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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화요일 12:00 – 12:50, 목요일 오후 1:00-2:50; 강의실 연희관 211 

이태동 교수, 정치외교학과    

연구실: 연희관 105; 전화: 2123-2948 Email: tdlee@yonsei.ac.kr 

강의조교: 안정배, 고인환    

 

1. 강의 개요 

 

정치학 연구와 교육은 정치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민주시민에 대한 연구

와 교육 또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평가하거나 규범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마을

학개론은 마을과 커뮤니티에 대한 강의와 학생 팀이 주축이 된 현장 중심의 필드 스터디로 문제

의 분석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수업이다. 마을과 지역 커뮤니티는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마을과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무

엇이며 누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에 대한 물음에 대답한 결과를 ‘마을학개론: 대학과 지

역을 잇는 시민정치 교육’ (이태동과 수강생, 2017)의 저서로 출판하였다.  

 

지방 선거가 있는 2018년,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은 새로운 실험에 도전한다. 한마디

로 하면, 우리가 만드는 정치 (Politics that We Make)이다. 후보자들의 공약 또는 선거를 분석하거

나,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독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거라는 정치 과정

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형 아젠다를 만들어 제시한다.  2018 마을학개론: 우리가 만드는 정치 수

업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곳 혹은 관심을 가지는 곳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토론과 연구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지방 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지방 선거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공간

과 사람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를 이해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지역기반수업 

(Community-based Learning 혹은 Service learning)을 넘어 시민참여수업 (Civic Engagement 

Learning)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수업은 CBL (Community Based Learning) 과목으로 성공적으로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CBL 활동 관련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학생들의 기말보고서는 질을 평가하여 ‘우리들이 만드는 

정치’ 책의 북챕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Learning) 수업과 토론 수

업의 교육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사후 실험 설문 연구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강 대상 

 



본 강좌는 마을과 지역 사회, 지방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강의실/시험 중심의 수업이 아닌 현장 중심 수업에서 팀원들과 함께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을 환영한다.  

 

3. 강의 운영 방식 

 

본 강좌의 진행은 강의와 팀별 현장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중간 고사 이전 까지는 강의실에 이론

수업을 중심으로 마을과 지역 정치, 지방 선거에 관련된 이론과 사례들을 배운다. 이를 위해 학생

들은 당일 교제를 미리 읽고 수업에 임해야 하며 담당 교수의 질문에 대답하고 동료들과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장 학습은 주로 서울시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직접 선정

한 지역과 주제에 참여하여 팀원들과 함께 배우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게 된다.  

 

본 수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을지원센터는 대학-지역 연계 사업을 통해 대학생의 마을/지역 공동체 참여를 지원해왔다. 지역

활동가와의 연계를 통한 수업은 현장을 파악하고 아젠다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선거관

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학점인정과정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 선거 제도의 이해, 정치 참여 방법, 지역 사회 정치 아젠다 제안 방법 등

에 대한 강연과 현장 참관을 지원할 수 있다.    

 

4. 성적 평가 

기말발표 및 리포트                                       40% 

중간 보고서 (연구 계획서)                                 30% 

출석 및 수업 참여                                        30% 

 

5. 교재 

주교재 

이태동 외. 2017. 마을학개론: 대학과 지역을 잇는 시민정치교육. 서울: 푸른길                            

 

부교재 

김의영 외. 2015. 동네 안의 시민정치. 서울: 푸른길 

논문 및 북챕터 

 

강의 일정 

 

1주차: 마을학개론: 대학-지역 연계 수업 소개 

지방 선거, 나, 그리고 우리  

 

제 1장. 마을학개론: 공간,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시민정치교육 

 



읽을 거리 

유창복. 2014. “에필로그”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김의영 외. 2015.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민정치 지표 분석”. 동네 안의 시민정치. 푸른길 

 

2주차 마을/지역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 2장. 정치 이론으로 보는 마을공동체: 하버마스, 퍼트넘, 오스트롬을 통해 

 

읽을 거리 

권효림. 2014. “결사체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탈정치화와 재정치화: 서울특

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과 마포구 마포파티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

학과 석사학위 논문.  혹은 권효림. 2015. 결사체주의 관점에서 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민주주의

적 의의: 마포파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9 (5): 151-180. 

김의영 외. 2015. “성북의 마을에는 민주주의가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 2010. 제 2장. “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 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

론적 연구 접근”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랜덤하우스 

 

토론: 마을(지역)에는 어떤 (정치적) 문제들이 있는가? 왜 중요한가? 

 

3주차 지방 선거 제도와 과정 이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특강  

후보자 선거 공약과 선거운동 모니터링 방법 

토론: 팀 정하기 

 

4주차 마을공동체의 작동원리: 사회적 자본과 협력적 거버넌스 

 

제 3장. 지역-대학 파트너쉽 

 

토론: 마을(신촌지역)에는 어떤 (정치적) 문제들이 있는가? 왜 중요한가?   

 

읽을 거리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 (1): 33-67. 

니시카와 요시아키. 2006. “참가형 개발의 이념, 수법과 과제” 마쓰오 다다스 외.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한울. 

김의영 외. 2015.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한 노원의 도약” 

 

 

참고문헌 



Robert A, Dahl. 1961 (2005). “The Nature of the Problem”, “Overview: the Ambiguity of 

Leadership”, “Leaders in Urban Redevelopment” Who Gover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5주차 지역 정치와 공간 

 

제 4장; 제 5장; 제 6장; 제 7장; 제 8장; 제 9장.  

 

토론: 지역 공간의 정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읽을 거리 

김영, 정규식, 천성봉. 2013.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 (2) 43-70. 

박용남. 2009. “시민을 존경하는 여러 실험들” 꿈의 도시 꾸리찌바. 녹색평론사 

김정후. 2013. “트루먼 브루어리: 예술가 마을로 변신한 양조장.”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

가. 돌베개.  

  

6주차 지역 정치와 정책 

 

토론: 지역 정책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 10장; 제 11장; 제 12장; 제 13장; 제 14장.  

 

읽을 거리 

 

정건화. 2012. 민주주의, 지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 동향과 전만. 86. 

김성기. 2014. “지역경제 개발과 사회적경제” 김성기 외.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아르케.  

김의영 외. 2015. “ 생동하는 성동, 변화의 움직임” “살아나는 상권, 사라지는 주민-종로구 서촌의 

고민” 

이유진. 2013. “왜 전환도시인가” “전환마을 토드네스” 전환도시. 한울아카데미. 

Taehwa Lee, Taedong Lee, Yujin Lee. 2014. "An Experiment for Urban Energy Autonomy in Seoul: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Energy Policy 74: 311-318. 

김의영 외. 2015. “함께 Green 동작.” 

 

 

7주차 필드 스터디 설계+ 지방선거 참여 과정 특강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특강  

선거 후보에게 공약 제시하는 방법 

방법론: 인터뷰; 설문; 참여 관찰 (민속지 Ethnography) 



Earl Babbie. 2013. “서베이조사” “실험과 실험법”  사회조사방법론 (제 13판). 박영사.  

예) 선거후보자들 인터뷰 질문 

 

8주차 중간보고서 발표 

 

9주차: 필드 스터디  

예) 후보자들 인터뷰 

 

10주차: 필드 스터디 

조별 모임 및 발표 

예) 지역 문제 이해와 분석 

 

11주차: 필드 스터디 

조별 모임 및 발표 

예) 지역 문제 해결 제시 

 

12주차: 필드 스터디 

중간보고 

예) 지역 문제 해결 후보자에게 제시 

 

13주차: 필드스터디 

조별 모임 및 발표 

예) 보고서 작성 

 

14주차: 필드 스터디 

최종 지역 문제 해결 후보자에게 제시 

 

15주차: 최종 보고서 제출 

 

본 수업은 저와 대학(원)생의 글과 수업 내용, 과정, 학생들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책 (가제, 우리가

만드는 정치: 2018년 지방정치 참여)으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 

"이 수업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 대한민국 라이선스(CC-BY)에 따라 저작자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 http://www.cckorea.org/xe/cc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