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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대학-지역 연계 수업은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정치학과의 대학-지

역 연계 수업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손에 잡히

는(tangible)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수업이 학생들의 지역 사회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대학-지역 연계 수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준실험 연구를 설계(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하여 진행하였고, 사회적 자본, 지역 

소속감, 지역 정치 과정(구청 정책결정과정과 구의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라는 세 가지 변수

를 통해 지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수업 전후 대조군과 실험군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한 결

과, 구청정책결정과정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다변량 순서화 로짓(ordered logit)을 차용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정치학과의 대학-지역 연계 수업이 학생들의 지역 소속감과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 과정(구청과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업을 통해 기존 정치 과정을 접하고 알게 되면서 오히려 신뢰 수준

이 낮아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대학-지역 연계 수업이 사회적 자본과 지역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의 디자인과 학생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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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지역 연계 정치학 수업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수업은 강의실 수업과 동시에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결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권력관계와 욕구를 파악하고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형 교육이다. 대학은 민주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서울

시와 구청)와 중간지원 조직(서울시 마을지원종합센터)들과 함께 대학-지역 연계 수업(Community-Based 

Learning, 이하 CBL 수업1)을 진행하고 있다.2

하지만 아직까지 CBL 수업이 학생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지

역과 현장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신뢰(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지역 연계 정치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전-후에 신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론적으로 대학 정치학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 기여한다. 즉, 신뢰의 요인을 

밝히는 정치학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학 교육의 신뢰에 대한 영향을 이론화하는 의의가 있다. 또한 현

장 중심의 정치학 교육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실험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3 실험 연구(experimental research)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면서, 실험 전과 

후를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를 통해 처치(treatment, 본 연구의 경우는 CBL 수업 수강)의 영향을 직

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며, 본 연구에서 차용하는 준실험 연구 디자인(quasi-experimental de-

sign)도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획일화된 강의평가에서 벗어나, 대학 정치학과에서 진행된 수업을 중심

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설문문항을 통해 수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경험적인 연구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신뢰에 대한 CBL 수업의 효과성을 논하기 위해, 

1 ‘CBL(Community-Based Learning) 수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번역한 ‘대학-지역 연계 수업’이라

는 표현과 달리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는 CBL을 ‘지역사회 경험학습’으로 표현한다. 대학에서의 다양한 방식의 수업 

중 지역사회를 통한 경험을 강조하는 방식의 수업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CBL 수업은 민주시민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지역’과 ‘공동체’를 제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학 교육을 개념적으로 

포함한다. 대학 수업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는 지역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 

교육(citizenship education)도 CBL 수업에 큰 범위에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지역-대학 간 제휴(域学連携)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활동에서 비롯된 수업들 역시 그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CBL 수업을 논의한다.
3 정치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CBL 수업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6년 상반기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진행한 ‘신촌 도시재생활

성화를 위한 대학-지역연계수업’에서는 국문, 정치외교, 지리교육, 건축, 영상디자인, 공간디자인, 산업디자인, 문화예술경영의 

전공에서 지역 도시재생 정책에 동력이 될 만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연계 수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커뮤니케이

션 테크놀로지와 커뮤니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도시와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서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였다. 서울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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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L 수업의 의미와 효과성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 장에서는 신뢰의 다양한 요인 중 수업 효과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이 장에서는 신뢰의 측면 중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와 지역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로 논의한다. 이어서 연구 설계 방법론, 설문으

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descriptive statistics), 데이터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한다. 

Ⅱ. 대학-지역 연계 수업과 수업 효과성

1. 대학-지역 연계 수업의 의의와 실제

대학-지역 간의 연계는 지역이 정치, 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단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국책 사업의 방향이 대학-지역의 연계 활성화를 고려한다는 점에서(양승실ㆍ이정민 2005) 최근 그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본 중요성을 바탕으로 여러 민-관-학 협력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

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통치자로서의 행정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파트너쉽을 기대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고안하고 있으며(김혜정ㆍ이승종 2006), 이를 위해 대학과 함께 지역사회 역량 증대를 고민

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과 서울시 산하 구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CBL 수업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러한 중간지원 

조직의 예산 지원(학기당 약 200-300만 원의 수업 진행비)과 마을 참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필드 스

터디, 지역 활동가와의 연계, 전문가 특강을 통한 사례 공유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한편, 지역사

회에서는 각 지역사회가 처한 다양한 과제(지역사회 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생

력 확대 등)의 해결을 위해 대학으로부터의 아이디어 제공과 참여 등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김민호 

2011).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이 지역사회로부터 점차 괴리되어간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교

육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수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정치학계 내에서는 주로 대학

이 지역기반의 시민정치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을 고민하고 있다(김의영 2015; 이태동 2016). 본 연구에서는 2016년 대학-지역 연계 수업을 진행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마을학개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시민정치론’, 경희대학교 정치

외교학과의 ‘동네 간 시민정치’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실험 장소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는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하나인 신촌에 위치하고 있다. 신촌은 

상업집약적 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근에 4개 대학 1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상시 유동하는 지역이다. 

대학-지역 연계 수업으로 진행된 ‘마을학개론’ 수업은 마을, 공동체, 도시정치 등의 이론 강의와 더불어 

손에 잡히는 공동체 현장 연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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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학개론’ 수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것이었다: 마을, 공동체, 

도시정치란 무엇인가? 신촌지역과 지역공동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마을학개론’ 수업은 강의실에서 수행된 강의를 통해 토크빌(De Tocqueville 2003)의 협의체 민주

주의, 퍼트남(Putnam et al. 1994; Putnam 2001)의 사회 자본, 오스트롬(Ostrom 2015)의 공유자원 

관리 제도와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도시재생, 에너지, 사회적 경제, 공

간과 관련된 정치 등 현장 기반 사례를 공유하였다(손효동ㆍ이태동 2016). 특히 수업의 전반부는 지역

사회와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대학 인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증진시키는 데 주력하였고, 

중반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관련주제를 선정해 참여관찰 방법을 중

심으로 신촌 지역 현장에 직접 개입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수업의 후반부 절반은 강의실 강의와 현장연구가 병행되었는데, 각 현장연구 주제는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진행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되었다. 각 주제별 현장연구팀은 각각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주제에 관한 현장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참여관찰,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

하였다. 선정된 현장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없는(barrier-free) 공

간; 신촌지역 대학생 모임 조직;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경제; 열린 캠퍼스를 위한 대학-지역 파트너쉽; 

신촌의 장소정체성; 신촌의 광장; 도시 프랜차이즈;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유휴공간 활용이다. 

서울대학교 ‘시민정치론’ 수업(2016년 2학기)은 교과서 위주로 교실 안 교육에 머무는 기존 대학 

강의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했다. 대학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지적 고민을 확장하고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소통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ㆍ진행되었다. 교육ㆍ연구ㆍ실천 및 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시민정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ㆍ관찰 방식으로 연구하며, 지역사회

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기획의도에 따라 이 수업은 ‘관악구의 시민정치’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했고,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악구 지역활동가와 협업하였다. 15년 이상 지역현안에 천착해 온 지역활동가들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관악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여 여섯 가지 주제(참여예산제, 환

경, 교육,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의정감시)를 선정하였고, 활동가들은 멘토이자 네트워크 허브로서 학

생들의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시민정치론’ 수업은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이 지

원하는 ‘전공연계 사회공헌 과목’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

업단 역시 본 수업을 지원하였다.

수업 전반부에는 시민사회,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등 시민정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고,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공동체, 생활 정치의 개념과 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결사체 민주주의, 로컬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 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

구들을 검토하였다.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들(SDGs)을 활용하여 관악구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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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4주차 수업 전 관심 있는 영역과 사례를 선정하여 3~4명이 팀을 이뤄 사전문헌조사를 시작

했다. 서울시 자치구 마을공동체 실태조사, 행정자치부 자료, 각 구청 자료, 기존 연구ㆍ분석 논문 등 

각종 지표와 2차 자료에 기초하여 관악구의 기본적인 현황을 분석하였고, 5주차부터 주민/마을활동가 

면담, 간담회, 관악구청장 인터뷰 및 주민설명회 참가 등 현장연구와 활동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

생들은 기존에 진행해 왔던 관악구 내의 대표적인 시민자치 모델을 분석하였고, 관악구의 시민참여 제

도ㆍ정책ㆍ실천을 평가하였다. 

학기말 수업이 종료되고, 이미 학점을 받은 후에도 한 학기 동안의 연구성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6개의 팀은 각각의 주제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이를 

단행본(�관악구의 시민정치�)으로 출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정치론’ 수강생과 

지역주민, 관악구청이 함께 ‘관악구 시민정치 워크숍’(2017년 5월 예정)을 개최할 것이다. 학생들이 연

구결과를 발표하면, 관악구민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피드백을 주고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실천과 사회적 기여가 현실화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정치론’ 수업은 이처럼 ‘살아 있는’ 정치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민주적 시민이자 리더로 양성

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시민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16년 2학기에 경희대학교에 개설된 ‘동네 간 시민정치’ 수업은 ‘동네 안 시민정치’의 비교정치적 

확장판이다. 립셋(Lipset 1997)의 명언을 차용하자면 “한 동네만 알고 있으면 그 동네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된 이해와 경험은 그 원래 의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의 장점과 단점은 대부분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고, 지역 간 비교 탐구를 통해 지역 정치의 개혁 방향까지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과 지역 간 상호 의존 및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우며, 옆 동네와의 협력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현안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옆 지역의 정책이 의도치 않게 우리 지역에 긍정

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동네의 성공적 정책 운영 사례를 우리 지역에 도입하

자면 비교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네 안 시민정치”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동

네 간 시민정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동네 간 시민정치’ 수업이 설계되었다. 

수업 진행은 최근 독립학습을 장려하고 있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양 강좌 형식을 빌었다. 대부분

의 대학 행정이 그렇듯 새로운 전공 강의가 학사행정으로 허가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파일럿 

형식의 수업에 대한 실험적 성격과도 연관이 있었다. 소규모 수업의 필요에 의해 11명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로 수강 신청을 마감하였다. 11명 모두 국제정치, 비교정치 등 기존의 정치학 수업

을 통해서는 우리 주변의 동네 정치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없었던 경험의 소유자들이었다. 

11명의 학생들은 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관심사를 토론하고 한 학기 동안의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네 시민 정치 분야 선도 연구자들의 특강을 마련하였고, 동네 정치 및 시민 

참여 관련 다양한 정치학적 개념 및 이론적 틀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동대문구 지역 

활동가들 4명과의 만남을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동네 시민 정치 프로젝트들에 접할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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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4개 팀은 1)동대문구와 성북구의 시의회 의원 활동 비교, 2)강남구와 동대문구의 장애인 학교 

설립 비교, 3)대학 주변 안전을 위한 학생 순찰 프로그램의 대학 간 비교, 4)지하철역 환경 개선을 위한 

동대문구 지하철역 비교 등을 주제로 결정하였다. 이후 각 팀은 지도교수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인터뷰 대상 및 관련 문헌들에 대해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지도교수는 인터뷰 성사를 위해 협조 

공문을 작성, 전달하였다.

‘동네 간 시민정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거둔 성과는 매우 다양하다. 중앙 정치에 대해서만 배우고 

생각하던 틀에서 벗어나 실제로 동대문구와 성북구 구의원들을 동행하며 지방 자치를 체감해 본 팀은 

중앙-지방 정치에 대한 새로운 학습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동대문구의 장애인시설 설립 무산 이유와 

배경에 대해 알고자 강남구와의 비교 연구를 진행한 팀은 우리 사회 공동체 전반에 대해 새로운 문제의

식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 주변에 살며 본인들이 직접 느꼈던 안전 문제와 관련 대학별로 다른 대응 

방식을 비교해 본 팀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동대문구 

관내 8개 지하철역을 일일이 탐방해 보고 안전 및 복지 시설을 점검해 본 팀은 시민적 요구 사항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동대문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약속 받음으로써 

새로운 정치 효능감(efficacy) 및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2. 대학-지역 연계 수업의 효과성

수업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진단하는 것은 수업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수업 발전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은 CBL 수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CBL 수업은 대학과 

대학을 둘러싼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손에 잡히는(tangible)’ 교육 방법을 통해 기존 강의실 위주 수업

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CBL 수업은 지역 사회와 공동체(local society and community)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학생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교과내용을 깊게 이해하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으로 기타 수업 평가나 수업 효과성 측정과 마찬가지로 

CBL 수업도 관련 교과에 대한 교과내용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습내용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CBL 수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업 목표에 수강생이 지역사회의 민주시민

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공동체에 대해 신뢰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욱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추가한다. 여기서 ‘지역’은 특정한 지리적 범위로 국한된 물리적 개념보다는, 지역사회와 

지역정치의 공간이라는 사회적ㆍ정치적 장소이다. 따라서 CBL 수업의 직간접적 목표는 수강생들이 특

정 공간에 나가 수업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지역의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적 책임

감을 증진시키고 시민 참여(civic participation)를 장려하는 것이다(Melaville et al. 2006). CBL 수업

의 교육 목표 중 하나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은 실제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의 교육이념에서 “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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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력”과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목표와 부합한다. 위에서 언급한 

CBL수업의 효과성을 진단하게 하는 수업의 두 목표(학습내용의 실제 적용가능성 향상, 민주시민으로

서의 제 자질함양)는 단순히 학생들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학생의 지역 신뢰도, 지역 정치 효능감, 지역 참여도의 측정을 포함해야 함을 보여준다.

CBL 수업이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정치에서 스스로 ‘주체’로 이해하는 민주시민인식과 그에 합당한 자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 효과성을 다룬 논문은 극히 드물다. 한

국 학계 뿐 아니라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경우에도 CBL 수업을 

포함한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 분야의 연구에서 수업 효과성을 실험의 방법을 통해 정량적으

로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대학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의 인식과 자질

을 판단한 관련 연구는 드물었다(Bennion and Dill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CBL 수업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특정 학교에서 진행된 단일 수업 뿐만 아니라, CBL 수업의 

본질을 유지하는 다양한 수업의 분석을 통해 높은 일반화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CBL 수업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효과의 지표 중에서 (지역) 신뢰에 주목한다. 지역사회

와 지역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는, 정치 지식(political knowledge), 정치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과 더불어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민 덕목이다. 각 수업 

간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중심으로 수업 효과의 영향을 이론화하였다. 즉, 연구는 구체

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진행하는 수업(들)이 이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지역(공동체)에 대

한 신뢰에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Ⅲ. 대학-지역 연계 수업의 효과로서 신뢰

신뢰(trust)의 사전적 의미는 ‘믿고 의지함’이며, 일반적으로는 다른 이들/것들에게 그들/그것들의 확

실성(reliability), 진실성(honesty and integrity)에 기반한 평판으로부터 가지는 경향과 기대를 뜻한다

(Moreno 2011; Kotzé and Steenekamp 2011). 신뢰는 정치학을 비롯한 경제학, 심리학, 언론학, 사회

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논의되어 왔다. 신뢰는 ‘어떤 주체가 무엇에 대해서 신뢰하

는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며, 심지어 같은 학문 분야에서도 시각에 따라 쓰임이 다양하다. 본 연구

에서는 신뢰의 개념을 CBL의 범위에 맞도록 우선 지역사회(community) 수준을 중심으로, 신뢰의 범

주 역시 지역사회 신뢰와 지역정치 신뢰에 한정한다. 본 구분은 정치적 신뢰(political trust)와 상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로 구분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신뢰의 일반적 구분법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

가 없다(Kotzé and Steenekam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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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신뢰는 일반적인 신뢰 연구에서 말하는 ‘일반신뢰’와 관련이 깊다. 신뢰의 측정은 정치교육

의 주된 관심사인 정치 참여, 효능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이는 일반신뢰가 갖는 모호성 때

문이다. 일반신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뢰로서 구체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신뢰와 구별된다

(조기숙ㆍ박혜윤 2004).4 또한 지역사회 신뢰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도 관련이 깊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정의한 다양한 학자들이 존재하지만, 퍼트남은 특히 상호성(reciprocity)을 중심으로 신뢰

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신뢰는 네트워크(networks) 및 규범(norm)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상호성을 기반하는 신뢰가 높아지면 국가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상호 주고 

받는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력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utnam et al. 1994). 지역사회 신뢰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지역에 대한 전반

적인 인식과 소속감뿐 아니라, 지역의 일원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사용되는 안전의 감지가 포함될 수 있다(소진광 2004).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를 

소속감과 구분하여 분석한다.

반면 지역정치 신뢰는 (지역의) 정부 생산(output)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정부/정치인이 얼마

나 업무를 잘 처리하는가 또는 정책결정과정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와 관련이 있다(가상준 2007, 110). 

즉,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적 또는 감성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뜻하기도 하며, 대개 정책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기존의 정치교육에서의 신뢰 연구는 두 가지 경향이 있었다. 첫째, (정치적) 신뢰에 대한 논의를 전개

함에 있어서 신뢰가 (정치) 참여나 효능감 등에 끼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가상준 2007; 박혜영ㆍ김정

주 2012; 민병기 외 2013; 김명정 2016). 이들 연구는 신뢰를 독립변수로 두고, 정치인과 정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어떻게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가에 주목한다. 둘째, 기존의 정치학에서 종속변

수로서의 신뢰 연구로는 다른 나라와의 신뢰 비교 또는 협력의 수단으로서 신뢰를 강조하는 기조 아래 

신뢰 지수 정도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신뢰 연구에서 중요한 관련 연구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와 관련이 있었다(Paxton 2002). 관련 연구의 경우 역시 정치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고는 있

지만 교육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신뢰는 실제 지역 참여 등과 함께 민주시민의 자질 중 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역의 주민과 학생

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과연 무엇을 학습하는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의 교육이 넓은 

의미의 신뢰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부족하였다(김민호 2011). 신뢰는 지역사

회에 있어서 지역참여와 정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Campbell 2000). 그런데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한 요소로 볼 경우, 신뢰 자체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민적 역량 향상

을 위한 CBL 수업의 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와 지역정치에 대한 신뢰 연구가 그 자체로 

정치교육 연구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매우 소수의 연구만이 지역사회 

4 그렇지만 지역사회 신뢰는 그 지역적 범위가 비교적 작으므로 때로는 구체적 정보가 존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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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교육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해 다루어왔다(박진영 2006; 정혜령 2009). 본 연구는 CBL이

라는 지역 중심의 수업 방식이 실제 학생들의 지역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교육의 효과성 측면과 

정치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연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실험 설계 및 데이터

본 연구는 준실험 연구 설계(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를 통해 제기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준)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선택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최소한의 편향과 오류 속에서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Oehlert 2010, 2). 실험설계를 위해 대학생들을 실험단위로 하였으며, CBL 

수업을 수강한 학생(실험군)과 수강하지 않은 학생(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캠벨과 스텐리(Campbell 

and Stanley 1966)의 사전-사후대조군 실험설계에 따라, 연구진은 대학 정치학과에 개설된 두 전공과

목의 수강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선택해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학기초와 해당학기수업이 모

두 완료된 학기말에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학교는 연세대와 서울대이다. 실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189명과 대조군 학생 203명이 실험참여에 동의

했으며, 학기 전후의 두 시점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완료했다.5 연세대학교에서 실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40명 중 29명(72.5%)과 대조군 학생 99명 중 60명(60.6%)이 실험참여에 동의하였다. 서울대학

교에서는 실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34명 중 33명(97%)이, 그리고 대조군 학생 48명 중 38명(79%)이 

실험참여에 동의하였다. 본 실험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피실험자의 권리와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

터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받았으며, 자발적으로 실험 참여에 동의하였다.

지역사회 및 지역정치에 대한 대학생의 신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정한 CBL 수업의 영향력을 

다른 요인들로부터 분리하려면, 무작위 할당(random assignment)이 중요하다(Druckman et al. 2011). 

이를 위해 연구진은 정치외교학과에 등록된 전공수업을 수강한 학생들로 연구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비

교적 동질적인 실험대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택편향(selection bias) 및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와 같은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CBL 수업인 마을학개론과 시민정치론의 수강생을 실험군으

로, CBL 인증 수업이 아닌 국제법과 정치학방법론 수강생을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학기 초기에 두 집

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수업 수강이 실험 참여자들의 지역사회 및 지역정치에 대한 

신뢰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효과의 입증, 즉 특정 수업 수강의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고, 수업 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어야 한다.

5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도 대학-지역 연계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실험군의 사례 수가 적고(각 

11명, 8명), 대조군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데이터 분석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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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은 우선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업 전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두 그룹 사이의 차이 유무

를 확인함으로써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검토를 위해 다변량 순서

화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차용했다. 이 모델을 통해, 수업 효과 이외에 수업 후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가 실험설계를 통해 

발견한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초점은 지역사회와 지역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가 CBL 수업 수강 이후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지역정치에 대한 신뢰라는 두 개의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실험군과 대조군 학생들에게 수업 전후 서면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당신의 신뢰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 나는 OOO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이하 사회적 자본, 괄호의 설명은 설문지에 불포함)

- 나는 OOO 지역 사회의 일부라고 느낀다. (지역사회 소속감)

- OOO구청의 정책 결정 과정 (구청 정책결정과정)

- OOO구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 (구의회 정책결정과정)

모든 설문 질문은 4단위 리커트 척도의 답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답안 선지

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 / 매우 신뢰하지 않음 (1로 코딩)”, “동의하지 않음 / 신뢰하지 않음 (2로 코

딩)”, “동의함 / 신뢰함 (3으로 코딩)”, “매우 동의함 / 매우 신뢰함 (4로 코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는 CBL 수업, 즉 마을학개론과 시민정치론 수업의 수강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CBL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1로 코딩하고,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을 0으로 코딩하였다. 또

한 본 연구는 CBL 수업 효과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실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대학생 개개인의 기본 요소인 성별(남성: 1, 여성: 0)과 학년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6 추가로 본 연

구진은 정치학 전공자의 경우, 지역사회 및 지역정치에 대한 신뢰가 보다 현격히 증진될 수 있다는 가

정 하에 정치외교학과 전공 여부(전공: 1, 비전공: 0)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으며, 수업효과와 무관하게 

지역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 및 지역정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지역시민단체 활동 경험(개월수) 역시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7 

6 한 심사자가 지적했듯이 학생의 성취도 혹은 학습의지가 신뢰를 나타내는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저자들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의 성취도, 학습능력, 혹은 학습의지를 측정하기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우선 객관적인 성적 

증명은 학기말에 나오지만, 설문은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설혹 교수가 학기 중에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학생에 대한 학업수행 평가에 왜곡을 줄 수 있는 윤리적인 위험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측정할 지수 자체가 가지는 문제다. 교육학에서 오랫동안 씨름해왔듯이 성취도 측정은 또 다른 논쟁의 여지를 줄 

수 있으며, 향후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7 지역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총 조사 학생 중에 93.68%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 정도의 학생이 최소 6개월 이하의 활동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2% 가량이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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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험으로부터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실험 설계와 설문 조사는 대학의 

생명연구윤리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Ⅴ. 분석 및 결과

<표 1>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역사회 신뢰 및 지역정치 신뢰수치를 실험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

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먼저, 지역사회 신뢰를 보여주는 변수인 사회적 자본 변수에서 사후 평균

값과 사전 평균값의 차이가 대조군에서는 0.03(2.29-2.26)인 반면, 실험군에서는 0.34(2.50-2.16)로 높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 신뢰 변수에 속하는 지역사회 소속감 변수 역시 실험군에

서의 사전-사후 수치 차이(0.31)가 대조군(0.13)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정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구청 정책결정과정 변수와 구의회 정책결정과정 변수에서는 대조군 및 실험군의 평균 차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즉, 실험군에서의 평균차가 대조군에서보다 더 줄어들었다. 이러한 액면타당

도의 차이는 본격적인 통계 분석에 진입하기에 앞서 본 연구가 설정한 두 종류의 종속변수(지역사회 

신뢰 및 지역정치 신뢰)에 대한 실험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표 1┃ 종속변수 데이터 통계

변수 그룹 (사후-사전) 시기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자본

대조군 (0.03)
사전 133 2.26 0.62

사후 119 2.29 0.61

실험군 (0.34)
사전 69 2.16 0.68

사후 70 2.50 0.58

지역사회 소속감

대조군 (0.13)
사전 134 2.41 0.69

사후 117 2.54 0.64

실험군 (0.31)
사전 69 2.54 0.72

사후 70 2.84 0.65

구청 정책결정과정

대조군 (0.12)
사전 132 2.65 0.58

사후 116 2.78 0.48

실험군 (0.02)
사전 69 2.68 0.47

사후 70 2.70 0.49

구의회 정책결정과정

대조군 (0.13)
사전 132 2.58 0.62

사후 118 2.71 0.51

실험군 (-0.07)
사전 69 2.62 0.49

사후 70 2.56 0.53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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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지역사회 신뢰 변수들의 응답분포이다. 사회적 자본 변수에서 두 

그룹의 응답 평균값은 2.16~2.50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 소속감 변수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에서 최소 평균값이 2.41로 사회적 자본 변수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다. 이는 대학 인근 지역에 대해 

대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속되었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많이 혹은 쉽게 가지는 반면, 구체적으로 도움

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험 효과를 입증하려면, 사전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상이하지 않아야 하고, 반대로 

사후조사에서는 두 그룹이 통계적으로 상이해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별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네 개의 종속변수 모두 사전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조사에서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소속감, 그리고 구의회 정책결정과정 변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통계적 상이함(기준근거 F<0.05)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구청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해서는 실험

군과 대조군 학생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본 연구의 실험설계를 통해 

CBL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지역사회 신뢰 및 지역정치 신뢰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ANOVA 검정 결과 요약

사전조사 사후조사

변수 자승합/평균자승 F 통계량 자승합/평균자승 F 통계량

사회적 자본 0.42 0.31 2.02 0.02

지역사회 소속감 0.72 0.22 4.06 0.00

구청 정책결정과정 0.04 0.71 0.25 0.30

구의회 정책결정과정 0.07 0.64 1.05 0.04

자유도: 1

이어서 <표 3>은 네 가지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친 변수들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후, 실험군과 

대조군을 샘플로 한 다변량 순서화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의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모든 종속변수에서 CBL 수업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결과는 CBL 수업이 지역사회

에 대한 신뢰와 지역정치에 대한 신뢰에 매우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소속감 변수에서 CBL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해당 수업을 수강

하지 않은 학생보다 수업 수강 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실험

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평균차를 통해 예상한 결과 및 ANOVA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파악한 실

험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현안에 참여하

며 관찰하는 현장연구를 포함하는 CBL 수업을 수강할 경우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지역사회에 소속되었

다는 인식이 증대될 수 있다. 추가로 지역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적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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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변량 순서화 로짓(ordered logit) 분석 결과 요약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소속감 구청 정책결정과정 구의회 정책결정과정

CBL 수업
0.708**

(0.327)

0.889**

(0.362)

-0.687*

(0.368)

-0.939***

(0.357)

성별
-0.463

(0.356)

-0.501

(0.363)

-0.320

(0.403)

-0.490

(0.368)

학년
-0.0668

(0.215)

-0.123

(0.215)

-0.315

(0.251)

-0.202

(0.227)

정치외교학부 여부
-0.0441

(0.332)

0.130

(0.368)

-0.439

(0.395)

-0.166

(0.369)

지역시민단체 활동 경험
-0.0214

(0.0415)

-0.0942***

(0.0354)

0.100***

(0.0283)

0.0263

(0.0495)

절사점상수1
-3.573***

(0.931)

-3.466***

(0.941)

-6.182***

(1.316)

-5.483***

(1.080)

절사점상수2
0.0269

(0.838)

-1.020

(0.853)

-2.801***

(1.038)

-2.072**

(0.917)

절사점상수3
4.150***

(1.122)

2.447***

(0.802)

2.865**

(1.256)

3.708***

(1.238)

유사 R
2

0.028 0.049 0.040 0.036

로그 가능도 -132.9 -147.4 -103.0 -113.8

카이제곱통계량 7.040 14.71 18.45 8.121

N 155 154 154 155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그러나 동시에 CBL 수업을 수강할수록 구청과 구의회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뢰 수치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표 3>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반직관적(counterintuitive) 결과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지역 정치에 대한 인식의 형성에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그

러한 인식의 차이는 학생들이 CBL 수업에 포함된 현장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에 참여하고 관찰하

면서 발생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학생들은 CBL 수업을 통해 실제 해당 지역의 현안과 관련정책을 

다루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만나면서, 지역의 제도적 정치구조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효

과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인식을 갖게 되었을 수 있다. 또는 학생들 자신들의 경험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재가, 그들로 하여금 지역의 제도적 정치구조를 신뢰한다고 답하

는 데 보다 더 신중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즉,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정보의 증가가 곧바로 지역의 

제도적 정치에 대한 신뢰 등의 인식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현장경험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비로소 지역사회 및 지역정치에 대한 비판적 판단을 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학생들은 지역사회 및 지역정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조사 응답의 높은 신뢰도는 향후 적극적 시민참여로 발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측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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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측정된 데이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보다 정밀한 인과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신뢰도 조사의 빈자리를 드

러내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예를 들어 지역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이라 할지라도 

시민적 자질의 하나인 시민참여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

타난 지역이라 할지라도 해당 조사대상자들이 지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

한 경우 그러한 신뢰도가 시민참여의지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적 인식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와 지역정치를 다루는 네 가지 변수 중, 유독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 

소속감에 대한 CBL 수업 수강생들의 인식변화가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CBL 수업의 설계

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으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마을학개론’ 수업

은 구청이나 구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입안과 추진과 같은 제도적 활동보다 지역사회의 다양

한 이해당사자를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들의 활동에 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갖게 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대학교 ‘시민정치론’과 경희대학교 ‘동네 간 시민정치’ 

수업 또한 지역 사회의 현안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지역의 (제도)정치적 현상보다 

지역사회의 의제와 논의에서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했을 수 있다. 

CBL 수업의 효과는 수업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주와 이슈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Ⅵ. 결론

CBL 수업은 대학의 정치학 교육에 새로운 접근 방식과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계 

수업이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연구의 영역, 그 중에서 교육의 효과성을 실험을 통해 연구 주제로 

심화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연구-봉사(지역 사회)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학 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이태동 2016). 

경험적 통계 분석을 통해 본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롭다. CBL 수업을 통한 지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현장참여가 지역에 대한 신뢰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CBL 수업 이후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예상을 벗어난 결과이다. 앞서 밝혔듯이, 수업을 

통해 기존 정치 과정과 정치 행위자(구청과 구의회)의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과정에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신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CBL 수업이 시민적 자질과 시민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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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지역 현상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도록 

역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밀한 인과 메커니즘은 향후 지역시민들의 인식 및 시민적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의 설계와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제도적 정치(구청과 구의회)에 대한 직간접적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 설계는 CBL 수업의 다른 효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마을학개론 수업

이나 시민정치론 수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정치와의 타운홀 미팅식의 대화와 소통이 수업 중에 

이루어진다면, 지역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 향상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 분석에서는 각기 다른 신뢰의 요소(지역 사회 소속감 및 사회적 자본)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신뢰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평균값 비교와 회귀분석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본 실험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지역 소속감이라는 신뢰의 두 측면이 CBL 수업 이후 증가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되지 않은 기타 다른 신뢰 측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업 기간, 강의 내용, 현장연구 방법 등이 포함된 수업 설계에 의한 효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여러 측면에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및 지역 정치 과정과 주체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교육효과의 신뢰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방법론적으로 실험 연구의 적용, 경험적

으로 교육의 신뢰에 다층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범위가 

두 대학 사례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CBL 수업의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해 더 많은 대학의 CBL 수업 데이터(대학과 학생 수)를 추가하여 사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좀 더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CBL 수업 영향력의 대학 

간 비교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CBL 수업이 신뢰 이외의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어 정치적 

지식이나 정치적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가 진행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초점은 대학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며, 대학교육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 연구 중점을 두었다. 향후

에는 지역사회의 대학교육에 대한 영향력과 그 둘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로 확장될 것이다. 그럴 

경우, 정치학의 교육-연구-봉사 패러다임이 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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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s of Community-Based Learning on Trust

Taedong Lee (Yonsei University), Euiyo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kun Seo (Kyunghee University), In Tae Yoo (Yonsei University), 

Hyodong Sohn (Yonsei University), Jungbae An (Yonsei University)

Abstract

  How do the Community-Based Learning (CBL) classes affect the students’ trust of local 

community and politics? The CBL courses in the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aim to 

nurture students’ role as a democratic citizen by having them explore political issu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olitical knowledge and policy making process. Nonetheless, little 

is known as to the effectiveness of CBL on students’ both community and political trust 

in the literature. This study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CBL classes on students’ trust 

by using a pre-post experiment design. The trust is measured by indicators of local social 

capital, local sense of belonging, and political processes in local offices and councils. By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before 

and after CBL classes, we found that the CBL classes largel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ur ordered logit models present deeper analyses, showing that whereas students 

experienced the growing sense of local social capital and belonging to their local 

communities, their trust level on political processes in local offices and councils decreased. 

This may indicate that students trust can be lowered as they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actual political processes in their communities. We suggest that designing a CBL class 

stressing tangible local issues with hands-on experience and positive interaction with students 

can enhance the level of trust regarding social capital and local political processes.

Key words: Trust, Community Based Learning, Experiment Research, Social Capital, Polit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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