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의 지향, 방법론,
활성화 구조에 대한 연구:
‘마을학개론’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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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의 지향, 교육 방법론, 활성화 구조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외교학과 전공 수업인 ‘마을학개론’은 대학-지역 연
계 시민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연구-교육-봉사의 교집합 지향, 수업 주체로서의 학생,
액션러닝(action learning)과 현장중심교육의 방법론, 민-관-학 거버넌스 구조 활용,
수업 내외의 소통 활성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와 함께 수업 조교, 지역
활동가, 수강학생, 구청과 시청의 관련 공무원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학 수업을 통한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의 실제와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방안을 제시
한다.
주제어: 시민교육, 지역기반 정치교육, 연구-교육-봉사 연계, 액션 러닝, 민-관학 파트너십, 내/외부소통

I. 서론
본 연구는 정치외교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치학교육 수업을 바탕으
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 지향, 교육방법과 활성화 구조를 살
펴보고, 나아가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정치
학이 당면한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한다. 첫째, 정치학을 비롯한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
과 대학을 둘러싼 지역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활성화이다. 대학은 필연적으로 지
역사회에 자리 잡는다. 캠퍼스 공간과 건물들, 그 공간을 사용하는 교직원과 학생
들도 대학을 둘러싼 지역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대학생들에
게 거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구성원들의 통학의 통로가 되기도 하며, 여가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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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고등교육에서 지역사회 교육(service
learning)을 통해 참여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학문적 연구와 교육의 초점이 되어
왔다(Thomson et al. 2011). 그러나 대학과 지역사회가 점차 서로 괴리되어가는 것
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대학은 ‘상아탑’으로 대학 내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게 되
고, 지역 사회는 대학 구성원을 소비자로 여기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김민호
2014). 본 연구는 대학 정치학 수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
여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본 연구는 손에 잡히는(tangible) 정치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목표, 방
법론, 구조는 무엇인가를 묻고, 실제 진행된 수업을 한 예로 제시하려고 한다. ‘마을
학개론’ 수업은 정치학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인 시민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지
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시민정
치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시민정치교육에 대한 많은 언설이 존재하지만, 한국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정
치교육의 지향, 방법론, 활성화 여건에 대한 규명은 부족한 실정이다.1) 이에 본 연구
는 첫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은 왜 필요한가? 그 지향점은 무엇인가? 둘
째, 시민정치교육은 어떤 방식(pedagogy)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셋째, 지역에 기반
한 시민정치교육에 필요한 제반 여건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본
연구의 필자가 실제로 개설하고 진행한 ‘마을학개론’이라는 수업을 예로 제시하고 분
석한다.
‘정치외교학과 전공수업인 ‘마을학개론’은 마을과 지역 커뮤니티는 어떤 곳이며 어
떻게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가?’, ‘마을과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
는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신촌 지
역을 비롯한 서울시, 한국과 세계 각 지역의 마을과 커뮤니티 공간의 정치를 이해하
1)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PSA)의 경우, 100년 전 존 듀
이의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전통에 이어, 1996년 학회장인 오스
트롬(Elinor Ostrom)이 혁신적인 정치학교육을 통해 미국의 민주주의를 재활성화할 것
을 주장하고 시민교육 테스크 포스팀(APSA Task Force on Civic Education)을 결성하였
다(McCartney 2013).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PSA의 저널인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는 the Teacher라는 섹션에서 정치학의 다양한 교육방법론(Pedagogy), 특히 시민정
치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을 출판하고 있다(Bennion and Dill 2013). 최근(2015) 한국정치
학회에서도 정치학의 시민정치교육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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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목적을 두고 개설되었다. 이 수업은 마을과 커뮤니티에 대한 정치학 이론과 주
제 강의와 대학원생-지역 활동가 멘토들과 함께하는 현장 연구(field studies)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현장 학습은 주로 대학교 인근의 서대문구 신촌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멘토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신촌에서의 도시재생과 공공공간의 사용, 에
너지 캠페인, 사회적 경제에 나타난 정치과정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
발표하여 수업 결과를 공유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시민정치교육에 대한 국내외 문
헌을 검토하여 분석틀로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 지향, 방법론, 활성
화 구조를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분석틀을 바탕으로 마을학개론이 실제 어떻게 진행
되었는가를 서술한다. IV장은 이 글의 제시점들을 정리하고 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시민정치교육의 분석틀: 교육목표, 교육방법론, 활성
II. 지역기반
화 구조
1.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과 분석틀
시민정치교육은 “청소년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일상생활과 정치이슈를 가깝게 접맥시켜 생활 속의 정치를 실천하
고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이다(양민석 2014, 408). 여기서 정치
현안이란 국제관계, 국내정치과정, 선거와 같은 전통적 정치적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
한 층위와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의미한다. 시민정
치교육을 통해 삶의 문제(일상생활)와 정치문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이를 통해 정
치참여의 방법과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은 왜 필요한가? 시민정치교육은 지역과 그 커뮤니티
에서 발생하는 정치 현상에 대해 실제로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는 단순히 자원봉사나 지역 조사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은 시민정치교육의 풍
성한 장(場)이 될 수 있다(Thomson et al. 2011). 지역을 시민정치교육의 장으로 삼
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실제 자신이 살거나 활동하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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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민정치교육의 분석틀
구분

구성 요소에 대한 질문

교육 목표와 지향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의 지향은 무엇인가?
-시민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의 지향은 무엇인가?
교육 방법론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교육은 어떤 단계로 구성되는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활성화 조건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와 조
건들이 필요한가?
-교육을 위한 협력 구조는 어떤 모습인가?
-교육을 위한 소통 구조는 어떤 모습인가?

교육으로 교육대상과 문제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즉, 다른 곳, 다른 사람의 문
제이기보다 자신이 익숙한 곳,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정치는 시민 개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흐름의 이해를 바탕
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
력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을 정치적, 사회경제적 맥락
과 동시에 이해당사자의 가치, 이해, 권력 관계를 통해 분석할 수 있게 한다(Ehrlich
1999).
아울러, 국제,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의 제 문제들이 지역사회에
서 미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가 작은 정치현상과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슨(Mancur Olson)의 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에 관한 이론(Olson 1965)을 지역 사회의 공간 활용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상
인들의 조직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 사이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을 모두 국제정치나 국가 차원의 정치
현상으로 환원하여 평가할 수 없지만, 정치가 삶과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며,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써 교육되고 연구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를 가진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민
정치교육의 지향, 방법론, 활성화 여건에 대한 분석틀을 <표 1>에서 제시한다. 첫째,
교육의 지향은 수업목표와 관련된 질문들이다. 특히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주체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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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학생이 수업을 통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다. 둘째, 교육방법
론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법론을 쓸 것
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셋째,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 구조와 조건에 대한 질문들이
다. 강의실 중심의 수업과는 달리, 지역기반의 시민정치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외 주체와의 연계, 소통이 필요하다.

2. 교육 목표와 지향
1) 교육자: 연구-교육-봉사의 교집합 지향
시민정치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지역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 공동체
에의 참여 활성화라는 장점을 제공한다(심익섭 2001). 그러나 수업을 개설하고 진행
하는 교육 주체인 교수가 시민정치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실제 교
육이 진행되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자의 본연의 임무인 연구, 교육, 봉사의
교집합을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커리큘럼을 개발할 때, 시민정치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
교육자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지향으로서의
교육-연구-봉사의 교집합을 <그림 1>로 개념화 해 보았다. 교육과 연구의 교집합 추
구는 각 영역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Thomson et al. 2011). 관련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경험적 연구들,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공유는 연구가 수업의 좋은 내용
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사회를 연구 대상,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때 연
구와 교육이 모두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에 기반한 수업 활동과 내용은 연구의 주제

<그림 1>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의 지향: 지역-연구-교육-봉사의 교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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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 기반한 시민 정치 교육을 진
행했을 때, 학생들의 지역 정치에 대한 지식, 신뢰, 정치적 효능감, 참여의 동기는 어
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실험을 통해 연구하기도 좋
은 주제들이다. 다른 정치학 수업과 비교하여, 수업 효과에 대한 실험(experiment)을
설계하고 설문조사 등의 양적 데이터 수집과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focus group)등을
통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예로, 대도시에서의 마을
공동체, 지역 정치의 발현과 발전, 쇠퇴를 비교 연구하는 주제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정치의 이론적 맥락, 즉 결사체 민주주의, 오스트
롬의 공유제관리제도 등에 대한 연구 등, 정치학적 접근을 지역사회 정치를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연구의 교집합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추가해, 연구-교육-봉사의
교집합을 추구하는 것이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의 지향이다. 지역과 대학이 괴
리되어 각각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을
통해 지역과 대학 사이에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학생들이 지역에서 현장 연구
를 진행할 때,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젊고 참신한 사람들과 그들의 아이디어가 지역
사회에 유입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지역 정치 기구(구청, 구의회, 시청, 시의회 등)뿐
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교수의 봉사 영역을 학
내 봉사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한다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2) 학생: 수업의 객체에서 주체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기회나 장이 많지 않은 소극적 정치행
위자인 학생들이 주체적인 정치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
민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오수웅(2015)의 루소의 시민교육 연구에 따르면, 시민교육
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충족성과 자기지배권을 가지며 스스로 판단하는 주인(주체화)
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강의실에서나 지역 사회에서 주로 듣고, 받아
적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객체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대학에서의 시민정치교육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치 문제에 학생이 주체로서 참여하여,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
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생활정치, 즉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의 정
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과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
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정치교육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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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
감(Political Efficacy)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Kahne and Westheimer
2006; Pasek et al. 2008).

3. 교육방법론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은 ‘실천(doing)'을 교육의 주된 방법으로 삼는다. 액션
러닝(Action learning)은 실천과 현장 중심적 학습철학에 기반하여 ‘행함’을 통해 학
습하는 방법이다(최명민 · 김승용 2005). 액션 러닝은 “소규모로 구성된 집단이 조직
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그 학습을
통해 각 그룹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의될 수 있다(Marquardt 2000). 액션 러닝의 핵심요소로
는 문제, 그룹, 질문, 실행, 학습, 코치가 제시되고 있다.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
결하기 위해, 그룹을 형성하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성찰하고 질문한다. 문제
는 교수자와 멘토 그룹이 정할 수도 있고, 학습자들이 정할 수도 있다. 문제를 교수
가 정하는 경우 비교적 짧은 학기 일정 제한과 강의 내용과 주제의 적합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의와 필드스터디의 내용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
다는 점도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다. 학습자들이 주제를 정하는 경우, 교수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코치를 배정하여, 학습 팀 구성원의 문제 접근, 질문, 추진경과를 정리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치 혹은 멘토는 팀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행하기보다는 전체 프로젝트를 조정
(coordinator), 토론을 촉진하여, 관찰자인 동시에 연구자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교
수와 팀과의 소통의 매개 역할도 하게 된다. 실천은 강의를 통해 배운 질적 연구 방
법론(인터뷰, 포커스 그룹)과 서베이를 직접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와 그들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해결의 방안을 그룹으로 제시하고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공
유한다.
이를 순서대로 도표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사전 준비과정에서는 교수와 멘
토 그룹이 수업의 목적과 주제들을 선정한다. 선정시 세부 과제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만약 대학 이외의 기관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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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 방법론: 액션 러닝의 단계

해야 하는가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두 번째 단계로 강의실에서의 이론, 주제, 방법론
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반적인 문제의식, 이론, 주제, 방법
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민-관-학 협력과 지원이 있는 경우, 특강을 진
행함으로써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학생들의 배움을 증진
시키는 방법이다. 세 번째 단계로, 현장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멘토 그룹과 직접 학습
을 진행함으로써 스스로 느끼고 배우는 경험을 극대화 한다. 현장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현장학습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교수와 멘토 학생들간의 소통을 통해 주제
를 명확히 하고 다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결과물 공유의 단계에서는 팀별
현장 연구는 수업 안에서와 바깥에서 발표할 수 있다. 이 때도, 민-관-학 협력 구조를
만들고 조정하여 관계자들의 참석을 독려하면, 대학생의 수업만을 위한 발표가 아니
라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장(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원생들의
연구 결과는 학술대회나 학술적 워크샵에서 발표하고, 학술논문이나 책의 장으로 출
판할 수 있다. 학부 학생들의 연구 결과물도 질적으로 우수한 경우 책의 일부분으로
활용하거나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될 수 있다. 결국 연구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이기 때문이다.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의 지향, 방법론, 활성화 구조에 대한 연구

127

4.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 구조와 여건
1) 민-관-학 협력 구조
대학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를 구성하는 여러 성원들과의 협력구조이다. 민-관-학 협력 구조는 학습의 질 향상에
있어서나 지역사회에의 영향에 있어서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연구자 또는 학습
자로서 자신의 연구와 교육의 결과가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여 동
기와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제이다. 지역사회의 민과 관의 입장에서
도, 대학생을 비롯한 대학의 아이디어 제공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즉, 대학과 지역주민, 지자체의 협업 구조는 대학의 연구, 교육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형성, 지속되어야 한다.
2) 수업 내외부와의 소통 구조
시민정치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내-외부 간 소통을 들 수 있다. 내부적
소통을 통해, 교수와 학생 간, 교수와 멘토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수업 주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특히 강의실과 동시에 현장에서 교육이 진행될 때, 수업과 관련
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 진다.
아울러 수업과 수업 외부 간의 소통 또한 필요하다. 시민정치교육 내용이 특정한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
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 공감 가능한 의사소통의 방식에 의해 사회적 지성
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타인과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다(김상현 · 김회
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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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민정치교육 분석: 마을학개론 사례
1. 교육 목표와 지향
1) 교수: 교육-연구-봉사의 교집합 추구
본 연구자가 개설하고 진행한 '마을학개론'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연구-교육-봉사
의 교집합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실천해 보았다. 우선, 수업 설계 시, 멘토들은 연구
능력이 있는 대학원생과 지역활동가로 구성하였다. 지식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
환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지역사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치과정은
훌륭한 연구 주제이다. 대학원생들과 지역활동가는 지도 교수와의 협의 하에 네 가
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네 주제의 세부명칭은 “도시를 바꾸는 대학-신촌 연세로를 중
심으로”, “신촌의 사회적 경제와 기업”, “도시 에너지 캠페인과 커뮤니티”, “도시 재생
과 거버넌스-지하보도 창작놀이센터 참여의 방식과 주체”이다. 각각의 주제는 지역
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가능성, 도시의
에너지 관련 캠페인 행위자 분석, 공공공간의 사용을 둘러싼 주체와 거버넌스 구성을
연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도시를 바꾸는 대학-신촌 연세로를 중심으로”는 캠
퍼스 타운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간(가로)계획이 관련 주민, 상인, 구청, 시청, 보행자
등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가 어떻게 거버넌스를 통
해 정책으로 수렴되는지를 살핀다. “신촌의 사회적 경제와 기업” 연구는 누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학가 주변의 대학생,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
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도시 에너지 캠페인과 커뮤니티” 연구의 경우 신촌 지역 에누리(에너지를 나누는 이
로운 공간)캠페인의 참여자와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참여 동기를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에너지 수요 관리 차원에서 도시의 에너지 정치와 정책을 평가 분석하
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도시 재생과 거버넌스” 연구는 공유공간인 연세로 지하보도
를 누가, 왜,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주체라고 여겨지는 주
민과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다. 결국, 모든 연구들이 지역에서 벌어지
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행위자들이 어떻게 가치의 권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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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분을 이뤄내는가라는 정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각각의 주제는 지역 사
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대학원생 및 대학생 교육을 통해 연구 결과(책과 논
문)로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김의영(2015) 교수팀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
들과 함께 출판한 책인 『동네 안의 시민 정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 학생: 객체에서 주체로
마을학개론 수업의 주요한 수업 목표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서 배움을 스스로 주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 목표의 일환으로 중간고사를
통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할 기
회를 주었다. “대학생들은 어떻게 마을만들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중간고사 시험문제로 제시하였다. 수업이 모두
진행된 후 제출된 ‘신촌,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의 쪽글에서 한 학생은 다음과 같
이 밝혔다.
“중간시험의 문제는 저를 꽤나 당혹케 했습니다. 마을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역할
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민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 년 지내다 가는 떠돌아다니는 이
들입니다. 대학생은 돈도 힘도 권력도 없고, 심지어 집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욕망의 주체들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체계 내에, 더 작게는 지역
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따라서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언제나 있었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
을까요. 아픈 청춘이어서인지, 바쁜 청춘이어서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나서
지만, 혼자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독백이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외침이 되려
면, 너와 나의 접속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수업 <마을학 개론>처럼요. 이렇게 모인 우
리의 미시적 흐름을 통하여 형성되는 지속적인 연쇄작용이 거시구조를 변화시킬 것
이라는 작은 바람입니다.”(저자의 강조는 고딕체로 표시함.)

대학생들의 필드스터디는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만드는 좋은 방법
이다. 대학생들은 위에서 언급한 이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대학
원생들의 이론적 논의에 더하여, 학부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현장적인 주제를 과제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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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면 차 없는 거리 연세로 평면도2)

예를 들어, 연세로팀은 쉬어가는 연세로, 친환경 캠퍼스 타운, 차없는 거리에 대한
소셜 픽션(Social Fiction)과3) 휴식을 원하는 학생들의 상상을 담은 친환경 캠퍼스 타
운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연세로의 소셜 픽션을 제시하기 위해, 연세로 팀은 296명
이 참여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 문항에는 연세로의 이용 현황, 연세로의
2) 연세로팀 학생들이 제시한 소셜 픽션 청사진에서, 1번과 6번은 보행자 전용도로인 연세로
의 에너지원은 태양광 에너지로 충당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번은 철도
굴다리의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아이디어이고, 6번은 연세로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벤치 등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번은 문화와 쉼이 있는 공
간으로서의 연세로를 상상하고 있다. 4번과 5번은 공간이 좁은 곳이지만 벽면 녹화와 나
무 심기를 통해 녹지가 부족한 신촌 지역에 녹지를 만들고자하는 아이디어이다.
3) 소셜 픽션(social fiction)은 공상 과학(science fiction)의 과학적 상상력이 실제 실현되었듯
이(예로, 대륙간항공기, 스마트폰 등)사회적 상상력도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예로, 유누
스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라민 은행,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의 상상력을 제주에서 실
행한 올레길 등)을 보여준다(이원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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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방향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의 55%(163/296)는 “생태친화적인 곳에
서 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9%는 “버스킹, 작은 공연, 문화, 예술 활동
을 할 수 있는 공연 및 축제의 공간”으로 연세로를 바꿀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내
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차없는 연세로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내었
다.
사회적 경제팀은 “나와 너를 잇다 <맛있는 신촌>”으로 팀이름을 짓고 연세대, 서강
대, 이화여대가 모여 있는 신촌 지역에 대학생간 함께 밥을 만들어 먹는 관계망을 형
성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꾀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서베이를 통해 신촌 지역에 결핍된 요소가 공동체나 타인과의 교류 감소, 즉
외로움이라는 것을 발견한 점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놀이 문화 또한 결핍된 요소로
지적되었다. 사회적 경제팀은 연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프로그램 ‘맛있는 신촌’을 기획, 진행하였다.
지역 대학생 16명이 참여하여 체화당이라는 신촌 카페에서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
며, 공통의 관심사와 함께 식사를 하는 소셜 다이닝의 신촌 모델을 시험해 보기도 하
였다.
지하보도팀은 “지하보도의 짝을 찾는 연지의 짝”이라는 팀명 하에, 대학 앞 지하보
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찾고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후, 지하보
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탐구하였다. 유휴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
적 논의와 다른 지역의 지하보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연
세대학교 앞 지하보도의 공공성 평가의 틀을 도출하였다. 기획과 시행의 공공성에서
주 이용대상이 될 대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적절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소통
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담당 교수는 서대문구 도시재생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아이
디어와 요구를 위원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아울러 수업에서 구청장 특강에 이은 질의
응답 순서를 운영하고, 학생 발표시 서대문구청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아이디어를 알
리기도 했다. 수업에서의 노력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은 실제로 서대문구가 지하보도
의 사용 목적과 디자인 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신촌에너지 공동체 팀은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공간(에누리)’ 프로젝트가 어떻
게 진행되었고, 도시 지역의 에너지 캠페인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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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누리 프로젝트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Lee et
al. 2014), 신촌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상인들과 학교의 참여는 저조함을 지적하
였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담당과장, 사단법인 로하스 협회(에누리 추진 단체), 에누
리 프로젝트 참가 상인들(엘피스, 연세대학교 생활협동 조합, 우리은행 신촌지점, 거
북골 마을 사랑방)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에누리 프로젝트를 통해 감소된 에너
지 사용량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환경친화적인 상점이라는 마케팅 요소는 부족했
음을 밝혀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학 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에의 참여를 위한 대
안으로 기존의 환경-에너지 관련 동아리의 연대와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을 주장
하였다.
지역 필드 스터디와 발표는 학생들을 시민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효과적인 방안이
다.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팀, 연세로 팀, 연세지하보도 팀 모두 “무엇이 결핍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라
는 질문으로부터 필드 스터디를 시작하였다. 정치적 객체에서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

비고: ①
 연세지하보도: 공공공간 프로젝트, ② 연세로 프로젝트, ③ 에너지를 나누는 공간
프로젝트, ④, ⑤ 신촌의 사회적 경제: 쇠락하는 신촌 밀리오레와 이대 뒷골목.
<그림 4> 신촌 필드 스터디 트립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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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자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을 창조적으로, 직접 모색하는 과정이다.

2. 교육방법론
1) 액션러닝과 강의실-현장수업
앞서 밝힌 액션러닝의 단계에 따라, 마을학개론 수업은 사전준비, 강의, 현장연구학습, 결과물 공유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 민-관-학 협력 구조를 만
들기 위해, 관의 대학-지역 연계지원 프로그램 공모에 지원하였다. 지원이 확정된 후,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또한 수업 준비의 일
환으로, 학기 초(2주차)에 진행된 현장에서의 필드 스터디 소개는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주제로 연구하게 될지, 쟁점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게 되는 기회였다. 또한, 제
시된 주제 중 자신이 속할 필드 스터디 팀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
였다.
‘마을학개론’ 수업 전반부는 강의실에서 진행했다. 기본적인 개념들과 이론적 논
의, 앞으로 다루게 될 주요 주제는 강의실 환경에서 더 잘 전달될 수 있다. 강의실에
서 진행한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마을학개론’의 이론적인
논의다. 수업명을 “마을학개론”으로 한 것은 아직 학문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마을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마을의 문제, 지역의 문
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정치학, 정책학, 사회학, 도시공학, 경제
학, 경영학, 문화인류학 등)의 강점을 활용하려는 의도 또한 있었다. 그렇지만, 정치
학전공 과목으로서, 지역에 기반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본
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론적 논의도 정치학적 논의가 중심이 되어, 토크빌의 결
사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시민 정치(권효림 2015), 오스트롬의 공유재 관리 제도
(Ostrom 2010), 지역 거버넌스 이론과 실제(김의영 2015; 이재열 2006) 등에 대해 함
께 읽고, 강의하고 토론하였다.
두 번째 강의 내용은 현장 연구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이다. 도시의 정치학(Dahl
2005), 도시 공간과 거버넌스(김영 외 2013), 사회적 경제(정건화 2012), 에너지 전환
(Lee et al. 2014)에 대한 주제 강연과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에는 구청장, 연구자,
사회적 경제 기업 활동가, 신촌 지역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이 강사로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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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강의 내용은 학생들이 현장 연구를 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
한 것이다. 사례 연구, 인터뷰, 설문조사, 연구 윤리 등에 대한 강의는 짧지만,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적 요소들을 공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
다.
중간고사 이후 수업의 후반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문현답)’이라
는 모토로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학기 초에 수업수강생 전체, 지역활동가와 대학원생
멘토, 교수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필드 스터디 주제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였다. 중
간고사 이후의 현장 연구는 팀원과 대학원생 멘토가 함께 진행하였다. 팀별 멘토는
전반적인 수업 방향의 이해를 바탕으로 팀원 회의에 참석하고, 대학생들이 만나기 힘
들 사람들과 연락을 돕기도 하면서 학생들의 현장 연구를 도왔다. 또한 교수와 팀의
학생들과의 소통의 통로 역할도 하였다. 현장 연구 중, 담당 교수는 수업 시간에 학
생들과 팀별로 만나며, 진행 상황과 애로 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
였다. 공공 기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대학교 학과의 이름으로 된 공문을 작성, 제
공하여 현장 연구를 용이하도록 도왔다.
결과물 공유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프로젝트 발표회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주
민, 구청 및 서울시 관계자, 학생, 교수가 참여하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을학개론 프로젝트는 교수-대학원생-학부생이 함께 쓰는
책으로 출판될 것이다.

3. 지역 기반 시민정치교육의 구조
1) 민-관-학 협력 구조
II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 교육은 지식전달과 토론을 주목
적으로 하는 강의실 수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학 협력 구조와 내외부 소
통 구조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민-관-학 협력 구조의 한 파트너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대학과 지역
사회 연계 수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학개론’을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자원과 대학 인재가 교류되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을 사회혁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관련 수업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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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특강, 학생 필드스터디에 필
요한 운영비와 더불어 수업에 참여하는 멘토와 지역활동가의 활동비가 지원되었다.
아울러, 지역과 대학이 교류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을 소풍과 성과 발
표회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수업 학생들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연구/교육 결과물을 발
표하고 시상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에 참여할 뿐
만 아니라 비슷하지만 다른 수업들로부터 서로 배우는 교육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 아울러 발표회를 통한 시상은 학생들의 참여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신촌이 위치한 서대문구도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마을학개론’ 수업시간에 구청장의 특강으로 신촌도시재생과 연세
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구청의 생각들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도 질문과 답
변 시간을 통해, 신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자신이 진행 하려는 프
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서대문구에서는 2015년도 2학기부터 연세
대, 이화여대, 추계예대, 명지전문대와 지역연계 강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업 결
과물의 공유를 위해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관계자, 지역 주민,
관련 수업을 수강한 타 대학생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다.
지역에 따라 민-관이 대학과 협력하려는 의지나 경험은 다를 것이다. 민-관이 대학
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 대학 혹은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민-관-학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개개의 노
력도 중요하지만, 한국정치학회 등의 주요 학회나 지역 기반의 시민정치교육을 진행
하고 싶어 하는 교수들 간의 네트워크와 영향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의사소통 구조
마을학개론에서는 지역의 주제를 다루는 네 팀 이외에 미디어 팀을 만들어 운영하
였다. 장래에 신문, 방송, 영상, 인터넷 네트워크 등에서 경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학
생들로 구성된 미디어 팀의 역할은 수업 내, 외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수업 내
의 소통은 수업 게시판, 강의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통
해 이루어졌다. 수업 내부만의 소통을 위해서는 수업 게시판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
어, 구청장의 특강이 있다면,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인가를 학생들이 수업 게시판에 자
유롭게 게재하였다. 각 팀의 프로젝트 진행과정 또한 수업 게시판이 활용되었다. 사
회관계망서비스는 수업의 활동들을 내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특히 필드 트립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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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등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었다.4)
외부와의 소통가능성을 찾는 것도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가져올
수 있다. 미디어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경향신문과 서울경제신문의 취
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을 상상했더니 그게 바로 ‘생활정치’네요(송현숙
2015)”와 “‘포기’, ‘달관’은 어울리지 않는 말…대학생들이 새로운 신촌 공동체를 꿈
꾼다(정혜진 2015)”라는 제목으로 ‘마을학개론’ 수업이 기사화 되었다. 방송 매체에
서도 ‘마을학개론’의 시도를 취재하고 대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
다. 이러한 수업 바깥과의 소통의 노력은 미디어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좋은 교육이 되었음과 동시에 시민정치교육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도 되었다고 평가한다.
소통과 더불어서 중요한 요소는 기록이다. 수업의 내용, 특강, 학생 들의 쪽글, 인
터뷰,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의견 등을 기록하여 남기는 것도 미디어팀의 과제이다.
연구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업과 관련
된 정보를 공유하고 기록하는 것은 수업 자체의 발전과 수업 간 연계와 소통을 위해
서 고려해 볼 사안이다.

4.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의 평가와 과제
시민정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우선 “주민”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주민(住民)은 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리고 주소지를 기반으로 공적인 정치 행위―주로, 투표 행위―의 권리가 주어진다.
대학생들은 대학 근처 지역에서 생활만 하고 투표 등의 권리는 본 주소지에서 행하
는 경우가 많다.5) 즉, 정치적 주거지와 생활 거주지가 다른 것이다. 이에, 주민의 개념
과 분류를 주소 주민, 거주 주민, 생활 주민으로 나누어 지역 정치 참여와 교육을 달
리할 필요가 있다. 주소 주민은 거주지와 법적 주소지가 같은 주민들이다. 거주 주민
4) ‘마을학개론’과 관련된 두 개의 동영상은 유투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
youtube.com/watch?v=BeE8kHofqso는 필드트립의 과정을 찍은 것이다. https://www.
youtube.com/watch?v=g2tjA8WgnBc는 수업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촬영하였다.
5) 주된 이유는 장학금이나 기숙사 등 신청에 있어서, 학교나 학교 근처에 주소지를 두면 불
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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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지역에 살지만 법적, 정치적 권리는 그 지역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생활 주민
은 주소지도 거주도 하지 않지만, 특정 지역(주로 대학 근처)에서 일정 기간동안 생
활하는 주민들이다. 주소주민, 거주 주민, 생활 주민 모두 지역 정치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주소 주민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지역에서 투표를 통해 추구할 수
있음에 반해, 거주 주민과 생활 주민은 그럴 가능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거의 없다. 지
역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주 주민과 생활 주민의 정치적 활동을 가능하게 대한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투표와 같은 공식적인 정치 행위는 아니더라도, 생활
정치의 장에 거주-생활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와 틀, 구조를 만드는 것은 지역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사려된다.
둘째, 시민정치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문제 제기와 해결 능력의 향상
을 꾀할 필요가 있다. 교수와 학생들은 이미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세돌
과 알파고의 대결은 인풋(input)을 계산해 아웃풋(output)을 찾아내는 것은 이미 인
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앞으로 교육 전반, 특히 대
학 교육의 방향은 결국 어떤 인풋을 통해 어떤 아웃풋을 추구하는가의 아젠다 셋팅
(agenda setting)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에 있을 것이다. 2015년 '마을학개론'
수업을 처음으로 진행했을 때는, 교수와 멘토 그룹이 전반적인 아젠다를 규정하였다.
2016년 현재 진행 중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아젠다를 만
들어가는 실험을 하고 있다. 주어진 일을 하거나, 강의를 듣고 시험을 잘 보는데 익
숙한 학생들에게는 도전적인 일이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문제를 고민하고 탐구하
는 좋은 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제시한 주제는 학생들의 삶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다룬다. 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신촌”은 실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학생들이 참여한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경제”와
“신촌 도시 재생을 위한 학생 조직”은 학생들이 처한 주거, 경제, 정치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신촌 지역 열린 캠퍼스”는 지역과 대학이 공간을 공유하는
모델을 꿈꾼다. 오른 임대료로 다양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도시가 되어가는 젠트리
피케이션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있다. “신촌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은 어떤 모습일
까? “신촌의 광장”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는가와 같은 공
간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학생 팀 프로젝트로 만들어 졌다. 이는 학생들의 비판적, 성
찰적 사고와 행위가 주제 선정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수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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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몇몇 문제들이 학생들의 주제 결정 투표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6) 이보다 더
좋은 수는 없다.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그들의 필요와 고민으로부터 나왔고, 이것이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태동 2016).
셋째, 시민정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강화와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것 또한
연구와 교육의 과제이다. 김진경과 황기원(2011)의 연구에 따르면, 현장 중심적 도시
대학 교육 프로그램은 주민의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래의 학생 쪽
글에서도 이러한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15주의 짧은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수업에서 대학생이 주민이라는 이유를 깨달
았습니다. 왜 우리가 신촌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모으고, 전달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쪽글에 신촌에서의 덧없는 허망성쇠에 무기력했
다면,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무엇보다 이 수업을 통해서 즐거웠습니다. 무기
력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작은 흐름을 만드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수업을 들은 후. 학생 ‘신촌, 나, 우리’ 쪽글.(저자의 강조는 고딕체로 표시함.)

그러나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발굴해 나가지 못하고, 연구와 교육의 접점을 발견하
지 못한다면 시민정치교육의 실행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민-관-학의
협력 구조와 지원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지역에 기반한 교육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은 학습과 현장학습에 대한 부담 또한 늘
어나게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동기(시상, 가
능하면 성적절대평가, 교수/멘토와의 대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큰 과제이다.

6) 주제 결정 투표는 한 학생이 두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학생과 교수에 의해 제시된
16가지 주제 중 8가지 주제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8가지 주제 중 학생들이 일-이-삼 순위
를 정하여, 교수와 조교는 최대한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에 팀당 학생 숫자를 비
슷하게 만들어 팀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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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시민정치교육은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Civil life)에 효과적으로 참
여하고, 사회 문제와 이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stay informed), 정치 과정을 이해
하기(understand governmental process)를 기대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결정 도출 및
시행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며, 그러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
는” 교육이다(김태한 2014).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은 지역이라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 멀리 떨어져서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관
심을 가졌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이자 대상이다. 지
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을 교육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때, 연구자는 교육-연구-봉사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 학생
들 또한 교육의 객체에서 주체로 지역의 정치적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 강의실 수업과 현장의 필드 수업이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를 확인하
고, 질문을 던지는 팀 동료들과 멘토들의 도움도 배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민-관-학의 협력 구조와 내-외부의 소통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수업이 수업으
로만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수업의 내용과 결과를 더 큰 청중
들과 공유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맥락을 함께 한다(장동진
2005). 이에 정치학과나 사회과학 관련 학과라면 어디에서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한 대학이나, 지역, 학과, 교수에 전유된 수업은 아닐 것이다. 그 정도와 관심은 다르
겠지만, 정치학의 기존 주제들―정당-선거, 국제관계, 비교정치, 정치경제 등―도 결
국 지역사회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7)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
민정치교육을 진행한다면, 수업 간의 연계 등을 통하여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에서도 수준과 주제를 달리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노원구의 경우, 노원구 전체의 ‘마을학교화’를 목표로 다양

7) 정치학의 다양한 하위 분야(예를 들어, 도시/주정부 정치, 공공정책, 선거, 정치이론, 비교
정치, 국제 정치)에서 어떻게 시민 정치교육과 연구를 진행해왔는지 Thomson et al. 2011
의 관련된 장들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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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제의 200여 개 마을학교의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8) 경기도 교육청의 ‘꿈의 학교’
라는 마을학교프로그램도 한 예이다. 대학교육과 초-중-고 교육에서 시도교육청, 지
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 교육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울러,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 수업을 들은 정치학도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초-중-고 마을학교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위기의 정치학 교육,9) 특히 지방대학
정치학 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 협력
의 제도화와 예산의 확보 등이 필수적이다. 대학의 시민정치교육이 활성화되면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치의 민주화(民主化)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학교육
은 시민정치교육의 저변 확대를 통해 배움과 활동의 주체가 되는 학생 양성, 지역에
기반한 연구와 교육, 손에 잡히는 다양한 대안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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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necessity, educational methods, and directions of
community-based civil political education. ‘Community Village Politics, 마을학
개론 Maulhakgaeron’ is a political science major course, which seeks to bridging
university and local community. The course pursues the common ground for
research, 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 It has an educational purpose to make
students self-sufficient subjectivity rather than objectives of university education
through field studies oriented pedagogy and action learning. By utilizing publicprivate-university partnership, and internal-external communication, communitybased civil political education is able to broaden the horizon from a university class
to local and wider society.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teaching
assistants, community activists, enrolled students, and public officials, this research
addresses potentials and directions of community-based civil poli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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