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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제 시민교육 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의 전체 조사 자료와 아시아 지역 조사 자료Education Study, ICCS) 2009

를 활용하여 한국 대만 홍콩에서의 비판적 시민성의 출현 여부와 특성을 , , 

분석하였다 비판적 시민성에 관한 경험 연구들은 주로 서구 사회의 성인을 .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학교 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 

문제의식은 공유되고 있음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 

에 관한 경험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 

으로 하는 정치문화 연구들이 주로 문화주의 대 구조주의라는 이분법적 틀

을 활용하고 있어 동아시아 사회 청소년들의 행위주체성에 대해서는 제한, 

된 관심이 주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고려하여. ,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을 청소년 행동주의의 부상의 , ,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비판적 시민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평균적 경향성과 관계가 아닌 개인이 관련 변수를 조합하는 양상을 파악해, 

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비판적 시민을 현실에 대해 Analysis) .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개입의사를 가진 시민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 

비판적 시민을 권위주의 체제 지지는 낮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는 , 

높으나 정치적 신뢰는 낮으며 동시에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사는 높은 시, , 

민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에게서 비판적 시민성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 . 

비판적 시민 유형은 정치 참여 의사에 따라 내적으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일부는 선거 참여에 대해 다른 일부는 저항 참여에 대한 선호를 , , 

보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시민성 연구를 동아시아의 . 

청소년의 범위로 확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비판적 시민이 .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논쟁에서 절충주의적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정치문화를 연구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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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활용되었던 문화주의 접근과 구조주의 접근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청소년들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 . 

대한 부정적 가정에 반박하며 청소년들의 시민권을 보편적 , 

시민권 과 차별적 시민권 에 (universal citizenship) (differentiated citizenship)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차별적 시민권의 .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을 시민교육에서 반영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비판적 시민성 청소년 동아시아 시민성 청소년 행동주의: , , , (youth 

잠재 프로파일 분석 국제비교연구activism), (LPA), 

학  번 : 2020-2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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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본 연구는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을 탐색하는 것을 , ,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을 활용하여 비판적 시민성의 존재 여부 및 비율 패턴을 검토할 LPA) , 

것이다 이때의 비판적 시민성은 민주주의 체제 및 가치에 대한 지지 및 . 

정치적 신뢰와 정치적 관심 참여 의사를 포함하여 조작화될 것이다 분석 , .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청소년의 비판적 시민성이 청소년 시민성 연구 

및 도덕교육에 제시하는 함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비판적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이를 위한 방법에 대한 검토는 시민교육 연구에서 꾸준히 

공유되어 왔다 엄수정 외( , 2021; Andreotti, 2014; Banks, 2008; 2017; 

DeJaeghere, 2009;  Freire, 2018; Johnson & Morris, 2010; Parker, 

1994; Seider et al, 2017; Watts & Flanagan, 2007; Westheimer & 

대표적으로 비판적 교육학의 발전에 큰 Khane, 2004; Veugelers, 2007). 

영향을 준 는 기존 학교 교육의 은행 저금식 교육 에 대비되는 Freire(2018) ‘ ’
문제제기식 교육 을 제안하며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교육이 ‘ ’ ,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은 교육에서 추구되는 . Westheimer & Khane(2004)

좋은 시민 의 상에 따른 시민교육의 내용상의 차이를 비교하며 정의를 ‘ ’ , 

지향하는 시민교육은 사회를 비판적 구조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집단적 , 

해결 전략을 모색하는 것임을 명료화 했다 국내의 도덕과 교육에서도 . 

민주시민상이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인권을 

비롯한 사회의 문제를 보다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김형렬 외 이와 같이 학교 시민교육에서 사회를 ( , 2020). 

비판적인 시각에서 탐구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들을 , 

양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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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판적 시민성 교육 연구에는 현실의 청소년들을 비판적 . 

시민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경험적 , 

근거 없이 규범적인 논의에만 주로 근거하여 비판적 시민 교육을 논의해야 

하는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들의 . , , 

비판적 시민성에 관한 경험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을 탐색하기 위해 비판적 , 

시민을 정치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이에 개입하고자 하는 ‘
의지를 가진 시민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비판적 시민 에 ’ . ‘ (critical citizen)’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서구 사회를 대상으로 정치학 분야에서 , 

이뤄졌다 이 연구들에서 비판적 시민은 불만족스러운 . ‘
민주주의자 로 개념화되었다(dissatisfied democrats)’ (Klingemaan, 1999; 

이 연구들에 따르면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는 2014; Norris, 2011). 

민주주의의 원칙적 차원에 관해서는 높은 정치적 지지를 보이나 수행적 , 

차원에 관해서는 낮은 정치적 지지를 보이는 시민들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 

체제의 중요성이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공감하나, 

관련 정치 기관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와 같이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 로서의 . ‘ ’
비판적 시민은 비판적 시민성의 최소 요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긍정하기보다 민주주의라는 원칙적 기준을 , 

바탕으로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가 보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비판적 시민성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정치 기관 및 정치에 대한 ? 

지지의 감소가 냉소주의나 회의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우려하는 

주장 을 고려하면 정치적 냉소 및 회의와 비판적 시민성을 (Stoker, 2017) , 

구분하기 위한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기존 . 

연구들은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 로서의 비판적 시민을 정말로 ‘ ’
비판적 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논의해왔다 즉 현실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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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현실에 개입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해 비판적 ‘
시민 이라는 호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주장되었다’ (Doorenspleet, 2012). 

더불어 은 정치적인 비판성 개념에 Geissel(2008) (political criticism) 

불만족 과 경계심 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dissatisfaction) (attentiveness) , 

현실에 대한 개입 의사를 포함하는 경계심을 가졌을 때 일반적으로 민주적 

시민성으로 정의되는 참여 지식 내적 효능감 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 , . 

더불어 비판적 시민교육 이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치 참여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탐색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주목되어 

왔다 비판적 (Banks, 2008; Freire, 2018; Westheimer & Khane, 2004). 

시민교육 이론의 목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현실에 개입하고 정치에 . , 

참여하려는 의사 변화에 대한 지향이 비판적 시민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정의를 다룰 . 

수 있는 비판적 시민은 현실에 대한 관심과 정치 참여 의사를 가진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라고 본다. 

비판적 시민성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은 년대에 부상한 민주주의의 1990

위기 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했다 민주주의의 위기 담론은 .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된 주장이나 년대에는 서구 , 1990

사회에서 선거 참여를 비롯한 제도화된 정치 참여가 쇠퇴하고 정치적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되었다(Blais et al, 2004; Gray & 

Caul, 2000; Inglehart, 1997; Mair & Biezen, 2001; Norris, 1999; Pharr 

et al, 2000; Putnam, 2009).

비판적 시민 에 관한 연구들은 이 배경 속에서 위기 로 ‘ (critical citizen)’ ‘ ’
지목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며 등장하였다(Inglehart, 1997; 

비판적 시민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대의 Klingemann, 1999; Norris, 1999). 

민주주의의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보고 정치 

엘리트에 대한 신뢰를 중요시한 전통적인 정치학 이론 예컨대 ( Almond & 

에 의문을 표했다 오히려 시민들이 기존의 정치적 권위에 Verba, 1963) . 

도전하며 선거와 같은 정치 엘리트 중심의 관행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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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고자 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Inglehart, 1997; Norris, 1999; Dalton & Welzel, 2014b). 

탈물질주의 이론에서는 비판적 시민성의 대두를 ‘ (post-materialism)’ 
사회경제적 발전과 교육기회의 확산 및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Inglehart & Welzel, 

이처럼 비판적 시민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2005; Welzel et al, 2003). 

변화하는 정치적 지지와 참여의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하여 등장한 젊은 세대의 시민들에 대한 비난하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후 이어진 연구들에서도 비판적 시민 문화의 . 

확산이 서구 사회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밝히며 전세계적으로 이상적인 시민상에서의 변화를 포착해왔다, (Dalton & 

Welzel, 2014b; Welzel & Dalton, 2017).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시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비판적 시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서구 .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구사회와는 다른 역사와 정치적 맥락 위에 , 

놓인 한국 대만 홍콩과 같은 국가들의 시민성에 관해서는 제한된 , , 

함의만을 제공한다 언급했듯 비판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주로 서구 .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 담론을 재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서구 사회와는 다른 정치의 역사 제도 문화를 배경으로 가진 사회에서 , , 

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주목되지 않았다. 

한국 대만 홍콩과 같은 사회는 식민지와 독립의 경험 냉전질서의 형성, , , ,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정당화되어 왔던 권위주의 정부 체제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가운데 학교 교육이 시민성을 형성하는 주요 기관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면서도 한국 대만 홍콩은 경제 발전의 결과 다른 서구 . , , 

사회와 유사한 생활양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 

공통된 사회적 조건에 놓여 있다 김동춘 홍태영( , 2006; , 2019; Doong, 

2008; Kim & Kim, 2019; Kumar & Vickers, 2015; Lam-Knott & 

Cheng, 2020; Lee, 2008; Liu, 2004; Morris & Sweeting, 1991; Mo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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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한국 대만 홍콩 & Vickers, 2015; So & Xianjia, 2012). , , 

사회의 유사하면서도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비판적 시민성 연구를 

동아시아 사회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반공국가의 국민이자 

경제 발전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 주요한 과업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은 식민 . 

이후 분단 국가를 수립하였기에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외부의 

적인 북한에 대한 경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특히 한국 전쟁을 . 

거치며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공통의 과업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주민에게만 , 

정당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공 국민 만들기가 이뤄졌다 김동춘‘ ’ ( , 

홍태영 반공 국가의 연장선에서 경제 발전 역시 근대 국가 2006; , 2019). 

형성의 주요 요소로 이해되었고 이는 시민들의 생존 및 번영의 욕망과 , 

맞물리며 국민을 경제 발전 주체로 만드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홍태영( , 

이 가운데 학교 시민 교육은 정당한 국가 정체성에 관한 2019; 114-120). 

경합과 논쟁의 장으로 기능하여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북한과 한국전쟁을 , 

포함한 근현대사 기술이 최근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Kim & Kim, 

2019).

대만에서 역시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서 자리를 잡는 가운데 중국의 

공산당에 대항하여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근대 국가 수립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 

견제와 중국 문화 및 역사의 계승이 시민의 주요한 역할로 기대되었고, 

이에 따라 반공주의와 중국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강조가 학교 

시민교육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Doong, 2008; Liu, 2004).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국가로서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자, 

대만은 시민들에게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 

시민교육에서 세계시민성과 함께 중국인 혹은 대만인이라는 지역적 , 

정체성이 공존하고 경합하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Law, 2004). 

한편 홍콩에서는 영국 식민지 정부가 홍콩 시민을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주로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 

존재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홍콩의 시민교육에서는 탈정치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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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었다(So & Xianjia, 2012, 137-138; Morris & Vickers, 2015; 

페이지 그러나 년 이후 홍콩이 중국에 반환 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1997 ‘ ’ , 

중국 국민 으로서의 정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하였다‘ ’ . 

이에 따라 시민교육에서도 기존의 탈정치적인 기조를 뒤엎고 정치적인 ,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며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Lee, 2008; Morris & Vickers, 2015).

이처럼 한국 대만 홍콩은 근대 국가를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 , 

국가나 정부가 시민들에게 어떤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게 할 것인지가 

시민성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이에 따라 학교 시민교육에 . 

국가나 정부가 기대하는 시민의 역할이나 규범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즉 . 

한국 대만 홍콩의 청소년 시민성과 시민교육에는 식민지배와 독립 냉전과 , , , 

그 가운데의 근대 국가 수립과 정착이라는 지역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이 , 

놓여있다 이러한 공통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 때문에 각 사회의 시민들은 . , 

특수한 지역적 맥락 위에서 시민성을 형성하고 협상하게 된다 따라서 본 . 

연구에서는 한국 대만 홍콩을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지역적 범위로 , , 

포괄하여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비판적 시민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으며 청소년의 비판적 시민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가 적다 본 , .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민성 연구에서 청소년이 비판적 시민이라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일련의 가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비판적 시민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관심은 존재함에도 실제로 , 

청소년들이 어떤 비판적 시민인지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은 

청소년을 일종의 유예된 시민 으로 보는 관점이 개입한다고 볼 수 ‘ ’
있다 오늘날 청소년 시민성에 대한 관심이 (Kennelly, 2011).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 

독립적으로 정치적 현실을 평가하거나 사고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관점과 반대로 일탈적 존재로 취급하여 청소년들의 불만을 정당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관점이 공존한다(Kirshner, 2015;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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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이 현재 어떤 정치적 주체로서 2013).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주목하기보다, ,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필요가 사회화 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이 더 ‘ ’
많이 주어지게 된다 이는 현재 청소년들이 어떤 시민으로 존재하는가보다. , 

미래에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하는가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며 청소년들을 , 

비판적 시민으로 이해하는 시도가 적게 이뤄지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비판적 시민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고려하여,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 , . 

연구는 기존의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문화 연구들에서 ‘ ’ 
주로 활용한 문화주의와 구조주의 접근을 넘어 행위 주체성에 주목하는 , 

접근을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주의 접근은 동아시아 사회가 . 

서구 사회와는 다른 정치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비판적 시민의 

부상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 주목되어온 정치 문화의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아시아의 , 

특수성에 주목하는 입장을 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대만 홍콩 . , , 

사회와 서구 사회의 공통의 토대에 주목하며 특히 이들 사회가 서구 ,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구 , 

사회와의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 

사회 발전의 보편적 경로에 주목하는 입장을 본 연구에서는 구조주의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각 주장은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상반된 가정을 바탕으로 정치 

문화와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두 . 

접근은 공통적으로 정치적 행위의 토양이 어떤 방식으로 조건화 되는지를 

설명하지만 그 속에서 실제 정치적 행위자들의 선택에 관해서는 덜 , 

주목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비판적 시민성은 정치적 행위자들이 주어진 . 

그대로의 조건을 수용하기보다 현실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 

개입하려는 의지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행위주체성에 대한 주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주의와 구조주의 접근은 . 

행위주체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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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동주의. (youth 

라는 한국 대만 홍콩의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고자 한다activism) , , . 

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각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2000

청소년 및 젊은 세대의 정치적 행동이 부상하며 각 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예컨대 한국에서 년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Joo, 2018). 2008

참여했던 청소년들과 년 홍콩에서 국가의 도덕과 국가 교육2012 ‘ (Moral 

교과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청소년들은 자신의 and National Education)’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표출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미성숙한 존재라는 기존의 . 

부정적인 가정과는 반대로 자신의 일상에 관련된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 

많고 정치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해진( , 2008; Wong, 2015).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본다면 한국 대만 홍콩의 청소년들이 비판적 , , , 

시민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들의 , , 

비판적 시민 유형의 존재 여부 및 양상 비율을 잠재 프로파일 분석, (Latent 

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Profile Analysis, LPA) . 

행위자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조합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표본 전체를 

몇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분석 방법으로 기본적인 관심을 행위자에 , 

둔다 더불어 집단 전체의 평균적 경향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관찰될 수 . 

없는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Collins & Lanza,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 행위자들을 유형화하며 비율을 파악할 2010, 8, 27).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민들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 

하는 본 연구의 관심에 적합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나타난 비판적 시민성을 , 

청소년들이 현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위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한국 대만 홍콩 등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젊은 . , , 

세대의 정치는 각 사회가 식민지 독립 세계화라는 역사적 변화에 , ,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발전과 경제적 발전의 괴리에 대한 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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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 있다 이 연장선에서 한국에서 (Lam-Knott & Cheng, 2020). 

나타난 청소년의 비판적 시민성은 모순과 상충되는 점들을 포괄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비판적 인식과 개입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편적 시민권(universal 

과 차별적 시민권 개념citizenship) (differentiated citizenship) (Young, 

을 적용하여 청소년 시민권의 이중적 의미를 검토하고 도덕과의 1989) , 

시민교육에서 비판적 시민성을 반영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차별적 시민권의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이 기존의 정치적 . 

과정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일상적 문제가 마땅히 정치적으로 , 

다뤄져야 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비판적 . 

시민성을 반영하며 확장하려는 시민 교육에서도 청소년들이 공적 문제를 , 

비판적으로 탐색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 

일상적 문제가 왜 비판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일상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 교육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제 절 연구 문제와 논문의 구성 2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들에게 비판적 시민성이 발견되는가, , , ? 

둘째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 비판적 시민들은 정치적 관심 정치 참여의 , , , ,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셋째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의 비판적 시민성은 청소년 시민성 연구와 , , , 

도덕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시하는가?

 

본 논문은 총 장으로 구성된다 제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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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비판적 시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개괄적으로 . 

검토하고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의 , , , 

필요성과 의미를 제시하였다. 

제 장 이론적 배경으로 절에서는 비판적 시민성의 부상 배경과 개념을 2 1

검토한 다음 참여와 관련하여 비판적 시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 

함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할 . 

비판적 시민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절에서는 동아시아의 정치 문화에 관한 . 2

문화주의 접근과 구조주의 접근을 검토하여 동아시아에서 비판적 시민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청소년 . 

행동주의의 부상과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장은 연구 방법으로 연구에서 활용될 자료 변수 분석방법을 3 , , 

소개하였다 먼저 활용한 자료인 전체 조사와 아시아 지역 . ICCS 2009 

조사를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비판적 시민성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 

분석에 투입한 지표 변수와 예측 변수를 소개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 

활용한 분석 방법인 잠재 프로파일 분석 을 소개하며 행위자 중심 (LPA) , 

분석이 본 연구에서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잠재 . 

프로파일 분석에 활용한 모형 결정 및 해석의 기준과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 장은 연구 결과이다 먼저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대만4 . , , 

홍콩의 평균적인 경향성을 비교하며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모형 선정 결과와 최종적으로 선택된 프로파일에 . 

대한 해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장은 연구 논의로 동아시아에서 비판적 시민성의 출현 및 특성이 5 , 

기존의 시민성 비교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 

청소년 시민권의 이중적 의미를 밝히고 이를 확장하여 본 연구가 , 

도덕교육에 갖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 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논의를 . 6 , 

요약 및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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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방법 3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을 탐색하기 , , 

위해 국제 교육 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의 년 국제 시민 교육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2009

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2009) 

전체 조사와 아시아 지역 조사 자료를 (ICCS 2009 Asia region module) 

활용한다 는 개국의 학년 청소년 명을 대상으로. ICCS 2009 38 8 140,000 , 

시민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태도 인식과 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 , 

종합적인 자료이다 아시아 지역 조사는 한국(Schulz et al, 2010, 13). ,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아시아 개 국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 , , 5

이루어졌으며 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에 관련된 시민성 특성을 포함하고 ,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포함된 국가 가운데 공통의 유교 문화 기반과 .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공유하는 한국 대만 홍콩의 자료를 , , 

활용하였으며 전체 조사와 아시아 지역 조사에 모두 응답한 , ICCS 2009 

한국 청소년 명 대만 청소년 명 홍콩 청소년 명의 자료를 5,252 , 5,152 , 2,739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시민성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지표 

변수 는 권위주의 정부 지지 민주주의 가치 지향 정치적 신뢰(indicators) , , , 

정치적 관심 선거 참여 의사와 합법 비합법 저항 참여이다 본 연구에서는 , , .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을 활용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변수를 분석 Profile Analysis, LPA) . 

단위로 삼는 일반적인 분석 방법과 달리 개인을 분석 단위로 파악하여, , 

분석 자료에서 특정 유형의 하위 집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방법이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개인의 응답 (Collins & Lanza, 2010, 8). 

패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판적 시민성에 관련된 요인들과 정치적 , 

관심 참여 의사를 어떻게 조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본 연구의 연구 ,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하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한국 대만 홍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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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에 관련된 평균적 경향을 비교하며 분석에 , 

활용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모형 적합도와 해석 .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잠재 프로파일 모형을 결정한다 이어 잠재 . 

프로파일의 특성과 비율을 해석하여 동아시아 사회에서 비판적 시민성의 , 

존재 여부 비율과 특성을 비교한다, . 



- 13 -

제 장 이론적 배경 2 

제 절 비판적 시민성의 이해1 

ﾠ
절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비판적 시민성의 의미를 검토하였다1 . 

비판적 시민과 시민 문화의 변화가 주목받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기존 , 

연구에서 다뤄진 비판적 시민 개념을 비판적 시민성의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비판적 시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함의에 관한 .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하여 정치 참여 의사를 포함하여 비판적 시민의 , 

개념을 정의하였다. 

ﾠ
1. 비판적 시민의 부상  

비판적 시민은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북미와 유럽국가에서 정치 문화의 

변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주목받게 된 개념이다 시민 문화의 변화는 . 

최초에는 민주주의 위기 담론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년대에 부상한 . 1990

민주주의 위기 담론은 제도화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서구 사회에서 

투표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당 (Blais et al, 2004; Gray & Caul, 2000), 

참여가 쇠퇴하는 등 관습적 정치 참여가 쇠퇴하고(Mair & Biezen, 2001), 

정치적 신뢰가 쇠퇴하고 있다(Inglehart, 1997; Norris, 1999; Pharr et al, 

는 내용을 요지로 한다 이에 따라 적극적 참여와 신뢰를 핵심으로 2000) . 

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생존과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 담론은 위기 담론의 바탕을 이루는 

이론적 가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Stolle & Hooghe, 2004). 

처음에 투표율과 정치적 신뢰의 감소를 진단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은 ,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었던 논의는 기존의 정치학 이론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민주주의와 그에 맞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기존의 정치학 이론들이 투표율과 정치적 신뢰의 감소를 위기 라고 ‘ ’
해석하게 된 까닭은 근본적으로 이들 이론이 사회적 유대와 정치적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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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안정적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Almond & Verba(1963)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치 문화와 . 

제도의 일치이론 으로 개념화 되었다(congruence theory) . Almond & 

에 따르면 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바람직한 Verba(1963)

정치문화는 미국과 영국의 시민 문화 라고 볼 수 있다‘ (the civic culture)’ . 

이들은 영국과 미국의 정치 문화의 특징을 균형 으로 요약하는데 균형에 ‘ ’ , 

대한 선호는 에서부터 Aristotle Tocqueville과 로 이어지는 Mill, Schumpeter

혼합 정체 이론에서 계속 이어져왔다 혼합 정체를 제시한 (Almond, 1980). 

대표적인 정치철학자는 로 그에게 혼합 정체의 핵심은 균형 잡힌 Aristotle , ‘
차이 에 있다 이 원칙은 적절한 참여 균형 잡힌 (balanced disparities)’ . , 

정치적 관여 조화로운 소속감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Almond, 1980, 17). 

이 아이디어는 프랑스 혁명기 이후 안정적인 정치 체제 운영을 고민했던 

Tocqueville의 이론으로 이어진다. Tocqueville은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웠던 혁명 이후의 프랑스와 달리 정치적으로 안정된 미국사회의 , 

비결이 중용을 구현하는 정치 제도와 문화에 있다고 주장한다(Almond, 

이어 역시 대중 정치 사회의 부상과 함께 유럽 1980, 18). Schumpeter , 

대륙에 도래한 전체주의가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원인을 혼합 

정체와 시민 문화 전통에서 찾는다(Almond, 1980, 20-22).  Almond & 

는 정치철학 전통에서 반복된 혼합 정체가 가장 이상적인 Verba(1963) “
민주적 정치 체제 라는 주장을 경험 연구를 통해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틀 ”
안에서 재해석했다.

미국과 영국의 시민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치 참여 적극적 (

참여와 수동적 참여 정치에 대한 정서적 태도 도구적 지향과 감정적 ), (

지향 정치적 헌신 균열과 차이 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정치적 헌신을 ), ( ) . 

포함하여 여러 차원의 정치적 태도의 균형과 조화는 사회적 신뢰와 유대에 

의해 지탱된다 미국과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사회적 신뢰를 . 

형성하고 있었고 이것이 정치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더불어 , . 

저자들은 대중들이 정치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위탁하기 위한 조건 곧 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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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도 신뢰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Almond & Verba, 1963, 478-493).

이처럼 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의 정치 Almond & Verba(1963)

엘리트들과 일반 시민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대의 민주주의 . 

제도를 기본으로 여기는 이들의 정치 문화 이론 속에서 일반 시민과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는 역할 분업이 가정된다 이러한 역할 분업 구도 속에서 . 

정부 운영을 담당하는 엘리트와 정치 기관들에 대한 신뢰 곧 정치적 , 

신뢰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된다 따라서 이들의 . 

입장에서 년대에 관측된 정치 참여의 축소와 정치적 신뢰의 감소는 1990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된다. 

한편 참여 민주주의의 전통에서도 사회적 신뢰와 유대는 건강한 정치 

문화의 토대로 여겨졌다 대표적으로 은 사회적 자본 개념을 . Putnam(2009) ‘ ’ 
활용하여 미국의 시민 사회와 공동체를 점검한다 에게 . Putnam(2009)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 이며 포괄적 호혜성은 사회적 , ” (2009, 17), 

네트워크에 의해 뒷받침되는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으리라는 도구적 동기 

없이도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지이다 즉 사회적 자본은 (2009, 218-221). 

개인 간의 관계 일련의 기회들 개인의 심리적 태도와 개인 간의 유대감 , ,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은 사회적 자본의 전형적 모습으로 . Putnam

자발적 결사체를 제시하며 자발적 결사체가 참여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시민들은 자발적 결사체 속에서 좋은 . 

시민이 되기 위한 기술과 품성을 학습할 수 있다 역으로 (2009, 560-562). 

좋은 시민이라면 사회적 자본 안에 연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2009, 222). 

더불어 자발적 결사체가 심의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어 사회적 자본이 , 

뒷받침 될 경우 정치적 토론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 

법과 공식적 제도에 의해 좋은 행동이 강제된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 

자본이 활성화된 곳에서 정부의 운영이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에게는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2009, 572-580). Putnam

신뢰1)를 핵심 요소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된 정치 사회가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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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에 배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에 따르면 투표 참여 정당 활동 지역 공동체 참여에 . Putnam , ,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 참여로 포괄될 수 있는 단체 활동 

참여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미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위축 및 쇠퇴하는 , 

현상이 나타난다 부 이와 같은 미국 사회의 변화에는 (Putnam, 2009, 2 ). 

경제적 환경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같은 , , 

종합적인 원인이 있으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세대교체로 지목된다 차 , . 2

대전 이후 등장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교육 수준이 . 

높지만 정치적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낮고 덜 참여하고, , , 

권위에 훨씬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다 따라서 은 (2009, 426-428). Putnam

세대 교체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는 건강한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회적 

자본이 침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다룬 의 시민 문화 이론과 Almond & Verba(1963)

의 사회적 자본 이론의 정치적 이상은 각각 엘리트를 Putnam(2009)

중심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활발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상적이고 .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바탕에 적절한 참여와 사회적 유대가 있다는 

가정을 공유한다 따라서 어떤 입장이든 투표율 감소나 신뢰의 쇠퇴는  . , 

정치적 위기의 신호라는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 이상의 논의는 민주주의 . 

위기 담론의 중심에는 정치 참여와 신뢰의 중요성 대한 규범적인 가정이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위기 담론 곧 현실에 대한 . , 

문제제기는 규범적 기준과 현실의 불일치라는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실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규범적 기준에 대한 . 

재검토 역시 규범적 기준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 

있다 현재를 위기로 진단하는 관점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 은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신뢰는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신뢰를  Putnam(2009) . 

구분하고 있다(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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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민주주의 위기 담론에 반론을 제시하고자 했던 

학자들 중 일부는 현실을 기존의 정치 문화 이론과 다른 관점에서 , 

재해석하고자 했다(Stolle & Hooghe, 2004).

의 탈물질주의 이론 은 민주주의 Inglehart(1997) ‘ (Postmaterialism theory)’
위기 담론을 반박할 강력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해주었다 는 서구 . Inglehart

사회에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정치적 신뢰가 낮아지며, (Inglehart, 1997, 

장 정치적 권위에 대한 지지가 쇠퇴하고 있다 는 10 ), (Inglehart, 1999)

진단에 동의한다 그러나 는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조망하기보다. Inglehart ,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의 차원에서 주목했다 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 Inglehart

결과로 탈물질주의 자기표현 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가치관 , !

변화가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Inglehart, 1997; Inglehart 

그가 제시하는 사회 발전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 Welzel, 2005). . 

사회경제적 발전은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 수준의 , 

상승을 초래한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의지하는 대신 . 

독립적으로 인지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장려한다 더불어 사람들은 다양한 .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선택에 . 

있어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에 ,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된다 즉 자기표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 , 

가치관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자기 표현을 중심에 두는 가치관 변화는 . 

연쇄적으로 사람들의 정치적 관점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사람들은 권리와 .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며, , 

이를 위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Inglehart & Welzel, 2005, 

23-31, 43-44, 143). 

이상의 탈물질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은 참여 시민성Dalton (engaged 

이론과 적극적 시민 문화 이론을 통해 citizenship) (assertive citizen culture) 

서구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정치 문화의 변동 현상을 설명했다. 

은 이전의 정치 문화 연구자들의 분석이 틀리지는 않았지만Dalton(2008) , 

부분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기존의 정치학 . 

연구에서 시민성이 쇠퇴했다고 보고한 까닭은 기존 연구들이 투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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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참여를 비롯한 관습적 정치 참여만을 정당한 정치 참여로 인식하고 

분석해왔기 때문이다 정치 참여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이해한다면 이전에 . , 

주목되지 않았던 다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 

은 기존의 정치학 문헌에서 주목되어 왔던 이상적 시민의 Dalton(2008)

모습을 의무 시민성 개념으로 요약한다 의무 ‘ (duty-based citizenship)’ . 

시민성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민주시민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좋은 시민은 법을 준수하고 투표 . , 

의무를 충실히 따르고 사회에 이미 제도화된 경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 

시민이다 반면 참여 시민성 개념은 새롭게 부상하고 . ‘ (engaged citizenship)’ 
있는 민주시민상을 제시해준다 참여 시민성을 지지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 

사회에서 좋은 시민은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시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투표 이상의 정치 참여에 관심을 . 

갖는데 특히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화된 직접적인 경로를 통한 정치 , , , 

참여를 추구한다 정치 참여의 방식에 따라 좋은 시민에 대한 지향이 의무 . 

시민성과 참여 시민성으로 나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은 각 , Dalton(2008)

시민성에 대한 지지가 연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실제 참여 양상은 ,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검토한다 그 결과 의무 시민성은 더 나이든 . , 

세대에서 참여 시민성은 더 어린 세대에서 나타났다 더불어 의무 , . 

시민성과 관련이 깊은 참여 양식인 투표 참여는 감소해온 반면 참여 , 

시민성과 관련된 저항 참여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 이를 . 

종합하면 정치 참여의 감소 현상은 의무 시민성에 한정된다 반면 참여 , . 

시민성과 관련된 참여는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은 의무 . Dalton(2008)

시민성의 쇠퇴와 동반되는 참여 시민성의 부상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시민들이 투표 이상의 폭넓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 이후의 연구에서 의 시민 문화 연구에 Dalton Almond & Verba(1963)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치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은 가 제시한 Dalton & Welzel(2014a; 2014b) Almonde & Verba(1963)

이상적인 민주 시민상이 충성스러운 시민들 이었음을 ‘ (allegiant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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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충성스러운 시민들은 정치 체제에 충성을 다하며 정치적 권위를 . , 

존중하고 정치 엘리트들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 . Almond & 

가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선진국과 민주주의 체제가 미완성된 Verba(1963)

개발도상국의 정치 문화의 차이가 시민들의 특성에서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특히 권위주의 체제나 .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선진국의 시민들을 따라,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Dalton & 

Welzel, 2014a, 4-7). 

그러나 은 의 Dalton & Welzel(2014a; 2014b) Almond & Verba(1963)

주장이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더 이상 선진국과 .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 간의 정치 문화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전 , 

세계적으로 유사한 정치 문화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이 변화는 . 

정치 엘리트들에 순응하기보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자기 의사 , ,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며 엘리트주의적 정치 문화에 도전하여 저항참여와 , 

같은 비제도화된 경로의 정치 참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상한 시민들은 적극적 시민들 로 ‘ (assertive citizens)’
정치적 권위를 의심하고 정치적 신뢰가 낮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 . 

가치를 지지하고 환경보호와 같은 더 해방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따라서 . 

적극적 시민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위협이 되기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Dalton & Welzel, 2014a, 7-11; 2014b 

이상에서 이 관찰한 현상은 이후의 경험 연구를 294-298; 2017). Dalton

통해서도 확인되었다(Barber & Ross, 2018, 2020; Dejaeghere & Hooghe, 

2009; Hooghe et al, 2016; Hooghe & Oser, 2015; Oser & Hooghe, 

2013;  Reichert, 2016; Tzankova et al, 2021).

 

2. 비판적 시민의 최소 요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비판적 시민 개념 역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른 ‘ ’ 
관점에서 해석하는 맥락에서 제안된 개념이다 비판적 시민은 (Norri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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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원칙의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동의하나 실행의 차원에서는 , 

불만족하는 시민 곧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 을 , “ (dissatisfied democrats)”
뜻한다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의 개념은 (Klingemann, 1999; 2014). 

이 도입한 정치적 지지 개념에 대한 체계적 구분을 Easton(1965, 1975)

바탕으로 한다 은 정치적 지지를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 Easton(1965) , 

정치체제 에 대한 지지 권위에 대한 지지로 구분하고 정치적 (regime) , , 

지지가 추상적 지지 와 구체적 지지 로도 (diffuse support) (specific support)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Easton, 1975). Norris(1999a, 

는 정치적 지지를 표 과 같이 개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2011) [ 2-1] 5 . 

개념틀에서 정치적 지지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 체제의 원칙에 대한 , 

지지 체제 수행에 대한 지지 체제의 핵심 정치 기관들에 대한 지지, , ,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지지로 구분된다. 

추상적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
국가 지역사회 정체성 집단, , , 

범국가 기구에 대한 지지

지

지

의 

수

준

체제 원칙에 대한 지지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동의

체제 수행에 대한 지지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작동 방

식에 대한 평가 

체제의 핵심 정치 기관에 

대한 지지

정부 국회 사법기관에 등에 , , 

대한 신뢰(confidence)

구체적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지지 
정치인 국가 수반 공무원에 , , 

대한 신뢰

표 의 정치적 지지 개념  [ 2-1] Norris(1999a, 2011)

의 그림을 재구성하였다 위로 올라갈수록 *Norris(1999a) p. 10, Norris(2011) p. 24 . 

추상적인 수준의 지지와 가깝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인 수준의 지지와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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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추상적인 차원의 정치적 지지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이다.2) 

이는 시민이 소속된 공동체 대표적으로 국가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정체성 , , 

집단 범국가 기구 등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태도를 포함한다 많은 경우 , . 

국가 정체성 국가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 등으로 측정되었다, , (Norris, 

다음으로 정치적 지지의 두 번째 차원은 1999a, 10-11; 2011, 25-26). 

정치 체제의 핵심 원칙에 대한 지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 

원칙과 가치에 대한 동의를 뜻한다 이때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논쟁의 . 

대상이 되어 왔기에 실제로 측정될 때에는 다른 체제와 비교했을 때의 , ‘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와 같이 추상적 의미에서 민주주의 자체의 중요성을 ’
묻는 문항이 활용되었다(Norris, 1999a, 11; 2011, 25-28).

이 두 차원의 정치적 지지가 보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규범적인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정치적 지지는 현실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 지지의 두 차원은 체제의 수행에 . 

대한 지지와 정치 기관에 대한 신뢰 로 구분된다 체제의 정치적 (confidence) . 

수행에 관한 지지는 현실적인 민주적인 과정과 작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시민들의 정치적 만족감과 관련이 깊다, (Norris, 1999a, 11; 

기관 신뢰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국회 사법기관 2011, 25, 28-29, 44). , , 

등에 대한 신뢰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들에 대한 태도이다, . 

기관에 대한 지지는 다음 차원의 지지인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지지보다 

상대적으로 개별적 사건에 의한 영향력이 적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치적 , 

신뢰의 지표로 여겨진다 정치적 지지의 (Norris, 1999a, 11; 2011, 25-29). 

마지막 차원은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지지이다 일반적인 정치인. , 

대통령이나 수상 공무원 등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Norris, 1999a, 12, 

20-21; 2011, 25, 30-31). 

이렇듯 정치적 지지의 의미를 세분화함으로써 선행 연구들은 시민들의 , 

정치적 지지가 갖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판적 . 

시민 현상에 주목한 이론들은 현실적 구체적 차원에서의 지지보다는 보다 , 

2) 는 Norris Critical Citizens 에서는 정치 공동체로(1999) , Democratic Deficit 에서는 (2011)

국가 정체성으로 개념화하였다 두 개념의 차이가 본 연구의 주된 관심과는 관계가 없어. , 

두 개념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 22 -

더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지지 곧 민주주의 원칙이나 체제에 대한 지지가 , 

민주적 시민성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Dalton, 1999, 59).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지지는 ,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적 수행에 대한 만족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 정치적 , 

지지는 낮아지고 있다 비판적 시민은 이와 같은 (Kilngemann, 1999). 

경향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 “
그들의 정치 체계의 수행과 특히 대의 정부의 핵심 기관들에 불만족하는” 

시민을 의미한다(Norris, 1999b, 269). 

이러한 불만족은 일종의 규범적 지향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은 유럽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Hooghe et al(2017) 29 ,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이 정치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이 정부의 , 

수행에 의해 중재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는 원칙적인 정치적 지지와 현실에 . 

대한 평가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원칙에 대한 이해가 평가에 영향을 주고 ,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치적 불만족과 불신의 배경에는 이상과 현실의 . ,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미 어떤 . 

규범적 지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처럼 등에서 주목된 비판적 시민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Norris(1999) 

원칙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하기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이다.

비판적 시민을 원칙에 대한 지지와 현실에 대한 평가로 개념화하는 

방식은 비판적 시민 교육 이론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 

가 제시한 비판적 시민은 정의 지향적 Westheimer & Khane(2004) ‘
시민 으로 명명된다 시민교육 관련 연구자들은 (justice oriented citizen)’ . 

그동안 시민교육의 목표로 설정되어왔던 시민상을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
시민 참여적인 시민(personally responsible citizens)’, ‘ (participatory 

정의 지향 시민 으로 구분한다 보다 citizen)’, ‘ (justice-oriented citizen)’ .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은 ,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다 책임 있는 시민을 위한 시민교육은 . 

개인의 정직과 같은 인성을 함양하고 자기 규율을 비롯한 개인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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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며 개인들이 봉사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이 교육에서는 , .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개인의 도덕성과 실천에서 찾는다 예컨대 빈곤을 .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음식 기부와 같은 개인적 행동을 

강조한다(240-241). 

다음으로 참여적인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은 Tocqueville, Dewey, 

와 같은 참여 민주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참여적 Barber . 

시민성 교육은 지역 주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 , . 

공동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적 노력에 학생들이 참여할 것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현실의 정치 공동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실질적 , 

지식과 관련 기술들을 학습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 시민교육에서는 . 

기존의 제도와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인 공동의 참여가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관점을 취한다 가령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음식 기부 . 

사업을 조직하고자 한다(240-242).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시민성은 마지막 분류인 정의 지향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정의 지향 시민성은 와 같은 비판적 . Freire

교육학의 계보 위에서 사회적 부정의에 큰 관심을 갖는다 사회 정의 . 

시민성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비판적 

관점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와 인종 젠더 계급의 교차성을 검토하고 , , , , 

이해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비판적 탐색과 함께 열린 .  

토론이 강조된다 정의 지향 시민성 교육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를 위한 , 

사회운동을 비롯한 실천적 전략을 교육의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이 때문에 . 

정의 지향 시민성 교육에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사회 체제의 , 

변화를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 

위해서는 우선 왜 사람들이 빈곤에 처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Westheimer, 2019, 7; Westheimer & Khane, 

2004, 240-243). 

은 개인 책임 시민성과 참여 시민성을 정의 Westheimer & Khane(2004)

지향 시민성과 비교함으로 비판적 시민성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있다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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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와 공동체에 건강한 구성원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 접근에서는 집단적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에만 주로 강조점을 

두고 있어 시민들의 집단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특히 , , 

공공 영역의 의지가 필요한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더불어 사회에 . 

대한 비판적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복종 애국심 충성심과 같은 , , , 

덕목과 결합하며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거나 사회의 구조적 체계적 , , 

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참여 시민성을 (243-244). 

지향하는 시민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며, 

집단적 문제해결과 이를 위한 전략에 대한 탐색 역시 강조한다 그러나 . 

연구자들은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이 반드시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민교육 사례에서 구분된다고 본다 반면 정의를 , (245). 

지향하는 시민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개인의 성품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개인이기보다 집단으로서의 소속감과 변화에 대한 , 

책임감을 가진 동시에 사회에 대한 비판적 구조적 탐색에 관심을 , , 

기울이고 있었다 이처럼 에서 (257-260). Westheimer & Khane(2004)

제시된 정의지향적 시민은 사회적 부정의의 해결이라는 원칙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문제제기의 관점에서 사회를 탐색하며 사회의 여러 문제를 , ,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비판적 다문화주의 교육이나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에서도 

정의에 대한 지향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강조되었다. 

는 비판적 시민을 더 넓은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DeJaghere(2009) “ , , 

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고 변화 시킬 수 있는(who understand and can 

chang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in the larger society)” 

시민으로 규정한다 즉 비판적 시민 교육의 목적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225). ,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분석과 집단으로서 , 

사회변화를 위한 참여가 강조된다(DeJaghere & Tudball, 2007, 48-49).

세계 시민 교육의 영역에서도 비판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대표적으로 . 

는 연성 세계 시민 교육Andreotti(2014) ‘ (soft glob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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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education)’ ‘ (critical global citizenship 

을 구분한다 는 연성적 접근을 취하는 세계시민교육이 education)’ . Andreotti

정치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불평등과 복잡성을 삭제하는 것을 우려한다, . 

예컨대 빈곤을 역사로 만들자 라는 빈곤 퇴치 “ (Make Poverty History)”
캠페인은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그 가운데 캠페인에 참여하는 

선한 평범한 시민들 의 정치적 책임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 ’
않는다 이 때문에 연성적 세계 시민 교육은 오히려 (Andreotti, 2014, 23). 

특권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는 . Andreotti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성적 접근에서의 세계 시민 . 

교육이 교육의 주제를 빈곤으로 다루며 이를 개발 기회 자원이나 교육의 ,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면 비판적 접근의 화두는 구조적인 부정의와 , 

불평등이다 특히 전 지구적인 관계 속 비대칭적 관계에 대한 탐구와 . 

성찰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연성적 접근에서는 개인들이 관련 . 

전문가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기부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세계 시민 교육의 목표를 , 

개인들이 좋은 삶과 이상적인 세계를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반면 . 

비판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역할이 기부 이상이라고 본다 시민들은 자신의   . 

위치를 반성하고 탐구함으로써 세계의 부정의를 양산하는 구조와 가정, 

권력관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 시민 . 

교육의 목표는 자신들의 유산과 문화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더 “ ,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결정과 행동의 책임을 취하도록 개인들을 독려 하는 , ”
것을 목표로 삼는다 가 제시하는 비판적 세계 시민 (29). Andreotti(2014)

역시 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부정의의 해소라는 원칙에 대한 , 

지향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구조 가정 권력관계라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 , 

평가할 수 있는 시민이다. 

이처럼 비판적 시민교육에서도 정의로운 사회 구축 혹은 부정의의 

해결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탐색이 강조되었다, . 

이는 정치학 문헌에서 다뤄졌던 비판적 시민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지향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통되는 부분이다 즉 현실을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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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수용하기보다 현실을 문제제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과 개선이 ,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정치학 이론에서 . , 

개념화된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 로서의 비판적 시민은 다양한 비판적 ‘ ’
시민성의 최소 요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판적 시민의 정치 참여3. 

그런데 현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는 시민들을 모두 비판적  

시민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불만족스러운 ? 

민주주의자를 비판적 시민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최초에 비판적 시민에 주목했던 정치학 이론가들은 정치적 지지의 

저하가 오히려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치적 지지의 하락에는 투표 이외의 비제도적인 정치참여의 증가가 

동반되며 민주주의의 개선과 확장을 요구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참여 경제적 발전 교육 . , , 

수준의 상승 정치 엘리트와 기관에 대한 신뢰 약화 비제도적 참여 확대와 , ,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는 비판적 Inglehart(1997)

시민이 정치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적 

입장을 제시한다 는 투표와 같은 관습 참여의 약화와 . Inglehart(1997)

비제도적 참여의 확대를 교육 수준의 상승과 정치적 권위에 대한 지지 

약화의 두 측면에서 논의한다 첫째로 경제발전과 동반되는 교육수준의 . , 

상승은 사람들이 더 세련된 정치적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전반적인 인지적 발달과 더 강해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함께 작용하여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 

있는 투표 이외의 비제도화된 정치참여를 선호하게 되었고 의제, (issue) 

중심의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Inglehart, 

둘째로 사람들은 경제적 발전과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 1997, 168-170). , 

속에서 정치적 권위 즉 정치 엘리트들과 정치 기관들을 덜 신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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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투표와 관습참여의 감소와 비제도적이고 . ,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증대가 동반되었다 이를 (Inglehart, 1997, 298-312). 

종합하면 정치적 신뢰 및 만족의 감소는 저항참여를 비롯한 비관습적 

참여와 관련이 깊은데 비관습적 참여는 정치적 엘리트에 의해 제시된 , 

선택지를 수동적으로 고르는 대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민주주의를 ,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낮은 정치적 만족과 신뢰에 . 

동반하는 참여를 통해 비판적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 , 

낙관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지지의 감소가 반드시 참여와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존재한다 예컨대 는 건강한 정치적 . Stoker(2017)

회의주의와 정치적 냉소주의 를 구분한다 정치적 (political cynicism) (47). 

냉소주의는 정치인들과 정치적 과정에 대한 깊은 회의주의와 비관을 

의미하는데 냉소주의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참여에서의 이탈을 초래한다는 , 

점에서 문제가 된다 더불어 냉소주의가 법 준수나 효율적 정부 운영을 .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는 (121-122). Stoker

정치적 불신의 확대가 전세계적 동향이나 특히 미국에서의 젊은 시민들의 , 

정치적 불신이 위험한 수준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Stoker, 2017, 47, 

즉 비판적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121). 

변화를 촉구하는 대신 정치를 거부하며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함을 ,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불만족과 정치적 비판성을 치환할 수 없다는 

주장 곧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와 비판적 시민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 

주장이 제기되었다 은 기존 문헌들에서 정치적 비판이 . Geissel(2008)

불만족과 정치적 경계심 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attentiveness)

개념화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때 정치적 경계심이란 정치인들을 감시하고자 . 

하는 의지와 필요하다면 정치적 상황에 개입할 의사를 뜻하며 일종의 , 

규범적 지향에 가깝다 반면 불만족과 신뢰는 현실에 (Geissel, 2008, 39-40). 

대한 평가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불만족과 경계심은 개념적으로 .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만족한 시민이 자연스레 정치적으로 , 



- 28 -

경계하는 성향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되어서는 안 된다(attentive) (Geissel, 

다시 말해 불만족하는 시민과 정치적으로 경계하는 시민이 분리될 2008). 

수 있음에도 이들을 비판적 시민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는 보다 더 . Doorenspleet(2012)

직접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시민을 비판적 시민으로 명명하는 과정에 이미 

불만족스러운 시민이 불만족 이상의 정치적 지향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불만족스러운 시민의 특성과 영향력을 .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는 불만족스러운 , Doorenspleet(2012) ‘
민주주의자 와 비판적 시민 의 개념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두 문헌은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 시민들의 특성이 선험적으로 ‘ ’ 
가정되어 비판적 시민으로 단순하게 치환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앞에서 . 

다루었듯 비판적 시민의 부상에 대한 학술적 주목은 정치적 신뢰의 저하를 

낙관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비판적 시민이라는 . 

명칭은 정치 문화의 변동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불만족이 실제로는 .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더 높은 정치적 지식 더 높은 정치적 효능감 더 , , 

높은 저항의사를 포함한다고 가정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정치적 불만족의 

특성과 함의를 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비판적 태도와 정치적 . , 

지식 정치적 효능감 저항 의사 등의 정치적 성향은 독립된 개념으로 , , 

평가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실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내리는 시민들 곧 ,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더 적극적인 정치참여자인지를 검토하려는 

경험연구들이 이뤄졌다 일부 연구들은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 

정치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원동력으로 기능하며 이에 따라 , 

비판적 시민 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해준다 스웨덴에 대한 ‘ ’ . 

사례 연구는 비판적 시민들에게서 더 높은 정치 참여 경험 더 높은 정치적 , 

관심 더 높은 이주자에 대한 관용 등이 나타나며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 , 

선에서의 시민 불복종 의사가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Abdelzadeh et al, 

은 비판적 시민이 민주주의에 대해 기여할 수 2015). Christense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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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논의하기 위해서는 저항참여가 높은 정치적 관심과 효능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치적 관심과 내적 효능감이 높은 동시에 . 

정치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 저항참여를 한다면 이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 

적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참여이므로 민주주의에 ,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정치적 관심과 내적 효능감은 . , 

높으면서 정치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저항참여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판적 시민은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 

평가된다 의 경우 정치적 신뢰가 정치 참여의 . Hooghe & Marien(2013)

종류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이들은 정치적 신뢰가 . 

관습적 정치 참여에는 긍정적 영향을 비관습적 정치 참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여 비판적 시민의 참여 방향이 비제도적인 , 

참여일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해준다 이 연구는 신뢰와 정치 참여의 . 

관계만을 탐구했기 때문에 낮은 정치적 신뢰가 비제도적 참여로 이어지는 , 

방향성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함의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등의 예측이 유효하다면. Inglehart(1997) , 

낮은 정치적 신뢰를 보이는 비판적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적 개혁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할 

것임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준다 더불어 다른 시민 유형과 비판적 시민을 . 

비교한 연구도 비판적 시민이 민주주의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다는 주장을 

지탱해준다 은 정치적 불만의 층위가 두 가지로 나뉠 수 . Webb(2013)

있음을 지적한다 하나는 비밀스러운 민주주의자 이고. “ (stealth democrats)” , 

다른 하나는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 곧 비판적 시민이다 이 두 , . 

시민유형을 비교했을 때 비판적 시민의 태도는 관습 참여와 비관습 참여에 , 

있어 참여 의사와 실제 참여 모두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적극적 정치 참여를 

보이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한다 는 정치적 신뢰가 관습 참여와 저항참여에 미치는 . Norris(1999b)

영향력이 매우 낮고 오히려 정치적 참여가 훨씬 강력한 예측변수가 될 수 ,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비판적 시민이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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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1999b, 260-263). 

의 후속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데 민주주의적 열망 자체는 Norris , 

저항 참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반면 비판적 시민의 태도 즉 , , 

민주주의적 열망과 현실 정치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저항 참여 의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연구 (Norris, 2011). Norris(1999b, 2011)

결과는 저항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여부는 신뢰 자체보다 

정치적 열망과 관심에 영향을 더 받고있음을 시사한다 의 . Geissel(2008)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은 정치적 비판적인 태도를 . Geissel(2008)

정치적 만족과 정치적 경계심 라는 두 차원으로 정의하고(attentiveness) , 

정치적 비판적인 태도와 이상적인 민주 시민성을 구성하는 참여 지식, , 

내적 효능감 정치적 일체감 과 비교한다 그 결과 정치적 , (identification) . 

만족은 민주 시민의 특성과 관련이 없으나 정치적 경계심이 높은 시민들이 , 

이상적인 민주 시민의 특성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alton 

은 정치적 신뢰보다는 교육 수준과 정치적 자원이 저항참여에 et al(2010)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의 경우 . Doorenspleet(2012)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데,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차원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 집단 즉 , 

불만족스러운 비민주주의자 와 비교했을 때는 (dissatisfied non-democrats)

비판적 시민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에 , 

대한 인지적 이해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참여의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비판적 시민을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 

차원 모두를 지지하는 시민들인 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 , 

정치적 관심과 투표율 모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프리카 . 

민주주의 국가들의 비판적 시민은 비판적이면서 수동적이다 비판적 .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개선을 위해서 참여할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들은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로서의 비판적 시민이 적극적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관한 

합의된 결론은 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상의 논쟁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판적 시민이기 위한 조건으로 정치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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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비판적 시민교육 이론에서도 참여가 강조되었다. 

는 시민성을 법적 시민성 최소주의적 Banks(2008) ‘ (legal citizenship)’, ‘
시민성 능동적 시민성 변혁적 (minimal citizenship)’, ‘ (active citizenship)’, ‘
시민성 으로 구분한다 법적 시민들은 법적 (transformative citizenship)’ . 

권리는 가지지만 전혀 참여하지 않는 시민이며 최소주의적 시민은 , 

투표에만 참여하는 시민이다 반면 능동적 시민과 변혁적 시민은 시위에 . 

참여하는 등 선거 이외의 방식으로도 정치에 참여한다 그러나 는 . Banks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능동적 시민은 관습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미 . . 

사회적인 합의와 지지를 획득한 사회 구조와 규범 가치를 지키거나 ,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기존 사회의 법과 상식에서 허용되는 .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다 반면 변혁적 시민들은 법 관습적 가치. , , 

상식의 기준을 넘어 자신의 윤리적 기준인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전략이 때로 기존 사회의 법을 . 

어기거나 관습에 어긋나는 것이더라도 참여의사를 보인다(Banks, 2008, 

즉 변혁적 시민들은 시민 불복종 운동도 감수하는 시민들로 136-137). , 

이해될 수 있다 인종주의와 차별이 이미 기존 사회의 법과 관습 내에 .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는 변혁적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때로 현재의 법과 

구조 관습에 도전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 

때문이다 이처럼 에게 비판적 시민은 (Banks, 2008, 369). Banks(2008)

사회정의와 인권의 실현이라는 원칙적 이상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사회 , 

관습과 법에 도전하며 현실을 변화시키는 시민이다 이처럼 비판적 . 

시민교육에서 비판적 시민의 요건으로 정치참여를 포함하는 것은 결국 , 

비판적 시민성을 함양하려는 목적이 현실 사회를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비판적 인식 이상으로. , 

현실에의 참여가 비판적 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 요소가 된다. 

이상의 논의들은 종합적으로 단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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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민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 

비판적 시민성의 요소에 참여 의사를 포함하고자 한다 종합하여 본 . 

연구에서 정의하는 비판적 시민이란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

개입 의지를 가진 시민 을 의미한다’ . 

 

제 절 동아시아 청소년의 비판적 시민성2 

 

절에서는 기존의 비판적 시민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서구 사회를 2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에서 비판적 시민의 출현에 주목해볼 

수 있는 이유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비판적 시민의 출현에 관해 상반된 . 

입장을 보여주는 문화주의 접근과 구조주의 접근을 검토하고 두 접근의 , 

공통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접근으로 청소년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는 

입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화주의 접근과 구조주의 접근은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치문화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접근이다 정치적 신뢰의 . 

기원에 관한 문화주의 접근과 제도주의 접근이 대표적이다 문화주의 . 

접근에서는 기관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개인의 대인 관계에 대한 신뢰나 

국가의 문화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Mishler & Rose, 2001, 34).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각 사회의 정치적 신뢰의 양상은 각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원인은 각 사회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 

이는 각 사회에 따른 특수성을 강조하게 된다 예컨대 본 연구의 연구 . 

대상인 한국 대만 홍콩은 기존에 연구가 많이 이뤄졌던 서구 사회와 다른 , ,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신뢰를 보이는 양상도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제도주의 접근은 정치적 신뢰를 개인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보고 경제 , 

발전과 부패 방지를 비롯한 관련 정치 기관들의 수행이 정치적 신뢰를 

평가하는데 핵심이 된다고 본다 이 (Mishler & Rose, 2001, 31, 36). 

입장은 각 사회에서 정치적 신뢰가 형성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보편론을 지지한다 가령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정치적 신뢰의 주요 . 

근원이라면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는 각 사회의 전통이나 문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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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신뢰 연구에 활용된 문화주의 접근과 제도주의 

접근을 바탕으로 비판적 시민성을 예측하는 두 접근을 문화주의 접근과 , 

구조주의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문화주의 접근은 한국 대만 홍콩의 특히 . , , 

서구 사회와 차이를 보이는 문화적 특성에 주목하는 입장을 말한다 본 . 

연구에서는 유교 사상을 비롯한 중국 전통 문화적 유산이 시민성 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쟁들에 주목했다 이 접근에 따르면 동아시아 사회인 . 

한국 대만 홍콩에서는 시민성이 서구 사회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 , 

것이다 반면 구조주의 접근은 한국 대만 홍콩 사회의 사회 경제적 구조가 . , , 

서구 사회와 유사하게 발전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 대만 홍콩의 . , ,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서구 사회와 유사한 정치문화가 발견될 수 있다는 ,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입장이 한국 대만 홍콩 사회의 비판적 시민성에 관해 , , 

상반된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예견됨에도 두 접근 모두 시민들의 

행위주체성 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제시하고자 (agency)

한다 특히 청소년 시민들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여 한국 홍콩 대만 . , , , 

등에서 년대 이후 나타난 청소년 행동주의 라는 현상과 2010 (youth activism)

그 시사점을 함께 검토하였다. 

문화주의 접근1.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정치문화 비교연구는 아시아 가치 의 영향과 ‘ ’
이를 토대로 한 예외적 특성에 관해 주목해왔다 특히 동아시아의 전통적 . 

가치 특히 유교 전통과 문화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냐는 질문을 놓고 ,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아시아 가치 논쟁에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 

광범위한 관심이 쏟아졌는데 이는 아시아가 근대성의 발달과 관련하여 , 

주목할 만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균일한 경로로 근대화를 . 

진행하기보다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불균형한 발전을 이뤄왔다, . 

이처럼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경제발전을 해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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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시아가 자신의 특수한 문화적 바탕 위에서 특수한 경로로 , 

근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관한 관심이 쏟아지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근대화 경로는 기존의 근대화 (Thompson, 2001, 154). 

이론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사례로 이해되었고 이는 곧 근대성의 발달 , 

경로의 보편성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Welzel, 2011, 1). 

아시아 가치 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 특히 , 

유교가 서구 사회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대립되며 충돌한다는 것이다.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아시아 가치 논쟁의 출발점을 싱가포르의 전 총리인 

로 지목한다 는 미국의 정치 경제적 체계가 Lee Kuan Yew . Lee Kuan Yew , 

모든 곳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아시아 사회가 서구 사회와 , 

특히 사회와 정부에 대한 이해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아시아의 성공을 교육에 (Zakaria, 1994, 110, 113). 

대한 강조와 근면 성실과 같은 문화에 돌리거나 아시아 (1994, 116-117), 

사회의 변화 양상과 요구되는 대안이 서구 사회와 명백히 다를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그의 주장은 암시적으로 (1994, 118-119). 

아시아 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문화가 서구 사회의 정치 모델 곧 ,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주장은 (Kim, 1994). 

리콴유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정부 체제 국가에서 , 

해당 국가들의 비민주적 국가 운영과 시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었다고 비판되었다 따라서 . 

동아시아의 독재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아시아 가치는 정치적으로 

해석되었으며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고 , 

지적되었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는 이들 (Dalton & Ong, 2005, 213). 

국가에서의 비민주성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의 방패막으로 아시아의 

특수성을 내세웠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Jayasuriya, 1998, 81-82). 

와 싱가포르 학파로 대변되는 아시아 가치 명제는 실제 Lee Kuan Yew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단지 정당화 논리 이상의 정치적 

기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Jayasuriya, 1998; 

에 따르면 아시아의 발명된 Subramaniam, 2000). Jayasuriya(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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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전통 그리고 에 따르면 아시아 가치의 ’(84) Subramaniam(2000)

형성의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학자 에 의해 . Hobsbawm

체계화된 발명된 전통 개념에 주목하여 아시아 가치 ‘ (invented tradition)’ , 

담론의 정치적 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은 영국 왕실의 행사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Hobsbawm(2004)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비교적 최근에 고안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의 , , 

많은 전통들이 과거로부터의 유산 그 자체보다는 발명된 전통“ (invented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은 특히 과거의 전통들이 더 tradition)” . Hobsbawm

이상 현실에 적용되기 어려울 때 빈번하게 새롭게 변화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의 발명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가령 민요와 같은 과거의 (26-27). 

관습이 현실에서 새롭게 부상한 목적 예컨대 집단적 소속감을 고취하고, , 

새로운 권력관계를 정당화하며 새로운 가치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 

부합하기 위해 재구성되어 활용되어왔다 의 논의와 (28, 33). Hobsbawm

같이 동아시아와 특히 싱가포르에서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가 정체성을 , ,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굴되어 재해석되어 미래의 지향점으로 제시된 것이 

유교라는 아시아 가치였다(Jayasuriya, 1998; Subranmaniam, 2000). 

리콴유는 싱가포르에서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를 위해 강한 국가를 

추구했고 이 국가를 정당화하며 지탱할 수 있는 정치 문화의 토양으로 , 

아시아의 가치 특히 중국의 문화적 전통과 유교라는 과거의 유산을 , 

제시했던 것이다(Barr, 2000). 

이 문화적 발명 작업은 서구 사회에 대한 반응적 측면에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반응은 서구 사회의 보편주의에 대한 반응과 서구 사회의 . 

사회 문제와 저항 운동의 부상에 대한 반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아시아 . 

가치 논쟁이 활발하던 시기는 년대로 서구 사회는 소련의 해체와 1990 , 

냉전의 종식으로 대외적인 자신감을 갖게 된 시기이다 이는 .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유일한 근대화의 경로라는 서구 보편주의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가령 이 시기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출을 . 

중요 대외 정책 기조로 삼게 된다(Barr, 2000, 313-314; Subranmaniam,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어 200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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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군사적 영역에서도 성장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는 문화적 자신감의 , . 

확대로 이어졌으며 국제적 세력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Huntington, 

이처럼 서구의 자신감과 스스로가 보편 이라는 선언과 1997, 139-142). ‘ ’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충돌이 아시아 가치 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Subranmaniam, 2000).

그런데 이러한 자신감뿐 아니라 각 사회의 불안정 요소도 아시아 가치 , 

담론 부상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대외적인 .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의 상승과 약물 중독과 같은 사회 문제를 , 

경험하고 있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은 서구 시장에 크게 , 

의존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과거 식민주의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잠재되어 ,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서구 사회에서 학생 (Barr, 2000, 313-314). 

운동의 부흥은 안정된 질서 잡힌 위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 

따라서 아시아 가치 담론은 서구 사회의 특수한 문화인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을 비판하는 가운데 등장한 측면도 

있다(Barr, 2000).

아시아 가치 담론은 서구 사회에서 문화 본질주의와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이는 (Welzel, 2011, 3). Jayasuriya(1998)3)의 

아시아 가치에 대한 접근 가운데 문화주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에 따르면 문화주의 접근은 동아시아 고유한 문화적 Jayasuriya(1998)

요소가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문화적 요인이 광범위한 경제 정치 사회 , , , 

체계를 조직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의 . 

근대화 경로 및 결과는 아시아의 고유한 전통 문화와 가치 규범을 반영할 , 

수밖에 없으며 아시아는 예외적인 사례일 수밖에 없다 는 , . Jayasuriya(1998)

문화주의 접근의 바탕에 문화 결정론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 

의 문명의 충돌 로 대표된다 은 동아시아 Huntington(1997) . Huntington⟪ ⟫
문명 곧 중국의 유교 전통의 특성은 개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우선성, , 

곧 집단주의 권위 위계 질서라고 지적한다 이는 미국 문명의 자유 평등, , , . , , 

3) 는 아시아 가치에 대한 접근을 문화주의 도구주의 구조주의 접근으로  Jayasuriya(1998) , ,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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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 정심 인권 중시와 대립한다 이처럼 , , . 

은 년대의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두 사회의 Huntington 1990

바탕을 이루는 문명의 근본적인 문화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헌팅턴은 민주주의는 보편적이기 보다 서구 문명의 특성에 

가까우며 동아시아 문명은 이와 본질적으로 상충하고 대립하므로 동아시아 , , 

문화의 변화가 없는 한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듯 아시아 가치에 대한 (Huntington, 1997, 302, 320). 

문화주의 접근은 서구와 아시아를 이분법적인 대립항으로 사고하게 

된다(Jayasuriya, 1998).

이상과 같이 규범적 차원에서 아시아 가치와 서구 사회 규범의 충돌, 

아시아의 예외적 특수성을 주장한 논의들은 경험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었다 가장 초창기에 이뤄진 연구들은 유교 문화와 민주주의가 반대되는 .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통 문화에 대한 태도가 민주주의 가치 지지에 ,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현실에 대한 불만은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 

있다 더불어 은 (Chang & Chu, 2007; Nathan, 2007). Park & Shin(2006)

한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아시아 가치가 권위주의 정부를 

거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아시아 가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즉 아시아 가치를 지지하는 이들은 권위주의 정부를 . 

거부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4)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예외주의적 특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Bomhoff 의 경우 아시아에서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지가 & Gu(2012)

뚜렷하게 나타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경우 여전히 가족이나 일과 같이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며 변화 방향 역시 아시아 내부에서 차이가 , 

있음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대만 일본 . , , 

등에서 민주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까닭은 동아시아의 경우 전통가치, 

4) 한편으로 이 연구에서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데는 대부분의 아시아 가치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적 조화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권위주의 정부 거부의 수준을 , 

높인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다 이는 아시아 가치가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보. 

다 복잡한 방식으로 체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 38 -

신뢰와 민주주의지지 사이의 관계가 서구 사회와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신뢰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정적인 관계를 맺는 . 

것은 일반적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경우 , 

신뢰가 감소하는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 

오히려 신뢰가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 . 

가치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제가 작동한다. Shin & 

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Kim(2017)

있음에 주목한다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의 혼합 체제에 .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대화와 자유주의 가치가 확산됨에 ,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혼합 체제에 대한 지지가 함께 

높아졌음을 지적하며 아시아에서는 근대화 및 문화적 변화에 따른 , 

민주주의 지지가 다른 사회와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했다. 

그러나 아시아 가치 명제는 여러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는 . 

동아시아 내에서도 국가에 따라 아시아 가치의 다른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상이한 맥락 위에 (Fukuyama, 1995), 

놓여있음에도 이를 하나로 포괄하여 하나의 아시아 가치와 모델로 규정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다 (Dalton & Ong, 2005, 214). 

근본적으로는 아시아 가치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아시아 가치 논쟁에서는 아시아 가치가 정치 문화 및 제도와 . 

맺는 관계가 핵심인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상 무엇이 정치적 문제 속에서 , 

아시아 가치 로 해석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 (Dalton & Ong, 

아시아 가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규정에 따라 논의의 양상이 2005, 213).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 유교 사상과 시민성이 . Wang(2021)

양립 불가능한 관계라고 여겨진 것은 각각이 여러 가지 의미와 맥락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하나의 특성만을 가진 것으로 단순화하여 이분법적인 , 

구도로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은 유교 사상을 . Wang(2021)

비자유주의적 유교와 자유주의적 유교로 시민성 이론을 얇은 시민성, (thin 

과 두터운 시민성 으로 분류하여 유교와 citizenship) (thick citizenship) , 

시민성의 관계를 다방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다룬 아시아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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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가 주장하는 유교와 시민성의 양립불가능성은 유교를 

비자유주의적으로 시민성을 권리 중심의 담론으로 해석할 때만 도출되는 , 

결과이다 즉 유교 사상은 개인의 권리와 평등보다 위계에 대한 복종을 .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시민성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 

이해하면 유교 사상이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 

유교가 상충할 것이라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지게 된다(Wang, 2021, 

그러나 이것은 유교 사상과 시민성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289-290). ,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지 유일한 방식이 아니다 유교사상을 개인성과 . 

독립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으로 읽어낼 경우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양립할 ,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성을 상호의존성과 공동체적 책임 개인의 덕성을 , , 

강조하는 방식으로 읽어낸다면 유교 사상에 담긴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유교 사상과 시민성의 관계를 재구조화할 수 있다(Wang, 2021, 

이는 이상에서 살펴본 아시아 가치 명제가 아시아 가치의 288-292). 

내용을 비자유주의적인 해석으로 고정하여 단편적이 해석을 내놓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경험 연구들은 아시아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고려하고자 했다 는 아시아의 . Knowles(2015)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하며 아시아 가치 와 민주주의 가 다면적 , ‘ ’ ‘ ’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아시아 가치와 . 

민주주의를 단일한 지표로 분석하는 대신 아시아 가치의 하위 차원들과 , 

민주적 시민성을 상징하는 여러 변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 

결과 권위 복종 경향이라는 아시아 가치의 한 차원은 민주적 시민성에 ,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나머지의 가치들은 민주적 시민성에 긍정적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아시아 가치를 사적 영역과 . Zhai(2021)

공적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한국 대만 일본과 중국을 . , , 

비교하며 가족에 대한 신념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전통은 모든 국가에서 ,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공적 영역 곧 정치적 의미에서의 전통 가치는 , , 

중국에서만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사적 영역에 관련된 . 

아시아 가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 영역에서의 아시아 , 



- 40 -

가치는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Shen & 

는 표현의 자유와 아시아 가치 간의 관계를 검토하자 감정적 Tsui(2018) , 

통제와 권위에 대한 복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아시아 가치들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관계로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들은 아시아 가치에 . 

대한 규범적 논쟁에서 제기되었던 주장 곧 아시아 가치로 포괄되는 , 

내용요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어떤 내용요소를 아시아 가치로 보는가에 ,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규범적인 주장들이 경험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문화주의 접근 내부에서도 상이한 입장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화주의 접근은 공통적으로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을 가정하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 

시민성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의 특수성에 주목하게 되면 서구 . , 

사회에서 나타난 비판적 시민성의 부상이라는 현상이 모든 사회에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 서구 사회의 문화적 조건과 맥락에 의존하는 특수한 , 

현상으로 이해된다 서구 사회와 다른 문화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면. , 

시민성이 역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문화주의 접근의 . 

입장은 비판적 시민성이 서구 사회와 같은 방식이나 양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해준다. 

구조주의 접근 2. 

 

이 입장은 근대화론 및 수정된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만 , 

특수한 발전 모델 곧 아시아 예외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Asian way), 

본다 동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근대로의 보편적 발전 경로를 따라 . 

변화해왔다는 점에서 아시아 가치 담론을 반박한다(Fukuyama, 1995; 

대표적인 입장은 인간 발전 이론 이다1998). (human development theory) . 

인간 발전 이론에서 인간의 발전은 곧 인간 선택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 . 

이론에서는 인간의 선택에는 경제적 차원 문화적 차원 제도적 차원이 , , 

동시에 개입한다고 본다 첫 번째 차원은 인간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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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과 관련이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과 개개인들은 보다 풍족한 . ,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인간 선택을 제한하는 객관적 물질적 , , 

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Welzel et al, 2003, 345). 

발전에 동반되는 교육 수준의 상승과 지적 자원의 확대는 사람들의 인지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경제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Welzel, 2011, 6).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집단적인 사회의 ,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발전의 연쇄적 결과로 사람들이 보다 . , 

해방적인 가치 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인간 발전 (emancipative value) . 

의 두 번째 단계로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식 심리적 지향과 삶의 목적이 , , 

변화하는 단계이다 생존에 관련된 외적 제약이 강한 곳에서는 사람들은 . 

생존을 심리적 욕구보다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더해 생존이 . 

집단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전통 사회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 

추구하기보다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간 . 

선택의 객관적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사회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더 평등한 관계를 , 

추구하게 된다 더불어 생존을 넘어 자기표현을 지향하게 되었다. (Welzel et 

인간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의 변화한 al, 2003, 345, 347-348). 

삶의 목적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며 권위에 복종하기보다 수평적인 , 

관계를 선호하게 되므로 민주주의를 옹호하게 된다 따라서 권위주의 .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 , 

국가에서는 더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Welzel, 2011, 6-7; Welzel et al, 2003, 348-349). 

이처럼 인간 발전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전통가치에서 세속가치로 생존 가치에서 자기표현 가치로 사회에서 , 

공유되는 가치 규범이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 발전의 .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가 경로 의존성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할지라도 자기표현 가치의 출현과 탈근대화로의 발전 과정이 서구 , 

사회에만 특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장(Inglehart & Welzel, 2005, 2 , 

장 특히 은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의 국가들을 6 ). Welzel(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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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인간 발전 이론에서 추론한 변화 , 

과정에서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은 아시아 가치 . Welzel(2011)

담론 아시아 예외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와의 비교를 통한 ,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아시아와 다른 사회의 해방적 .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동아시아와 서구 사회의 , 

차이보다 아시아 내부에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 발전 이론에서 제시한 발전의 단계에서 서구 사회와 . 

동아시아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역시 권위주의 가치에서 자유주의 가치로의 Flanagan & Lee(2000) 

이행이라는 보편적 발전 이론을 토대로 동아시아에서 예외적 발전 경로가 , 

나타나지 않음을 주장한다 권위주의 자유주의 가치 변화 이론이란 사회적. - , 

심리적 물질적 영역에서의 근대화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 , 

사람들이 권위주의를 지지하기보다 보다 평등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심리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전근대사회에서 . 

발달한 권위주의 가치는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영역에서의 적응의 , , 

산물이다 예컨대 물질적 생존이 가장 우선순위인 사회에서 근면과 성실 . 

등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 

사회적 심리적 물질적 영역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전근대사회의 , , 

가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여기기 된다 따라서 생존보다는 . 

자기실현을 우선순위에 배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영역에서는 . 

권위에 대한 복종과 순응에서 평등주의로 심리적 영역에서는 새롭고 , 

이질적인 문화와 도덕에 대한 폐쇄성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으로, 

물리적 영역에서는 경제적 생존에서 개인의 행복 추구로의 이행이 나타나게 

된다 서구 사회를 대상으로 한 (Flanagan & Lee, 2000, 632-634). 

연구들은 권위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가치의 변화가 민주주의로의 정치 

문화의 변동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연구자들은 일본과 , 

한국에서 역시 자유주의로의 가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이 ,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태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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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즉 한국과 일본의 가치관 변화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가 서구 . 

사회와 일관되었다는 것이다. 

은 정치 문화와 제도의 일치이론Dalton & Ong(2005) (congruence 

을 통해 동아시아 사회에서 권위적 지향과 민주주의 지지 간의 theory)

관계가 서구 사회에서의 관계와 다른지를 검토한다 연구자들은 권위에 . 

대한 지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동아시아와 서구 사회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시아 사회에서 오히려 권위 지지와 민주주의 , 

지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 

아시아 국가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며 단일한 아시아 모델로 이들 국가의 , 

특성과 맥락 발전 경로를 설명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 

더불어 직접적으로 아시아 가치의 영향력을 다루지 않더라도 일부 , 

연구들은 아시아 국가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신뢰가 , 

감소한다는 점을 밝히며 간접적으로 아시아가 예외적 발전 경로와 특성을 

갖는다는 주장에 반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Dalton & Shin, 2014; Wang 

& You, 2016). 

이상의 보편적 발전론이 아시아에서도 적용된다는 주장과 함께, 

동아시아에서도 이전에 서구사회에서 보고되었던 바와 같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문화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특히 탈물질주의 이론이 다른 지역에서 발견했던 것과 유사한 변화가 

동아시아의 정치문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컨대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적 지지와 신뢰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Park, 2011; Wang & You, 2016; Zhong & Zhan, 2021). 

더불어 동아시아에서의 세대 변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동아시아에서 . 

년대 초반에서 년대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들이 정치에 1980 2000 ‘ ’
더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적 성장과 아시아 문화 . 

산업의 확대 온라인 환경의 보편화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교육수준이 , , 

높고 정보 접근성도 높아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반면 투표로 대표되는 , 

관습적인 경로에는 정치 참여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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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불평등이 부상하는 상황 속에서 성장하며 밀레니얼 세대들은 , 

정부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된 정부의 수행에 따라 , 

조건적인 지지를 보인다 이러한 세대 변화는 (Chu & Welsh, 2015).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관해서도 관찰된다 에 . Dalton & Shin(2014)

따르면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에 출생한 세대일수록 그 가운데서도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정부 체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대만과 같이 .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국가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지지는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세대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권위주의에 , 

대비하여 민주주의에 관련된 가치 지향의 경우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뚜렷한 세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Dalton & Shin, 2014). 

이와 같이 보편적 발전이론이 동아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정치 문화에서의 세대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사실은 서구와 유사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비판적 시민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은 동아시아에서의 비판적 시민의 출현에 주목하고 

있다 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원칙 민주주의 수행 민주주의 . Park(2011) , , 

기관에 대한 지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판적 시민 으로 볼 수 있는 , ‘ ’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 와 불신하는 민주주의자 가 한국 시민들에게서 ‘ ’ ‘ ’
나타나고 있었다 이때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는 전체 시민의 약 를 . 8%

차지하는 반면 불신하는 민주주의자 는 로 나타나며 특히 정치적 , ‘ ’ 35% , 

신뢰가 낮은 비판적 시민들이 한국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은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로 정치적 신뢰가 Wang & You(2016)

높다는 기존 문헌의 설명과 달리 중국의 경제적 발달과 근대화를 거쳐 , 

탈물질주의 가치가 확산된 결과로 정치적 신뢰가 낮아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비판적 시민이 도래했다고 주장한다.5) 

5) 다만 이 연구는 두 시점만을 비교하고 있으며 정치적 신뢰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했, 

으나 그 차이가 작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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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의 청소년 행동주의

 

이상에서 다룬 문화주의와 구조주의 접근은 각각 사회의 문화와 구조가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다뤘듯 두 . 

접근이 비판적 시민성에 관해 상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두 접근은 , 

모두 공통적으로 시민들이 현실을 판단하고 행동을 취하는 환경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 평가를 내리고 . 

선택을 하며 어떤 시민들의 행동이 다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 

관해서는 제한된 설명을 제공하게 된다 비판적 시민성은 특히 시민들의 .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 대 구조라는 틀을 , 

넘어 시민들의 행위 주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기존의 시민교육 문헌과 경험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던 

동아시아에서의 청소년 행동주의 의 부상을 검토하고자 (youth activism)

한다. 

은 청소년 행동주의 를 유색인종 Conner & Rosen(2016) (youth activism) “
청소년 저소득 청소년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을 포함하는 어린 , , ,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교차하는 억압에 맞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 다양한 방식 으로 정의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 ” . 

행동주의 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youth activism)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표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참여 

방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양극화된 평가가 이뤄져 왔다. 

한편에서는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여 정치에서 이탈한 상태라는 

우려를 표현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이 미래 에 대한 , ‘ ’
희망으로 저항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김예란 외, ( , 2010, 95; Harris et al, 

청소년 행동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이 가운데 2010, 11-14; Joo, 2018). 

청소년의 일상과 정치적 경험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적 당사자로서의 청소년을 조망하고 있다(Kallio & Hakli, 

예컨대 미국 사회에서 사회의 다른 집단과 분리된 미성숙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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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인 존재 혹은 어른들의 도움과 개입이 필요한 취약하고 수동적인 , 

존재로 이해되었다 청소년 가운데에서도 특히 (Kirshner, 2015. 11-12). 

유색인종의 저소득 배경의 청소년들은 또래의 백인 중산층 이상의 , 

청소년들보다 시민성 지식과 참여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Rogers et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결핍 모델 은 al, 2012, 45). (deficit model)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반면 청소년 행동주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드러내는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예컨대 미국 . 

사회에서 유색인종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청소년 행동주의는 이들이 

위치한 모순적 상황과 지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Kirshner, 2007, 

미국 사회의 청소년들은 누구나 학업에 열중하여 대학에 368; 2015, 16). 

진학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탈락 하는 청소년들은 . ‘ ’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이는 개인적인 책임의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 . 

유색인종 및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은 여러 사회경제적 장벽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구조적 모순에 놓여 있다 가령 미등록 . 

이주 청소년들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undocumented) , , 

인종적 계층적으로 분리된 지역 사회 시스템 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 

훨씬 열악한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Kirshner, 2015; 

동시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 6-11). , 

과정에서 미성숙 하거나 감정적 이라는 편견 때문에 배제된다‘ ’ ‘ ’ (2015, 

이와 같이 미국 사회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발달적 11-13). , 

모순은 인종주의와 교차하며 유색인종 청소년들의 일상을 구조화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의 인종주의는 명시적으로 차별을 일삼는 방식에서 인종에 따라 

체계적인 불평등과 배제를 경험하도록 하는 신인종주의로 전환되어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를 비롯한 교육환경은 인종 간 차이가 없다는 . 

가정을 바탕으로 교육 제도와 기관은 인종에 관계없이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개인의 능력과 행실에 따라 개인에게 합당한 (race blindness) 

처우를 하겠다는 능력주의 정책을 펼친다 인종차별이 개인에 (meritocracy) . 

의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듯 (20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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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부정의와 정치적 차별 인종주의가 교차하는 곳에서 청소년들은 ,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하여 학교와 , 

지역사회의 환경을 바꾸고자 했다. 

이처럼 청소년 행동주의의 첫 번째 특성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 및 해석하고 사회적 부정의를 발견하며, , 

이를 직접 시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사회에서 유색인종 . 

청소년들은 학교의 무관용 처벌원칙이 사회적 부정의를 양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하고자 했다 미국 사회의 학교들은 문제 행동 을 보이는 . ‘ ’
청소년들에 대해 정학 퇴학 체포와 같은 무관용 처벌 원칙을 실시했는데, , , 

이는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직행 통로 라고 “ (School-to-prison-pipeline)”
불리며 특히 유색인종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학교의 처벌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의 무관용 처벌이 . 

또래의 백인 청소년들에 비해 유색인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평등하게 

많이 시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미디어와 공청회에서 공유하는 , 

등의 움직임을 벌였다 그 결과 무관용 처벌 원칙의 개선이 이뤄지고 정학 . , 

조치 가운데서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논의되었다(Rogers et al, 

2012, 58). 

청소년 행동주의의 두 번째 특성은 청소년 행동주의가 시민성 발달을 , 

포함한 청소년 발달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Christens & 

Dolan, 2011; Ginwright & Cammarota, 2007; Kirshner, 2007; 2015; 

Kirshner & Ginwright, 2012; Rogers et al, 2012; Stornaiuolo & 

연구자들은 청소년 행동주의 단체에 Thomas, 2017; Watkins et al, 2007).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집단적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배우고 세계에 대한 , , 

비판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학교 지식과 현실을 연결하는 등의 발달 기회를 , 

제공받으며 그 결과 청소년들은 (Kirshner, 2007; Rogers et al, 2012),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고 함께하는 동료들 (Christens & Dolan, 2011),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회를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미국 사회에서 이뤄진 (Watkins et al, 2007). 

청소년 행동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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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 

위치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년대 이후 청소년 행동주의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관찰되었고2000 , 

동아시아에서도 한국의 촛불집회와 페미니즘 리부트 일본의 실즈, (SEALDS,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Students emergency for liberal democracy-s), , 

홍콩의 우산 운동 및 민주화 운동과 같이 청소년과 대학생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 운동들이 부상했다 동아시아의 청소년 행동주의 역시 사회구조적 . 

부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 , 

지역적 문제가 교차하며 특수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은 동아시아에서 청소년 행동주의와 정치는 Lam-Knott & Cheng(2020)

동아시아의 파편화된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본다. 

이들은 동아시아에서의 전통적 가치와 제도 식민주의에서 세계화에 이르는 , 

역사적 과정과 발전주의적 맥락에서의 정치를 아우르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은 각 사회의 전통과 문화와 함께 서구 , 

열강과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와 독립 이후의 국가 수립의 과정 및 세계화 , 

및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같은 역사적 맥락 위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 가운데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발전이 분화되어. ,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국가가 우선하는 정치 체제가 유지되어왔다. 

이 가운데 등장한 청소년 행동주의는 청소년에게 주어진 시민의 위치와 

역할을 재협상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Lam-Knott & 

특히 청소년들은 흔히 복잡한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Cheng, 2020, 2-4). 

사회의 피해자 로 규정되지만 청소년들이 수동적으로 자신의 현실에 ‘ ’ , 

적응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역적 사회적 현실에 . ,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고 이 시도가 청소년 행동주의라는 현상으로 , 

나타나게 되었다(Joo, 2018).

이 가운데 한국과 홍콩의 사례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 

과정에서 정치적인 주체로 인정받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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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정치적 주체로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년 벌어졌던 2008

촛불 집회였다 청소년들은 촛불 소녀 로 불리며 가장 앞서 문제를 . ‘ ’ , 

제기하고 대중적인 행동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예란 외, ( , 

이해진 촛불 집회의 직접적인 배경은 시민들이 생명과 2010; , 2008).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 수입에 반대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촛불 집회에 .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에 더해 교육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동등한 ,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고자 했다 예컨대 청소년들은 정치적 구호로 미친 . ‘
교육 을 내세웠으며 이를 통해 교시 시행 및 야간자율학습의 부활’ , 0 , 

일제고사 실시와 같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시행에 반발했다 이해진( , 

동시에 청소년들은 집회의 현장에서 스스로가 어른들과 동등한 2008). 

시민으로 인정받는 대신 보호 및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사회의 , 

수동적인 희생양으로 그려지는 것에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 김예란 외.( , 

2010). 

촛불 집회에서 정치적 주체로서 가시화된 청소년에 주목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 참여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민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가령 스스로 민주 시민으로의 정체성을 갖게 . 

되거나 이해진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동료의식과 함께 ( , 2008), 

촛불 세대 로서 스스로를 대안적 정치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김철규 ‘ ’ (

외, 2010). 

홍콩의 청소년 행동주의에 관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례는 

년에 벌어진 우산운동이다2014 .6) 그러나 본 연구는 우산 운동 이전에  

홍콩의 청소년들이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민으로서 이미 

적극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산 운동에 .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민사조 는 년 홍콩 정부가 도덕과 국가 ( ) 2011學民思潮

6) 우산운동은 홍콩 행정 장관의 선출 방식을 놓고 벌어진 운동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 

로 한 학민사조(學民思潮 와 홍콩대학생연합회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청소년 및 대학생이)

라는 정치적 주체의 부상의 관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청소년과 대학생 및 시민들은 . 

비폭력 시위를 진행하던 중 경찰의 최루탄을 막기 위해 우산을 펼쳤는데 이 사진이 전, , 

세계적으로 공유되며 우산 운동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박자영 이해수‘ ’ ( , 2017, 362; , 

2020, 202-203; BBC,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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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독립 (moral and national education) ·

교과로 도입하고자 한 시도에 반대하며 출범했다(Morris & Vickers, 2015; 

홍콩 정부의 도덕과 국가 교육은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 정치 Wong, 2015). 

엘리트들을 옹호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중국인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 

확립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이 가운데 홍콩의 (Wong, 2015).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결과적으로 도덕과 국가 . ‘
교육 은 교과는 의무 교과가 아닌 선택 교과로 도입되기로 ’
결정되었다 청소년들은 홍콩인으로서의 (Morris & Vickers, 2015, 312). 

정체성에 관해 적극적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도덕과 국가 교육에 , 

반대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학업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이미 많은 교과 내용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교과를 더 . 

감당하고 싶지 않아 교과의 내용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다는 

의 인터뷰는 청소년들이 신자유주의적 교육 체제 안에서의 과중한 Wong

학업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Wong, 2015, 44). 

이는 이후 우산 운동에서의 청소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홍콩의 청소년들은 질서 있는 시민들이며 정치적으로 ‘ ’ , 

무관심하다는 청소년 시민들에 대한 편견에 도전했으며(Jackson & 

우산 운동을 계기로 홍콩 사회의 적극적인 O’Leary, 2019, 158-159), 

참여자라는 자기 인식을 통해 새로운 지역적 시민적 정체성을 얻는 , 

동시에 정치적 관심과 자신감이 확대되었다, (Partaken, 201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년 촛불 집회와 홍콩의 교과 , 2008

도입 반대라는 동아시아의 청소년 행동주의 정치는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 

미치는 교육 정책을 수용하는 대신 비판적으로 접근하였으며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을 보였다 더불어 청소년에게 주어진 . 

비시민으로서의 규정을 거부하고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받고자 했다 이처럼 , . 

청소년 행동주의에 주목하면 동아시아 청소년들이 놓여있는 사회경제적 , 

불평등과 불안정 민주주의 국가 간 관계가 교차하는 지역 정치의 맥락과 , , 

함께 청소년들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지역적 맥락에 반응하는 역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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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청소년 . 

행동주의의 부상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청소년들에게서 비판적 시민이 ,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비판적 시민성을 적극적 정치 참여 의사를 통해 ,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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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방법 3 
 

제 절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동아시아 청소년의 비판적 시민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제 교육 

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의 년 국제 시민 교육 Educational Achievement, IEA) 2009

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2009) 

자료와 아시아 지역 조사 자료 를 (ICCS 2009 Asia region module)

활용하였다 는 시민성 교육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만 명이 . ICCS 2009 14

넘는 개국의 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태도38 8 , , , 

인식과 활동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종합적인 비교 교육 자료이다(Schulz et 

아시아 지역 조사는 조사에 참여한 국가 가운데 al, 2010, 13). ICCS 2009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의 , , , , 

특수성과 관련된 시민성 요소를 탐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에는 정부의 . 

역할 아시아 정체성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 , 

있으며 아시아 개국의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5 23,654 (Fraillon et al, 

2012, 9, 13-15). 

에서는 학교에서 학년 수준에 재학 중인 대략 세인 ICCS 2009 8 14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두 단계 군집 , 

표집 을 활용하였다(two-stage probability sampling) (Schulz et al, 2010, 

첫 단계에서는 각 국가 안에서 학교가 표집되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16). , 

표집된 학교 안에서 하나의 학급이 표집되어 조사가 이뤄졌다(Schultz et 

이를 위해 각 국가에서 개 이상의 학교로부터 대략 al, 2011, 59). 150 , 

명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3000 (Schultz et al, 2011, 61), 

최종적으로 대략 개의 학교를 표집한 국가에서 명에서 명의 150 3,000 4,500

사례가 수집되었다(Schulz et al, 2010, 16).

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청소년 시민성 자료를 제공하며 ICCS 2009 , 

특히 본 연구의 관심사인 비판적 시민에 관련된 변수인 민주주의 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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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대한 지지 및 정치적 신뢰 그리고 정치 참여 의사에 관한 정보를 , 

전체 조사와 아시아 지역 조사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 대만 홍콩에서는 . , , 

년 월에서 월 사이 자료가 수집되었으며2009 2 5 (Fraillon et al, 2012, 18), 

한국에서는 학교 개에서 청소년 명의 사례가 대만에서는 학교 150 5,254 , 

개에서 청소년 명의 사례가 홍콩에서는 개 학교에서 명의 150 5,167 , 76 2,902

사례가 수집되었다(Fraillon et al, 2012, 96).7)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의 데이터 가운데 전체 조사와 , , 

아시아 지역 조사에 모두 응답한 청소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한국 청소년 명 대만 청소년 명 홍콩 청소년 5,252 , 5,152 , 

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2,739 . 

 

제 절2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시민과 정치 참여 의사를 유형화하기 위해 개의 7

지표변수를 사용하였다 모든 지표 변수는 자료에서 제공된 . ICCS 2009 

변수이다 이 변수들은 조사에 참여하여 표집 요건이 충족된 국가들에 .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이 표준편차가 이 되도록 문항 반응 50, 10

모델링 과 확인적 요인 분석(item response modeling) (confirmatory factor 

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되었다analysis) (Schultz et al, 2011, 

모든 변수는 연속 변수로 취급하였다157-163). .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비판적 시민을 현실을 ,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현실에 개입할 의사를 가진 시민으로 정의하였다, . 

이는 민주주의 체제 지지와 가치 지향은 높으며 정치적 신뢰가 낮은 , 

동시에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사가 높은 유형으로 조작화될 수 있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직접적으로 민주주의 정체에 관한 

지지를 나타내는 변수가 없어 권위주의적 정부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 

민주주의 체제 지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민주주의 체제 지지는 권위주의 . 

7) 홍콩은 사례수 부족으로 수집 참여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Schultz et al, 2011, 

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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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지와 역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하여 권위주의 정부에 지지가 , 

낮으면 민주주의 체제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 

함께 기존 연구에서 정치적 신뢰가 정치적 현실에 대한 평가의 의미로 , 

해석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Kim, 2019; Meer & Hakhverdian, 2017), 

정치적 신뢰가 현실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시민을 권위주의 정부 

지지는 낮고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높으며 정치적 신뢰는 낮은 유형으로 , , 

정의하였다. 

권위주의 정부 지지는 아시아 지역 조사에만 포함된 변수로 다음의 다섯 , 

문항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점 척도 매우 동의 동의 비동의 매우 4 ( , , , 

비동의 로 측정되었다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한 정부가 민주적인지 ) . ‘ , 

아닌지는 관계없다 정부가 시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한 정부가 .’, ‘ ,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관계없다 정부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 ‘
정부가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정부가 더 큰 힘을 .’, ‘
가질수록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 ‘
법을 어기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계산된 .’ 

제공 변수는 값이 높을수록 비민주적 정부에 대한 수용의사가 ICCS 2009 

높음을 나타낸다 한국 변수의 신뢰도는 대만 변수의 신뢰도는 . 0.78, 

이며 홍콩 변수의 신뢰도는 제공되지 않았다0.81 , (Schultz et al, 2011, 

250-251).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다음의 다섯 문항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점 4

척도 매우 동의 동의 비동의 매우 비동의 로 측정하여 계산된 변수이다( , , , ) . 

모든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 , .’, ‘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 ‘
그들의 대표를 자유롭게 선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법이 .’, ‘
부당하다고 믿는다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가치 지향에 대한 .’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높다 한국의 신뢰도는 . 0.78, 

대만의 신뢰도는 홍콩의 신뢰도는 로 보고되었다0.67, 0.72 (Schultz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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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71-174).

정치적 신뢰는 주요 정치 기관에 대한 신뢰로 측정되었다 포함된 기관은 . 

국가의 정부 지역 정부 법원 경찰 정당 국회로 신뢰의 수준이 점 , , , , , , 4

척도 매우 신뢰 상당히 신뢰 약간 신뢰 전혀 신뢰하지 않음 로 ( , , , )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신뢰가 높음을 의미하며 변수의 . , 

신뢰도는 한국에서 대만에서 홍콩에서 로 나타났다0.84, 9.86, 0.84 (Schultz 

et al, 2011, 184-185).   

정치적 관심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측정되었다, . 

당신의 지역 사회에서의 정치적 이슈 당신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이슈‘ ’, ‘ ’, 
당신의 국가에서의 사회적 이슈 다른 국가에서의 정치 국제 정치 에 ‘ ’, ‘ ’, ‘ ’
대한 관심의 정도가 점 척도 매우 관심 있음 상당히 관심 있음 그렇게 4 ( , ,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로 측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활용된 변수에서는 , ) , 

값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정치적 관심 변수의 . 

신뢰도는 한국에서 대만에서 홍콩에서 로 나타났다0.86, 0.87, 0.88 (Schultz 

et al, 2011, 177-179).

현실에 대한 개입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선거 참여 의사 합법 저항 참여 , 

의사 비합법 저항 참여 의사를 지표 변수로 활용하였다 선거 참여 의사는 , . 

성인기의 지역 선거 국가 선거 선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의사에 , , 

관한 의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확실히 할 것이다 아마 할 것이다 아마 . ‘ ’, ‘ ’, ‘
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의 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 ’ 4 , 

분석에 최종적으로 활용된 변수에서는 값이 높을수록 성인기에 선거에 

관련된 참여 의사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거 참여 의사의 신뢰도는 한국에서 . 

대만에서 홍콩에서 였다0.8, 0.86, 0.89 (Schultz et al, 2011, 189-191).

다음으로 합법 저항 참여 의사는 미래에 가능한 저항 참여의 방식 

가운데 다음의 가지 행위에 대한 참여 의사로 측정되었다 신문에 편지 6 . ‘
쓰기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배지나 티셔츠 착용 선출 대표자에게 ’, ‘ ’, ‘
접촉 평화로운 행진이나 집회에 참여 청원을 위한 서명 수집 특정 ’, ‘ ’, ‘ ’, ‘
상품을 사지 않기로 선택 선거 참여 의사와 마찬가지로 점 척도로 ’ 4

측정되었으며 에서 제공한 변수는 값이 높을수록 미래의 합법 , ICC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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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참여 의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변수의 신뢰도는 한국에서 . 0.86, 

대만에서 홍콩에서 로 보고되었다0.82, 0.82 (Schultz et al, 2011, 

186-188).

마지막 지표 변수는 불법 저항 참여 의사로 합법 저항 참여 의사와 같은 , 

문항에서 벽에 저항 구호를 스프레이 칠하기 교통을 방해하기 공공 ‘ ’, ‘ ’, ‘
건물을 점거하기 에 대한 응답으로 계산되었다 변수의 신뢰도는 한국에서 ’ . 

대만에서 홍콩에서 이었다0.84, 0.90, 0.91 (Schultz et al, 2011, 18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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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설명 및 측정 문항

지표 변수
제공 변수ICCS 2009 , 

전체 자료 평균 표준편차 로 변환된 변수=50, =10

권위주의 정부 

지지

당신의 국가에 대한 다음의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비동의하십니까?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한 정부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1) , 

관계없다.

정부가 시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한 정부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2) , 

관계 없다. 

정부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정부가 비민주적인 3) 

행위를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정부가 더 큰 힘을 가질수록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다4) .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을 어기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5) . 

민주주의 가치 

지향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관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의 진술에 대해 얼마나 . 

동의 혹은 비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어야 1) 

한다.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2) , .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3) 

한다.

모든 시민은 그들의 대표를 자유롭게 선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4) .

사람들은 법이 부당하다고 믿는다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5) .

정치적 신뢰

다음의 집단 혹은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조사 국가의 정부1) 

당신의 마을 시의 지역 정부2) /

법원3) 

경찰 4) 

정당5) 

국회 6) 

표 변수 설명 및 측정 문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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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관심

다음의 이슈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의 지역 사회에서의 정치적 이슈 1) 

당신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이슈2) 

당신의 국가에서의 사회적 이슈3) 

다른 국가에서의 정치4) 

국제 정치 5) 

선거 참여 의사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어른들이 정치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 , 

것이라 생각합니까? 

지역 선거에 투표1) 

국가 선거에 투표 2) 

선거에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3) , 

합법 저항 참여 

의사

시민들이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것에 반하여 저항하는 방법에는 

많은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다음의 형태 가운데 . 

하나로 저항에 참여하겠습니까? 

신문에 편지 쓰기1)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배지나 티셔츠 착용2) 

선출 대표자에게 접촉3) 

평화로운 행진이나 집회에 참여4) 

청원을 위한 서명 수집5) 

특정 상품을 사지 않기로 선택6) 

비합법 저항 참여 

의사

합법 저항 참여 의사와 질문 동일( ) 

벽에 저항 구호를 스프레이칠하기1) 

교통을 방해하기2) 

공공 건물을 점거하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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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분석 방법 

 

1. 잠재 프로파일 분석 의 의미와 필요성 (latent profile analysis)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 분석 기법은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다 본 . 

연구에서는 비판적 시민을 권위주의 정부 지지는 낮고 민주주의 가치 ‘ , 

지향은 높고 정치적 신뢰는 낮은 시민 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더불어 , ’ . 

비판적 시민이 선거 참여와 저항 참여에 대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비판적 시민성을 검토하기 .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각 변수들을 조합하는 방식을 관찰해야 한다 이처럼 . 

본 연구의 관심은 변수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행위자들의 응답 패턴에 ,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행위자 중심 분석을 .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중심 분석 가운데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였다 잠재 계층 분석 과 잠재 프로파일 . (latent class analysis)

분석 은 관찰된 변수들을 지표 로 (latent profile analysis) (indicators)

활용하여 자료에서 관측되지 않은 잠재적 특성 증상 행동양식 등을 , , ,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 분석 방법에서는 변수가 아닌 개인이 . 

분석 단위가 되며 개인들의 응답 패턴을 통해 집단 내의 하위 유형을 , 

파악하고자 한다 잠재 계층 분석은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변수가 범주형 . 

변수인 경우에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활용되는 지표 변수가 연속 변수인 , 

경우에 사용한다(Collins & Lanza, 2010, 5-8). 

시민성의 양상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 예컨대( , Oser & Hooghe, 2013; 

에서도 잠재 계층 분석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Tzankova et al, 2021) . 

는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청소년들의 시민성 패턴 및 Oser & Hooghe(2013)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 계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청소년들의 참여 시민성 과 의무 (engaged citizenship)

시민성 에 대한 지지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duty-based citizenship)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 있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기술 통계 결과는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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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술통계는 . 

평균적 경향성만을 보여주어 행위자들이 각 시민성 규범을 어떻게 , 

조합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자들은 

잠재 계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여 시민성의 부상과 의무 . 

시민성의 강화가 모두 관찰되었다 이는 잠재 계층 분석을 사용했을 때 . 

평균적 경향성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집단 내의 하위 유형과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들이 각 변수를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자료에 대한 , 

새로운 해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2.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을 사용하여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STATA 15.1

처리를 실시하고 기술통계와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을 , . Mplus 8.7

사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잠재 프로파일 모형 결정한 다음 잠재 , ,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순서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 정보 최대 우도(full information maximum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완전 정보 최대 likelihood) . 

우도 접근을 통한 결측치 처리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을 통한 추정에서 흔히 사용되며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method) Mplus

결측치 처리 방식이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목록 처리. (list wise 

의 방식으로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두 방법 모두 완전 무작위한 deletion) . 

결측 을 가정하고 있다(Missing at completely random) . 

 

잠재 프로파일 모형 결정 1) 

본 연구에서 잠재 프로파일 모형을 결정하고 분류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총 가지의 기준을 고려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보 지수인 6 .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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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본 크기를 고려하여 조정된 값인 criterion) BIC SABIC(size adjusted 

을 활용하여 모델 적합도를 파악하였다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 

일반적으로 더 낮은 값의 정보 지수를 가진 모형이 더 나은 모델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프로파일의 개수를 (Vermunt, 2004, 177). 

늘려가며 가장 정보 지수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의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잠재 프로파일 분석 연구 상황에서는 프로파일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지수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 , 

경우 정보 지수의 감소량을 도표로 표현하여 정보 지수의 감소가 

완만해지는 지점 곧 팔꿈치 지점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 , ‘ (elbow)’ 
있다(Nylund-Gibson & Cho, 2018, 445). 

다음으로는 모형 간 비교 검정인 LMR(Vuong-Lo-Mendelll-Rubin 

마찬가지로 표본 크기를 고려하여 조정된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지수를 사용하였다 과 를 )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n test)

활용하여 프로파일 개수가 커짐에 따라 유의미한 모형적합도의 개선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과 는 프로파일이 개인 모형과 . LMR BLRT n

프로파일이 개인 모형을 비교하여 모형적합도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n-1 ,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값이 유의하면 모형적합도의 개선이 . p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프로파일이 개인 모형을 채택하고 값이 n , p

유의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더 

간명한 모형인 프로파일이 개인 모형을 채택한다n-1 (Nylund-Gibson & 

이외에도 크기가 미만인 프로파일이 나타날 경우 Cho, 2018, 446). 5% 

모형 추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Nylund-Gibson & Cho, 2018, 447).

위의 가지 기준으로 분석 모형을 결정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6

실시한 다음 분류의 질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엔트로피 와 , . (entropy)

사후 분류 확률을 확인하였다 엔트로피는 일반적으로 이상일 경우 . 0.8 

적합하다고 여겨지며 사후 분류 확률은 이상인 경우 적합하다고 , 0.7 

여겨진다(Clark & Muth n, 2009; Nagin, 2005; Nylund-Gibson & Cho, é
에서 재인용2018, 44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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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프로파일의 해석2)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각 프로파일에서 지표 변수에 

관해 추정된 평균치를 확인하고 이를 시각화한 자료를 중심으로 , 

해석하였다 각 프로파일마다 추정된 평균치와 전체 평균값을 비교하고. , 

다른 유형과 비교하며 시각화 자료를 통해 유형 내의 패턴을 파악하였다, . 

이상에서 서술한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모형은 다음의 그림 과 같다[ 3-1] .

8) 이에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의 주요 가정인 지역 독립성 가정(local 

이 위배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지역 독립성 가정이란 관찰 변수 independence assumption) .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가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ollins & Lanza, 2010, 45). 

위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최종 모형에 지표 변수들 간의 공분산 관계를 설정하여 공1:1 

분산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과 프로파일 정의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Mplus 

의 페이지를 참고하였다 공분산 계수가 통discussion Local independence Assumption .). 

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이 있었으나 프로파일에서 추정된 평균값의 변화가 미미하여 모, 

형의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의 개선도 미미한 . BIC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독립성 가정의 충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찰 . , 

변수 간의 독립성을 가정한 기본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연구 모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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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결과4  
 

제 절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포함한 지표 변수 및 예측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과 같다 먼저 비판적 시민을 정의하는 첫 번째 변수인 [ 4-1] . 

권위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은 홍콩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8.535) , 

그 다음으로는 한국 이 높았고 대만 에서 가장 낮게 (44.756) , (44.314)

나타났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도는 한국 에서 가장 높게 . (53.905)

나타났다 이어 대만 이 중간 값을 보였고 홍콩 에서 가장 . (50.342) , (47.157)

낮게 나타났다 민주주의 가치 지향 변수의 평균이 임을 고려할 때. 50 ,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한국은 평균 이상 대만은 평균 수준, , 

홍콩은 평균 이하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신뢰는 . 

홍콩 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만 한국 순으로 (51.310) , (47.959), (43.106) 

높았다 한국은 세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가장 높고 정치적 . , 

신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 

인식 양상은 다음의 그림 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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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의 비판적 현실 인식 비교[ 4-1] , ,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지지는 낮으면서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높고, 

정치적 신뢰는 낮은 비판적 현실 인식의 패턴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기존의 문헌들에서 제시된 비판적 시민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도 한국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 반면, , 

홍콩의 경우 두 국가와 반대되는 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콩의 . 

청소년들에게서는 평균적으로 권위주의 정부를 지지하며 정치적인 신뢰가 

높으며 민주주의 가치는 덜 지향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은 홍콩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52.608) , 

한국 과 대만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 참여의 경우 선거 (50.227) (47.438) . , 

참여와 합법 저항 참여는 대만 각각 에서 가장 높게 ( 50.947, 49.047)

나타났으나 비합법 저항 참여는 한국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8.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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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

한국 대만 홍콩

지표 

변수 

권위주의 정부 

지지

평균 44.76 44.314 48.535

표준편차 9.23 10.002 8.769

사례수 5,246 5,140 2,717

민주주의 가치 

지향

평균 53.905 50.342 47.157

표준편차 10.841 9.982 9.860

사례수 5,238 5,134 2,704

정치적 신뢰 

평균 43.106 47.959 51.310

표준 

편차
9.129 9.016 9.070

사례수 5,229 5,134 2,701

정치적 관심 

평균 50.227 47.434 52.608

표준편차 8.724 9.845 9.550

사례수 5,235 5,138 2,700

선거 참여

평균 48.523 50.947 48.625

표준편차 8.937 9.699 9.837

사례수 5,229 5,126 2,685

합법 저항 참여

평균 45.064 49.047 47.307

표준편차 10.408 10.072 10.130

사례수 5,233 5,133 2,692

비합법 저항 

참여 

평균 48.778 45.883 44.350

표준편차 8.647 9.301 8.774

사례수 5,233 5,131 2,692

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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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 분석 결과 

 

표 표 표 에 분석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분석 [ 4-2], [ 4-3], [ 4-4]

결과를 국가 별로 제시하였다 한국 대만 홍콩 모두에서 권위주의 정부 . , , 

지지와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 

한국에서는 대만에서는 홍콩에서는 로 높은 상관을 -0.289, -0.224, -0.171

보이고 있지는 않아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체제 지지와 민주주의 가치 , 

지향이 다른 차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연구에서도 재확인됨을 보여준다(Dalton & Shin, 

한국에서는 선거 참여와 합법 저항 참여 합법 저항 참여와 2014). (0.347), 

비합법 저항 참여 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선거 (0.436) . 

참여와 비합법 저항 참여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만에서는 . 

선거 참여와 합법 저항 참여 합법 저항 참여와 비합법 저항 (0.333), 

참여 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선거 참여와 비합법 저항 (0.329) , 

참여 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홍콩에서도 대만과 (-0.122) . 

마찬가지로 선거 참여와 저항 참여 합법 저항 참여와 비합법 저항 (0.402), 

참여 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선거 참여와 비합법 (0.294) . 

저항참여 는 유의하나 매우 약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선거 참여 (-0.065) . 

의사가 높은 사람이 합법 저항 참여 의사가 높고 합법 저항 참여 의사가 , 

높은 사람에게서 비합법 저항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더불어 . 

정도는 약하지만 선거 참여 의사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 비합법 저항 참여 , 

의사는 낮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정부 지향은 선거 참여와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비합법 저항 참여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을 (-0,159) , (0.193)

나타냈다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선거 참여 와 합법 저항 . (0.297)

참여 와는 정적 상관을 비합법 저항 참여 와는 부적 상관을 (0.078) , (-0.156)

나타냈다 이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체제와 가치에 대한 지향이 높은 . 

사람들에게서 선거 참여 의사는 높게 비합법 저항 참여 의사는 낮게 , 

나타남을 시사한다 반면 정치적 신뢰는 선거 참여 합법 저항 .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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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비합법 저항 참여 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맺고 (0.142), (0.087)

있었다. 

대만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지향은 선거 참여와 부적 상관 합법 (-0.108), 

저항 참여 의사 와 비합법 저항 참여 의사 와는 유의미한 정적 (0.058) (0.273)

상관을 맺고 있었다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선거 참여 의사 합법 . (0.241), 

저항 참여 의사 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비합법 저항 참여 (0.162) , 

의사 와는 부적 상관을 맺고 있었다 이는 대만에서 민주주의 (-0.0866) . 

체제와 가치에 대한 지향이 높은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높고 

비합법 저항에 참여할 의사가 낮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   . 

지지와 민주주의 지향은 모두 합법 저항 참여와 같은 방향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정치적 신뢰의 경우 선거 참여 와 합법 저항 참여 와 . (0.266) (0.204)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비합법 저항 참여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 

나타나지 않았다. 

홍콩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부 지지와 선거 참여는 .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비합법 저항 참여 는 유의한 정적 (-0.126) , (0.164)

상관을 보였다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선거 참여 합법 저항 . (0.224), 

참여 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비합법 저항 참여 와는 유의한 (0.183) , (-0.058)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치적 신뢰는 선거 참여 와 합법 저항 , (0.31)

참여 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맺고 있었다(0.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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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변수

1 2 3 4 5 6 7

지

표

변

수

권위주의 정부 1. 

지지
1

민주주의 가치 2. 

지향
-0.289 1

정치적 신뢰 3. 0.073 -0.04 1

정치적 관심 4. -0.081 0.202 0.122 1

선거 참여 5. 

의사
-0.159 0.297 0.142 0.379 1

합법 저항 6. 

참여 의사
0.015 0.078 0.142 0.302 0.347 1

비합법 저항 7. 

참여 의사
0.193 -0.158 0.087 -0.004 -0.005 0.436 1

표 국가별 상관 분석 결과 한국[ 4-2] - 

*p 의 유의한 값은 음영 처리하였다 < 0.05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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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변수

1 2 3 4 5 6 7

지

표

변

수

권위주의 정부 1. 

지지
1

민주주의 가치 2. 

지향
-0.224 1

정치적 신뢰 3. 0.118 0.001 1

정치적 관심 4. -0.013 0.116 0.286 1

선거 참여 5. 

의사
-0.108 0.241 0.266 0.406 1

합법 저항 6. 

참여 의사
0.058 0.162 0.204 0.317 0.333 1

비합법 저항 7. 

참여 의사
0.273 -0.087 -0.008 -0.014 -0.122 0.329 1

표 국가별 상관 분석 결과 대만[ 4-3] - 

*p 의 유의한 값은 음영 처리하였다< 0.05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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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변수

1 2 3 4 5 6 7

지

표

변

수

권위주의 정부 1. 

지지
1

민주주의 가치 2. 

지향
-0.171 1

정치적 신뢰 3. 0.028 0.069 1

정치적 관심 4. -0.059 0.165 0.28 1

선거 참여 의사5. -0.126 0.224 0.310 0.396 1

합법 저항 6. 

참여 의사
-0.027 0.183 0.269 0.408 0.402 1

비합법 저항 7. 

참여 의사 
0.164 -0.058 -0.004 0.007 -0.065 0.294 1

표 국가별 상관 분석 결과 홍콩[ 4-4] - 

*p 의 유의한 값은 음영 처리하였다< 0.05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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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2 

 

1. 모형 선정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활용한 지표 및 각 프로파일의 비율을 표 [ 4-5], 

표 표 에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 4-6], [ 4-7] . 

모형적합도 지수 변화량을 그림 그림 그림 에 [ 4-2], [ 4-3], [ 4-4]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그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프로파일의 수가 [ 4-2] , 

증가함에 따라 모형적합도 지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 

모형적합도 지수가 가장 작아지는 지점의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 이 경우 가장 작은 모형적합도 지수를 보이는 . 

모형을 선택하는 대신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점차 완만해지는 , 

구간 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elbow) (Nylund-Gibson & Choi, 2018). 

현재 그림에서는 이 지점이 프로파일이 개 또는 개인 모형으로 확인된다3 4 . 

따라서 한국의 경우 프로파일이 개 이상인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3

적절하다 과 모두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 이에 근거해서 . LMR BLRT , 

모형의 개수를 선정할 수 없다 프로파일 크기를 고려할 때 프로파일이 . , 

개인 모형에서 미만인 유형이 출현하고 있다 이처럼 미만인 6 5% . 5% 

유형이 나타나는 것은 안정적으로 모형이 산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자료에서는 프로파일이 (Nylund-Gibson & Choi, 2018). 

개 혹은 개인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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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 4-2] 

값의 변화 한국AIC, BIC, SAB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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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개수
모수 LL  AIC BIC SABIC

LMR

(p-value)

BLRT

(p-value)
엔트로피

1 14 -134039.47 268106.94 268198.866 268154.379 - - -

2 22 -132453.64 264951.28 265095.736 265025.827 < .001 < .001 0.943

3 30 -131051.133 262162.267 262359.252 262263.922 < .001 < .001 0.925

4 38 -130325.708 260727.415 260976.93 260856.178 < .001 < .001 0.935

5 46 -130056.478 260204.955 260506.999 260360.826 < .001 < .001 0.815

6 54 -129804.712 259717.423 260071.996 259900.402 0.0021 < .001 0.822

프로파일 크기 비율( , %)

1 100%

2 12.433% 87.567%

3 12.266% 60.864% 26.869%

4 12.106% 53.219% 27.141% 7.534%

5 12.136% 29.998% 26.925% 24.016% 6.926%

6 4.624% 8.148% 26.281% 30.206% 6.847% 23.895%

표 모형 적합도 지수 한국[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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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우에도 모형적합도 지수가 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점차 완만해지는 . 

구간 이 프로파일 모형이 개인 지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elbow) 4 . 

프로파일이 개 이상인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프로파일 4 . 

크기를 고려하면 프로파일이 개인 모형에서 미만인 프로파일이 , 5 5%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경우 프로파일이 개인 모형을 채택하는 . 4

것이 적절하다. 

그림 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 4-3] 

값의 변화 대만 AIC, BIC, SAB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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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개수
모수 LL  AIC BIC SABIC

LMR

(p-value)

BLRT

(p-value)
엔트로피

1 14 -132621.284 265270.567 265362.211 265317.724 - - -

2 22 -131353.761 262751.523 262895.534 262825.625 < .001 < .001 0.92

3 30 -130272.72 260605.439 260801.818 260706.489 < .001 < .001 0.9

4 38 -129203.032 258482.064 258730.811 258610.06 < .001 < .001 0.935

5 46 -128786.142 257664.285 257965.4 257819.227 0.0005 < .001 0.947

6 54 -128629.055 257366.111 257719.593 257548 0.0001 < .001 0.834

프로파일 크기 비율( , %)

1 100%

2 59.567% 40.433%

3 8.734% 51.13% 40.137%

4 33.685% 49.823% 8.166% 8.326%

5 8.308% 2.195% 49.946% 31.949% 7.602%

6 6.104% 26.212% 31.901% 25.97% 7.612% 2.201%

표 모형 적합도 지수 대만[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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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모형적합도 지수에 의해 최선의 

모형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프로파일이 개인 모형에서 급격한 , 4

감소가 끝나고 완만해지고 있다 따라서 프로파일이 개 이상인 모형을 . 4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프로파일이 개인 모형에서 크기가 . 6 5% 

이하인 프로파일이 나타나고 있어 최종적으로 프로파일이 개 혹은 개인 , 4 5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 4-4] 

값의 변화 홍콩AIC, BIC, SAB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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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개수
모수 LL  AIC BIC SABIC

LMR

(p-value)

BLRT

(p-value)
엔트로피

1 14 -69155.532 138339.063 138421.873 138377.39 - - -

2 22 -68260.947 136565.893 136696.023 136626.122 < .001 < .001 0.949

3 30 -67463.598 134987.195 135164.645 135069.325 < .001 < .001 0.924

4 38 -66970.392 134016.784 134241.554 134120.815 < .001 < .001 0.938

5 46 -66804.755 133701.51 133973.599 133827.442 < .001 < .001 0.826

6 54 -66650.394 133408.788 133728.197 133556.622 -a -a 0.84

프로파일 크기 비율( , %)

1 100%

2 66.252% 33.748%

3 10.714% 55.875% 33.411%

4 6.822% 10.477% 27.447% 55.254%

5 8.373% 23.042% 27.562% 34.358% 6.665%
6 34.258% 8.347% 7.135% 25.756% 23.153% 1.351%

표 모형 적합도 지수 홍콩[ 4-7] - 

프로파일이 개인 모형에서는 최선의 로그 확률 의 값이 재현되지 않았다*a : 6 (log likelih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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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세 국가에서 공통으로 적합한 모형인 프로파일 모형을 4-

채택하였다 이를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분류 사후 분류의 질을 평가하였다. , . 

표 표 표 에서 나타나듯 한국 대만[ 4-5], [ 4-6], [ 4-7] , (.935), (.935), 

홍콩 에서 모두 엔트로피가 보다 큰 값을 보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938) 0.9

나타났다 표 표 표 는 사후 소속 확률을 보여준다. [ 4-8], [ 4-9], [ 4-10] . 

모든 국가에서 소속확률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0.9

있다 종합하여 프로파일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 

 

프로파일 1 프로파일 2 프로파일 3 프로파일 4

프로파일 에 1

소속될 확률 
0.946 0.004 0.05 0

프로파일 에 2

소속될 확률
0.001 0.979 0.002 0.018

프로파일 에3

소속될 확률
0.026 0.013 0.961 0

프로파일 에 4

소속될 확률
0 0.088 0 0.912

표 평균 사후 확률 한국[ 4-8] - 

 

프로파일 1 프로파일 2 프로파일 3 프로파일 4

프로파일 에 1

소속될 확률 
0.907 0.091 0.002 0

프로파일 에 2

소속될 확률
0.023 0.969 0.008 0

프로파일 에3

소속될 확률
0 0.003 0.982 0.015

프로파일 에 4

소속될 확률
0 0 0.051 0.949

표 평균 사후 확률 대만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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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1 프로파일 2 프로파일 3 프로파일 4

프로파일 에 1

소속될 확률 
0.929 0 0 0.071

프로파일 에 2

소속될 확률
0 0.981 0.018 0.001

프로파일 에3

소속될 확률
0 0.06 0.94 0

프로파일 에 4

소속될 확률
0.018 0.011 0.002 0.969

표 평균 사후 확률 홍콩 [ 4-10] -  

2. 프로파일 해석 

 

표 표 표 와 그림 그림 그림 [ 4-11]. [ 4-12], [ 4-13] [ 4-5], [ 4-6], [

은 지표 변수에 대한 각 프로파일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4-7] . 

앞서 기술통계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 

지지는 낮고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높으며 정치적 신뢰는 낮은 패턴이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비판적 시민의 . , 

최소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상과 정치참여 . 

의사와의 조합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비판적 선거 . < – 

참여 유형은 전체의 를 차지한다 이 유형은 다른 모든 유형 가운데 > 27.1% . 

권위주의 정부 지지 경향은 가장 낮고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신뢰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 . 

가장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비판적 시민성은 . 

정치적 회의나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을 바탕으로 , 

적극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평가한 결과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 . 

유형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선거 참여 의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형 , 

내에서도 저항 참여에 비해 선거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두 유형은 대체로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이나 저항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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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서 양적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비판적 . < – 

저항 참여 로 분류하고 저항참여 의사가 더 높은 유형은 이 가운데 > , 

상 유형 낮은 유형은 하 유형으로 이름 붙였다 비판적 저항 참여( ) , ( ) . < > – 

유형은 비판적 선거 참여 유형만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 > – 

않았지만 다소 완화된 형태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났으며 저항 참여 , ,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판적 저항 참여 하 유형은 전체의 . < ( )> – 

를 차지했고 정치 참여 의사 가운데 비합법 저항 참여 의사가 가장 53.2% , 

높게 나타났으며 합법 저항 참여 의사보다는 선거 참여 의사가 더 높게 , 

나타났다 두 저항 참여 의사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비판적 저항 . < – 

참여 상 유형은 전체의 를 차지했다( )> 7.5% .

비판적 인식 낮은 정치 관여 유형은 전체의 의 비중을 < - > 12.1%

차지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보이고 있으나 개입 의사를 크게 , 

보이지 않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모든 유형 중 정치적 신뢰가 가장 . 

낮으며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사 모두 매우 낮다, .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가장 비판적인 현실 인식을 보이는 집단에서 선거 

참여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판적 시민 현상에 주목한 . 

문헌들의 예측과 달리 비판적 시민이 항상 비관습적인 방식의 정치 , 

참여만을 선호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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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1 프로파일2 프로파일3 프로파일4

비판적 

인식 낮은 – 

정치 관여

비판적 – 

저항 

참여 하( )

비판적 – 

선거 참여

비판적 – 

저항 

참여 상( )

비율 12.1% 53.2% 27.1% 7.5%

권위주의 정부 지지 44.288 46.038 41.707 47.444

민주주의 가치 지향 52.667 52.356 57.84 52.667

정치적 신뢰 40.248 43.567 42.993 44.845

정치적 관심 43.742 50.016 53.381 50.743

선거 참여 의사 41.235 48.198 52.208 49.234

합법 저항 참여 의사 24.249 47.166 47.471 55.033

비합법 저항 참여 

의사
38.125 53.856 39.51 63.486

표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평균 추정치 한국[ 4-11] - 



- 82 -

그림 잠재 프로파일 유형 한국[ 4-5] - 

다음으로 대만에서는 앞서 기술통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완화된 

양상으로 비판적 시민의 최소 요건을 만족하는 유형이 나타났다 하지만 . 

평균적인 경향을 살폈을 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경향성도 나타났다 먼저 . 

권위주의 정부 지지와 정치적 신뢰는 낮고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높아, ,  

비판적 시민의 최소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유형이 나타났다. 

이 유형은 권위주의 정부의 대한 지지와 정치적 신뢰가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 가치 지향도 가장 낮았으며. , 

무엇보다 정치적 관심 및 정치 참여 의사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이 유형을 . 

비판적 인식 낮은 정치 관여 유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를 < > , 8.2%– 

차지했다 다음으로 민주적 선거 참여 유형은 다소 약화된 방식이지만 . < > – 

권위주의 정부 지지와 정치적 신뢰는 낮고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높은 ,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은 전체 유형 중 정치적 신뢰가 가장 .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판적 시민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 . 

유형은 의 비중을 차지했다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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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유형은 저항 참여 의사가 높은 집단으로 한국에서와 , 

마찬가지로 두 유형 간의 양적인 차이만 나타났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 

한국에서와 달리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정치적 지지 및 , . 

관심에 관해 뚜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 저항 참여 유형으로 , < > 

구분하였다 전체의 를 차지하는 저항 참여 상 유형은 모든 유형 . 8.2% < ( )> 

가운데 저항 참여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합법저항 참여 ,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동시에 권위주의 정부 지지도 모든 유형 가운데 , 

가장 높았다 저항 참여 상 유형은 전체의 를 차지했다. < ( )> 33.7% . 

프로파일1 프로파일2 프로파일3 프로파일4

비판적 인식 

-

낮은 정치 

관여

민주적 -

선거 참여

저항 

참여 하( )

저항 

참여 상( )

비율 8.30% 49.80% 33.70% 8.20%

권위주의 정부 지지 42.126 42.213 46.392 50.787

민주주의 가치 지향 48.618 51.809 48.671 50.032

정치적 신뢰 40.064 49.323 47.805 48.321

정치적 관심 35.135 49.682 47.269 46.992

선거 참여 의사 39.341 54.178 49.521 48.944

합법 저항 참여 의사 29.908 49.754 50.398 58.699

비합법 저항 참여 

의사
37.993 38.949 53.463 65.044

표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평균 추정치 대만[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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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잠재 프로파일 유형 대만[ 4-6] - 

마지막으로 홍콩에서는 기술 통계를 통해 확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판적 시민으로 구분될 수 있는 유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 

권위주의 정부 지지에 비해 민주주의 가치 지향과 정치적 신뢰가 모두 높은 

패턴은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은 전체의 를 차지하며 모든 유형 . 55.3% , 

가운데 권위주의 정부 지지가 가장 낮고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가장 높게 , 

나타났다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관심 더불어 선거 참여 의사가 가장 높게 . ,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은 민주적 선거 참여 로 구분될 수 있다 이 . < > . –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는 모두 권위주의 정부 지지가 민주주의 

가치 지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는 정치적 . 10.5%

신뢰와 정치적 관심 정치 참여 의사가 모두 낮게 나타난 유형으로 , 

권위주의 지지 낮은 정치 관심 으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두 유형은 < - > . 

한국 및 대만에서와 마찬가지로 저항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난 집단이다. 

이 중 전체의 를 차지하는 유형은 전체에서 권위주의 정부 지지 6.8%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동시에 저항 참여 의사도 가장 높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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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따라서 권위주의 지지 저항 참여 상 으로 이름 붙였다. < ( )> . – 

권위주의 지지 저항 참여 하 유형은 전체의 를 차지하고 < ( )> 27.4%– 

있으며 권위주의 지지 저항 참여 상 과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만, < ( )> ,  – 

전체적인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홍콩에서는 권위주의 지지 경향과 저항 참여 의사가 동시에 높은 

양상이 나타났다 저항 참여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 

권리이며 중요한 개혁의 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론적으로는 , 

배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현실에서는 . 

청소년들에게 두 경향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파일1 프로파일2 프로파일3 프로파일4

권위주의 

지지 낮은 – 

정치 관심

권위주의 

지지 저항 – 

참여 하( )

권위주의 

지지

- 저항 

참여 상( )

민주적 -

선거 참여

비율 10.5% 27.4% 6.8% 55.3%

권위주의 정부 지지 49.549 49.627 52.806 47.278

민주주의 가치 지향 44.236 45.452 48.332 48.413

정치적 신뢰 44.9 50.679 52.718 52.665

정치적 관심 42.184 52.233 53.646 54.626

선거 참여 의사 38.147 47.395 48.334 51.255

합법 저항 참여 의사 26.349 49.299 56.106 49.219

비합법 저항 참여 의사 38.008 53.449 63.687 38.65

표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평균 추정치 홍콩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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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잠재 프로파일 유형 홍콩[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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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논의 5 
 

제 절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청소년 행동주의 의 부상에 (youth activism)

주목하여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 .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시민성을 관련 정치학 문헌과 시민교육 문헌을 

종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개입 의지 로 정의하였다 이를 ‘ ’ . 

바탕으로 비판적 시민을 민주주의에 대한 체제 지지와 가치 지향은 높고, 

정치적 신뢰는 낮으며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사가 높은 유형으로 , 

조작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에서 비판적 시민성 유형이 어떤 .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 

요약된다. 

첫째 한국 대만 홍콩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판적 시민성 유형이 , , , 

확인되었으나 국가별로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정부 , . 

지지와 민주주의 가치 지향 정치적 신뢰의 간격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 

모든 유형이 비판적 시민의 최소 요건을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 .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정치 참여 의사와 연관되는 방식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대만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비판적 시민의 최소 .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이 확인되었으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사를 통해 , 

나타난 현실 개입의지는 낮아 최종적으로는 비판적 시민성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민주적 선거 참여 유형은 . < > – 

권위주의 정부 지지와 민주주의 가치 지향 정치적 신뢰 간의 간격이 , 

상대적으로 작고 정치적 신뢰가 여러 유형 가장 높아 비판적 시민성에 , 

해당되는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홍콩의 경우 비판적 시민성이 . ,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의 절반 가량은 권위주의 정부 지지는 낮고. , 

민주주의 가치 지향은 높으면서 동시에 정치적 신뢰가 높은 민주적 , < – 

선거 참여 으로 확인되어 홍콩에서도 절반 가량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 , 

체제 및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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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결과는 비판적 시민성의 부상이 동아시아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임을 확인해준다 따라서 주로 서구 사회의 성인을 중심으로 . 

논의되었던 비판적 시민성 이론이 비서구 사회와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비판적 시민성은 동아시아 국가 간에도 차이가 있는 .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판적 시민성은 각 국가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 , 

맥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라는 . ‘ ’
지역적 맥락 이상으로 각 국가의 맥락이 비판적 시민성 연구에서 중요하게 ,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판적 시민성이 정치 참여 . 

의사를 비롯한 다른 시민적 태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각 국가에서 ,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 비판적 시민성과 관련된 맥락적인 , 

요소가 더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의 비판적 청소년들은 선거와 합법 비합법 저항 모두를 , , 

통해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비판적 . < – 

선거 참여 유형은 평균 이상의 합법 저항 참여 의사와 함께 모든 유형 > 

가운데 가장 높은 선거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비판적 저항참여 하. < ( )> – 

유형에서는 비합법 저항 선거 합법 저항 순의 정치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 . 

비판적 저항 참여 상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선거 참여 의사보다 < ( )> – 

저항 참여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 

비합법 저항 참여 의사를 보였다 이처럼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인된 . 

비판적 시민성은 선거 참여와도 결합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저항 참여와도 , 

결합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는 비판적 시민성 내부에서 . 

선호하는 정치 참여 의사에 따른 분화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비판적 시민의 부상을 고려한 이론들은 정치적 권위에 대한 존경이 

쇠퇴함에 따라 선거로 대표되는 제도화된 영역의 정치 참여는 감소하고, , 

정치 엘리트에 도전하는 비관습적 영역의 정치 참여가 선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비판적 시민들에게서 (Inglehart, 1997). 

제도적 참여보다 비제도적 참여가 더 선호될 것이라는 예측이 들어맞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현실을 .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선거 참여와 저항 참여 가운데 가능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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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모두 활용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 미국 사회에서 . 

이뤄진 청소년 행동주의 연구도 유사한 특성을 보고한 바 있다. 

는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 행동주의 사례 연구를 종합하며Kirshner(2007) , 

청소년 행동주의 단체가 제도화된 기관에 적대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학습 청소년들의 정치적 요구 주류 , , , 

사회의 정치 기관을 오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현실을 평가하면서도  (2007, 372). 

비제도적 영역에서의 저항 참여만을 고집하기보다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 

정치적 통로를 모두 활용하고자 함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하면 동아시아 . 

청소년들 역시 제도 비제도 관습 비관습의 이분화된 정치 영역을 오가며 , / , /

자신들만의 정치적 영역을 형성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비판적 청소년 시민의 이와 같은 정치 참여 경향은 정치적 

비판성이 확대되면 냉소주의로 이어지고 이는 정치적 이탈을 비롯하여 , 

민주주의에 해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에 (Stoker, 2017)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 한국에서 비판적인 현실 인식과 . , 

정치 참여 의사를 모두 나타낸 시민성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 

청소년들이 자신의 비판적 태도와 불만을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잠재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 대만 홍콩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정치적인 소외 혹은 , , , 

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의 청소년들이 . 12.1%

비판적 인식 낮은 정치 관여 유형으로 대만에서는 의 청소년들이 < > , 8.3%–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홍콩에서는 의 청소년들이 권위주의 . 10.5% <

지지 낮은 정치 관심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유형의 청소년들은 > . – 

공통적으로 낮은 정치적 관심과 합법 저항 참여 의사를 보여,  Ekman & 

의 정치 참여 분류 가운데 수동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Amn (2012)å
않는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유형의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 

없으며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 ,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정치를 타자화하는 집단의 존재는 (293-294). 

비판적 인식을 정치적 냉소주의 및 이탈과 연결하는 주장이 일부 타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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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비판적 현실 인식과 (Stoker, 2017). 

정치적 관심 정치 참여 의사가 조합되는 방식을 고려하면 현실을 , ,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시민이 정치적 참여의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비판적 시민이 민주주의 . 

사회에 갖는 의미에 관한 논쟁의 양 측면이 모두 타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 비판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집단 내부에서도 .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사에 따라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비판적 . 

시민의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비판적 시민성이 , 

나타나는 조건과 맥락이 더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정치적 이탈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교육 연구에서도 비판적 태도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 

지목하기보다 비판적 현실 인식과 낮은 정치적 관심이 나타난 맥락과 , 

이유가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 절 청소년 시민성 연구에의 시사점 2   

  
시민성 비교연구에의 시사점 1. 

 

본 연구는 비판적 시민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서구 사회에만 

주목하여 동아시아 사회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에 관해서는 적은 관심이 

주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비교되지 . 

않았더라도 선행 연구들이 주로 서구 사회를 대상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암시적으로 동아시아의 비판적 시민성은 서구 사회와 , ‘
다른가 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의 정치문화에 관한 문화주의 ?’ . 

접근은 다르다 는 답변을 제공한다 아시아의 고유한 문화적 요인이 ‘ ’ .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Chang & Chu, 2007; Huntington, 1997; Knowles, 2015; 

Nathan, 2007; Park & Shin, 2006; Shen & Tsui, 2018; Zakaria, 1994; 

혹은 아시아는 서구 사회와는 다른 특수한 경향성을 보이기 Zha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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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반면 동아시아의 (Bomhoff & Gu, 2012; Shin & Kim, 2017). 

정치문화에 관한 구조주의 접근은 다르지 않다 는 예측을 지지한다‘ ’ . 

동아시아 역시 서구 사회와 유사한 기제로 발전하고 있으며(Dalton & 

Ong, 2005; Flanagan & Lee, 2000; Fukuyama, 1995; 1998; Welzel, 

이에 따라 서구 사회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한 변화 예컨대 2011; 2012), , 

정치적 신뢰의 감소와 같은 현상이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Chu & Welsh, 2015; Dalton & Shin, 2014; Park, 2011; Wang 

& You, 2016; Zhong & Zhan, 2021).

본 연구 결과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비판적 시민성이 서구 사회의 ‘
비판적 시민성과 다르지 않다 는 주장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 . 

의미하며 동아시아 시민성에 대한 문화주의 접근과 구조주의 접근에 관해 , 

본 연구는 어떤 함의를 갖는가 일차적으로 동아시아의 비판적 시민성이 ? 

서구사회의 비판적 시민성과 다르지 않다 는 결론은 구조주의 접근을 ‘ ’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 대 구조의 이분법적 . 

구도가 갖는 한계에 주목하여 비판적 시민성을 동아시아 청소년 , 

행동주의의 부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화 대 구조의 이분법적 구도가 갖는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문화와 

구조가 상호작용하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한다 두 접근을 . 

모두 고려해야 동아시아의 문화적 유산과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는 특수한 , 

사회적 맥락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일반적 변화를 모두 포괄하여 , 

동아시아의 배경 조건이 동아시아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선행 연구들은 문화와 구조가 . 

상호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 동아시아계 . 

이주자들의 높은 학구열을 연구한 은 높은 학구열이 Zhou & Kim(2006)

순수하게 문화적인 것 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흔히 동아시아 ‘ ’ . 

사회의 특성은 유교 문화나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중국계. , 

한국계 미국인들이 높은 교육 성취를 보이는 이유는 이들이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존재한다(Zh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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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설명은 가치관이나 문화 전통이 사회에서 Kim, 2006, 2). , 

다른 요인과 맞물려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가령 중국계 미국인이나 . , 

한국계 미국인들이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까닭은 이주 전 후의 사회 

모두에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중요한 경로였던 것과 관련이 깊다 특히 . 

이들이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사회에서 

동아시아 이주자들에게 교육 이외의 계층 이동 경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동아시아 이민자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 

유교라는 문화적 배경과 미국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전략이 결합한 결과, 

곧 문화와 구조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하고자 한다(Zhou & Kim, 

이는 문화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살피는 것이 현실과 훨씬 2006, 17). 

유사한 그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화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문화주의와 구조주의 접근의 

이분법을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공백이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두 , . 

접근 모두 시민들의 행위주체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화와 구조의 상호작용은 동아시아의 정치적 토양이 어떤 방식으로 

조건화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동아시아 사회의 정치적 조건이 . 

자동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주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두 

설명에는 공백이 존재한다 문화주의나 구조주의 접근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 

모순적 조건에 적응하거나 혹은 제도화된 정치적 경로를 통한 개선을 , 

모색하는 대신 왜 그리고 어떻게 행동주의 정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게 ,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제한적인 설명만을 제공한다 두 접근은 문화와 . 

구조가 한 사회의 정치적 토양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정치적 토양과 정치적 행위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정치적 행위는 . 

조건과 함께 조건에 반응하는 행위자 곧 시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치 , . 

문화와 시민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경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동아시아의 문화적 구조적 조건 위에서 시민의 ,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는 . Lam-Knott & Cheng(2020)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청소년 정치를 동아시아 사회 발전의 불균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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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연구자는 아시아에서 이뤄진 사회 발전의 . 

특수성을 파편화 로 요약한다 아시아의 국가들은 고유한 문화적 사회적 ‘ ’ . , 

유산 위에서 세기와 세기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들에 적응하며 사회적 20 21 , 

불평등과 같은 공통의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 다른 . 

방식이란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발전을 명목으로 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 

활용한 반면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비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 (Lam-Knott & Cheng, 2020, 2). 

청소년들의 정치적 배경에는 사회 발전의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 

동아시아 정치 문화에 관한 문화주의 접근과 구조주의 접근이 각각 

부분적으로 타당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주의 접근에서 . 

지적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청소년들의 정치적 토양은 다른 사회와 유사한 , 

경제적 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전통 가치와 사회구조 역사적 맥락 , 

속에서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Lam-Knott & Cheng, 2020, 2). 

그러나 동시에 구조주의 접근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홍콩이나 서울과 같이 ,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이뤄진 동아시아 도시의 청소년들은 

다른 사회의 청소년들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조건 위에 놓여있다 이 (2-4). 

가운데 청소년들이 정치적 행동을 통해 현재의 조건에 반응 하는 일은‘ ’ , 

주어진 조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지위와 청소년에 대한 역할 기대를 재협상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3).

는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피해자 의 Joo(2018) ‘ ’
관점에서 이해되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삼포 세대 대만의 폭탄 세대. “ ”, “ ”, 

일본의 상실의 세대 라는 이름이 이를 대표한다 이러한 호명은 “ ” (402). 

현재의 사회 속에서 청소년 및 젊은 세대가 개인의 삶을 조건 짓는 사회 

구조에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관점을 드러낸다 동아시아의 젊은 (404). 

세대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보다 체념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개인의 삶을 , 

조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 

는 일본 대만 한국에서 년대에 나타난 사회 운동에 Joo(2018) , , 2010

주목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젊은 세대가 행동주의라는 전략을 통해 사회에 

자신들의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표현하는 통로를 발굴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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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즉 동아시아의 젊은 세대가 절망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403). , 

사회에 의해 타자화된 피해의 서사 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 . 

이처럼 정치적 행위는 시민들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정치 사회 경제, , , 

문화적 맥락을 종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현실로 구성하고 자신의 현실에 , 

개입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시민들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며 새로운 조건과 환경을 창출해낸다 본 연구에서 , . 

확인된 비판적 시민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따라서 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확대된 청소년 행동주의를 비판적 2000

시민성이 부상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 

벌어진 민주주의 국가 간 관계 페미니즘 등 행동주의 운동이 관심을 가진 , , , 

여러 문제 제기 가운데 청소년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에 ,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고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고자 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예란 외( , 

김철규 외 이해진 본 연구의 2010; , 2010; , 2008; Wong, 2015). 

분석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에 어떤 정치적 사건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 

자료의 수집시기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관찰된 비판적 시민성에는 한국의 , 

청소년 행동주의 운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국에서 . 

발견된 비판적 시민성 유형 가운데 상당한 비율은 높은 저항 참여 의사와 

동반되었다 자료가 수집된 시점이 년 상반기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 . 2009 , 

결과 역시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 주목받았던 년의 촛불 2008

집회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행동주의 정치를 통해 교육정책에 반발함으로써 

자신들의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청소년들은 교시와 야간 . 0

자율 학습의 부활 일제고사에 반발하며 학생으로서 청소년의 현실을 , 

기존의 제도와 정책이 구성해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고자 

했다 이해진 더불어 이 가운데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의 ( , 2008). 

지위를 인정받고자 했다 김예란 외 따라서 동아시아의 청소년 ( , 2010). 

행동주의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정착 비판적 시민성의 부상과 같이 정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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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행위의 조건이 되는 정치적 토양뿐 아니라 

시민들의 행위 주체성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행위 주체성 없이 . 

정치적 조건만 논의 될 때 시민들은 조건이 주어지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 

수동적인 존재로 가정된다.9)10) 

9) 을 비롯한 인간 발달 이론은 이 주장에 사회경제적 발전과 교육 수준의 개Welzel(2013)

선이 가치관 변화를 촉진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행위 주체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 

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 역시 구조주의 접근 특히 탈물질주의 이론이 시. , 

민들의 행위주체성 확대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조주의 접. 

근에서는 현실의 정치적 주체들이 모순적이고 상충하는 조건 속에서 어떤 계기와 동기를 

바탕으로 행위 주체성을 발휘하게 되는지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을 지적하고자 한다 조건과 실제 행위 사이의 간극을 중재하는 시민들의 행위주체성이 .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적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민주주의 개선을 비롯한 정치적 변

화가 사회경제적 발전의 자동적인 과정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찰될 필

요가 있다. 
10) 이상의 논의는 문화주의 및 구조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현된 보편주의 대 특수주의 논쟁, 

과도 관련이 깊다 특히 비서구사회를 해석하고 평가할 때 보편성 대 특수성이라는 이분. 

법적 틀을 적용하며 비서구사회 시민들의 행위주체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기울여왔, 

다 비서구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 혹은 서구 사회와의 공통성에 주목하는 관점에서는 다. 

음과 같은 질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비서구사회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모순적 위치 

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혹은 어떻게 변화를 도모하는가 그 과정에서 자신? ? 의 전통을 어

떤 방식으로 계승 또는 수정하는가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의 전통적 담? 

론과 서구 사회의 담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아시아 페미니스트들? 

은 보편적 인권 담론을 비서구 사회에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왔다 허민숙. 

은 국제 여성 인권 운동이 토착화되는 방식에 관해 논의하며 보편주의 대 상대주(2012) , 

의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보편담론과 지역적 맥락이 공명하는 지점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

다 한국 사회의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 1997 ‘
성 인권 보호 대신 가정 보호와 유지 라는 명분을 활용해야 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당’ ‘ ’ , 

시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성 인권 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류 사회를 설득하는 일이 불‘ ’
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이뤄졌다 즉 당시의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가정 보호 담론을 . , ‘ ’ 
활용하더라도 가정 폭력을 사회적으로 주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고 법제화함으로써 , 

여성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 

정을 둘러싼 논의 지형은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적 인권 담론의 대립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의를 둘러싼 맥락을 들여다보면 보편 담론과 가정폭. , 

력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주장은 상충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 

보편담론과 당대의 문화적 맥락을 모두 활용하여 자신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 

이다 따라서 허민숙 은 비서구 사회의 페미니스트로서 보편담론에 이분법적으로 접. (2012)

근하는 대신 보편 담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며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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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는 기본적으로   .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사례에서 확인된 청소년의 비판적 시민성이 서구 , 

사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서구사회와 다르지 . ‘
않다 는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구조주의 접근의 보편적 발전론을 지지하는 ’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청소년 행동주의의 . 

부상이라는 맥락을 고려할 때 비판적 시민성의 존재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 

그에 따른 가치관 변화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 이상으로 동아시아의 , 

청소년들이 사회 발전의 불균형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환경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문화주의와 구조주의의 이분법적 . 

구도를 벗어나 청소년들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한다면 비판적 시민성은 ,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개입 의지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가정과 반론 2. 

이상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확인된 한국 청소년의 비판적 시민성이 

청소년들의 시민으로서의 행위주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청소년 시민성의 비판적 측면을 부각하는 해석은 청소년들에게 주어졌던 

기존의 가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청소년들은 흔히 미성숙하며 문제나 . , 

결핍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어른과 사회의 훈육과 관리가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가정되었다 더불어 유색인종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에 . 

처한 존재로 가정되어 특히 사법제도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적극적 , 

계도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다 더불어 (Kwon, 2013, 28-30,  40-44). 

정치적인 영역에서 청소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신뢰가 낮으며, , 

정치적으로 이탈했다고 여겨졌으며 이에 따라 성인에 의한 정치사회화가 , 

중요하다고 여겨졌다(Gordon & Taft, 2011, 1501-1503). 

이러한 가정은 서구 사회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역사적 정치적 맥락 ,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인. “
권담론 지역에서의 여성인권담론의 효용성 논의를 위한 우리의 질문은 보편담론의 권위, , 

와 영향력을 담보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편담론이 다양한 맥락과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 

게 좌절되고 생존하는가 누가 어떤 의도의 해석을 하는가 어디서 변화의 가능성과 잠재, ,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로 전환되어야 한다.”(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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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형성되었다 청소년과 아동은 야만 이며 교육을 통해 문명화. ‘ ’ ‘ ’ 
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지며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른에 의해 , 

보호되고 지도되어야 하며 사회에 의해 승인되기 이전까지는 작업장을 , 

비롯한 공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확산되었다(Dejong & Love, 

이러한 가정 위에서 청소년이 만들어지는 중인 2016, 345-347). ‘
존재로서의 시민 이므로 (citizen-in-the-making)’(Weller, 2007, 30)

청소년이 충분한 교육을 받기 전까지 시민으로서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청소년이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Kennelly(2011)

존재라는 가정은 청소년이 불완전한 시민으로 여겨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 서구 사회에서 의존 개념이 (Kennelly, 2011, 30). 

변화를 추적하는 에 따르면 전근대사회에서 의존은 Fraser & Gordon(2017) , 

타인을 위해 일함으로써 자기 생계를 유지 한다는 의미로 대다수 “ ” , 

사람들의 일반적 조건이었다 반대로 독립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 “
재산이 있는 상황 을 의미했으며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며 이들만이 ” , , 

정치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산업사회가 부상하며 노동자들은 (125-126). 

임금노동 역시 독립의 의미로 인정받고 이로써 동등한 시민권을 , 

부여받고자 했다 이후 세기에서 후기 산업 사회에 이르기까지 (134-135). 19

제도적 종속이 폐지되고 임금노동이 독립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적, , , 

정치적 경제적으로 의존은 사라졌다고 여겨짐에 따라 의존은 개인의 , , 

문제가 되었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의존은 개별화되는 동시에 (135-144). 

젠더화되고 인종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흑인 미혼 대 복지의존적인 , “ , , 10 , 

엄마 의 이미지로 집약되었다 이처럼 최초에는 공통적인 삶의 ” (144-148). 

조건으로 여겨졌던 의존이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 

일부에게 특수한 상태로 여겨지며 의존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변모했다 는 이상의 (Fraser & Gordon, 2017, 154). Kennelly(2011) Fraser 

의 의존에 관한 분석을 청소년의 정체적 배제에 관한 & Gordon(2017)

논의로 확장하고자 한다 개인의 독립이 정치적 자유의 요건이 되는 . 

동시에 의존이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림으로써 여성과 흑인에게만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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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으로 의존적인 청소년은 언제나 , , 

대기 중인 시민 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citizens-in-waiting)(30)’ . 

청소년은 의존적인 존재이기에 현재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요구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때까지 정치적 권한과 

자유가 유예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Kennelly, 2011, 23-30). 

이러한 담론들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왔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의 지적 정치적 성숙이 청소년 투표권을 제한하는 , 

주요 쟁점으로 여겨졌다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은 발달 중이며 따라서 . ,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이 청소년에게 투표권 부여에 대한 주요 반대 

논거로 기능했다 남미자 장아름( , , 2020, 40-41; Steirs et al, 2020, 2). 

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가정이 청소년을 정치 참여에서 Kirshner(2015)

배제하는 근거로 기능하는 현상을 발달적 모순 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달적 ‘ ’ . 

모순이란 청소년의 실제 모습과 청소년에게 투영되는 기대가 상충하며 그 , 

결과 청소년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지 못하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정치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청소년들을 이해할 . 

수 없는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집단으로 그려내는 관점은 세기의 20

초반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데 이 관점에서는 대체로 청소년들을 훈육의 , 

대상으로 여기고 최선의 경우에도 어른들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 

그려진다 그러나 저자는 가 청소년기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 Mead(1928)

관점을 따라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그러한 청소년 집단을 , 

생산해낸다고 주장한다 에서 재인용(Mead, 1928; Kirshner, 2015, 12 ). 

더불어 유색인종 청소년들은 대체로 가정 내에서 다른 아동들을 돌보거나 

생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성인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편견은 

청소년을 협소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지속되며 청소년들을 정치적 의사결정 , 

과정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학교의 존폐여부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 ,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의사는 배제된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행동주의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적 발달과 권리의 . 



- 99 -

모순은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행동주의 -

운동이 부상하는 주요 배경이 된다(Kirshner, 2015, 11-13).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여러 사회과학적 발견에 의해 비판되어 

왔다(Damon, 2004; Gordon & Taft, 2011; Steirs et al, 2020). 

대표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을 문제로 규정하는 부정적 관점에 도전한 

흐름은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의 ‘ (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 
연구와 프로그램이다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에서 이뤄진 연구들은. , 

청소년을 문제적 존재로 가정하여 발달 과정에서의 결핍에만 주목하고 이를 

치료 하고자 하는 기존의 청소년 발달 연구들을 비판한다 이들은 ‘ ’ . 

청소년들이 사회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부정적 접근에서는 

발견되지 못했던 청소년의 특성을 탐구하고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 

요인들을 연구하고자 했다 예컨대 아동들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 (empathy) 

있다는 발견이나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덕적 정체성을 ,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발견이 이뤄졌다(Damon, 2004). 

더불어 청소년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는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며 충분히 . Steirs et al(2020) , 

합리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은 무작위하게 투표에 참여하는 . 

대신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동일한 정당을 선택했으며 이 패턴이 성인 선거 , 

참여자들의 투표 참여 패턴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 부여에 대한 반대 논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제시했다 더불어 애초에 정치적 판단 능력과 (Steirs et al, 2020). 

성숙성을 참정권 인정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 정치적 미숙함을 근거로 한 배제의 논리는 무산자 여성. , , 

유색인종의 보통선거권을 제한하는 논거와 동일한데 오늘날 이들 집단에 , 

대한 배제는 정당하지 않고 차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고려하면 . 

연령을 근거로 한 선거권 제한 역시 보통 선거권이 확장되는 역사 속에서 

의문시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김효연 이상의 논의는 ( , 2016). 

집단으로서의 청소년에게 덧씌워진 미성숙 결핍 의존이라는 속성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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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실제 특성이 아니라 정치적 배제를 위한 정당화 과정에서 , 

생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1)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의존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가정하며 

정치참여에서 배제해온 관행과 제도 가정을 비판하는 이상의 논의들과 ,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본 , . 

연구가 보여주는 청소년의 비판적 시민성은 청소년들을 이성적이며 합리적 

행위자 이상으로 현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개입할 의지를 가진 존재로 , 

조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관점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청소년 시민권의 이중적 의미 3. 

 

이때 청소년의 시민으로서의 행위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청소년이 유예된 시민으로 현재의 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 

현재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은 시민으로 시민교육에서 다뤄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이 비판적 시민이라면 청소년의 ? , 

비판적 시민성을 다루는  시민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본 ?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이 제시한 보편적 Young(1989) ‘
시민권 과 차별적 시민권(universal citizenship)’ ‘ (differentiated 

의 개념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citizenship)’ .  

에 따르면 보편적 시민권 담론은 시민을 구체적인 맥락 Young(1989)

위에 놓인 사람 대신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공통점을 가진 사람으로 , 

가정한다 이 가정 위에서 시민권의 내용은 모두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 

것으로 요약된다 은 이렇게 보편적인 시민권만의 (250-251). Young(2017)

인정으로 모든 사회 집단 간 평등이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동화주의의 ‘
이상 으로 명명하며 실제로는 보편적 시민권이 인정되더라도 소수 집단의 ’ , 

11) 이는 청소년이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달의 과정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청소년들이 이미 현재의 시민으로서 갖는 특성이 쉽

게 간과되며 청소년 개개인의 복잡한 특징들이 미성숙을 중심으로 납작하게 이해될 수 ,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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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배제를 재생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모두를 일반적 관점에서만 . 

조망하는 동화주의의 이상은 지속되는 사회적 집단 간의 차이가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개인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날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형식적 평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 

여전히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남아있으며 동시에 각 집단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집단과 개인의 차이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주류 집단의 특권과 문화제국주의를 지속하고 과거에 

배제되어 왔던 집단 구성원들의 이중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억압을 

재생산하게 된다 소수 집단의 차이를 무시하고(Young, 2017, 352-357). , 

기존의 사회에 단지 편입시키는 것만으로는 배제되어왔던 집단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기준과 규칙을 의문시하고 도전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수 집단은 공적 영역에 포함되더라도 자신을 주류 집단의 . 

기준에 맞추어야만 한다 이는 소수 집단의 차별적 시민권에 대한 (355). 

인정 없이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면 소수 집단은 자신의 일상적 , 

삶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정치의 문제로 다루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은 소수 집단에게 보편적 시민권 이상으로 Young(1989, 2017)

차별화된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차별화된 시민권의 핵심 . 

내용은 소수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을 보장하고 (group representation)

집단의 차이를 반영하는 특수한 권리 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special rights) .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은 소수 집단을 단지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그들의 특수한 필요와 관점이 주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의 경험과 관점에 의거한 입장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특수한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기존의 (Young, 1989, 258-263). 

정치 제도와 관행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집단의 

특수한 문제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수한 권리는 모든 시민들 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규칙과 권리가 

차이에서 비롯된 소수 집단의 특수한 문제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 

오히려 불공정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 이상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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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차이에 바탕을 둔 고유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관련 권리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이나 노인은 . 

직장에서의 동등한 처우 때문에 주변화 되고 배제될 수 있기 ‘ ’ 
때문이다(Young, 1989, 267-271).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집단으로서 청소년의 시민권을 주장하는 논의도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보편적 시민권으로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 

주장하는 입장은 청소년들이 충분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 

사회의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사회의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앞서 언급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 

주장으로 대표된다 청소년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사회의 다른 . , 

구성원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차별적 시민권에 관한 관심은 청소년들이 사회구조적 

과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청소년 역시 . 

젠더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다른 사회집단과 , , 

마찬가지로 보편적 시민권의 인정만으로는 온전한 시민으로의 권리를 

누리기 어렵다 청소년 역시 집단으로서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받으면서. , 

청소년에게 특수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 , 

차별적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은 청소년이 집단으로 경험하는 특수한 필요와 

문제에 대해 발화할 기회가 주어지고 소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 

문제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다뤄짐으로써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청소년기는 시민성을 비롯하여 신체적 심리적 성장을 . , , ,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핵심 발달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 

걸쳐 보호받고 성장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역시 차별적 시민권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발달권이나 교육권이 청소년 시민권의 내용으로 포함될 .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정치적 문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 과정에서의 시민성 발달에 주목하는 청소년 행동주의 연구들의 ,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청소년 행동주의 연구들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 

인종차별 불평등한 교육 정책과 제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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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공적으로 , 

다뤄져야 하는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Ginwright, 2007; 

Kirshner, 2015; Kwon, 2013; O’Brien et al, 2018; Rogers et al, 2012). 

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대문자 정치 와 청소년들의 일상과 ‘ (Politics)’
관련된 소문자 정치 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만 정당성을 ‘ (politics)’
부여하려는 관점을 비판하고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로서 주목하려는 연구를 통해서도 공유된 관점이다(Coe et al, 2016; 

Kallio & H kli, 2013ä ).

이렇듯 청소년 시민권의 이중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 

행위주체성을 인정하는 시민교육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 

청소년들이 기존의 공적 제도적 정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면, , 

청소년들에게 현재의 정치에 참여하는 경로와 방식에 관한 지식 이를 위해 , 

필요한 역량이 시민교육에서 다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  , 

일상의 문제가 공적인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면 시민교육에 ,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시민으로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기존 정치의 . 

내용과 작동 원리를 가르치는 공간 이상으로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정치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 

기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 절 도덕교육적 함의 3 

 

절에서는 절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과에서의 시민교육에 3 2 , 

청소년의 비판적 시민성이 반영되고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청소년의 비판적 시민성을 청소년들의 비판적 현실 

인식과 현실에 대한 개입 의지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 

시민권이 이중적인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보편적 . 

시민권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기존 사회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이 

강조된다면 차별적 시민권의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일상의 문제와 관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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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회의 정치가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된다. 

보편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비판적 시민성을 다루는 시민교육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정치를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한다. 

시민교육을 통해 부정의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문제해결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차별적 . 

시민권의 관점에서 비판적 시민성을 다루는 접근은 청소년이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일상적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교육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 

일상적 문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변화를 기획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접근은 기존의 비판적 시민을 양성하려는 시민교육에서 

시도되었다 는 정의 지향 시민 교육에서 . Westheimer & Khane(2004) ‘ ’ 
비판적 탐구를 강조한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부정의에 대응할 수 있기 . 

위해서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 

비판적 시민 교육은 부정의를 양산하는 사회의 구조를 탐색하고 문제의 , 

근본 원인에 관한 관점을 갖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 

다양한 관점과 질문을 포함하는 열린 토론 사회에 대한 직접적 조사 등이 , 

활용된다 예를 들어 (Westheimer, 2019; Westheimer & Khane, 2004). 

가 분류한 정의 지향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Westheimer & Khane(2004)

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사회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탐색하고 발표하며 문제 해결 전략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학생들은 전 세계의 아동 노동에 관해 조사하고 학교에서 그 결과를 ,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을 착취하는 공장의 물품을 사용하지 않을 , 

것을 학교에 건의하였다(255). 

도덕과의 교과서에서 민주시민상의 변천을 다룬 김형렬 외 의 (2020)

연구는 도덕과 시민교육에서 지향하는 민주시민상이 사회의 질서 유지에 

주요 관심을 두는 전통적 유형에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정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변혁적 유형으로 변화해왔음을 보여준다 가령 개정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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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시기에 출판된 교과서에서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이전 시기 

출판된 교과서에 비해 훨씬 조건적으로 서술되었다 정치적 권위에 대한 . 

충성 대신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국가의 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조건을 서술하고 

있다 김형렬 외 시민 참여의 경우 도덕과 교과서에서 ( , 2020, 391). ,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에 가까울수록 그 필요성을 국가의 발전이 , 

아니라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과 권력 견제를 통해 제시하며 선거 참여 , 

이상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며 시민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397-399). 

더불어 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서에 사회적 문제들이 포함되었는데7 , 

문제의 원인으로 개인을 지목하고 개인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신 구조적 , 

접근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판적 ,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시민불복종의 (400-401). 

내용요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민주시민에게서 정치적 비판성과 실천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도덕과에서의 민주시민상이 본 연구 결과 발견된 (402).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해왔음을 시사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변혁적 접근을 더 2022 ,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년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 2021 2022 

교육과정 개정 추진의 배경으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 , , 

미래사회 를 제시하며 교육을 통해 배움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 , “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을 ”
제시한다 교육부 더불어 인간상 설정의 배경으로 학생 행위 ( , 2021, 1-2). ‘
주체성 과 변혁적 역량 을 주요 글로벌 동향으로 제시하며(student agency)’ ‘ ’ , 

이를 바탕으로 인간상을 설정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지각하고“ ,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으로 정의되며 주요 영역에 비판적 사고가 포함되어 ” , 

있다 더불어 학생 자치활동의 강화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지식의 (15). 

차원을 넘어 실체 참여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16). 

이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으로 변화하는 2022 



- 106 -

세계에 단지 적응하는 것을 넘어 행위 주체성을 발휘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 

판단하며 대응하는 문제해결을 하는 인간이며 민주시민교육에서 지향하는 , 

시민상 역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덕과의 시민교육에서도 민주시민상이 변화해온 . 

방향과 총론에서 제시된 민주시민상을 고려하여 비판적 접근을 포함하는 , 

시민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향을 지속하고 확대해 . 

나감으로써 본 연구 결과 확인된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민성을 시민교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접근은 청소년 행동주의를 시민성 발달의 관점에서 주목하려는 

연구들의 관점을 반영한다 청소년 행동주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 

마주하는 문제들을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민역량을 ,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적 시사점을 탐구하고자 , 

했다(Christens & Dolan, 2011; Ginwright & Cammarota, 2007; 

Kirshner, 2007; 2015; Kirshner & Ginwright, 2012; Rogers et al, 2012; 

예를 들어 Stornaiuolo & Thomas, 2017; Watkins et al, 2007). 

는 청소년 행동주의 운동의 교육적 시사점으로 학생이 Kirshner(2015) , 

중심이 되는 실행 시민성 교육 을 제안한다 그는 교사가 (action civics) .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느낀 인종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보도록 

제시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사례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 

조사를 요청하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종관계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 

다루는 성찰일기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더 나아가 학교에서 다수 ,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학교가 . 

적극적으로 인종문제에 관해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았다(176-177). 

이는 청소년들의 일상적 경험을 시민 교육의 소재로 삼을 때 청소년들이 , 

학습과 개인적인 삶 학교 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교육의 화두가 되는 문제의 당사자이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관찰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문제 해결의 주체이다, . 

이것이 청소년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 정의 문제를 다루는 , 

비판적 시민교육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요컨대 이 접근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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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비판적 탐구와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 보고,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엄수정 외( , 2021, 17). 

이처럼 차별화된 시민권의 관점에서 비판적 시민 교육에 주목하는 

접근은 학교의 관행 교육정책 청소년의 일상적 삶 등이 시민교육의 , , 

주제이자 비판적인 관점에서 주목되어야 할 화제로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 . 

청소년의 일상적 경험을 시민교육의 화두로 다루는 것은 Westheimer & 

의 시민교육 분류 가운데 참여적 접근에서도 시도될 수 있다Khane(2004) . 

예컨대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수정 외 그러나 ( , 2021, 18). Westheimer & 

가 참여적 접근이 반드시 정의에 대한 지향을 담보하지 Khane(2004)

않는다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비판적 시민성을 다루는 교육의 ,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을 다룬다는 것은 기존의 학교 의사결정 구조에의 

참여 이상을 의미한다 는 청소년에게 행위주체성 을 . Kirshner(2015) (agency)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권력 의 문제는 다른 차원임을 (power)

지적한다 그에게 권력의 문제는 해당 집단의 관심이 공적 영역에서 . “
진지하게 다뤄지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을 단지 어떤 ” (180-181).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과 권한을 강화하고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차별적 시민권 접근에서의 . 

비판적 시민성 교육은 무엇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 

시민교육의 주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비판적 성찰과 관점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혐오표현 사용 은 ‘ ’
중요한 문제로 주목되어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로 

주목되지만 왜 청소년에 대한 혐오 는 주목되지 않는지에 관한 비판적 , ‘ ’
검토를 포함한다. 

도덕과 교과서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도덕과 교과서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이 더 많이 다뤄지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이 자신의 일상적 문제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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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의 권리는 빈곤 전쟁 폭력과 아동착취 , ,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된다 유가현 이는 교과서에서 청소년 일상의 문제가 비판적 ( , 2021). 

탐색과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이 도모되어야 할 주제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청소년의 . 

일상적 사례를 확대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 탐색의 기회를 더 제공한다면, 

청소년의 차별적 시민권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시민 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4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인 . , ICCS 

자료에서 홍콩의 자료는 표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2009 (Schultz et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이 자료를 활용한 까닭은 비판적 al, 2011, 86-88). , 

시민성을 조작화할 수 있는 변수인 정치 체제에 대한 지지 정치 체제의 , 

핵심 가치에 대한 지지 정치적 신뢰와 정치적 관심과 정치 참여 의사를 ,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아시아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유일한 자료라고 ,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홍콩의 청소년 . 

전체로 일반화되기 어려우며 자료에 표집된 홍콩 청소년들에 한정된 , 

특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 

활용하여 동아시아 청소년들의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청소년의 특성을 한 , 

시점에서만 분석하였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의 비판적 시민성이 조사 . 

당시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청소년 정치 문화를 

장기적으로 관찰하여 변화양상과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시민성이 동아시아 국가 간 다른 양상으로 ,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하지 못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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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라는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각 국가에서 정치적 , 

사건이 비판적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특히 한국과 대만 홍콩의 경우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유사하며 세속 , , 

가치나 탈물질주의 가치 지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WVS, 

따라서 청소년 행동주의 운동을 비롯하여 각 국가의 특수한 정치적 2008). 

맥락의 영향력이 더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 

한국 대만 홍콩 간의 정치적 비판성에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종합적으로 , ,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비판적 시민성 개념에는 사회 정의에 

대한 지향과 같은 규범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 

비판적 인식과 사회 정의 지향 등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경험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비판적 시민 교육 문헌들에서 . 

제시된 비판적 시민의 특성을 분석에 포함하며 사회 정의를 지향하기 위한 , 

시민 교육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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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6 
 

본 연구는 동아시아 정치문화의 변화와 청소년 행동주의의 부상에 

주목하여 한국 대만 홍콩에서의 비판적 시민성의 출현 여부와 특성을 , ,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비판적 시민성을 나타내는 . 

변수들의 평균적 경향성과 관계가 아닌 개인이 관련 변수를 조합하는 ,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비판적 시민을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 

지지와 수행에 대한 지지 간 차이를 보이며 동시에 현실에 대한 관심과 ,  

개입 의사는 높은 시민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판적 시민을 . 

권위주의 체제 지지는 낮으면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는 높으나, , 

정치적 신뢰는 낮고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사는 높은 시민으로 조작화 , 

하였다. 

서구 사회에서 비판적 시민성이 주목된 배경에는 시민들의 정치적 

지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대의 민주주의의 정착과 안정적 . 

운영을 민주주의의 주요 과제로 인식한 전통적 정치학의 관점에서 정치 

엘리트에 대한 신뢰의 저하는 정부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Almond & Verba, 1963). 

정치를 정부에 관련된 일 이상으로 폭넓게 정의하며 비관습적 정치 참여를 , 

정당하다고 보는 관점은 전통적 정치학은 현상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정치 문화 이론들은 전통적 정치학의 한계를 . 

비판하며 정치적 신뢰의 저하와 저항 참여를 비롯한 비관습적 참여의 , 

확대는 사회 개혁을 촉진하며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민주주의를 원칙적으로 (Inglehart, 1997). 

지지하면서도 정치적 만족과 신뢰가 낮은 시민을 비판적 시민으로 

개념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정치 문화 변동에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서구 사회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비판적 , 

시민성 연구가 동아시아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차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도 다른 사회와 유사한 방식과 경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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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Welzel, 2011).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 형태인 청소년 행동주의의 부상에 주목하였다 특히 . 

홍콩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 

연구 결과 한국에서 비판적 시민성 유형이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 . 

한국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사 역시 높아 , 

본 연구에서 정의한 비판적 시민성에 부합하는 유형이 확인되었다 대만의 . 

경우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유형은 나타났으나 이 유형의 경우 ,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사가 낮았다 홍콩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작화한 . 

비판적 시민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비판적 시민성 . 

연구를 동아시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장하였고 비판적 시민 문화의 , 

부상에 주목하는 정치 문화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지지하는 사례를 

제공하였다. 

특히 한국의 비판적 청소년 시민들은 선거와 저항참여 모두를 활용하여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분석에 포함된 . 

모든 국가에서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사가 낮은 집단이 관찰되었다 특히 . 

한국과 대만에서 정치적 관심이 가장 낮은 집단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판적 시민이 민주주의 사회에 . 

기여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논쟁에서 절충주의적 입장을 지지한다 비판적 . 

시민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과 새로운 민주적 시민성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 모두 유효한 측면이 있다 이는 . 

비판적 시민이 일률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하거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적 비판성이 정치 참여를 비롯한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 

결합되고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시민성 연구 및 도덕 교육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 , 

동아시아 시민성 연구에서 활용된 이론적 틀인 문화주의 접근과 구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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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넘어 시민들의 행위 주체성에 주목함으로써 동아시아 청소년들의 , 

시민성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이 . , 

정치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시민권이 갖는 이중적 의미를 명료화하였다 셋째.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이중적 시민권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비판적 시민성  , 

교육에 대한 접근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시민교육은 청소년들과 학교 민주주의 사회를 연결하는 공간이다 이는 , . 

시민교육이 사회의 필요에 따라 청소년들을 사회화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 시민들의 필요에 학교와 사회가 응답하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현재의 청소년들이 어떤 시민인지에 관심을 . 

가지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 

부여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에서 청소년 시민들은 나름의 . 

기준에서 적극적으로 비평하며 개입할 의사가 있는 존재이며 부당한 , 

현실에 대해 가능한 경로를 통해 이견을 표현하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이미 비판적  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교육이 

비판적 시민성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계발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인간과 시민으로 존중하고 청소년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학교와 , 

사회에 기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시민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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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olescents’ Critical Citizenship 

in East Asia

: A Latent Profile Analysis 

Nakyung Lee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atterns of critical citizenship 

in East Asia, especially profiles of adolescents. Previous research on 

critical citizenship mostly focused on adult citizens in Western society. 

Studies on adolescents of East Asia are scarce so little is known about 

whether East Asian youth are critical citizens and what is their 

implications on East Asian society and citizenship education. Also, 

previous works on political culture of East Asia mostly used the 

dichotomic framework - culturalist versus structuralist. In doing so, the 

rise of youth activism in East Asia got little attention. 

To fill this gap, This study defined the critical citizens as dissatisfied 

democrats, who also have a will to intervene in the political reality and  

examined whether profiles of critical citizens can be found among East 

Asian youth,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I used 2009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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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s  and Citizenship Education Survey(ICCS) data from South Korea, 

Taiwan, and Hong kong.  

My Latent profile analysis identifies profiles of critical citizenship in 

East Asia. Especially in Korea, youth critical citizens showed a 

substantial will to engage in both electoral and protest participation. 

This finding suggests there needs to be more attention to the agency of 

adolescents in East Asia beyond the cultural and structural approach. In 

the light of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youth citizenship research 

and moral education are discussed. 

keywords : Critical Citizenship, Adolescents, East Asian Citizenship, 

Youth Activism, Latent Profile Analysis(LPA),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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