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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의 자아정체성과
시민교육적 함의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나와
온라인에서의 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온라인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함께 즐기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어
디지털 사회,
자아정체성,
시민성,
학교 시민교육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아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여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을 위한 함의를
탐색하고자 함.
디지털 네이티브인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함. 이러한
과정은 오프라인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청소년들은
이와 같이 온·오프라인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형성함.
시민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에서는 청소년 정체성에
관한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달라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의 자아정체성 관련
내용에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청소년 정체성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맞춤형

사회성(customized

sociality)’과

‘자기-표현(self-expression)’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세상에서 배타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온라인에 마련하여 시민적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개입을 통해 온라인을 사회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사회의 자아정체성과 시민교육적 함의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아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자아정체성
확립은 국가 교육과정의 지향이며,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교육의 주요 주제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여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을 위한 함의를 탐색하고자 함.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가상공간의 자아와 현실공간의 자아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
―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뚜렷이 구분되었던 초기에는 온라인에서 현실공간의 정체성을
감 추고, 새로 운 온라 인 정 체성으 로 소통 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춤 . 그러 나 온
라 인 커뮤니 티가 더욱 활성화‧일상화되면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은 분리된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며, 두 공간 간에 교류도 잦아짐(조성은, 한은영, 장근영, 김선희,
2013, p. 2).

―

최근에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수준을 넘어 가상공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실재 세계와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융합의 단계에 들어섬. 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진 채 가상공간의 자아와 현실공간의 자아가 서로 영향을 주며,
새로운 특징을 가진 융합정체성이 등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됨(민경배, 박수호, 2009,
pp. 205-216).

―

Palfrey와 Gasser(2008; 송연석, 최완규 역, 2010)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분리되었던 적이 없으며, 온라인 세계
역시 이들에게는 현실의 세계임. 이들의 자아정체성과 정체성 형성 과정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과정과 함께 성장해 온 이전 세대와는 차이가 있음.

○

자아정체성 확립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중요한 방향임.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하나는 “전인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교육부, 2015, p. 1)”
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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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교육부, 2015, p. 2)”을 제시함.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에서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021년
5월부터 한 달간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한 차기 교육과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을 추구,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 책임 있는 시민으로의 성장(교육부, 2021, p. 12)”을
지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의견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간상 설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제시됨.

○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자아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자아정체성은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임.
―

엄상현과 손경원(2019)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정체성은 준법, 책임 완수 등과 같은 도덕적
행동과 인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혜진과 홍혜영(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 개정 중학교 ‘사회’ 과목 성취기준 “[9사(일사)01-01]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을 이해
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한다.”의 해설에서는 “청소년기
의 사회화가 지닌 중요성을 자아정체성과 연결하여 탐구한다(교육부, 2018, p. 77).”고
제시하여, 학생들이 ‘사회화’라는 내용 요소를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변화하는 사회와 달라진 세대의 특성에 적합한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서는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아정체성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여 학교
에서의 시민교육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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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아정체성과 시민교육
정체성 형성은 청소년기의 핵심 발달 과업임. 청소년들은 정체성 혼란의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외부에 있는
타자와 사회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요청하게 되며, 이는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 시민성 형성 과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즉, 정체성과 시민성은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불가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성을 목표로 하는 많은 연구들은 정체성 확립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또한 시민적 참여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정체성이 형성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자아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청소년기와 정체성 형성
―

청소년기는 신체적·생리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가 동반되는 시기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
하는 동시에 개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로서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정의되고 있음(Lannegrand-Willems, Chevrier, Perchec, &
Carrizales, 2018, p. 731).

―

정체성 형성에 대한 가장 고전적 설명은 Erikson(1968)의 이론을 들 수 있으며,
Erikson(이하 에릭슨)은 정체성 발달 과정을 정체성 종합(identity synthesis)과 정체성
혼란(identity confusion) 간의 갈등으로 보고, 정체성 형성을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
과업으로 간주함.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심리사회적 유예기(psychosocial moratorium)’
로 보고, 유예 기간 동안 개인은 여러 정체성을 시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과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 가치 및 목표에 대해 성찰한다고 설명함.

―

Marcia(1966)는 청소년기를 정체성 위기의 시기로 보고, 에릭슨의 이론을 좀 더 정교화
하여 ‘정체성 위기 경험 여부’와 ‘과업에 대한 참여’를 기준으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을
‘정체성 성취(achieved identity, 참여와 위기 모두 경험), 정체성 유예(moratorium
identity, 위기만 경험), 정체성 유실(foreclosed identity, 참여만 경험), 정체성 혼란
(diffuse identity, 참여와 위기 모두 미경험)’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Marcia(이하 마르
시아)는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정체성 발달 수준을 ‘정체성 유예’와 ‘정체성 성취’로 보았
으며, 이러한 점에서 ‘정체성 유예’를 부정적으로 간주한 에릭슨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음.

―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에 대한 심리사회적 관점은 청소년기를 분절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청소년기를 다양한 잠재적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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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할 수 있는 타임아웃 기간으로 보는 입장은 디지털 세대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관점을 제공함(Buckingham, 2008, p. 3).

◈ 자아정체성과 시민성
○

청소년기 자아정체성과 시민성의 형성
―

자아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자아에 대한 의식의 연속성과 동일성으로 이해될 수 있음(Erikson, 1968). 따라서
자아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시간이나 환경의 변화
에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구자경, 황진숙, 2007, p. 1624).

―

이러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은 스스로의 자기 인식뿐만 아니라 일반적
으로 타자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필요로 함. 즉,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타자와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때
자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옹진환, 2018).

―

또한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유의미한 타자를 설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외부의 시선으로 ‘나’라는 존재를 목적격
(me)으로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조정하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됨(Mead
& Schubert, 1934).

―

이렇게 자아정체성이 개인의 내부에 국한되지 않으며 타자 및 사회와의 연결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자아정체성과 시민성의 이론적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음.
왜냐하면 시민(citizen)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및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부여된
지위, 역할, 책임 등과 연결된 것으로 개인(individual)과 달리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임(강대현, 2008, pp. 93-104).

―

따라서 개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한 명의 독자
적인 개인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식하는 것이며, 공동체라는 인식틀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타자들을 통해 지위, 역할, 책임을 다하는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장 과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마주하게 되며
이러한 정체성 혼란의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외부에 있는 타자와 사회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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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게 됨. 이러한 외부의 자원은 청소년이 한 명의 개인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의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 시민성 형성
과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개인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독특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독특함이 타자에게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내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자신과 타자, 사회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됨.

○

자아정체성의 두 가지 측면과 시민성
―

자아정체성의 형성 과정이 시민성의 형성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수준으로서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각각의 자아정체성에는 모두 시민성의 함축을 발견할 수
있음.

―

먼저,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은 개인들 각각이 추구하는 가치를 중시하며
이에 근거하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위나 역할
등 사회적 요소에 비해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values)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함(Hitlin, 2003; 박선운, 2020, p. 119에서 재인용).

―

이러한 개인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따를 때 자아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는 결국 개인의
가치 부여(valuing)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 부여는 소위 자유주의적 시민성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 권리의 보장이 전제되는 것과 동반될 수밖에 없음.

―

즉, 청소년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그러한 조건하에서 청소년의 선택이나 가치 부여는 단순한 모방이나
재생산 또는 의미 없는 피상적 선택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움.

―

따라서 청소년들이 시민성이 담고 있는 개인의 선택, 자유, 권리에 해당하는 의미를 온
전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지들을 숙고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진정성 있고 식견 있는(authentic and informed) 선택이 가능하며 이는
시민성의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은 특정한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지각과
정서 등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 태도, 규범 등을 판단하고 그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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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하려는 특징으로 나타남(Tajfel & Turner, 2004; 박선운, 2020, p. 117에서 재인용).
―

사회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자아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는 집단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이며 이는 공동체주의의 시민성에서 말하는 자아의 배경으로서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관습 및 역사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

―

이러한 입장에서, 청소년은 소위 공허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님. 자신을 둘러싼 사회로서 가정, 또래 집단, 학교, 지역 공동체, 국가 등을 인식하고
이들 공동체의 규범을 내면화하면서 비로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됨. 즉, 자아의 배경에는 이미 공동체의 관습이 존재하며(Sandel, 1982; 이양수
역, 2012), 이러한 배경이 곧 개인의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서(Taylor,
1994, pp. 25-73),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으로서
자아정체성의 의미 역시 퇴색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어떤 사회 제도를 구현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의 바탕에는 또 어떤 공동체의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에 우리 공동체는
어떤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음(옹진환, 2018, pp. 149-154). 이런
공동체에 관한 사실과 지식은 시민성의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내에 위치
하는 나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자아정체성의 중요한 요소가 됨.

◈ 시민교육에서의 자아정체성 논의
○

자아정체성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

시민교육에서 시민성과 자아정체성 관련 논의는 주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과 이들을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통합하고 공존하기
위한 시도로서 시민성(citizenship)을 교육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시민적 자질(civic competence)로서의
시민성 함양과 구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민성이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적 자질(civic competence)이
자아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는 더욱 초점을 좁혀서
시민적 자질로서의 시민성 중에서도 특히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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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강조한 것처럼 자아정체성과 시민성은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불가분의 개념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성을 목표로 하는 많은 연구들은 정체성 확립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음(Crocetti, Jahromi, & Meeus,
2012, p. 523). 즉, 자아정체성은 개인이 사회적 경험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장소로서 시민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시민성을 이해하는 유용한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아정체성과 시민성 간의 관계는 각자의 개념이 갖는 포괄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하거나 구체화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에릭슨(1956; 1968)과 마르시아(1966)의 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규정하는 다양한 측면(유형 및 성취 정도)이 시민성에 해당하는
다양한 요소(친사회적 태도, 시민적 참여 등)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
되었음(Crocetti, Jahromi, & Meeus, 2012; Crocetti, Erentaitė, & Žukauskienė,
2014; Lannegrand-Willems, Chevrier, Perchec, & Carrizales, 2018).

―

구체적으로 개인적 정체성의 확립이 친사회적 행동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동기를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음(Hardy, 2006; Pancer, Pratt,
Hunsberger, Alisat, 2007). 이들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아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입장을 확립하는 경우일수록 친사회적 태도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음.

―

또한 사회적 정체성의 확립은 그 의미와 동일하게 소속감이 강력할수록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시민적 참여 또한 많이 일어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Crocetti, Jahromi, &
Meeus, 2012; Crocetti, Erentaitė, & Žukauskienė, 2014). 이는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된 개인이 집단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의 성공을 위해 긍정
적인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집단에 피해를 주는 일탈 행동은 적게 하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이인태, 2019, p. 230).

―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행동 연구들은 대체로 자아정체성의 확립이
민주적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요청되는 시민적 참여와 같은 행동에서 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Lannegrand-Willems, Chevrier, Perchec, & Carrizales,
2018, p. 734). 하지만 일부 국가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성숙한 정체성은 정치 활동 자체에 대한 참여보다는 자원봉사 등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참여로 나타나는 경향도 보여주었음(Crocetti, Jahromi, &
Meeu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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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시민성이 갖는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체계적인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시민적 참여가 개인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긍정
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특히 이미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한 어른과 달리 가소성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시민적 활동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Levine, 2008, p. 125).

―

특히 시민적 참여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정체성이 형성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민적 참여와 자아정체성의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었으며(Amna, 2012;
Flanagan, Beyers, & Žukauskiene, 2012; Lannegrand-Willems, Chevrier,
Perchec, & Carrizales, 2018, p. 731에서 재인용), 시민적 정체성(civic identity)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통합하여 시민적 삶에서 자아를 지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는 연구(Hart, Richardson, & Wilkenfeld, 2011)도 등장할 정도로
시민적 참여는 자아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많은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제 영역을 가로지르며 시민적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동기, 참여 의도, 참여 활동)이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공동체 의식, 참여의무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등에 대한 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성장과 관련되는 다양한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김성훈, 2015; 문성호, 정경은,
한지연, 2009; 이성은, 2009; 허성호, 정태연, 2010)를 통해 확인되었음. 이는 자발성과
무보수성, 이타성을 토대로 하는 봉사활동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는
스스로를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게 한다는 점(전현정, 정혜원, 2019; 허성호, 정태연,
2010)에서 자아정체성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시민참여 활동으로 이해
할 수 있음.

―

시민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시민성이 시민으로서의 구체적인 행위에 있는 만큼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활동들이 개인의 정치효능감이나 정치 의식 등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 역시 검증되었음(김영인, 2002; 박가나, 2009). 이런 연구들은 학급에서의
다양한 활동 참여, 다양한 수준의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투표가 아닌 형태의 시위 등의
방식을 통한 사회 참여 그 자체가 갖는 시민교육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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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자신이 속한 수업이나 공동체의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참여
경험조차도 집단 내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 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강효민, 박기동, 2008; 이동현, 김승철, 2003), 게임 내에서의 상호작용만으로도 개인은
다른 참여자의 행동을 예상하고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가운데 집단 내에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유혜린, 유승호, 2021). 이런
점에서 시민교육의 효과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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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아정체성
제가 그린 그림을 ‘그림 공유 오픈 채팅방’에 자주 업로드 해요. 오프라인상으로는 제가 그린 그림을 전시하기
어려운데, 채팅방은 제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어 좋아요. 채팅방에 그림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칭찬도 해 줘요. 그곳에서 받는 피드백이 많은 도움이 되요. 온라인상에서는 제
진짜 모습을 많이 감추는 편이예요.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해 지는 거
같아요.
중학생 A의 자료를 재구성함(전문가협의회, 2022.07.08., 07.15.).

◈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네이티브
○

디지털 사회의 특징
―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사회는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많은 부분이
변화함. 일반적으로 디지털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됨.

―

첫째, 디지털 사회는 익명성이 보장됨. 사람들은 디지털 사회에서 자신의 실명이나 구체
적인 신상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로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음(박기범, 2018, p. 578).
물론 최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SNS의 경우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
하고 참여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앱도 많은 상황임.

―

둘째, 디지털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름.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발전 속도에 맞추어 디지털 사회의 모습과 양상도 급변하고 있음(김희연, 2015,
pp. 41-42).

―

셋째, 디지털 사회로 인한 생활 방식 및 문화가 변화함.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 TV, 책
등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 공유하고 있음. 인터넷,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이나 SNS, 유튜브 등의 발달은 소통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내고 있음(이현주, 홍미희, 2019).

―

넷째, 디지털 사회의 발전으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짐. 디지털 정보는 다수의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하고, 수신하는 것이 가능함(이창덕, 2019, pp. 682-683).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비하여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의사소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이창덕, 2019, p.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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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사회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디지털 기술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임.

○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청소년
―

Prensky(2001, pp. 1-2)가 처음으로 사용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활용되고 있음. 오늘날의 청소년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매체 등을
활용하는 데에 적극적임(김아람, 김아미, 2020, pp. 357-358).

―

2022년 발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20년 98.4%, 2021년 100.0%로 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정용찬,
2022, p. 4).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삶에 익숙함.

―

청소년들의 일상에는 디지털 미디어가 깊숙이 파고들어 있으며, 그들의 일상 전반은 이미
‘미디어화(mediatized)’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Hepp & Krotz, 2014, pp. 1-2). 즉,
오늘날 청소년들은 디지털 사회와 현실 사회를 끊임없이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김은미,
양소은, 2013, p. 307).

―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청소년은 디지털 기술 및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창출해 내기도 함(안소진, 김용찬, 2020,
pp. 279-280). 또한 청소년은 SNS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사회 속의 타인과 활발하게
의사소통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출하기도 함(배상률, 이창호, 2016, pp.
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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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정체성
○

온라인 정체성 연구의 흐름
―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온라인 공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그동안 중요한 연구
주제임. 온라인 정체성 관련 연구의 흐름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활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짐.

―

초기의 온라인 정체성 연구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의 주요 특징인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춤
(Davis & Weinstein, 2017, p. 4).

―

초기 온라인 정체성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Turkle(1995, pp. 1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보다 유연하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이 다양한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됨. 온라인 공간에서의 젠더 정체성 탐색을 다루고 있는 Stone(1991)의 연구나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다중성 등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자아(cyberself)’에 주목하는
Waskul과 Douglass(1997)의 연구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체성 탐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Turkle(1995)과 유사함.

―

이상의 연구는 온라인 공간이 청소년의 일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정체성 형성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처음으로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온라인
공간의 주된 특성인 익명성 등의 요소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초기의 온라인 정체성 관련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다루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Davis & Weinstein,
2017, p. 4).

―

그러나 2000년대 중반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활성화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흐름도 변화하게 됨. 온라인 공간이 네트워크
화되고, 온·오프라인 공간의 연계가 활발해진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체성은 온·오프
라인에서 연관된 형태로 표출되고 형성됨(Davis & Weinstein, 2017, p. 5).

―

18

청소년들은 오프라인상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SNS에서도 교류함. 즉, 오프라인

디지털 사회의 자아정체성과 시민교육적 함의

에서의 또래 관계가 온라인을 통해 강화되고, 서로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
(Davis, 2012, pp. 1533-1534; Valkenburg & Peter, 2011, p. 124).
―

Davis(2010)나 Hardey(2002)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온라인 정체성이 이전의 연구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중적이거나, 오프라인의 상황이나 맥락과 유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음.

―

3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Davis(2010, pp.
155-159)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관심사 등을 블로그에 표현하기도 하지만,
블로그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Hardey(2002, pp. 581-582)의 연구에서도 온라인 공간으로서 데이트 사이트를 활용
하는 경험 분석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체성은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된다는 점을 밝힘.

―

즉,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온라인 정체성 관련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자아와 오프라인
에서의 자아가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함. 청소년들은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도 활동하며, 오프라인에서의 또래 관계를 온라인을 통해 더욱 친밀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도 함.

―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은 다양한 정체성을 시험해볼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사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는 실명 인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맺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오프라인에서의 자신과
다른 온라인상의 자아를 표출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오프라인에서 나와 다른 자아를
제시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Davis, 2014, p. 22).

○

온라인 공간의 유형과 청소년 정체성
―

청소년들은 블로그 등 개인 사이트, SNS, 온라인 게임 등을 다양하게 활용함. 최근에는
유튜브 등까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체성 표현 및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공간이 다변화되고 있음.

―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함. Stern(2008)의 연구에 따
르면, 개인 사이트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그러한 과정 자체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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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게 됨.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Stern, 2008, pp. 113-114).
―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과 SNS의 활성화 역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다양한 역할을 함.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초기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통한 타인과의 소통이나
경험, 이로 인한 정서적 반응 등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의 변화, 발달을 경험하게 됨.
이러한 양상은 ‘모바일 정체성(mobile identity)’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Stald, 2008,
pp. 143, 161).

―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
으로 작용하기도 함(유혜린, 유승호, 2021). 유혜린과 유승호(20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에서의 경험은 실제의 삶과 유리되지 않음.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성취를
이루고자 하거나, 게임 속에서 보다 세련된 모습을 갖길 원하며, 타인과 감정적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유혜린, 유승호, 2021, pp.
180-181). 이러한 온라인 게임 속에서의 가치는 우리 사회의 오프라인 삶에서 나타나는
가치 추구의 양상과 유사하며,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유혜린, 유승호,
2021, p. 181).

―

최근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유튜브 등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도 함(임여주,
2021, pp. 416-417). 청소년의 유튜브 제작 및 활용에 대해 분석한 Balleys,
Millerand, Thoër, & Duque(202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유튜브를 통해 또래
친구와 공감대 및 친밀감을 형성하고, 타인을 통해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자아를 탐색하게
되며,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아가게 됨.

―

최근의 온라인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온라인 자아와 오프라인 자아가 연계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구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형태로 발전됨.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는 자아와
온라인에서의 자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함(Davis & Weinstein, 201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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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시대의 청소년 정체성 발달
○

맞춤형 사회성과 자기-표현
오프라인에서의 나와 온라인에서의 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함께 즐기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많아, 말을 돌려서 하지 않아도 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어 좋아요.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도 친구랑 함께하는 때도 있지만, 온라인 게임에서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생 B의 자료를 재구성함(전문가협의회, 2022.07.08., 07.15.).

―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이제 '소셜 미디어'이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오프라인
세계에서 알려진 친구 및 지인과 어울리고 평판을 유지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청소년기의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인 또래 집단에 깊숙이 침투함(Manago,
2014, pp. 1-3).

―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란 개인이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공개 또는 반공개 프로필을 구성하고,
연결을 공유하는 사용자의 목록을 명확히 하며, 자신이 만든 목록과 타인이 만든 목록을
보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웹 기반 서비스를 의미함(boyd & Ellison, 2008, p. 211).

―

Manago(2014)는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사용을 ‘맞춤형 사회성(customized
sociality)’과 ‘자기-표현(self-express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맞춤형
사회성’과 ‘자기-표현’은 현대 사회와 같이 느슨하게 연결된 세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초한 것임(Manago, 2014, pp. 4-5).

―

‘맞춤형 사회성’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개인의 특정 상황과 관심사에 맞도록 사회적
세계를 맞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
추구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반영하는 용어임. ‘맞춤형 사회성’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혼합체이자 찾고 싶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Manago, 2014, pp. 4-5).

―

더불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존재로 기술하는 것(write themselves into being)(boyd, 2008, p. 129)"을 의미함.
따라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의 자기-표현은 자의식적인 자기-표현을 의미하며,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희망 또는 가능한 자아의 가상 굴절로
볼 수 있음(Manago, 201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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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점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는 자신을 제어하고 조작하는 능력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자기 표현을 승인 받기 위해 타인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함. 물리적 단서가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네트워크상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 표현의 정당성에 중요한
근거가 됨(Manago, 2014, p. 9).

―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는 ‘자기-표현’의 기회가 늘어나고 ‘맞춤형 사회성’을 통해 대인
관계에서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가상공간에서 정체성 주장을 확인·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도 함께 높아지는 특징이 있음.

○

정체성의 다중성과 일관성
온라인에서의 나와 오프라인에서의 나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지요. 온라인에서 굳이 미숙하거나 안 좋은
모습을 공유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가장 잘 하는 것, 나의 가장 화려한 모습만 선별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평소의 나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온라인의 ‘나’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니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고등학생 C의 자료를 재구성함(전문가협의회, 2022.07.08., 07.15.).

―

에릭슨이 ‘심리사회적 모라토리엄’이라고 명명한 유예 기간 동안 개인은 다른 정체성을
시도하고 타인들로부터 피드백과 확인을 얻으며 자신의 신념, 가치 및 목표에 대해 성찰
하게

됨.

이 과정에서 ‘자기 동일성과 내적 연속성(self-sameness and inner

continuity)’의 감각을 얻을 경우 종합과 혼란 사이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되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정체성 혼란과 관련된 파편화와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됨(Davis &
Weinstein, 2017, pp. 2-3).
―

에릭슨의 관점에서 정합성(coherence)과 일관성(consistency)은 건강한 정체성 형성
과정의 핵심이며, 에릭슨은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방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의 다양한 측면들을 드러내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
더불어 자아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은 하나의 정합적이고 통합된 정체성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도 주장함(Davis & Weinstein, 2017, p. 3).

―

반면, 정체성에 대한 포스트모던 관점은 일관성보다 다중성에 의해 더 많이 정의되며,
정체성에 대한 에릭슨주의자의 개념이 오늘날의 세계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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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gen(2000)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세계에서 개인적
정합성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Davis & Weinstein, 2017, pp. 3-4에서 재인용)
―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의 ‘다중정체성’은 단순히 편의적이고 불안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유의미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음(류철균, 신새미,
2007). 그뿐만 아니라 개인은 가상공간에서 여러 캐릭터에 몰입함으로써 현실에서 좌절된
욕구를 실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행위를 성찰할 수 있다(홍성민, 2001, p. 291)
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다중성이 네트워크 시대의 핵심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정체성은 생각만큼
다중적이거나 유동적이지 않고, 오프라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음
(Davis, 2010; Hardey, 2002).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자아 간의 연결은 소셜 네트
워크 사이트(개인의 오프라인 정체성 및 연결에 기반한 온라인 프로필 생성을 촉진)의
등장으로 더욱 확고해지는 경향이 있음.

―

온라인상에서 자기 표현과 관련한 기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다중성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정체성 학자들은 정합성
을 건강한 정체성 형성 과정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Larraín, Zegers, & Trapp, 2007)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함. 또한 일관성은 도덕적 무결성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며, 안정적이지 않은
다중 자아를 가진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덜 느낀다는 연구(Lifton,
1993)도 보고된 바 있음.

―

또한 Davis(2011)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개인은 다중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향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회는 다중 자아 사이에서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과 타인의 인식에 의해 통제받고 있으며, 사회적 규범 역시 특정
온라인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체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됨(Davis,
2011, pp. 63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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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을 위한 함의
이론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세대를 위한 학교 시민교육의 방향으로 ‘사회과의 학습 내용에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청소년 정체성 반영’,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회적 정체성
형성의 공간으로서 온라인 활용’을 제시함.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 ‘디지털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공간의
특성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을 탐색하고, ‘온라인 공간 유형과 활용 형태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 디지털 세대를 위한 학교 시민교육의 방향
○

사회과의 학습 내용에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청소년 정체성 반영
―

디지털 네이티브는 오늘날의 청소년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성이며, 디지털 환경과 디지털
중심의 일상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청소년들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함. 이러한 과정은
오프라인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청소년들은 이처럼 온·오프라인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형성해 나아가게 됨.

―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온라인 공간의 타인과
소통하고, 이러한 소통은 오프라인에서의 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음. 혼란과 종합
간의 갈등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점은 기존 세대의 정체성 형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프라인 세계에 온라인 공간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세계가
무한으로 확장되고 활동 공간과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회의 특성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정체성의 다중성과 일관성 사이에서 더 큰 혼란
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

―

시민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환경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설계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과에서는 정체성 관련 내용을 중요한 학습
요소로 다루고 있음. 청소년 정체성에 관한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달라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과 교육과정의 자아정체성 관련 내용에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청소년 정체성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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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한다.”는
청소년 정체성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성취기준임. 이 성취기준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청소년기의 사회화가 지닌 중요성을 자아정체성과
연결하여 탐색하도록 하고 있음.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나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청소년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통합사회’ 과목의 경우,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탐색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 성취기준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네트워크화된 세상에서는 디지털 인프라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일 수 있음. 또한 정체성 혼란과 관련된 파편화와 불안정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도나 환경 같은 조건에 선행
하여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정체성의 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온라인에서의 생활은 일상이 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찾고 있음. 이전 세대가 자신의 롤 모델을 과거의 누군가에서 찾았다면,
오늘의 청소년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자신의 롤 모델을 찾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소통하기도 함. 또한 학생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한한 정보를 제공
받고 있으며,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쉽고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음.

―

온라인 공간의 이러한 장점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닮고 싶고 동경하는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타인과 그만큼 빈번하게 비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하며, 무한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의 양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관심사에 기반하여 쉽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온라인에서의 생활이 오프라인에서의 생활만큼 중요한 세상이 되었고 둘을 구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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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삶의 토대는 오프라인 세상이라
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 시민교육은 부정적 자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이 타인의 삶에 의해 과도하게 영향 받지 않도록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
있음. 더불어 학교 시민교육은 온라인 공간에서 제공받는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탐색
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 사회과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더욱 강조할 필요 있음.

○

사회적 정체성 형성의 공간으로 온라인 활용
―

시민교육은 개인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조장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적 가치와 참여 등을
늘릴 필요가 있음. 특히 시민교육의 입장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공간으로서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적
개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

―

우선,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 시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민적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일상에는 디지털 미디어가 깊숙이 파고들어 있으며,
오늘날 청소년들은 디지털 사회와 현실 사회를 끊임없이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김은미·
양소은, 2013, p. 307).

―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의 의사소통 및 타인과의 교류 등을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을 사회 참여를 위한 대안적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함.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사회 참여 절차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거나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을 활용함(Goldman,
Booker, & McDermott, 2008, pp. 194-196).

―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가 그 자체로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공간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시민성의 내용을 구성하는 공동체
내외의 다양한 소식, 쟁점, 사건들을 접할 수 있고 이 안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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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경험을 갖게 된다면 정체성과 시민성 양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맞춤형 사회성’과 ‘자기 표현’으로 특징지어지는 네트워크 시대의 청소년들은 유사한
생각, 취미 등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질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특정한 관심사에 대해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정체성 확립 과정은 개인의 행동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집단에 적합한 행동을
강화하여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타인의
인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통제받을 경우 오히려 정체성 혼란을 유발
하고 안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집단 소속감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된 경우에는
집단의 정체성과 다른 성격을 가진 집단을 배척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내용적으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각자 자기 주장만 하다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면서 논의가 중단되기 쉬움.

―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논쟁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회적 문제나 사건 등에 대해 공식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하되, 학교는 일종의 사회자, 중재자로서 기능하면서 집단 간의 논의
과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어지도록 하고, 다른 의견들 간의 접근을 촉진하여 유의미한
결론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빠르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상황 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체계화하고, 타 집단과의 논의가 무의미하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 집단의 정체성 형성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학교의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디지털 사회로서 한국사회의 특성과 이에 기초한 우리나라 청소년 정체성의 특성 탐색
―

2021년, 사이버 보안 전문 민간 연구소 서프샤크가 매년 10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삶의 질 지수 조사(인터넷 접근성, 인터넷 품질, 전자 인프라, 보안, 전자 정부의
네 항목으로 구성)’에서 우리나라는 2위를 기록함(오마이뉴스, 20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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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나’와 관련되는 동시에 ‘사회’와 관련되는데 이 ‘사회’의 맥락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도로 디지털화된 세상인 한국 사회에서의 삶과 그 속에서
형성되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 상이할 수밖에 없음.

―

자아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자아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동반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디지털 사회로서 한국사회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공간 유형과 활용 형태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세분화
―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을 세분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글을 쓰거나 표현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음. 일반적으로 소수의 헤비유저들이 대다수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의 경우 정체성 형성, 시민성 함양 등과 관련된 논의를 대부분
적용될 수 있을 듯하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긴 시간에 거쳐 일어나는 등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게임 같은 경우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어떤 게임은 현실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이며
어떤 게임들은 완전히 가상의 공간을 가정하기도 함. 게임 내 세상에서 혼자만의 삶을
중시하는 게임도 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단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
있음. 이는 학생들의 개인적‧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조금씩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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