가 주입하

지 않는 분위기에서 학생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접한 후 정치적 입장을 취하

는 것이 정치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원칙은 앞 선 두

원칙에 비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받았다. 개인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써 공동체적 의사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학생들은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고, 정치적 

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점들의 사안들을 볼 줄 알고, 전체로서 

사회에 대한 공유된 책임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관점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Schneider, 

1996: Reinhardt, 2016, pp. 12에서 재인용)

그러나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수정될 필요가 없는 최소한의 합의라는 평

가 속에서 여전히 사십 년 전에 도출된 세 가지 원칙을 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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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 성인 정치교육 영역을 둘러싼 요소

Reichling은 성인 정치교육에 결합되어 있는 관계 그물망을 마(魔)의 육

각형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마의 육각형이 “성인 정치교육에의 영향의 정

적인 그림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것은 상호간의 미치는 영

향의 역동적인 장이다. 모든 인용된 조건 수준은 실제적인 정치교육에 영

향을 끼치며 또한 서로를 변화시킨다”(Reichling 1999: Hufer, 2016, pp. 49

에서 재인용)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치교육 학계에서의 논의를 통해 도

출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성인 정치교육과 그것을 둘러싼 맥락들에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 힘의 요소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 성인 정치교육의 힘의 장(Reichling 1999: Hufer, 2016, pp.

49에서 재인용)



- 26 -

본 연구에서는 연관학문, 교수자, 학습자, 사회적 풍토, 공급자, 정치/행

정이라는 여섯 가지 요소 중 교수자와 학습자는 자료수집의 제한점으로 인

해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1976년 보이텔스

바흐에서 정치교육 관련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 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회

적 분위기와 정치적 맥락, 학계에서의 논쟁과 이 합의가 사용되는 영역으

로서 성인 정치교육 현장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Hufer(2016)는 성인 정치교육을 둘러싼 관련 학문을 정치학, 정치교수학,

교육학, 성인교육학, 사회학으로 구성된 다섯 가지 중심 학문과 그 외 심리

학, 경제학 등으로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성인

정치교육에서의 논의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양한 연관 학문 중에서

논의를 주도했던 정치교수학과 성인교육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1. 비민주적 정치·교육 경험

독일 정부가 정치교육을 체계화하였던 배경에는 독일의 비민주적인 역

사가 있다. 독일은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민주주의제도를 도입

하였다. 독일의 민주주주의의 도입은 시기도 문제였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도 문제가 있었다. 부르주아들이 주도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던 프랑스

의 ‘일반’ 경로와는 달리, 독일은 독재관료가 강력하게 통치하였다. 이 통치

하에서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이루어졌으며 시민계층은 직

접적인 혁명 운동 보다는 관념론과 고전예술에 관심을 돌리는 독일적인 특

수경로(Deutscher Sonderweg)의 길을 걸었다(이순예, 2015). 그 결과 합법

적으로 히틀러를 독일의 총통으로 세우면서 지울 수 없는 역사적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독일의 지난 100여 년은 4차례의 체제전환(Systemwechsel)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18/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설립, 1933년 나치당의 등

장, 1945/49년 세계 2차 대전의 종결과 재건, 1989/90 재통일이다(Jesse,

2013). 이러한 거대한 전환은 곧 정치의 변화였고, 정치의 변화 속에서 정

치교육 역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정치적 전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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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민들은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독일 국민들이

경험했던 비민주적 정치체제와 그에 영향을 받은 교육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바이마르 공화국: 형식적 민주주의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존속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 민주주의의

첫 시도이자 실패의 시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문화는 헤겔로 대표되

는 국가주의적 사고였다(김광명, 허영식, 1999). 이에 반해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였다. 정치체제를 보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군소정

당이 난립하였고, 독일 국민들은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 익숙하여 민주시

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김택환 ,1992: 168). 그 결과 이러한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제시하며 히틀러가 등장하

게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반(反)민주주의적 사상을 내제하고 있던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역설적이게도 독일 정치교육의 역사는 바이마르공화국에서부터 시작된

다. 그 당시에는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대신에 학교교과과정에 공민과

(Staatsbuergerkunde)라는 과목으로 존재했다. 이는 정치교육이 헌법에 명

시7)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정치적 판단을 가진 시민

을 양성하기 보다는 제도와 조직 학습 등 지식 전달 수업에 편향되었기 때

문에 그 효과가 미미했다(정운필 외, 2014).

바이마르 헌법은 시민대학의 설립 근거를 조항에 넣었다는 점에서(유진

영, 2017)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는 성인교육 맥락에서는 중요한 기점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성인교육은 노동자교육과 정치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7) 바이마르헌법 4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학교에서 도덕․윤리 교육

과 정치교육은 개인적인 능력개발과 직업적인 활동 이외에 독일민족과 다른 민

족의 화해를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2) 각급 학교에서는 국가에서 정책으로 

시도하는 교육이념과는 달리 생각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그들의 감정

을 상하게 해서는 안되며 3) 정치교육과 직업교육이 각급 학교의 교과내용이 

되어야 한다.”(김광명, 허영식, 1999: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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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라이프치히에 있는 것처럼 거대한 폭스혹흐슐레에서 평균적으로 공

급의 50퍼센트가 정치/사회 영역이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Reichling, 1983) 그러나 이 또한 정권의 말기로 갈수록 폭스혹흐슐레에서

사회적-정치 교육의 비율이 1919/20에 비교해서 1931/32이 현저하게 감소

했다. 이는 정치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점차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

들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제3제국: 국가민족주의

나치시기는 곧 히틀러의 국가민족주의적 이념의 시기였다. 국가민족주의

적 이념은 그의 저서 『나의투쟁(Mein Kampf)』에서 잘 나타나있다. 히틀

러는 모든 권력을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돌리는 지도자 원리를 근간으로 삼

았으며, 히틀러는 단일한 적을 상정할 것을 또한 그는 국가가 모든 권리에

앞섬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권력 아래 ‘가장 우수한 아리안족’이 보호받

고 그 생활 공간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 목표를 달성하고 국

가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

다.

당시의 교육은 이러한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었다. 히틀러는 국

가민족주의 기반하여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서열화 시켰다. 민족주의국가의

교육활동은 첫째, 건강한 신체 양욱. 둘째, 정신적 능력의 육성. 그리고 지

적훈련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다(Hitler, 2014).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

표적인 학교 밖 교육 활동은 히틀러 유겐트였다. 청소년들은 학교보다는

히틀러 유겐트 활동을 통해 나치즘을 배웠다. 보통 군사훈련이나 행진, 캠

프 등을 하는 것이 교육 내용으로 나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독일을 지

킬 수 있는 건강한 군사로서 학생들이 자라나길 바랐으며, 복종하는 법을

배우기 원했다.

설립초반에 히틀러 유겐트는 그리 큰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청소년단을 강제적으로 통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1932년만 하더라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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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던 곳은 스포츠소년단

(Sportjugendverbaende)이 2백만 명이었고, 뒤를 이어 카톨릭청소년단

(katholische Jugendverbaende)이 1백만 명, 심지어 55000명의 회원수를 확

보하고 있던 공산주의 청소년협회(Kommunistischen Jugendverband)보다

도 히틀러 유겐트는 적은 수치인 40,000명에 불과했다(Keim, 1997).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존재했지만 1933년 나치학생동맹의 장(長) 시라흐는 히틀

러 유겐트 외의 모든 청소년 단체의 해산을 유도하고 가입하지 않는 학생

에게는 불이익으로 위협하며 일원화하였다. 그 결과 1940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소년, 소년들이 히틀러유겐트나 독일소녀동맹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

가 되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국가민족주의에 충성된 인간을 만드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크게 다를 바 없

었다. 1933년 9월의 법령에 따르면 성인교육체제의 주된 과업은 국가사회

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으로서의

의지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Feidel-Mertz, 2009). 이 점에서 나치시기 당

시 교육의 특징은 지식을 배제한 감정의 호소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

도 제국봉사부와 제국 성인교육센터연합과 같은 새로운 교육기관들이 생겨

났다. 기존에 있던 폭스혹흐슐레도 중앙집권화되었고 국가사회주의의

“Kulturwerk”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 역시 히틀러유겐트와 마찬가지로

다원성은 사라지고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관들이

재편 된 것이다.

3) 동독: 체제지향의 일상화

동독은 현재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 안할

트, 튀링겐 주를 기반으로, 1949년부터 1990년까지 존속한 국가체제였다.

동독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위시하여, SED(사회주의 통일당)이 제 1

집권당으로 군림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의회와 5개의 당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원들의 이념뿐만 아니라 배우자 문제,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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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성적 등 사적인 문제까지 ‘자기비판’을 통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

여하였다(GEO EPOCHE, 2013, pp. 8-9). 또한 비밀경찰인 슈타지(Stasi: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가 동독 주민들을 감시하였기에 평범한

일상에서도 국가의 의견과는 다른 생각을 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이었다.

4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동독 정부는 특히 교육을 이용하여

체제를 공고화하고자 하였다. 모든 교육체계와 생활세계는 곧 정치적인 목

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었다. Kerbel(2016)은 동독 교육의 특성을 ‘부르주

아를 위한 교육특권 없음, 정치 없는 교육 없음, 방어교육: 학교와 군대’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만큼 독일 교육은 정치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체제

지향적인 교육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목적은 조국에 충성하는 사회

주의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동독 주민들은 유아기부터 학교, 직장생활까지 집단적인 체제 속에서 교

육을 받았다. 히틀러 유겐트(Hitler Jugend)와 유사한 학생조직인 FDJ를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학교 밖을 주된 교육의 장으로 택한 나치와는 달리,

동독 정부는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통해 국가의 이념을 전달하고자 하였

다(Massing, 2006). 7학년부터는 정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했고 교육

내용은 주로 ‘자본주의와 비교하여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었다(Kerbel, 2016).

그러나 동독에서도 체제 비판적인 정치교육이 가능한 곳이 있었다. 이는

교회로, 동독이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개신교회에서는 학습자 지향적,

생활세계 지향적인 정치교육이 가능했다(Rothe, 2000: Hufer, 2016, pp. 34

에서 재인용). 중간 계층(Bildungsbürgertum)의 사회적 유산을 물려받은

일부 그룹들이 교회 내에서 명맥을 이어갔고, 1980년대에는 반체제적 집단,

1990년대에는 동독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했다(Kocka,

2010). 실제로 동독 붕괴를 촉발시켰던 평화 행진을 위시한 여러 운동들은

교회 간의 조직을 통해서 발생되었다. 통일된 이후에도 이러한 동독 교회

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를 기념하고, 개혁교회로서의 교육을 진행하는 곳들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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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관

Schiele(1998)는 독일 정치교육기관을 국가, 정당재단, 사회단체를 기준

으로 범주화하였다8). 이러한 분류체계에서 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은

모두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 정치교육기관이다. 국가에서

진흥하는 정치교육기관으로는 학교를 포함하여 내무부에 속한 연방정치교

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또 주정부마다 하나씩 존재하

는 주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그리고 심지어

군복무기관이 있다. 그리고 총 6개의 정당재단이 현존하고 있어, 독일 정치

교육의 특색있는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에 해당하

는 공급기관으로는 폭스혹흐슐레와 종교기관인 카톨릭, 개신교 교회와 기

업, 노조, 협회, 재단 등이 포함되어, 독일 사회 전반에 정치교육을 담당하

는 기관들이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 글의 원본에는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에 대한 서술이 없다. 글이 작성되었을 당시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설립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독일 정치교육 영역 구분(Schiele, 1998,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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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기관: 연방·주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가. 연방정치교육원

연방정치교육원은 전후 독일의 정치․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기

관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1952년만 하더라도 그 명칭이 연방고향봉사단이

었다. 이는 연방정치교육원의 원형이 1918년 의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향토봉사본부(die Reichszentrale für Heimatdienst)’였

기 때문이다(허영식, 1997). 독일 정부는 분단 이후 공산주의 이념의 저지

와 자본주의체제의 확립과 나치 시기에 대한 국민들의 무감각함, 그리고

국가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학교교육의 개혁 필요성과 새로운 정치체제

에 대한 신뢰 증진을 해결하고자 연방정치교육원을 세우게 되었다(심익섭,

1998). 이 기관은 현재 본(Bonn)과 베를린(Berlin) 두 곳에 위치하고 있는

데, 베를린에 있는 기관의 경우 통일 이후에 추가로 설립된 지부의 개념이

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설립 이후의 변화 과정은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

구분에 따르면 총 일곱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Ÿ 1918-1933 향토봉사본부

Ÿ 1952-1961 설립과 건설

Ÿ 1961-1969 확립과 확장

Ÿ 1969-1981 변화와 개혁

Ÿ 1981-1989 합병과 기술적 진보

Ÿ 1989-1998 통합된 독일을 위한 정치교육

Ÿ 1999 – 2011 새로운 과제, 새로운 길

이 시기들 중에서 1969년은 연방정권교육원법을 개정한 때로, 활발한 사

회운동과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던 시기였다. 개정된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에 의한 정치교육은 평생교육 내지 성인교육과정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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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되어야 하며, 정치교육의 목표는 성숙하고 자율적인 국민을 육성시

키는 것(Kuhn/Massing, 1993: 심익섭, 1998, pp. 288에서 재인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교육이 학교교육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민으로서 학습해나가야 하며 이를 돕는

기관이 바로 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것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미디어를 통한 교육, 출판물 간행, 정치교육행사 지원,

학교 내 정치교육까지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정치문화의 진흥을 꾀하고

있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업무는 성인 정치교육 행사를

지원하거나 이스라엘로의 교육여행, 성인교육자를 위한 재교육 세미나 등

이 있다(송창석, 2005). 연방정치교육원의 업무를 살펴보면 간접적인 방식

으로 정치교육을 진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미디어를 통한

정치교육이나, 정치 관련 자료의 출판 등은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제

공이 아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정치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연방정치교육원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에게도 일정한 조건

을 걸어 국가기관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 그 조건에는 성인정치교육 단체로 인정받을 것, 성인정치교육 교

수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 서로 다른 입장들이 표출될 수 있을 것 등이 포

함된다(이규영, 2005).

나. 주정치교육원

국가 권력이 각 지방에 분권화된 역사적 전통에 따라, 16개의 주가 하나

의 연방을 이룬다. 군사와 외교 분야 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학교 교

육, 문화, 방송 분야는 각 주에 권한을 주는 문화고권9)에 따라 교육은 각

9) 독일 기본법 제23조 (6)항에는 문화고권(文化高權)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학교교육, 문화 또는 방송 분야에서의 지방의 전속적 입법권이 
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한 권
한의 행사가 연방으로부터 연방참사원이 지명하는 지방의 대표에게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 권한행사는 연방정부의 참여와 의견조율 하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연방의 전(全)국가적 책임은 견지되어야 한다.”(헌법재판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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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특색을 담지하게 된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 또한 학교교육과 마찬가

지로 각 주마다 법과 제도 등에 차이를 보인다. 즉, 단일한 정치권력으로

서 연방정부가 모든 성인 정치교육을 통제․관리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

다. 따라서 주에서 일어나는 정치교육은 그 주의 정치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내무부 산하에 있지만 주정치교육원은 각 주의 문

화부 혹은 교육부에 속하거나 주 청사 혹은 주 의회 산하에 존재하고 있다

(Evens, 2016).

주정치교육원의 목적은 연방정치교육원의 기본적인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 시민의 정치참여 장

려, 정치교육 단체에 대한 지원, 정치교육 담당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조직,

출판물 제작 및 배포, 정치교육 담당자들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주된

역할로 삼는다(Schneider, 1988: 허영식, 1997에서 재인용). 다만 담당하고

있는 범위가 연방이 아닌 주라는 것의 차이이다. 16개의 주들은 매년 2-3

차례 원장이 모여 교류위원회를 가지면서,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최초의 주정치교육원은 1946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 ‘공민교육

관(Staatliche Bildungsstelle in Nordrhein-Westfalen)’이라는 이름으로 설

립되었다. 뒤이어 다른 주에서도 같은 기관을 세우기 시작해 1950년대에는

헤센, 바이에른, 니더작센 등 서독 대다수의 주에서 설립되었고, 1960/70년

대에 이르러서는 주정치교육원으로 개명하였다(Schiele, 2014) 이렇게 수십

년 간 성장한 주정치교육원은, 독일이 통일되자마자 동독 지역으로 건너가

동독 지역의 주정치교육원을 세우도록 도움을 주었다. 서독이 새로운 연방

주인 동독과 1대 1 혹은 1대 다의 자매결연을 맺어 진행하는 등 체계적으

로 구동독 지역에 주정치교육원이 이식되었다. 니더작센주 정치교육원이

재정 부족 문제로 2004년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운영하게 되면서 현

재 독일에는 총 16개의 주정치교육원이 존재한다.

주정치교육원이 핵심적으로 지켜야할 원칙은 ‘초당파성

(Überparteilichkeit)’이다. 쉴레(2014)는 주정치교육원의 초당파성을 지키는

닻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하나는 초당파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사국(Kuratorium)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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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국의 경우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구성되지만 기본 형태는 연

방정치교육원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2) 정당재단

두 번째는 유형의 정치교육 공급기관은 정당재단이다. 현재 독일에는 총

여섯 개의 정당재단이 존재하며, 이 여섯 개의 정당재단이 같은 시기에 일

괄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 설립된 프리드리히 에

베르트 재단부터 나머지 다섯 재단은 각기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당

재단에는 콘라드 아데나워(Konrad-Adenauer),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Friedfich Ebert), 프리드리히 나우만(Friedrich-Naumann), 하인리히 뵐

(Heinrich-Böll), 한스 자이델(Hans-Seidel), 로자 룩셈부르크

(Rosa-Luxemburg)가 있다. 이 이름들은 각 재단들은 지향하는 정신을 잘

나타내는 인물의 이름을 본 딴 것이다.

최초의 정치재단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때

세워졌다 나치시기에 잠시 사라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1949년 다

시 세워졌고, 1958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1964년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 1967년 한스 자이델 재단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에 설

립된 곳으로는 하인리히 뵐 재단과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이 있다.

1920년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세워진 이후 1949년부터 1990년,

신연방주(동독) 구연방주(서독)

브란덴부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작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작센-안할트 니더작센

튀링엔 헤센, 라인란트-팔츠, 바이에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브레멘,

함부르크

<표 4> 신연방주 행정구축을 위한 신·구연방주 자매결연(최영돈, 2014, p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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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50-60년대에 정당재단이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 그 이유는 두 가

지로 설명된다. 독일 연방정부의 연구보고서(Deutscher Bundestag, 2006)

에 따르면 첫째,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반 민주적 사고구조의 뼈아픈 경

험으로 인하여 독일 정부가 기관화된 정치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

이고, 둘째, 정당들이 재단을 설립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법적인 결

정권을 점점 더 많이 박탈당했기 때문이었다.

정당재단의 목표는 정치교육, 학술 연구, 인재양성이며 또한 국제적인

협력활동 및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2006). 이 중에서 정치교육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각 재단은 아카데미(Akademie)나 정치교육기관

(Bildungswerke)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한 해 수 천 개에 달하는

세미나를 제공하는 등 독일 정치교육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독특한 정치교

육 공급기관이다.

정당재단은 그 정당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

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당 재단들은 각 정당의 색채를 띠고 있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그 정당에 편파적이거나

다른 당을 비방하는 교육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컨대 녹색당 인접 재단

인 하인리히 뵐 재단의 경우 탈원전과 같은 환경문제, 젠더문제 등을 주제

로 삼은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

할 수는 있다.

다만 설립을 위해서는 그 정당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네 번 이상 5% 이상의 의석을 얻은 경우

에 한한다(이지수 외 5명, 2011). 정당재단은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재정적으로, 조직상으로 인접한 당과 독립해야 할 의무가 있어(임

종헌, 2013) 중립성을 지킬 수가 있다. 더욱이 정당재단의 경우 성인교육법

이나 계속교육법에 의거한 재정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 재단은 몇몇

연방에 의한 공공기금의 지원이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Hufer

2016, p. 62).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정부가 원하는 정치적 색채가 각 정당

재단 교육에 덧입혀질 것을 강요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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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단체: 폭스혹흐슐레를 중심으로

독일 정치교육의 다원성을 잘 나타내는 영역 중 하나인 사회단체 운영

정치교육원 기관들은 폭스혹흐슐레(Volkshochschule), 노동조합, 교회 등을

망라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단체들을 모두 제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한국 학계에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폭스혹흐슐레를 중심으로 살

펴본다.

시민대학, 민중대학 등으로 번역되는 폭스혹흐슐레는 독일의 대표적인

성인 교육 기관이다. 시민대학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교육에 특화

된 기관으로 오해를 살 때도 있지만, 실상 전체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정

치교육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 편이다. 폭스혹흐슐레는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정치교육을 포함한 일반 교양교육보다는 직업교육에 중점

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당시 독일의 실업률이 사

회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요구에 맞춘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며 부족

한 재정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김덕영, 여성훈, 한동구,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혹흐슐레를 정치교육 공급기관으로 연구하는 데

에 의의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행정구역마다 기관이 존재하여 학습자들

이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주정치교육원이나 정당재단 등은 기관 수

가 적기에 학습자들이 직접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타 노조,

협회 등 여타 다른 공급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특수한 목적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쉽게 찾기에는 심리적 거리감이 발생할 수 있

다. 그러나 폭스혹흐슐레는 정치교육 강좌의 경우 수강료가 무료거나 매우

적은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정치교육으로의 문턱을 넘

기가 쉽다. 둘째, 역사적으로 폭스혹흐슐레의 시작은 성인 정치교육과 연결

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2년 마다 정치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정

치교육 프로그램 매니저와 직원을 위한 세미나, 독일 민중대학 연합인

DVV(Deutscher Volkshochschul-Verband) 안에서 네트워크 제공 등 정치

교육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이다.

폭스혹흐슐레에서 정치교육 강좌는 ‘정치, 사회, 환경(Polit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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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llschaft - Umwelt)’이 함께 묶인 범주 하에서 조직된다. 폭스혹흐슐레

정치교육 강좌의 특색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단회성 프로그

램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폭스혹흐슐레의 통계를 살펴보면 정치교

육은 일회성 프로그램이 45.1%를 차지하며 다른 어떠한 교육영역보다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하나는 견학/여행을 통한 교육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폭스혹흐슐레에서 운영되는 정치교육의 특성은 교실 안에서 이루

어지는 논의보다는 역사적인 장소나, 정치 현안과 관련된 장소에 직접 나

가서 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실 안이 아니라 실제적

인 정치적 맥락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찾아간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특징

이다.

*출처: Huntemann, H. &, Reichart, E. (2016). Volkshochschul-Statistik: 54. 
Folge. Retrieved from 
www.die-bonn.de/doks/2016-volkshochschule-statistik-01.pdf

[그림 4] 프로그램 영역에 따른 교육여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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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 정치교육 관련 법과 제도

1) 성인교육법

독일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

혹은 계속교육(Weiterbildung)이라 부른다. 성인교육과 계속교육은 법적으

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 차원의 기본법이 아닌 각 주정부에서 규정

하고 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이를 지원하는 법의 명칭이 다르다. 튀링엔,

바이에른, 작센안할트, 니더작센 주의 경우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

이라는 표기로 사용하고 있고, 대개 나머지 주들은 계속교육이라는 명칭

(Weiterbildung)으로 법을 제정하고 있다.

성인교육과 계속교육의 명칭 차이는 1970년 「교육제도에 관한 구조계

획안(Strukturplan für das Bildungswesen」”의 발표와 관련이 있다. 이 문

서는 성인교육을 계속교육(Weiterbildung)으로 바꿀 것과, 교육휴가제를

제안한 문서라는 점과 각 주정부가 성인교육법의 제정을 촉발시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는 문서로(한상길, 임상록, 2001), 이후 성인교육과 계

속교육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었다.

용어는 다르지만, 대개 법 안에서는 성인교육법이든 계속교육법이든 직

업교육, 문화교육과 더불어 정치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덴 뷔

르템베르크의 계속교육법에서는 “계속교육은 개인이 정규교과 외의 영역에

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개선, 확장, 갱신하는 것을 돕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 기본법과 주정부의 헌법에 기반하여, 이것은 일반교육, 계속 직업 훈

련 그리고 정치교육을 포함한다10)”고 적시하고 있다. 성인교육에서 정치교

육을 포함하는 것은 대다수의 다른 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실제 프로그램의 공급량과는 별개로, 성인교육영역에서 정치교육이 차지하

는 위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함부르크는 「정치교육을 위한 연방 방침

(Föderrichtlinie für die politische Biludng vom 16. Juni 2011)」이라는 이

10) Weiterbildungsfoerderungsgesetz Baden-Württemberg 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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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정치교육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와는 차별

점을 보인다.

2) 교육휴가제(Bildungsurlaub)

독일에는 노동자들이 교육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휴가법’

이 마련되어있다. 이 법은 1974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컨퍼런스에서 유급교육휴가제에 대한 협정을 채택했고, 이

를 서독에서 1976년 11월 30일에 비준한 데서 시작되었다(Deutscher

Bundestag, 2011).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1년에 3-5일 정도 가량을 교육을

목적으로 휴가를 낼 수 있다.

1976년 이후 성인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각 주 별로 이 법이 제정되기 시

작하였다11). 주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치계속교육(Politische

Weiterbildung)은 대개 직업계속교육(Berufliche Weiterbildung)과 더불어

노동자들이 교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조건에 해당된다. 심지어 견

습생까지 정치교육을 위한 교육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 교육휴가법에서는 “정치교육은 노동자의 정치적

맥락을 판단하는 능력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증

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12)”을 명시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정치교육에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교육 비용에 대한 보조금

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정치교육 기관들은 주로 경관이 좋은 한적

한 곳에 위치하여 있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정치교육에 참여함과 더불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뷔르츠부르크에 위치한 프랑

켄바르테 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은 유럽과 세계질서, 지속가능한 사회,

정치와 시민사회로의 참여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또는 아예 외국으로 떠

11) 모든 주가 교육휴가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6개 주 중 바이
에른과 작센주를 제외한 14개의 주에서 교육휴가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래서 바이에른 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연방정치교육원에 따로 인
정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12) Berliner Bildungsrurlaubsgesetz(BiUrlG). 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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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행 프로그램도 있다. 녹색당 인접 정치교육기관인 하인리히 뵐 정

치재단 베를린 지부에서는 민주주의 발상지를 견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리스로의 교육휴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교육 관련자에 따르면 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측이

이 휴가의 사용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 휴가를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성인교육분야에서 직업교육이 강세

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정치교육이 위축되었는데, 그 결과 정치교육을 목

적으로 교육휴가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다13). 더

불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청년층보다는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

장년층이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제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

3) 감사위원회(Kuratorium)

감사위원회는 공적기관이나 협회 등을 감독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대학

이나 협회 등의 일반적인 단체에서도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감사

위원회는 정치교육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한 정당의 의견에 편파적인 강사를 채용한다거나, 지나치게 좌경화나 우경

화되어 민주주의적 스펙트럼을 벗어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등 교육의 방향과 내용 등에 민감한 문제가 정치교육기관에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특히나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감사위원회에 비해 초당파성이라는 특수성이 첨가된다. 이러한 문

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치 및 정치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13) 교육휴가제를 이용한 베를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보면, 2010년을 기
준으로 정치교육은  14%, 직업계속교육은 83%, 양 쪽 모두를 포함한 경우가 3%
를 이룬다(Deutscher Bundesta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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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원에서부터 작은 정치교육 공급기관까지 감사위원회를 조

직해놓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다양한 정치배경을 가진 이들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연방정치교육원의 경우, 본원 법령 6조에 따라 연

방의회의 국회의원 22명으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와 학자를 포함한 정치교

육 전문가로 이루어진 학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다(Sander, 2006,

pp. 18). 연방정치교육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칫할 경

우,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여타 기관들을 교조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

문에 이러한 감사위원회가 필수적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의 감사위원회는 11

명, 사민당 7명, 좌파당 2명, 녹색당 2명으로 다양한 정당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연방정치교육원 업무의 정치적으로 균형잡힌 태도와 정치

적인 영향력은 독일 의회의 22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이사

회에 의해 관리된다.

(2)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독일 연방의회의 교섭단체의 추천에

근거하여 독일 연방의회의 수장에 의해 임명받는다.

[그림 5]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 체계(정창화, 2004: 신두철, 2005 pp. 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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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장은 일 년 예산 추산과 계획보고 그리고 활동 보고를

의견을 구하기 위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4) 내무부의 수장과 대표자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4. 성인 정치교육 개관

1) 근대 성인교육의 계승으로서 성인 정치교육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과

1970년대 중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계속교육(Weiterbildung), 그리고 앞선

두 용어보다는 더 적은 빈도로 등장하는 평생학습(Lebenslanges Lernen)이

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성인

교육이라 부르는 데는 여전히 큰 문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학령기 이

후의 교육을 계속교육이라 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학령기 이후의 교육으로서 계속교육은 직업 계속교육과 일반 성인교육

[그림 6] 독일 계속교육의 하위 범주(김순임, 2015, p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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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계속교육의 영역이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한 교

육과 교양형성에 강조점을 둔 교육으로 나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시민계급이 대시민층과 소시민층으로 구분되어 있던 근대 독일 사회에서는

교육의 특성도 각 계급에 따라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이상오, 2014, p. 42).

즉, 대시민층이 누렸던 정치적 교양교육은 오늘 날의 정치적 성인교육으로,

소시민층이 주로 받았던 직업교육은 직업 성인교육으로 오늘 날까지 이어

지 것이다.

계속교육의 갈래를 보다 세분화하면 일반 성인교육의 하위에는 정치교

육과 기본교육이 위치한다. 기본교육은 “주관적-개인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정치교육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특징”을 지닌다(김순임,

2015). 즉, 정치교육은 여타 다른 성인교육 영역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하나

의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음과 더불어 공공성을 띤 교육이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은 독일 성인교육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독일 성

인교육의 사상적 시작이 계몽주의라는 점과, 노동운동이 대표적인 교육의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날의 성인교육이 정치교육 영역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독일의 계몽주의는 칸트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

을 받았는데 당시 시작되었던 성인교육 운동에는 그 사상이 반영되었다.

칸트의 계몽주의 사상은 ‘성숙한’ 인간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가지며(김덕영

외 2인, 2003; 조상식, 2009; Hufer, 2016), 이러한 특징은 당시 새롭게 떠오

르던 시민계급의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세기 초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던 노0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운동으로서 정치교육이

수행되기도 하였다(한상길, 임상록, 2001; 이병준, 2006).

독일에서 성인교육이 본격적으로 제도화 및 전문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베를린 자유대학과 보훔대학에서 성인교육학

교수를 초빙하며 성인교육학이 대학에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자리 잡기 시

작하였다(Siebert, 2009). 또한 성인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DIE(Deutsches Insitut für Erwachsenenbildung)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

었다. 1959년 설립된 이 기관은 독일 성인교육 연구기관이자 평생교육을

위한 라이프니츠 센터(Leibniz-Zentrum für Lebenslanges Lernen)를 겸하

고 있으며, 성인교육 연구 학술지인(DIE Zeitschrift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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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achsenenbildung)발행하는 등의 독일의 대표적인 성인교육 연구기관으

로서 역할하고 있다.

성인교육이 전문화되었던 1950-60년대에는 전후 교육의 재건이라는 흐

름 속에서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에서도 정치교육적 내용을 담지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당시 대표적인 성

인교육학자였던 Fritz Borinski의 저서가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 최초의 성

인교육학 교수로서 임용된 Borinski는 전후 독일 성인교육의 방향을 제시

했던 주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1954년 그의 저서 『Der Weg zum Mitbu ̈
rger』에서 좋은 교육이란 형식적인 민주주의 교육이 아닌 민주주의의 내

용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임을 역설하였다(Hufer, 2016).

그가 제시했던 성인교육은 정치교육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

로, 민주주의의 건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Bronski의 이런 주장을 비롯하여 계몽주의적 전통을 담고 있는

성인교육은 이내 직업교육의 강세로 그 입지가 좁아졌다. 1970년대 경제위

기를 겪으면서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교양교육 보다는 직업교육이 더

우세하게 되었고(박성희, 이상오, 2013), 그 결과 각종 재정과 프로그램의

수가 직업교육에 편중되게 되었다.

2) 성인 정치교육의 역사적 전개

가. 학문으로서 성인 정치교육

성인교육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았던 데에 비해 성인 정치교육은

단일한 학문으로서 대학에 정착하지는 못했다(Hufer, 2006). 학교교육을 위

한 정치교수학(Politikdidaktik)이 다수의 대학 정치학과나 교육학과에 설치

되어 있지만 성인 정치교육만을 다루는 학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 정치교육학은 성인교육, 정치학, 정치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성인 정치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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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의 상황과 유사하게 학회의 경우도 성인 정치교육만을 위한 단

일한 학회는 설립되어 있지는 않다. 성인 정치교육 연구는 다른 영역의 정

치교육학과 통합되어 있는 학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정치교육

을 학문으로서 다루는 모임은 DVPB(Deutsche Vereinigung für Politische

Bildung e. V.)와 GPJE(Gesellschaft für Politikdidaktik und politische

Jugend- und Erwachsenenbildung) 두 곳이 있는데, 성인 정치교육은 후자

인 GPJE 내에서 다루고 있다.

DVPB는 독일 정치교육 재건기인 1965년 설립되어 학교 밖 정치교육

전문가들도 이 모임에 참여하였다(Hartkopf, 2010, p. 85). 하지만 학교 영

역의 정치교육을 위주로 하였다는 점과 학교 현장의 교사와 이론 전문가들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갈등이 발생하면서 학술적인 논의를 집중적

으로 하기를 원하는 인원은 1999년 GPJE가 창설되며 논의의 장을 옮겼다

(Kerstin Pohl, 2017년 8월 31일 인터뷰).

GPJE는 단체 이름에서 정치교수법, 청소년과 성인 정치교육을 다루는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학회에서도 여전히 학교 정치교육학의 영향력

이 나머지 두 영역인 청소년 정치교육학과 성인 정치교육학 보다 강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 밖 정치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적었던 점에 대한 학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2015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 정치교육” 실무단이 창설되었다. 창설 이후 처음

으로 열린 2016 연례회의에서는 실무단의 미래 과업에 대한 논의가 정해졌

다. 이런 움직임 외에도 2013년에는 정치교육을 평생 학습으로서 조명하는

편저물14)을 출판하는 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을 넘어서 생

애 전체로 정치교육을 확장하여 조명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독일의 대표적인 성인 정치교육학자인 Hufer를 비롯하여 학교 밖

정치교육의 논의 및 개념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학자들이 학교 밖 정

치교육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책으로 엮어내는 시도가

있었다. 15명의 성인 정치교육 전문가와 2명의 청소년 정치교육 전문가들

에게 현재 학교 밖 정치교육의 상황과 전망, 관련 개념, 방법, 논의 등을

14) 그 책은 Lange, D., Oeftering, T.이 편저한 Politische Bildung als
lebenslanges Lerne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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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었고 『Positionen der politischen Bildung(Hufer, Pohl, & Scheurich,

2004)』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2000년대 중반 학교 밖 정치교육의 현안을

잘 드러내는 책이 출간되었다.

나. 역사적 변천과 현안

Hufer(2014)는 1945년 이후 독일 성인 정치교육의 역사적 변천을 다음

과 같이 구분하였다.

1. 종전과 새로운 시작: Re-education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향한 시도

2. 1950년대: 집단으로부터의 해방에서부터 건설적인 비획일주의로

3. 1960년대: 현실적인 전환기 그리고 해방적 출발

4. 1970년대: 자격부여와 해방 사이에서

5. 1980년대: 도구적 전환에서부터 성찰적인 전환기로

6. 1990년대: 계속교육시작에 대한 생존주장

7. 2000년 이후: 정당화압박 하의 성인교육

성인 정치교육의 역사적 변화의 흐름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나눌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성인교육 영역은 지속적으로 경제 논리의 지배를 받

았기 때문이다. 종전 직후에는 연합국의 Re-education 정책이 성인 교육에

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했으

며, 1950년대에는 Borinski와 같은 학자들을 위시하여 나치 과거의 청산을

위한 보다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아직 냉전시기였던 1960년대 초에는

소련의 스푸니크호 사건이 독일 성인 정치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보다 실용

적인 내용으로 교육의 전환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성인 정치교육에서 이보다 더 큰 변화는 ‘해방’에 대한 논의였다. 68혁명으

로 인해 사회과학적인 담론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치교육 영역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 말에는 성인 정치교육 기관에 사회과학을 공부

한 이들이 직원으로 대거 채용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거대 사회 담론을 다루던 관점에서 개인의 일상으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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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동하며 성인 정치교육의 주제도 건강, 생태, 정치 교육으로 확장되었

다. 1990년대에는 통일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성인 정치교육의

역할을 고찰하는 시기도 하였지만, 교육시장화가 가속화되었던 시기기도

하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의 계몽주의적인 이상이 의심받기 시작한 것

이다. 2000년대 이후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해방’, ‘성숙’과

같은 기존 성인 정치교육들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평가’, ‘기준’,

‘효과성 연구’ 등과 같은 개념에 밀려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교육의 시장화가 가속되며 성인 정치교육이 처한 어려운

상황은 드레스덴 대학의 2004년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드레스덴 대학은 평

소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정치교육 전반에 대한 조사를 교육부의 지원

을 받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2000년대 중반, 독일 성인 정치교육

영역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Hufer, 2006).

드레스덴 조사팀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1350개의 조직체들이 성

인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98개의 국민대학15) 중 단지 3백 개 대

학에서 성인 정치교육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조사를 받은 조직들의 1/5이 정규직 인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인

사 면에서 늙은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고 젊은 청·장년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 ... 성인 정치교육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자로써 43.3%가 공부를 마쳤고, 특히 19.3%가 대학 시험 합격

자들이다. 본 성인 정치교육의 참가자들은 주로 중산층으로 판명되고

있다. ... 그래서 그들은 정치교육의 기관들이 경제적 국고압박에 처

해있어 상호경쟁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Hufer,

2006, pp. 236).

1300개가 넘는 다양한 조직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성인 정치교육 영역의 다원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1980년대 이후로 정치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된 VHS

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또한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고용의 문

15) 국민대학은 VHS의 다양한 번역어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VHS로 통일하
였다. 



- 49 -

제, 학습자들의 배경의 편중, 재정조달 문제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도 또 다른 현안은 이주배경을 지닌 인구의 증

가이다. 2001년에는 연방정치교육원이 정치교육의 학습자를 외국인까지 확

장하였다는 점에서 정치교육의 학습자의 경계가 확장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Reiter, S., & Wolf, R., 2007). 독일 이민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경제

가 급성장했던 19650-60년대로 독일 정부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터키 등 주변국에서 온 이주노동자(Gastarbeiter)로 충당하였다. 이미 1973

년에 23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난민들이 대거 이주해왔다(성

상환, 2009). 이주민의 유입의 결과 2015년 독일 8100만 인구 중 이주 배

경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에 달하게 되며(Statistisches

Bundesamt, 2017), 성인교육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학습자의 한 특성으로

서 이주배경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의 증가는 성인 정치교육 현장에 두 가지 차원에

서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새로운 학습자 집단으로서 이주자의 등장이다.

사실 이주자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교

육의 단일한 타겟 집단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Reiter. S.,& Wolf. R.,

2007), 이주자를 대상으로 독일 사회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민교육 등을

운영한다는 점에서(허영식, 2012) 이주자도 성인 정치교육의 학습자 집단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은 이런 이주민 인구의 증가 속에서

타문화 이해와 공존의 삶을 배우는 학습이다. 이주민 수의 증가에 반발심

을 가지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교육 영역에서 이 문제에 관

심을 가지고 있다.

3) 성인 정치교육 영역의 기준 및 방법

성인 정치교육은 학교 밖에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정치교육 중에서 성인

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뜻한다. 다양한 기관에서 정치교육을 수행하고 있

기 때문에 성인 정치교육의 목적 및 방법은 각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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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다양한 기관의 종류만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모든 정치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

을 통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함양이다. 정치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본

적인 이해기도 한 “정치 이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적 인식을 강화

하며 정치 참여 의지를 강화하는 임무를 갖도록 하는 것(Deutscher

Bundestag, 2013).”임을 충족시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 경우 정

치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조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은 노동법, 노동과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차원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

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인 ‘행위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Wentzel, L., 2014). 이러한 노조의 교육을 단순히 노동교육이라는 틀로만

보지 않고 정치교육으로도 인식하는 이유는 정치교육이 좁은 의미로서 ‘정

치’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치를 일상에서 실

현하는 것을 배우는 교육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종교기관인 교회가

성인 정치교육 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개신교 계

열의 기관이나(EAD: Die Evangelischen Akademien in Deutschland e.V.)

카톨릭 계열의 연합(AKSB, DEAE 등)이 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신학

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내용, 정치참여 등을 주제로 한 교육과 회의를 주

최하고 있기 때문이다(Beer, 2014). 또한 나치 시기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역사교육이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역할을 한다는 점도 하나

의 예가 될 수 있다.

학교 밖 다양한 영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교육의

전제는 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Ciupke(2014)가 학교 밖 정치교육의 특성을 ‘후원, 참여, 가르침과 배움 방

식’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자유’로 규정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정치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 학습자들이 강압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올 자유, 의무 교육과정이나 교수요목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협상 단계와 전문적인 실천성찰의 결과로서 주제를 형성할 자

유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 활동의 형태와 방법은 정치교육 기관만큼이나 다양하다. 가장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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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는 강연(Vortrag), 정기강좌(Kurs), 세미나

(Seminar), 학회(Tagung), 답사(Exkursion), 워크숍(Workshops) 등이 있

다. 그 외에 전문가 좌담회(Podiumsdiskussion), 추모지 방문

(Gedänkstättenbesuch) 등이 있으며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의

일생을 살펴보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전기적 학습

(Biografisches Lernen) 등이 있다.(Hufer, 2016).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교육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강좌를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방법에서부터 연방정치교육원이 제공하고 있는 Wahl-O-Mat16)과 같은 프

로그램은 특히 젊은 성인 학습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 간단한 설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가까운 정당 및 정당의 정책을 제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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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새로운 맥락: 합의의 성인교육적 적용

본 장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

되어 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의의 흐름에는 크게 세 줄기가 있다.

첫째, 성인정치교육에서 합의에 대한 논의의 시작. 둘째, 논의의 장으로서

성인 정치교육이 지향하는 바. 셋째,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 등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성인 정치교육 영역 전문가들과의 현지

인터뷰 내용과 문헌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조화하였다.

1.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논의의

출발

1) 학교영역에서 학교 밖 영역으로의 확장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학교’ 정치교육 사안에 대한 첨예한 갈등을 해결

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1977년 문서화 되었다. 하지만 학교 정치교

육 현장에서도 1977년에 합의에 대한 즉각적인 수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

다. 합의는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확고한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러 정치교육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보이텔스바흐 합의(개념)는 10년 후에 나온 겁니다. 개념은..  

(합의) 프로토콜이 작성된 후에 점차 넓게 퍼져나갔어요. 그 이후에도 

물론 정치교육계에서는 논쟁은 계속 있었죠. 후속 회의 10년 후 기념 

회의에서 지금 보이텔스바흐라고 부르는 것이 정착되었죠.(Kerstin 

Pohl, 2017년 8월 31일 인터뷰)

학교 밖 정치교육 영역의 관련자들은 보이텔스바흐 회의 20년 후인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보이텔스바흐 합의 논의의 장에 들어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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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합의 20주년을 기념하여, 1996년 쉴레의 편찬으로 출간된 『보이텔스

바흐 합의는 충분한가?(Reicht der Beutelsbacher Konsens)』에 성인 정치

교육학자인 Hufer의 글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Hufer

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맥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자신이 학교

밖 정치교육가로서 최초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념서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을 면담 과정에서 밝혔다.

처음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무엇보다도 학교에 관한 거였어요. 그 

후에 저에게 저번에 말하셨던, 30주년 기념17)으로 나온 책에서, 처음

으로 학교 밖 정치교육 출신인 사람이 포함됐고,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 당시에 전  학교 밖 정치교육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Klaus-Peter Hufer, 2017년 9월 1일 인터뷰).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학교 밖 정치교육 전문가에게 입장 표명을 맡겼

다는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도출해 낼 당시 합의 도출 관련자들에게

학교밖 정치교육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이텔

스바흐 합의를 위한 회의를 주도하고 조직해나간 것은 학교 밖 정치교육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주정치교육원 중 한 곳이었지만, 1977년 첫 기념

서의 출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대한 성인 정치교육을 포괄

한 학교 밖 정치교육 측의 의견 표명은 실리지 않았다.

Hufer의 입장표명이 담긴 1996년 기념서로부터 20년 후에 출간된 『우

리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필요로 하는가?(Brauchen wir den

Beutelsbacher Konsens?)』에서는 학교 밖 정치교육 영역에서의 합의에

대한 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연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 이

17) 30주년이라고 말한 것은 Hufer가 말하는 도중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18) 2016년 기념서 편찬을 주도한 것은 학교 밖 정치교육 전문가인 Widmaier이다. 

또한 기념서에는 학교 밖 정치교육을 주제로 한 글을 쓴 학자들이 포함되었다. 
성인 정치교육을 주제로 한 Hufer, 비형식 정치교육에서의 합의를 다룬 
Widmaier, 학교 밖 정치교육의 역사를 다룬 Ciupke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방법으로서 합의를 다룬 글이 2개, 학교 밖 정치교육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 1개가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글들도 전부 학교 정치교
육에 해당하는 글이 아니라 세계화 맥락에서의 합의, 정치교육의 해방적 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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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는 이전 시기 동안 학교 밖 정치교육에서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

한 논의가 학교 정치교육에 비해 적었지만 1990년대를 기점으로 논의가 확

산되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비트마이어Widmaier(2016)의 글 또한 포함되

어 있다.

정리하면 1976년 보이텔스바흐 회의에서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가진

정치교육 학자들 모두가 인정할 만한 내용들이 오고 갔고, 이듬해인 1977

년 베엘링이 그 내용을 정리하여 오늘날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불리는 원

문이 기념서에 실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에 걸쳐 서서히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학교 정

치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논의와 적용이 이루

어졌다. 학교 밖 정치교육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로, 여전히 성인정치교육계에서는 그 의미와 가능

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정치교육의 정치화라

는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탄생한 하나의 합의가 수십 년에

걸쳐 독일 정치교육현장에서 확장되어 온 것이다.

2) 보이텔스바흐 합의 이전의 유사한 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그 자체에 대한 논의 이전,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는 역사적으로 이미 보이텔스바흐 합의적 가치를 지닌 교육 맥락이 있다.

다양한 논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등장부터 프랑크푸르트 선언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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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정치교육영역에서 이러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적 가치를 지닌 논의는

주로 폭스혹흐슐레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폭스혹흐슐레에서는 정치교

육 영역이 희미해져가고 있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와 전후인 1950-60

년대의 폭스혹흐슐레는 독일에서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대표기관이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적 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성인 정치교육영역에서 처

음으로 논의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이다. 이 시기는 폭스혹흐슐레의

개화기로, 폭스혹흐슐레 내부에서는 성인교육의 방법론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목소리는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폭스혹흐슐레

가 정치와 여러 집단의 이익관계에 휘말려 있었으며, 1923년, 호헨로트 연

맹(Hohenrodter Bund)이 강의식 형태가 아닌 참가자 중심의 토론, 경험 학

습을 주장하는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한상길, 임상록, 2001). 이미 성인교육

영역에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토론이 중심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미 1920년대에 싹튼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맥락은 나치당의 집권으로 끊어졌다 2차 대전 종전 후 되

살아나게 된다. 85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나치당원이었고 15년 동안 전

국민이 나치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합국은 탈나치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Re-education)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바로 이때 폭스혹스슐레는 다시 한 번 성인 정치교육 기관으

로 부상하게 되었다(Sander, 1999).

독일에서는 정치교육의 직조시기로서 1950-60년대 폭스혹흐슐레에서는

성인교육 강사가 지켜야할 원칙으로서 주입금지 혹은 논쟁재현의 원칙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된다. 이는 폭스혹흐슐레의 지도자는 ‘사실’을 학습

자들에게 명확하게 제공하고, 학습자들에게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

지의 내용이었다.

성인교육 기관으로서 폭스혹흐슐레의 특성은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좌와 대화의 

지도자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각각의 주제 구조와 함께 이것이 가능한 선에서 사실의 

제시와 표현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과 자신의 의견에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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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들은 정치 교육 맥락에

서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Tietgens, 1964).

즉,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이 이미 독일 정치

교육사에서, 특히 성인교육 현장에서도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이다.

이후, 교실 밖의 정치적 맥락이 정치교육의 주제로서 성인 정치교육 세

미나 안으로 거세게 밀려들어오기 시작한다. 특히 1980년대 학교 밖 정치

교육은 ‘민주적 결정과정’, ‘생활세계’를 고려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트는 전

환기를 맞는다. 이때 지역시민 이니셔티브들에 의해 학교 밖 정치교육의

주제로 환경, 평화, 평등, 젠더문제, 제3세계 등이 제시되었다(Blatt, 2014).

교육 주제 전환의 계기를 통해 성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삶의 세계와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용의 강좌를 수강하고, 내용을 직접 선택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마지막 원칙에 해당하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2. 성인 정치교육의 지향성

[그림 8] 정치교육의 목표로서의 성숙한 시민의 단계(Müller, 2006, Retrived from 
http://www.online-dissertation.de/politische_bildung/aufgaben_ziel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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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치교육과 학교 밖 정치교육을 아울러서 독일 정치교육의 목적으

로 가장 자주 제시되는 것은 ‘성숙한 시민(mündiger Bürger)’이다. 성숙한

시민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교육의 과업을 네 단계로 표

현할 수 있다. 이 네 단계는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현

상을 이해한 후, 그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마침내 정치 참여로까

지 이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정치참여 단계의 경우 핵심적인 정치교육의

목표로서 볼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중이긴 하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

지의 단계는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정치교육의 목표로서 언급되고 있

다(Müller, 2006).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토양으로서의 성인 정치교육 현장이

가져야 할 특성들이 있을 것이다. 성인 정치교육이 지향하는 특성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 특성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개방성

(Offenheit)’이다. 개방성은 다른 성인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일어날 수 있도

록 하는 전제조건으로, 이는 ‘학습자 차원에서의 개방성’과 ‘교육 내용 차원

에서의 개방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 혹은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정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고, 후자는 건전한 토론 문화의 기반인 논쟁성과 다

양성을 조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개방성이다. 이것은 다시 초당파성과

[그림 9] 개방성을 위시한 성인 정치교육의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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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개방성을 근간으로 한 이 지향성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학습자 차원의 개방성: 교육 참여의 자발성을 기반으

로

정치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이 없다

는 것이 학습자 차원의 개방성이다. 예컨대 교육 공급자는 녹색당 계열의

정치 배경을 가진 이가 아니더라도 녹색당 인접 재단인 하인리히 뵐 재단

이 제공하는 정치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채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아요. 저희는 누구도 배제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행사에 관심

이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교육 현장에) 환영받아요. 물론 경계선은 

있죠. 누군가 교육행사에서 행동거지가 옳지 못하다든가 [...] 극우파

적이거나  급진적인 프로파간다를 가지고 망치려고 들면, “안녕히 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교육

을) 제공합니다(Simon Cames, 2017년 8월 22일 인터뷰). 

이런 학습자 차원의 개방성은 ‘자발성’이라는 차원으로 연결된다. 정치교

육은 그 누구의 강압도 아닌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교육 공급자 입장에서 정치교육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참여를 전제

하지 않는다. 이는 성인학습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성인 학습자는 가르침과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

육에 참여하는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성인교육에서 강사들이 (학습자들을) 후견19)할 권리는 없죠. 후견한

다는 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말하는 거죠. 오히려 성인은 자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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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여자(학습자)죠(Klaus-Peter Hufer, 2017년 

9월 1일 인터뷰).

이러한 관점은 시민사회를 촉진하고 돕는 것을 정치교육 기관으로서 마

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하는 Weyrauch의 언급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브란

덴부르크주가 구 동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페기다20)의 움직임이 거의 없

었던 이유를 Weyrauch는 시민사회가 조직하도록 도왔기 때문이라고 분석

했다. 상부기관으로서 다른 정치교육 기관에 정책을 하달한다거나, 시민사

회를 통제하려는 대신에 민주주의 근간으로서 시민사회가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에서도 페기다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작게나마 있었어요. 

하지만 (브란덴부르크) 현장에는 시민 사회가 많죠. 네, 제가 생각하

기엔 그건 정치교육의 개념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주정치교육원이 

시민사회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조언하는...(Martina Weyrauch, 2017

년 8월 16일 인터뷰) 

개방성은 통일 이후 설립된 정치교육원들에게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였

다. 그들은 따로 타겟그룹을 설정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이들로 하여금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였다. 구 동독 주민들을 기존 사상을 청산

해야 하는 특수한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였고, 정치배경에 따

른 폐쇄적인 정보 획득 구조를 겪었던 동독에서 경험과 상반되는 방식인

개방성과 접근성을 원칙으로 삼았다.

저희는 어떤 그룹에도 (특별히)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어요. 대신 딱 

19) bevormund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
람의 뒤를 돌보아 주다’라라는 ‘후견’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거나, 조금 더 강한 의
미로는 ‘남을 낮추어 본다’라고 사용할 수 있다.  

20) 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의 약자. 
번역하면 ‘서구의 이슬람화에 대항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이다. 페기다에 대한 지
지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는 최대 25,000여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하였
다(Marg, S., Trittel, K., Schmitz, C., Kopp, J., & Walter, 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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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했죠. “우리는 열려있다”라고 말했어요. [...]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아무도 느끼지 않는 게 중요했죠. 독재는 항상 당... 일당에 의

한 사회이잖아요? [...] 그래서 (동독에서) SED21)에 속해 있던 사람들

은 특별한 정보를 얻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는 배제되었죠. 저희는 

이러한 배제가 더 이상 없도록 확실히 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접근 가능하고, 우리가 털어놓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했어요(Martina Weyrauch, 2017년 8월 16일 

인터뷰).

2) 교육내용 차원의 개방성: 논쟁성을 통한 다양성 추구

성인 정치교육에서 교육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성인들

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사안들이 세미나룸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성인 정치교육은 교육 주제에 제한을 가하고 통제하는 방

식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을 교육 주제로 삼는 것을 허락하는 한다. 대신

주제와 가관련된 상이한 입장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다양한 측면에

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

들의 제시는 교육 현장에서 논쟁을 촉진하고, 논쟁을 통해 의견의 다양성

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치교육은 정치라는 특수한 성질을 껴안고 있

기 때문에 학습자의 고유한 의견 형성과 의견 표출이 필수적이다.

제 생각엔 정치교육이란 건 교육하는 동시에 우선은 누구든 정치 세

계에 대한 자기 관점을 표현하고 어떤 현상을 정리하기 위한 범주화

하는 걸 발전시켜나가는 걸 돕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정치 이론이 필

요하지요. 모두가 정치적 목소리를 발전시키는 걸 또 배우죠. 인간은 

처음엔 스스로 말하는 걸 배우고 표현하는 걸 배우죠. 사람은 또 자

기 목소리를 세상에 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 정치적 공간을 필요

21)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줄임말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을 뜻한다. 1945년 공산당을 강제로 당에 합병하여 성립된 이후 동독의 일당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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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죠. 그리고 공존을 위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자유 헌법이 필요합

니다(Karl-Heinz Breier, 2017년 9월 6일 인터뷰).

심지어 학습자가 극우주의자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에서는 그들이 말하

는 바를 일단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최

근 몇 년간 독일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페기다의 입장을 듣는 것이 중

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페기다 시위의 시작지이자 집결지였던 드레스덴

이 속해있는 작센 주정치교육원 관계자인 Rellecke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

다.

하지만 제 생각엔 중심부에, 그러니깐 아마도 다수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논쟁문화가 필요한 건 

분명해요. 우린 서로 대화해야만 합니다. 더 큰 사회로 함께 어우러져

야만 하죠. [...] 그건 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가지는 의미)에 속하는 

거죠. 다른 의견에 대한 개방성. 누군가가 주류에 부합하는 의견을 말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Werner Rellecke, 2017년 8월 17일 인터뷰).

당시 작센 주정치교육원은 페기다와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였다가 여론

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Rellecke는 정치교육기관으로서 페기다

와 대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고수한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들

어주지 않고 억압당한다고 느낄 때 이러한 극단적인 의견 표출이 발생한다

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견을 표출하고 논쟁하는 과정 이전에 올바른 정

보를 습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Hufer는 의견 형성 과정에서 미디어

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미디어에서 거짓 정보나 악의적으로

왜곡한 정보를 습득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 동시에 음모론

들도 있고요. [...] 그리고 언론은 우리를 조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음모론은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거쳐 인터넷을 돌고 돌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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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런 반향이 마침내 이러한(페기다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게 

되죠(Klaus-Peter Hufer, 2017년 9월 1일 인터뷰). 

미디어롤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기초적 과업

이라는 생각은 학교 밖 정치교육의 총괄 기관인 연방정치교육원이 미디어

에 대한 부서를 따로 두고 정치교육을 진흥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센터는 다양한 정치 정보

를 담은 책과 잡지들을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센터의 자료들은 특히 청소

년과 성인 전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 또한 주정치교육

원들에서는 인터넷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치교육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젊은 층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일단 정치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면

그 이후의 교육에 참여하기 수월해지는 것이다.

새로운 포맷을 가지고 새로운 타겟 그룹에 실제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거죠.. [...]  문턱을 낮춰 교육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맷을 바꿔야 한다는 걸 뜻하죠.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때부터는 교육을 지속해나갈 수 있어요

(Martina Weyrauch, 2017년 8월 16일 인터뷰). 

편파적이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접한 후, 정치교육 과정에

서 꼭 필요한 단계는 대화이다. 타인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나와 타인이 다

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견의 다

양성을 받아들일 줄 아는 포용하는 마음과 논쟁하는 가운데 진위여부를 가

리고 판단하는 해석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의 다양성은 

대화로 이끌어져야만 해요. 그게 바로 한나 아렌트가 말한 바죠. 그래

서 정치적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생각할 때 이

건 우리를 연결시키는 정치적 관점의 다양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것에요. 이게 전부에요(Karl-Heinz Breier, 2017년 9월 6일 인터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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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우리 모두가 당연히 정치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교육행

사를 조직하는 사람들도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요. 어떤 학습자가 하

인리히 뵐 재단에 간다면, 특별한 기대감이 있는 거겠죠. 어떤 종류나 

방법으로 토론하고 어떤 테마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지

만 그래서 우리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필요로 하는 거죠. 저흰 생각

을 전달해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교통수단에 대한 

환경정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업 결론으로 “모든 자동차는 나쁩니

다”라고 말하지 않죠. 대신에 “자동차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자동

차를 옹호하는 주장이 있다”라고 말하죠(Simon Cames, 2017년 8월 

22일 인터뷰).

3) 개방성의 유지를 위한 장치: 초당파성(중립성)

독일 성인 정치교육에서 지향하는 개방성은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정치

교육 현장으로 수용하는 특성이 아니다. 개방성을 근간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 지나친 정치적 힘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중립성과 초당파성을 지향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

다. 주정치교육원 담당자들이 특히 이 특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담화 속에

서 이 둘을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다.

초당파성과 중립성은 독일 정치교육의 역사적 배경 맥락에서 매우 중요

하게 지향해야 할 요소이다. 나치시기와 동독시기에 정치적 힘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교육에 강제적으로 주입시켰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치교육 관리 기관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다. 정치교육은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

로 작동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같은 거대한 정치적 힘과

의 적절한 거리두기는 정치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의 (주정치교육원의) 특징은 정치교육을 

위한 정부 기관이라는 점이죠. 작센의 다른 교육기관들이 자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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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출발한 반면에, 저흰 정부를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즉, 이건 예를 들자면 노조나 교회 또는 사측 대표자 같은 교육기관

들이 자기들 논리에만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저희는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기본적 교육을 제공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이 무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게 폭 넓은 중립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권리죠. 중립적인 정치교육 업무를 보는 게... 우리는 예를 들자면 정

부를 위해서 대민홍보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정부 

측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업을 중립화하려고 애쓰고 있죠

(Werner Rellecke, 2017년 8월 17일 인터뷰).

그 외에 특징적인 건 (학습자들이) 저희 기관으로 들어오는 문턱을 

넘기 쉽다는 점이에요.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죠. 저흰 

정당하고 밀접한 기관이지만, 누구나 저희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당 재단의 주목할 만한 구조죠. 한편으로는 그렇고, 다

른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점이에요. 정당으로부터 독립적

이죠. 저흰 정당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선 안 되죠. 선거캠프

를 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녹생당이 선거캠프를 지원하기 위해

서, (교육현장이) 녹생당을 위한 행사를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Simon Cames, 2017년 8월 22일 인터뷰).

개방성은 교육 공급주체들인 직원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보장된다. 정당

인접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조건적으로 그 당의 당원일 필요성은 전

혀 없다. 그러나 동시에 당원으로서 활동할 자유도 가지고 있다. 다만 교육

활동 조직과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만 지키

면 된다.

아뇨. 사실이 아니에요. [...] 누굴 채용할 때 (지지하는 정당 혹은 당

원여부를) 물어보지 않아요. “당원인가요?”라는 질문을 해선 안 되죠. 

이게 저희에겐 보편적입니다. [...] 저희 기관에는 녹색당에서 활동하

는 동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료들도 있어요. 저희 기관에서 그런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전 녹색당 당원이지만... 그리고 당을 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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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선거캠프도 돕죠. 하지만 (교육 업무와) 분리시켜야만 해요. 

오늘은 공적으로 교육업무를 보는 거고, 내일은 정당 선거캠프에서 

일한다고요(Simon Cames, 2017년 8월 22일 인터뷰).

주정치교육원의 경우도 직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주정치교육원의 직원들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공적 특성이 강하기 때

문에 정치적 의견 표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활동한다면 정치적 활동은 개인적

인 선택의 문제이며,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정치활동에 간섭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독일에선 좀 달라요. 공무원하고 특히 주정치교육원 직원도 당원이 

될 수 있고, (당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정 수준의 자

제심을 가지고 근무할 의무는 있죠. 그래서 열성적인 당원은 안 되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합니다. [...] 주정치교육원의 디렉터가 SPD의 

당원일 경우에 행사에서 “여러분, 경선이 한창이네요. 여러분도 알다

시피 제가 SPD에 있으니 총선에서 SPD에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건 안 되죠. 그 디렉터는 근무규약을 위반한 겁니다. 그건 그 사

람이 근무 중일 때는 정당 정치적인 열성을 잠시 접어둬야 한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 학습자들은 (교육이)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인식하

겠죠. 하지만 그 사람(강사)은 당원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당

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죠(Werner Rellecke, 2017년 8월 17일 인터

뷰).  

위의 내용을 통해 정치교육에서의 중립성은 교육 내용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교육에서의 중립성은 교육을 구상하는

이들이 지켜야할 규칙이다. 다만 그 규칙은 국가가 나서 정치적인 활동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교육자가 지켜야할 직업 윤리적 차원의

규율인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정치활동이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김대영, 2003: 54)”는 차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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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시켰다. 중립성은 오히려 논쟁을 촉발하는 것을 의도하고 논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중립성은 논쟁성이에요. 중립성은 다양한 관점들을 뜻하죠. 단순히 모

든 관점을 생략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고려하는 거에요. 우

리가 중립성을 말한다면, 그건 오히려 논쟁성이에요.(Kerstin Pohl, 

2017년 8월 31일 인터뷰)

제가 생각하기엔 인위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 언

젠지는 모르겠는데 에른스트 볼라트가 말했었는데, 과학에서는 3 곱

하기 3은 항상 9라는 사실에 한 사람도 빼 놓지 않고 동의하잖아요. 

자연의 법칙에선 항상 모두의 의견이 같고 수학적으로, 그 특유의 방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제가 진실이에요. [...] 그래서 그건 우리가 

말하는 동의와는 별개의 얘기에요. 정치적인 견해는 내가 동의하느냐

에 달려있어요(Karl-Heinz Breier, 2017년 9월 6일 인터뷰). 

초당파성(중립성)은 감사위원회(쿠라토리움)의 형태를 통해 지켜지고 있

으며,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의해 교육 내용에 지침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부가적인 특징으로는 초당파성이란 게 있어요. 달리 말하면 저흰 어

떤 정당도 의무적으로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정치나 학문에 

있어서 논쟁적인 걸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 저희는 브란덴브루크 

주의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있고 

이 감사위원회는 저희 업무를 지원해주고 가이드해줍니다. 모든 정당

(출신)이 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계 대표들하고 

당국 대표자들이 대리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 업무와 초당파성이 모

니터되고 통제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책임을 질 의무

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편파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주

죠(Martina Weyrauch, 2017년 8월 16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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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긍정적이며, 학자와 실천가를

포함한 인터뷰에서도 합의가 의미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몇몇 논의들에 있어서 충돌되는 지점이 있었다. 이러한 엇갈림은 정치교육

기관들 간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성인교육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 담론의 주도자로서 주정치교육원과 재정지원을 위한

합의 준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

치교육원의 원장이었던 Schiele였으며, 이후에도 그를 중심으로 보이텔스바

흐 합의에 대한 논의들을 책으로 편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왔다. 바덴-뷔

르템베르크 주정치교육원 외에도 주정치교육원과 연방정치교육원은 보이텔

스바흐 합의를 독일 정치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점으로 여겨, 각종 연

구물 및 홈페이지, 해외 교류에서 빼놓지 않고 설명․홍보하고 있다.

잘 작동하죠. 아주 잘 작동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서 우리의 과업의 특징이 결정되거든요. 

[...] 저한테 있어서 이 세 가지 원칙은 전적으로 본질적인 거고 중요

해요. 말하자면, 세 가지 원칙은 작은 교리문답서 같은 거죠. 저희한

텐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 같은...(Martina Weyrauch, 2017년 8월 

16일 인터뷰)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 원장인 Weyrauch는 이 합의가 주정치교육

원의 특징이자, 따라야 할 원칙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Weyrauch는

합의에 대한 비판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였다. 몇 몇 비판점들

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극좌파나 극우파 등에 의해 제기되는 것으로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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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Weyrauch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계속 논

의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하였고, 유럽 계몽주의의 역사적 결

과라는 호평을 내렸다. 작센주정치교육원이 Rellecke 역시 같은 질문에 대

해 합의가 전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방․주정치교육원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열렬한 환영과 수용은

정치교육 공급지형에서 이 기관들의 위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은 다른 공급기관들과는 다르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다. 특히 다

른 공급기관들을 관할하고 예산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운영 방침이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공급기관들이 제 나름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정치교육을 실시

하는 가운데,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이 교육활동 전체를 모두 관

할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교육의 내용을 일일이 검

열하는 역할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지만, 다원화된 학교 밖 정치교육 기관

들에 연방의 재정을 배부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관 스스로

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기관의 교육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정당재단의 경우, 정당에 인접한 정치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정치

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선을 지켜야 한다. 재단의 재정은 인접 정당이

아니라 주로 공적 기금에 의해 충당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한

사안이 된다. 비단 정당재단 뿐만 아니라 정치교육을 제공하는 수많은 단

체들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

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감사위원회인 쿠

라토리움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교육 내용에 있어서 보

다 명확한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부분을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단들은 보이텔스

바흐 합의를 따라야 하고 정당적인 건 중립적으로 다뤄야 하죠. 하지

만 당연히 실제 교육상황에서는 기민당의 정치교육은 더 보수적일 

거고, 좌파당인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좌파적인 입장을 따르겠죠. 

이게 바로 독일(성인 정치교육)의 특별함이에요(Werner Relle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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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7일 인터뷰). 

모든 주정치교육원과 연방정치교육원이 이걸(합의를) 알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학교 밖 정치교육에서, ｢...｣ 그러니깐 정부 돈을 받

는 대부분의 작은 교육가들하고 일반적으로 작은 교육기관들은 보이

텔스바흐 합의를 고려해야만 하죠. 그리고 제가 볼 땐 이렇게 (합의

를) 고려하는 건 10년, 15년 사이에 더욱 더 강하게 자리 잡은 거 같

아요(Klaus-Peter Hufer, 2017년 9월 1일 인터뷰).

인터뷰와 문헌에 나타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평가는 성인 정치교

육 공급기관 별로 나뉜다. 한 쪽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성인 정치교

육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 것으로 칭송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

는 성인 정치교육에 필요 없다거나 이 담론을 주도하는 측에서 지나치게

자기만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러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성인 정치교육영역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보다는 정부기관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해석된다. 같은 합의에 대

한 이러한 온도 차는 정부기관에서 얼마나 가까운 지, 다르게 말하면 재정

이 얼마나 정부 혹은 공적 자금으로 구성되는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

성인 정치교육기관 중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관

은 주정치교육원이 대표적이다. 태생적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 당

파간의 싸움이 학계까지 번진 상태에서 주정치교육기관이 주도한 회의에서

도출되었다. 또한 주정치교육원과 연방정치교원의 경우 실제로 연관 기관

에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민감하다. 즉, 정치교육의 당

파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주정치교육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공급기관의 경우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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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etzel, C. (2011). 정치교육의 재정. 2011 선거연수원 국제심포지엄 자료
집, pp. 223. 

반면, 폭스혹흐슐레 관련자들을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이해도나 적

용이 적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폭스혹흐슐레가 정치교육에 특화된 기

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폭스혹흐슐레의 초창기 설립이념은 정치적인 이념

과 맞닿아 있지만 실제적으로 폭스혹흐슐레는 성인들의 여가교육과 직업교

육을 위주로 발전해오고 있다. 그 결과 폭스혹흐슐레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6%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폭스혹흐슐레에서 제공하는 정치교육은 토론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보다는 지식 전달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견학을 나가는 단회성 프

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내포한 주입금지의 원칙에 대

한 필요성이 적다. 더욱이 폭스혹흐슐레의 재정구조에서 연방정부와 주정

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합쳐서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재정 조달과 합의

의 적용의 관련성의 뒷받침한다.

[그림 10] 독일 정치교육 공급기관들의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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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untemann, H. &, Reichart, E. (2016). Volkshochschul-Statistik: 54. 
Folge. Retrieved from 
www.die-bonn.de/doks/2016-volkshochschule-statistik-01.pdf

2) 통일이후 구 동독 지방에서의 신뢰형성

정치교육 관련자들은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 있어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해서 특히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측은 주정치

교육원 관계자들이었다. 이들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해 학자나 정당 재

단 관계자보다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강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통일 과정에서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통일이 성사된 해인 1990년부터 신연방주에도 주정치교육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불과 1년만인 1991년 여름에 모든 신영방주에 주정치교육원이

설치되었다(허영식, 1997). 민주주의에 대한 토대가 없던 신연방주에는 자

[그림 11] 폭스혹흐슐레(VHS)의 재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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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결연을 맺은 서독의 주들이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자매결연은 예를 들

어 브란덴브루크 주의 정치교육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

렌 주정치교육원 관련자들이 도움을 주는 형태였다.

그런데 문제는 동독 주민들의 과거 경험이 주정치교육원에 대한 반감을

자아냈다는 점이다. 동독 주민들의 경우 나치 시기 국가민족주의와 동독의

국가사회주의 중 최소 한 번 이상의 독재를 겪었다. 그 때문에 국가에서

진흥하는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부가

진흥하는 정치교육은 늘 교조화의 과정이었기에 정부의 이름을 단 정치교

육 기관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던 것이다. 작센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 모

두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초창기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가장 어려웠

던 건 대부분이 동독 시절에 공민교육을 받았고, 그런 국가 정치교육

을 경험했다는 거죠. 주정치교육원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

들이 ‘공민교육을 다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 동독 주민

의 반응은 당연히도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다시 교

조화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

했죠. 그것은 많은 사회적인 활동들, 다양한 그룹들이 허용되고 만들

어짐으로써만 가능했습니다. [...] 즉 우리의 주된 목표는 정치교육의 

자유 공급기관에 대한 조언과 원조와 재정적인 후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Martina Weyrauch, 2017

년 8월 16일 인터뷰). 

정치교육에 대한 구 동독 주민들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해소시키는 데에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이것이 설령 표면적

인 주제로 떠오르지 않았을지라도, 정부와 다른 의견을, 타인과 다른 의견

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서독보다도 동독에

서 오히려 핵심적인 가치였다고 주정치교육원 관계자들은 평한다. 특히 주

입금지의 원칙이 지켜지는 교육현장은 교조화의 정치교육 경험을 가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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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주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안전한 정치교육의 공간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 원칙들은 누구나 저희 기관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자신감의 원천이었어요. 국가사회주의와 동독의 사회주의라는 두 독

재정권 이후에, (동독)사람들은 매우 의심스러워했거든요. 사람들은 

특별히 파당에 휩쓸리지 않은 정치교육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독주민들은 두 번의 독재정권을 경험했거나 적어도 그들의 가족이 

경험했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정파적이지 않은 정치교육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동독주민들이 개인으로서 저희 기

관과 교류하고, (주민들에게) 믿을만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얻는 단초

였어요.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저흰 합리적인 정치교육 환경을 건설

할 수 있었죠. (Martina Weyrauch, 2017년 8월 16일 인터뷰).

당시 동독에서는 자동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이데올로기가) 내면화

되었어요. 이전 독재 시기엔 공식적인 정부의 의견과 상치되는 이야

기를 표현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건(보이텔스바흐 합의) 표

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평화 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추동력이었

습니다. 물론 그건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좋은 논쟁 문화이고 모두가 

공개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어떠한 불이익 없이도 표현할 수 있는 

교류라는 점에서 그렇죠.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평화 혁명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주제화되지는 되지는 않지만, [...] 아마

도 동독에서 서독의 사람들보다도 더 힘있게 내면화되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게 합의가 원래 의도했던 바였거든요(Werner 

Rellecke, 2017년 8월 17일 인터뷰).

또한 일반 구 동독 지역 주민들 외에 특수한 목적으로 주정치교육원 찾

았던 이들에게도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의미를 드러낸다. 그들은 바로 구

동독 지역 교사들이었다. 신연방주에 주정치교육원이 신설될 때, 가장 긴급

했던 정치교육원의 역할은 구동독지역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연

방정치교육원은 4~6학기 짜리 통신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수하게 하였다

(Evens, 2016). 동독에서 나고 자라난 교사들이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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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 정치교육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원칙

으로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전해질 수 있었다.

동독에는 정치교육 전문가가 없었어요. 공민화가 있었는데 그건 (동

독)정부에 의한 교조화였죠.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시간의 공민과 교

사는 교체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하고 훈련시킬 필요

가 있었던 거죠. 서독에서 온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새로운 교사 훈

련을 받아야 했어요.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정치교육을 즉각적으로 올

바르게 전달하는[...](Werner Rellecke, 2017년 8월 17일 인터뷰).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유럽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원장인 요른 모

테스 또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정치교육 단체들의 기본원칙으로 간주되

고 있다”며 높이 평가하였다(Mothes, 2015, p. 22).

3) 세 가지 원칙과 성인 정치교육적 특성과의 충돌과

조응

주정치교육원 관계자들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강한 신뢰감을 내비쳤지

만, 비판점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았다. 합의가 다른 교육적 특성들과 충

돌하는 지점이나 다른 관점에서 합의를 조명하는 논의들은 학자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Breier 교수는 정치교육사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는 장기화되었던 갈등상황을 종결시키고자 했던 실

용적인 차원의 것으로 합의를 평가했다.

그건(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매우 실용적인 거죠. 네, 실용적이에요. 제

가 생각하기엔 이건 실천현장으로부터 나온 거에요. 원래는 적대적인 

정당들이 말했죠. “10년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분쟁이 있었고, 이젠 

지쳤으니 더 이상 이렇게 싸우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무언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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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묶어줄만한 게 없을까?” 논의 했고, 한스 게오르그 베엘링이 그

걸 작성했죠.  [...] 그 날 이후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나름의 궤적을 

그려왔죠(Karl-Heinz Breier, 2017년 9월 6일 인터뷰).

성인 정치교육에 있어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측

에서는 원칙들을 성인 학습자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성인학

습자는 학교 정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정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성인학습자들이

정치교육 현장을 찾을 때는 나름의 정치적 성향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기대하는 바가 정해져 있다. 교육이 끝난 후에 엄격한 평가과정이 있는 것

도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이다.

주된 차이점은 학교는 의무출석이고, 교과과정이 있고, 그들(학생들)

에게 점수를 줘야하는... 균질적인 교실이 있지만, 성인교육에서는 학

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오고, 학습자 집단의 구성은 매우 이질적이에요. 

나이, 직업...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주제에 이미 관심을 가지고 오거

나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오죠. 점수매기는 것

도 없고, 교과과정도 없고, 오히려 매번 새롭게 교육을 변화시켜야만 

하죠(Klaus-Peter Hufer, 2017년 9월 1일 인터뷰).  

한편, 이러한 비교는 사실 성인 정치교육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성인 학

습자와 성인 학습자의 비형식 교육의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수 있다.

즉 이 난점은 성인 정치교육의 맥락 중에 그 연관 학문으로서의 성인교육

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 의견은 1990년대 중반 Hufer가 성인 정치교육자로

서 합의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공적으로 제기했을 때의 주장이다. 최근

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그의 입장이 바뀌었지만, 당시 기념서에서

그는 성인 정치교육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아는 이는 매우 극소수

이며,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Hufer, 1996).

Hufer는 당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성인 정치교육에 필요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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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인 정치교육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들었다. 첫째, 각각의 기관들은 나

름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참여자들은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다는 점에서 주입금지의 원칙이 필요하지 않다

는 것이다. 둘째, 성인 정치교육은 논쟁문화와, 다원성, 이질성 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재현의 원칙이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성인 정치교육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의미가 없다는 당시 Hufer의

주장에 대해서 마인츠에서 학교 밖 정치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트마

이어는 반박하였다. 비트마이어는 볼프강 잔더와 함께 학교 밖 정치교육

영역에서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유익하고 잘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논쟁재현의 원칙이 복잡한 주장을 명료하게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실제 현장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적 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

를 열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Widemaier, 2016).

성인 정치교육의 특징 때문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성인 정치교육은 명확한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교육내

용의 선정과 방법에 있어서 지침이 될만한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보이텔스

바흐 합의라는 것이다.

사실, 성인교육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확고한 가

이드라인이 없죠. 기준점으로서, 어떻게 교육 활동이. 교육에서의 보

이텔스바흐 합의가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죠. 그렇지 않을 경

우엔 특정 주제나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말할 기회가 더 적어지거

든요(Werner Rellecke, 2017년 8월 17일 인터뷰).

Non-formale Politische Bildung
비형식 정치교육

Schulische Politikdidaktik
학교 정치교수법

자율적인 공급자의 다원성 공립학교 시스템
시장중심의 (계속-)교육 확보된 재정

자발적인 참여 의무교육
경향성(의도) 이념적인 중립성

내용의 자유 선택 합의된 원칙법Rahmenpläne 

<표 5> 비형식 정치교육과 학교 정치교수법의 특성 비교(Widmaier, 2014, p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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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입장 발표 이후 합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 Hufer는 합의의 특

징들이 성인 정치교육에 주는 의미를 정리했다(Hufer, 2016). 첫째, 대표자

들이나 교육 정치가들이 교육을 도구화시키려하고 정당정치나 이데올로기

적 표상에 따라 이행하려는 가능한 시도들에 대항하는 정치교육의 정당성

에 있어 중요하다. 둘째, 다원적 의견의 다양성의 수호와 참여자 지향성이

라는 의미에서 개방적이고 논쟁적인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셋

째, 정치적-인공적 원칙으로서의 당파심과 행동지향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

이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도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들을 합의의 세 가지 원칙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입금지의 원칙

주입금지의 원칙이 어느 정도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있는 성인에게는

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교육기관, 교육 내용의 독자적인 정치적 주장을

기대하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모두 인정하는 것은 성인은 이미 정치적 맥

락을 가지고 교실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도 높은 중

립성을 지킨 교육이 아닐지라도 성인 학습자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첫 번째 원칙인 주입금지의 원칙이 그

다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네, 물론 학습자들은 다른 기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학습자

들이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 행사에 간다면,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기관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물론 이 행사에서 학습자들

은 좌파적인 논의가 나올거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잖아요. ｢...｣ 하지

만 그 교육활동은 이미 모종의 정치적 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

지만 학습자들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자

들은 이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거나 혹은 더 진보적인 좌파적인... 또

는 자유주의적... 또는 녹색당적인 교육을 원하거든요(Klaus-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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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er, 2017년 9월 1일 인터뷰). 

세 번째(원칙)는 누군가가 “좋아요. 이건 성인들의 이해관계에요. 당신

이  그걸 멈출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걸 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

판가들은 계획단계에서 당신들이 가능한 한 모든 관점들이 제시되게 

균형 있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전 이런 비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제 생각엔 성인교육에서의 균형은 세미나나 수업에서의 

균형은 아니에요. ｢...｣ 전 학습자들이 이미 기대를 하며 오는... 성인

들이 오는 걸 봤죠. 이미 (어떤 특정한) 관점이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거에요. 동시에 성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해요. 학생이 

아니거든요. 성인은 교사와 마찬가지에요(Klaus-Peter Hufer, 2017년 

9월 1일 인터뷰). 

나. 논쟁재현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인 논쟁재현의 원칙은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원칙이다. 한

편에서는 논쟁재현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지킨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연방․주정치교육원 외의 공급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논쟁재현의

원칙을 어느 범위까지 지켜야만 하는가가 논쟁거리가 된다.

1990년대에 논의했고, 현재도 엄청 격렬하게 논의하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하인리히 뵐 재단과 같은 교육기관이 논쟁적이어야만 하는가

에 대한 겁니다. [...] 다원성은 다양한 교육기관들에 의해 재현되잖아

요. 모든 교육기관들이 교육사건에서 사회적 전체 스펙트럼을 나타내

야할 필요는 없는 거죠.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밖 정치교육을 

위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몇몇은, 교육공급지형 전반이 다원성의 

특징을 보이고, 학습자들은 성인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만

큼 성숙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다른 측에선 만약 “내가 녹

색당이 더 친숙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인리히 뵐 재단에 간다면, 단

순하게 녹색당의 입장만 들으면서 지루해지고 싶진 않아. 그리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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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지” [...](Klaus-Peter 
Hufer, 2017년 9월 1일 인터뷰). 

위와 같은 논쟁재현의 원칙이 성인들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방해한다는

것이 비판자들의 주장이다. 이를 가장 강하게 비판한 학자는 Klaus

Ahlheim이다. 그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일종의 정치교육의 포기선언과

같다고 표현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 
하지만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논쟁 재현의 원칙이

에요. 많은 비판가들이 그것 때문에 정치교육이 중립화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건 포지셔닝...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는 포지셔닝이 이런 방

식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되죠. [...] 논쟁성은 모든 것을 해석 가능하고 

모든 입장을 그대로 제시한다는 걸 뜻해요. [...] 결단력 있게 입장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 클라우스 알하임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강

도 높게 비판하는 비판가에요. 알하임은 이게 하나의 항복 선언이고, 

이것 때문에 성인교육이 포지셔닝의 명확함을 잃어버린다고 보았습

니다. 그게 비판의 핵심이에요(Klaus-Peter Hufer, 2017년 9월 1일 인

터뷰). 

한편 논쟁재현의 원칙이 학습자의 흥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

었다. 단일한 의견만을 논의하는 교육행사는 지루하다는 것이다. 학습자들

의 관심을 일깨우고 그 다음 참여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논쟁재현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단 하나의 의견은 지루해요. 만약에 행사에 참여했는데 모두가 똑같

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 지루한 행사겠죠. 관심을 이끌려면 교

육(행사)에서는 토론이 있어야만 합니다(Simon Cames, 2017년 8월 

22일 인터뷰).

다. 학습자 이익/관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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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은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가장 논쟁적인 여지

가 적다. 성인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세계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인 학생 지향성을 조금 더 큰 범위로 확장하여 행동지

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교육에서 행동지향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정치교육을 지향한다

는 건 그저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이해하면 안 되죠. 오히려 

밖에서 일어나는 거죠. 정치 세계에서 행동지향성은 그 정신을 되찾

거든요. 어쨌거나, 얼마나 행동 지향성을 폭 넓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

한 많은 논쟁이 있어요. 학교에선 중립성이 필수적이지만, 성인교육에

서는 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세미나가 활발해지죠. [...] 그리고 

마침내, 질문은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는 최종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

습니까?”입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공급자의 간섭에 대항하는 것

을 돕거나 강한 개입을 막죠(Klaus-Peter Hufer, 2017년 9월 1일 인터

뷰).  

이는 학습자 중심이라는 기존의 성인 정치교육 논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인 교육현장에서는 학습자를 수요자로

인식하는 사고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수요자지향성을 이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 지향적이어야만 한다. 네. 제가 볼 땐 성인교육 

세계 전반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수요자 지향적이어야만 하죠. 

모든 요리사는 메뉴판에 있는 (손님이) 먹고 싶어 하는 걸, 흥미 있어 

하는 걸 요리해야 하죠. 그래서 요리사가 물을 요리하고 싶다면 이건 

별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이건 이미 수요자 지향적이죠(Karl-Heinz 

Breier, 2017년 9월 6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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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1) 정부의 최소개입과 합집합으로서의 초당파성

성인 정치교육은 태생적으로 공적 성격을 띤 교육이며 학교 정치교육에

비하면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의 물결이 독일 계속 교육 현장에 밀려들어오면서 더욱이 성인 정치교육은

그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정치교육에 대한 공적 차원

의 재정지원과 진흥정책은 필수적이다.

그와 동시에 독일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교육에 강하게 개입하고

통제했던 비민주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치

교육에 대한 개입을 경계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섹터로서의 성인 정치교

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그 내용에는 깊숙하게 개입하지

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 내용에 대한 원칙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학습자 수와 같은 기관

의 실적이 아니라 교육 내용의 민주성이다.

연방·주정치교육원은 이러한 교육 내용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

칙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 밖 정치교육 기관을 두

고 있지만 그 기관이 하는 역할은 다원화된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공급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 기관들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준수하며, 각각

의 목적에 맞추어 민주주의적 의도를 가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성인들은

다양하면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각 기관들은 교육 내용에 있어 폭 넓은

논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가진 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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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합의(Minimal

Konsens)이다. 이 최소합의는 모든 정치적 의견을 거세하는 중립성의 차원

이 아니라, 모든 당파를 아우를 수 있는 넓이를 가졌다 평가할 수 있다. 다

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정당들의 의견을 모아 두었을 때 일치하는 교집합

적인 공통의견이 아니라, 모든 의견을 일단 허하는 합집합적인 특성을 가

진 것이다. 이 원칙이 성인 정치교육의 고유한 특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

지만, 기본적으로 이 합의는 정치적 의견 공유 가능성을 남겨두어 정치교

육 현장에서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특징을 살릴 수 있다는 데에 더 많은

동의가 있다.

독일의 사례를 정부 주도의 잘 조직화된 정치교육으로 받아들여 한국에

서도 시민교육을 제도화하고 관련 정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

다. 그러나 다원화된 기관들의 교육적 자율성 보장이 가능할 것인가, 혹은

한국 현실에 이러한 형태의 시민교육체제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지닌 학습자들에 대한 포용

과 교육기관의 전문성

성인 정치교육 현장에는 이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모인

다. 경제수준, 나이, 교육수준, 정치적 입장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른 배경

을 강의실로 끌고 들어오게 된다. 이 가운데는 당연히 극단적인 정치입장

을 지닌 학습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독일 성인 정치교육 현장에서는 극우

주의자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수업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기 때

문에 환영받는 학습자는 아니다. 그러나 성인 정치교육 관계자들과 학자들

은 이들이야말로 성인 정치교육에 참여해야 할 존재들이며, 그것이 보이텔

스바흐 합의의 정신과도 맞는다고 말한다.

대개 극단적인 정치입장을 가진 학습자들을 정치교육에서 포용해야 하

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보통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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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희망을 잃어 버렸을 때 정치적 의사표현이 과

격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극단적 정치입장을 가진 이들은 의

사를 같이 하는 그룹 안에서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기 때문이다.

페기다 사태의 ‘허위 언론’ 문제에서 알 수 있듯,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서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판단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극단적인 입장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있어 정치교육 현장은 자신의 정

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건전한 공론장이 될 수 있다. 정치교육 현장

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이 있는 다른 학습자들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왜곡된

정보 공유와 생산의 사슬을 끊을 기회를 준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며, 강사와 기관 교육 기획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성인 정치교육 현장의 강사들이 함양해야 할 능력들에 대

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독일 성인 정치교육 학계에서는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되었으며, 동시에 더 많은 연구를 요청하고 있

다. 강사 스스로가 학습자들에 의견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논쟁적

인 사안을 학습자들에게 다각도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

달할 수 있는지 또 이를 성인 학습자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관심사 그리

고 정치참여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지 등이 그 능력이 되겠다. 더불어 학

습자들의 정치 참여, 정치 인식, 사안에 대한 분석 능력 등 성인학습자들의

정치학습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3) 성인교육 현장에서의 합의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197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 이후 1997년 5월 국가 수준의 정치교육 관

련자들이 모여 선언한 뮌헨 선언22)과 2015년 프랑크푸르트 선언(Frankfurt

22) 1. 공공과제로서의 정치교육은 다원성, 초당파성,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
다. 2. 정치교육원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한다.3. 정치교육원은 세계적인 미래
과제를 위해 준비한다. 4. 정치교육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도 역
시 민주주의 안정을 위해 일을 한다.5. 신연방주에 있어서 정치교육은 특별한 과
제를 안고 있다. 6. 독일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취급은 정치교육의 핵심적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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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klärung23))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정치교육에 대한 관련자들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합의 노력의 발전적 시도다. 뮌헨 선언에서는 유

럽 통합과 세계화, 극우 예방 등을 정치교육의 새로운 주제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 성명에서는 정치교육의 비판적 성격을 강조

하였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의 권력문제, 정치적 위기상황 분석 능력 등

을 정치교육의 목표로 제시하였다(Mothes, 2015).

성인 정치교육현장은 다양한 정치적 힘들이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

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논쟁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성인 정치교

육을 포함하는 학교 밖 성인 정치교육은 이런 논쟁성을 정치교육 영역의

자연스러운 성격으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해나가며

질서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합의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곳이 바

로 정치교육 학계이다. 이러한 학계의 합의에 대한 노력은 갈등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력으로 작동하게끔 돕는다.

이런 의미에서 합의에 대한 노력은 민주시민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 현장 전반에 의미를 준다. 많은 경우 성인교육은 고유한 역사적 맥락

이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에 따라 분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는 다양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 정책의 중복이나 학습자 차원의

혼란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합의는 필요한 상황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탄생할 수 있었던 분위기와 합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이어가려는

의지 등은 다양한 영역에서도 도전이 될수 있는 사례인 것이다.

제이다. 7. 정치교육은 다양한 방법과 학습방식을 활용한다.(허영식, 1997에서 발
췌: 148-149)

23) 1. 위기: 사회적 관계의 민주화에 관심이 있는 정치교육은 우리시대의 진보와 
다양한 위기를 다룬다.2. 논쟁성: 민주주의에서 정치교육은 충돌과 논쟁을 드러내
고 대안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3. 권력비판: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은 의존
성을 통해 그리고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통해 제한된다. 이러한 권력과 지배
는 감지되고 분석된다.4. 성찰: 정치교육은 그 자체로 정치의 한 부분으로, 교육 
관계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치교육은 이러한 통합을 개방시킨
다. 5. 임파워먼트: 정치교육은 촉진되는 힘과 무력경험들이 다루어지고 도전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6. 변화: 정치교육은 개인과 집단이 사회를 바꿀 길을 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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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시민교육에의 적용 문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은 시기에 따라 주체들이 구

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에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소개는 1990년대

중반 시민교육 관련 연구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허영식을 필두로 독일에

서 정치교수법을 전공한 학자들이 한국 학계에 보이텔스바흐 합의 내용을

포함하여 독일 정치교육 연구물들을 내놓았다. 이후 역사, 법 등 다양한 학

계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조명하는 연구물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는 세계시민교육 혹은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논의하

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후 2000년대 중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연수원이 열었

던 국제심포지엄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논의가 대거 한국에 소개

되었다. 국제심포지엄 초창기에 독일 학자들과 독일 정치교육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잦았다. 초청한 이들 중 대다수가 연방정치교육원이나 주

정치교육원 관계자들이었기 때문에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소개가 자주

이루어졌다. 즉,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기존 한국 학자들과 더불어 독

일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합의를 한국 관련자들에게 소개하는 양상을 보

였다.

2010년대 중반에는 시민교육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

임이 일어났다. 교육청, 학교장 등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 합의에 대한 관심

을 보이고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한 시민단체에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2017

년 공동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주제로 한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진보진영에서 시민교육 영역에 보

이텔스바흐 합의를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교육

에 대한 보수진영의 입장을 충분히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 탄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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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 단체들을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적용이 시민교육 현장의 갈등

의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민교육에 있어서의 합의를 위한 진보와 보수 모두를 포함하는 논의의 장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2. 결론

본 연구는 독일 성인 정치교육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독일 성인 정치교육의 지형과 보이텔스바흐 합

의의 도출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맥락을 짚어 보았다. 연구 질문들을 해

결하기 위해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주도했던 Schiele가 편찬한 기념서들

을 뼈대로 참고하였으며, 다양한 통계자료와 정치교육 관련 역사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또한 합의에 대한 논의지형을 밝히기 위해서 독일에 현지답사

를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보이텔스

바흐 합의는 한 번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교육사적으로 민주

적인 방식에 대한 흐름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

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68혁명을 통해 촉발된 탈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사회

적 분위기와 교육에서의 민주적인 분위기 형성 등의 맥락 그리고 경제성장

으로 인한 사회참여에 대한 분위기의 확산이 있었기에 도출 가능한 것이었

다. 더불어 정치교육학계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멀게는

중세 시대 스콜라 학파의 토론 방법에서부터 기원을 찾을 수도 있으며, 보

다 직접적인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루어졌던 공민교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적 힘 겨루기가 항상 문제로 떠오를

수 밖에 없는 정치교육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루기 위한 여

러 차례의 시도 끝에 도출된 결과이다.

둘째, 독일 성인 정치교육은 매우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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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인 정치교육은 영역은 학자 Reichling의 구분에 따라 크게 6가지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독일 성인

정치교육은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이 기관

들의 운영을 촉진하고 학습자들의 정치교육 참여를 돕는 여러 제도와 법이

존재한다. 이는 형식만 민주적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국가민족주의 이데

올로기를 기반으로 했던 제3제국, 체제지향적인 동독 등, 독일이 가지고 있

던 비민주적이었던 역사경험에 기인한 것이다. 비민주적 역사를 다시 반복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성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의

망을 사회 전반에 촘촘히 직조해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80년대

합의 개념의 확정과 학교 정치교육에서의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다. 성인

정치교육은 1990년 중반에 이르러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논의를 시

작하게 되었다. 성인 정치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개방성이라는 성격 위

에서 참여의 자발성, 논쟁성, 다양성, 중립성과 초당파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인 정치교육의 지향성 위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논의의 주도자

는 주정치교육원이었으며, 그들은 합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통일 이후

동독에서의 주정치교육원을 설립하고 작은 기관들을 진흥하는 과정 가운데

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하였다. 또한 각각의 원칙들

은 성인 정치교육과의 특성과 충돌하기도 하고 조응하기도 하며 논의의 내

용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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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한국 학계에서는 그 동안 주

목하지 않았던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논의를 드

러내었다. 그간 한국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학교 민

주시민교육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는 독일 정치교육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또 다시 학교 정치교육

과 학교 밖 정치교육, 그리고 학교 밖 정치교육은 성인 정치교육과 청소년

정치교육으로 세분화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중에서도 성인 정치교육의

맥락과 그 영역에서의 합의에 대한 논의를 밝혔다.

둘째,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도출을 단순히 1960-70년대의 정치적 갈등으

로 본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교육적 맥락이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는

의미가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내재하고 있는 교육적 의미는 멀리는

법/제도
정치교육

학계

교육기관
사회/정치BpB, 

LpB
정당재단 VHS

바이마르
헌법에 

성인교육명
시

공민과 설립
형식적

민주주의

나치
국가

민족주의

1945-1960
정치교육원
설립근거

Re-
education

설립
국가 

재건기,
경제성장

일당
독재
체제

1961-1975
성인교육법 
교육휴가법 

제정

정치교육의
정치화

1964/
1967설립

주입금지
원칙 
이미 
존재

68운동, 
동방정책

1976-1990

보이텔스바
흐 합의 
도출 및 

적용

재정 
지원의 

원칙으로 
사용

정치교육 
약화

사회참여
고취

1991-
신연방주에
서의 제정

통일
/시장화

신연방주에서의 설립 통일 

<표 6> 성인 정치교육의 힘의 장 요소와 시대적 흐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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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스콜라 학파의 토론 기법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바이마르 공화국과

1960년대 학교와 성인 정치교육계의 논의 속에서도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던 68혁명이

일으켰던 교육계에서의 탈권위주의 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

었다.

셋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함으로써 보

이텔스바흐 합의의 논쟁점과 성인 정치교육에 대한 특성이 조응하고 충돌

하는 지점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그러므로 연방정치교육원이 제공하는 인

터넷 자료나 문헌을 위주로 연구해왔던 기존 한국 연구 지형에 보다 현실

적이고 생생한 현지에서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한국형 보이텔스

바흐 합의 만들기,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센터 등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한국 민주시민교육 현장에도 함의를 준다. 더

욱이 독일에서도 학교에서 시작된 논의가 학교 밖으로 서서히 확장되었음

을 밝힘으로, 학교에서의 합의 적용 연구에 치우친 한국 민주시민교육 연

구에 학령기 아동과 성인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보이텔스바흐 합의

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까지는 담아낼 수 없었다. 학습자들과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는 독일 학계 내에서도 찾기 힘들고, 시간적·인

적 네트워크의 한계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까지는 진행하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강사들과의 접촉이 잦은 학

자 및 관련자들로부터의 평가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원화된 독일 성인 정치교육 현장에서 일부만을 다루어 전체 지형

에서의 합의의 의의를 밝히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Schiele의 정치교육

기관 분류를 따라 세 가지 범주 구분을 채택하였고, 각 범주에서 대표적인

기관 하나씩을 골라 연방․주정치교육원, 폭스혹흐슐레, 정당재단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정치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의 특징과 그 기관에서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적용 및

논의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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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hling, H.G. (1977). Konsens á la Beutelsbach?. In Schiele, S. & Schneider,

B. (Eds.), Das Konsensproblem in der politischen Bildung.

(pp.173-184). Stuttgart: Ernst Klett.

Wentzel, L. (2014). Gewerkschaftliche Bildungsarbeit. In Sander, W., &

Steinbach, P. (Eds),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alnd. (pp.

189-193), Bonn: BpB.

Widmaier, B. (2014). Non-formale Politische Bildung. Eine evidenzbasierte

Profession?. In Lange, D., Oeftering, T. (Eds.), Politische Bildung

als lebenslanges Lernen. (pp. 69-81), Schwalbach/Ts:

Wochenschau.

____________. (2016). Eine Marke für alle? Der Beutelsbacher Konsens in der

non-formalen politischen Bildung. In Widmaier, B. & Zorn, P.

(Eds.), Brauchen wir den Beutelsbacher Konsens?. (pp. 96-111),

Bonn: BpB.



- 98 -

*참고사이트

교육휴가제 : http://www.bildungsurlaub.de/home.html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정치교육원: http://www.lpb-bw.de/

성인교육연구소 https://www.die-bonn.de/default.aspx

연방정치교육원: https://www.bpb.de/

정치교수법-청소년·성인 정치교육회 http://gpje.de/

정치교육협회 http://dvpb.de/

폭스혹흐슐레 연합(VHS): https://www.dvv-vhs.de/startseite/

프랑켄바르테 아카데미: https://www.frankenwarte.de/home.html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독일 홈페이지: https://www.fes.de/

법령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계속교육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und

des Bibliothekswesens (Weiterbildungsförderungsgesetz) in der

Fassung vom 20. März 1980. Retrived from

http://www.landesrecht-bw.de/jportal/?quelle=jlink&query=WeitBiF

%C3%B6G+BW&psml=bsbawueprod.psml&max=true

함부르크 정치교육법: Föderrichtlinie für die politische Biludng vom 16. Juni

2011. Retrived from

http://www.hamburg.de/zuwendungen/71272/zuwendungen/

베를린 교육휴가법: Berliner Bildungsrurlaubsgesetz(BiUrlG). Rtrived from

http://www.bildungsurlaub.de/infos_gesetz_40.html

기사

이정현, 김은경 (2015. 5. 31). 서울시, 지자체 최초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한다.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30/0200000000AKR201

50530058100004.HTML



- 99 -

Abstract

Die Bedeutung des Beutelsbacher

Konsenses im Bereich der politischen

Erwachsenenbildung in Deutschland

Kang, Hee Young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r Beutelsbacher Konsens begann mit einer Tagung zur Lösung der

polarisierten Lehrkonzepte Mitte der 1970er Jahre im deutschen politischen

Bildungsbereich. Der Beutelsbacher Konsens kam 1977, ein Jahr nach der

Tagung, zustande. Auch wenn 40 Jahre vergangen sind, gilt der Konsens noch

immer als Wendepunkt der Geschichte und die Prinzipie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n letzten Jahren wurde der Beutelsbacher Konsens in den Diskursen der

politischen Bildung in Korea oft erwähnt. Es scheint diese Tendenz zu geben,

da die politische Neutralität der Bildung ein sensibles Thema der koreanischen

politischen Bildung ist. Der Beutelsbacher Konsens wird als ein Kriterium für

politische Bildung dargestellt bei Veränderungen wie dem Auftreten einer

Kommunalverwaltung als Anbieter politischer Bildung. Allerdings reichen

akademische Studien, die sich mit der Bedeutung des Beutelsbacher-Konsenses

in der politischen Bildung für Erwachsene befassen, noch nicht aus. Studien

zur politischen Bildung in Deutschland erläutern meist Instituionen und das

System der außerschulischen politischen Bildung. Die meisten Studien 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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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utelsbacher Konsens befassen sich in einem schulpolitischen Bildungskontext.

Daher zielt diese Studie darauf ab, die Bedeutung des Beutelsbacher

Konsenses im Bereich der politischen Erwachsenenbildung Deutschlands zu

klären und die folgenden drei Fragen zu beantworten. Erstens, was sind die

Hintergründe der Zeichnung des Beutelsbacher Konsenes in der politischen

akademischen Welt in Deutschland. Zweitens, was sind die Kontexte der

politischen Bildung für Erwachsene in Deutschland. Drittens, wie hat sich der

Beutelsbacher Konsens in der politischen Bildung Erwachsener entwickelt und

wie wurde er akzeptiert.

Zur Durchführung dieser Studie wurden Literaturrecherche, Experteninterview

und Visitation als Forschungsmethoden verwendet. Anhand der

Literaturrecherche im zweiten und dritten Kapitel zeigt diese Studie den

Hintergrund des Beutelsbacher-Konsenses in der politischen Bildung für

Erwachsene. Um herauszufinden, wie es im Bereich der Erwachsenenbildung

diskutiert wird, besuchte ich Deutschland für 6 Wochen und interviewte die

Spezialisten für politische Bildung. Das Kapitel 4 ist nach dem Auswählen von

Stichwörtern aus den Interviewinhalten und dem Codieren der ausgewählten

Schlüsselwörter organisiert.

Diese Studie manifestiert zunächst den Hintergrund des Beutelsbacher

Konsenses im schulpolitischen Bildungskontext und die Diskussion um drei

Prinzipien. Der Beutelsbacher Konsens war auf dem postautoritären

Bildungsboden gewachsen, der von Protesten von 1968 geprägt war.

Beutelsbacher-Konsensus ist überdies nicht ganz neu, weil es schon seit

Weimarer Republik einen ähnlichen Diskurs gab.

Eines der besonderen Merkmale der politischen Erwachsenenbildung ist der

Pluralismus. Verschiedene Institute veranstalten Bildungsveranstaltungen, die

das Ziel der Demokratie mit ihren eigenen Eigenschaften in Einklang bringen.

Diese Studie konzentriert sich auf die Bundes- /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politische Stiftungen und VHS. Deutschland hatte undemokratische

historische Erfahrungen: formelle Demokratie in der Weimarer Republik,

Nationalismus, und Gehorsam gegenüber dem diktatorischen Einparteiensystem

in der DDR. Dies ist der Grund, warum politische Bildung von verschiedenen

Instituten angeboten wird. Nach dem Zweiten Weltkrieg wurde die polit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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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dung in Deutschland nicht nur für die Schule, sondern auch für das

Erwachsenenalter gefördert und durch Politik und Recht unterstützt.

Die Diskussion um den Beutelsbacher Konsens in der politischen Bildung

Erwachsener hat Mitte der 1990er Jahre begonnen. Die Diskussion hat sich vo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Schule Mitte der 1980er Jahre auf die

außerschulische politische Bildung einschließlich der Erwachsenenbildung

ausgeweitet. Der Diskussionsmacher war im Zuge der Erweiterung die Agentur

für politische Bildung. Dieses Institut schätzt die Rolle dieses Konsenses

während des Vereinigungsprozesses als hoch ein. Jedoch paasen drei Prinzipien

einerseits zu den Charakteristik der Erwachsenenbildung und widersprechen

ihren andererseits. Dies ist eines der größten Probleme des Beutelsbacher

Konsenses in der politischen Bildung für Erwachsene. Einige Wissenschaftler

argumentieren, dass dieser Konsens unnötig ist, weil die Teilnahme am Lernen

von Erwachsenen freiwillig ist und sie ihre eigene politische Meinung haben.

Auf der anderen Seite argumentieren andere, dass es ein Kriterium für

politische Bildung Erwachsener sein kann.

Der Beutelsbacher Konsens hat im Erwachsenenbildungsbereich eine

Bedeutung, indem er verhindert, dass sich die Regierung in politische Bildung

einmischt, wenn sie finanzielle Hilfe bietet. Darüber hinaus kann dieser

Konsens bedeuten, dass politische Bildungsinstitute und Vorlesungen eine

Professionalität haben, um mit den Lernenden umzugehen, die eine extreme

politische Meinung haben. Die Tatsache, dass dieser Konsens von

verschiedenen politischen Meinungen vertreten wurde, zeigt, dass das Bemühen,

einen Konsens in der koreanischen politischen Bildung zu erreichen, eine

Kooperation mit verschiedenen politischen Lagern sein muss, nicht nur von

einer Seite.

Die Bedeutung dieser Studie ist wie folgt. Erstens zeigt sie den Kontext der

Bidlung des Beutelsabacher Konsenses aus verschiedenen Blickwinkeln.

Zweitens manifestiert sie die Diskurse über den Beutelsbacher Konsens in der

politischen Bildung für Erwachsene, die in der akademischen Welt Koreas noch

nicht angekommen sind. Damit wird der Unterschied zwischen schulische

politischer Bildung und politische Erwachsenenbildung deutlich. Drittens zeigt

es, indem sie politische Bildungsexperten befragt, Streitpunkte über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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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utelsbacher Konsens und die übereinstimmenden Punkte und Konflikte.

Keywords : Beutelsbacher Konsens, Erwachsenen Politische Bildung,

Erwachsenenbildung,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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