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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년 사회과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1916

이래, 사회과교육 관련 진영들 사이에서 이상적인 사회과교육의 모습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격
론과 논쟁이 있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사회과에서 또는 역사 과목에서 무엇
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교육내용 차원은 그간의 이런 공방을 야기했던 실질적인 출발점이
며, 종착점이었다(Evans,

2004).

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쟁론의 구도가 역사를 비롯한 학문 계열 중심 진영과 사회 문제

1980

와 쟁점을 중시하는 쟁점중심 진영으로 선명하게 재편된다(손병노,

1997).

그리고 역사중심 진

영과 쟁점중심 진영 간의 논쟁은 정치적인 차원과 교육사조 차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
중심 진영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수세적인 위치에 놓였던 쟁점중심 진영은 과거
년 사회과위원회가 그러했듯이,

1916
&

가 그러했듯이, 다시 한번

Shaver

즉, 쟁점중심 교육자들은

년대에서

1950

Dewey

1970

년대에 걸쳐

Hunt

&

Metcalf

와

Oliver

의 교육이론에 주목하게 된다.

의 민주주의 관점과 반성적 사고 개념 등을 매우 호의적으

Dewey

로 수용하고, 때로는 역사 진영의

Dewey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신들의 사회

과 노선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반하여 역사중심 교육자들은

Dewey

의

사회철학과 교육이론을 오류투성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쟁점 진영이 견지하는 사회과
비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의 교육이론은 쟁점 진영과 역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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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자신들의 정치적, 교육적 이념을 정당화하고, 상대 진영의 이념적 정당화를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주요 논거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이흥렬,
그렇지만 지금까지

‘Dewey

2007: 60-61).

교육이론과 사회과교육’을 관련시켜 논의한 양 진영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방법론적 결함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접근 방식의 단순함과 편
협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에서는

Dewey

교육철학과 교육이론에 대한 접근이

단편적인 수준이거나 자신들 진영의 관점에 토대를 둔 해석에만 머물렀다. 이런 접근 방식에
서는 사회과교육 관련 연구자들이 그의 아이디어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의 진의나 의도를 무시하거나 왜곡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이 같은 혼돈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연구 성과를 폭넓게 수용하여

Dewey

교육철학과 교육이론을 사회과교육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영역-특수적인 논의에 대한 무시를 꼽을 수 있다.

의 교육이론을 수용하든

Dewey

지, 배격하든지 간에, 사회과교육 관련 진영에서는 사회과와 밀접하게 연관된 그의 문제의식
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사회과교육자들이

Dewey

의 교육이론

또는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수준이나 범위는 ‘민주주의’ 개념을 단순히 인용하는 정도이거나
‘

반성적 사고’ 개념의 정의와 단계 그리고 이 반성적 사고 개념이 사회과에 주는 방법적 시사

점을 지적하는 정도이다. 그의 민주주의 개념과 반성적 사고 개념을 사회과교육 관점에서 가
장 충실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였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한 학자들로 평가받고 있는
&

조차도

Metcalf

Hunt

가 그렸던 ‘사회과’의 비전과 방향성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

Dewey

마지막으로 실천적 차원에 대한 검토 부재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Dewey

교육이론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 사회과와 관련된 그의 교육적 실천에 대해서는 그
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회과교육자들은 그의 민주주의 개념, 반성적 사고, 경
험, 이원론 등이 사회과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실 실천에 적용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쟁점 진영 교육자들의 이런 식의 접근은 논리적으로 볼 때,

Dewey

의

교육이론은 단 한 번도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는 ‘천상의 교육학’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역사 진영 교육자들은 그의 교육이론을 단편적인 이론 차원에서 분
석하면서, 그의 교육이론을 대체로 저속한 공리주의나 반지성주의로 평가하여 왔다.
이렇게 볼 때

‘Dewey

교육이론과 사회과교육’과 관련하여 양 진영은 빙산의 일각만을 검토

했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양 진영의 이러한 연구들에 바탕을 둔 논쟁은 결국
이념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서

Dewey

교육이론과 관련된 논쟁은 생

산적이라기보다는 소모적인 쟁론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띠게 되었다. 실천적인 차원에 대한 탐
구 없이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그런데 이 같이 실천적 차원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과학적, 실험적인 과정과
방법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그의 문제의식과도 크게 어긋난다. 여기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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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ey

가 자신의 교육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학교를

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ewey

년간 운영한 경험

8

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교육

과정의 문제를 가장 창조적으로 다룬 시기는 실험학교를 운영하던 때일 것이다. 그는 실험학
교를 세우고 운영하면서 실천적인 필요 때문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물
음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교육과정 구성 작업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이들 입장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교육과정 이론을 수립하기 위
한 토대로 활용하였다. 그의 독특한 교육과정 이론은 교육의 사회적 측면 즉 학교와 사회의
관계를 포함하는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Kliebard: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과교육과 관련된

Dewey

2006:

113-114).

이러한

자신의 교육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면, 지금까지의 이론적 수준의 공방이 야기한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Dewey

육과정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

실험학교에서의 사회과교육 성격과 교
이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일차적인 의의

쟁점 진영과 역사 진영의 상이한

Dewey

교육이론 해석을 재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실험학교 사회과교육의 실천 모습에
바탕을 둔

Dewey

교육이론 재해석은 사회과교육 관련 진영들 사이에서 벌어진 그의 교육이

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서 사회과교육 관련 진
영들 간에 생산적인 논쟁이 활발해져서, 보다 비전 있는 사회과 교육이론과 실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실험학교 사회과의 성격
실험학교 사회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Dewey

의 사회관과 역사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학교 사회과의 목적을 사

회관 및 역사관과 관련지어 검토하는 것도 사회과의 성격을 명료화하는 작업의 한 가지 갈래
가 될 것이다.

1. Dewey의 사회관과 역사관
1) Dewey의 사회관
가 견지하고 있는 사회관 즉,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시각은 그의 민주주의관에

Dewey

험

총

천 모습 확

법

1) 실 학교의 사회과의 체적인 실
을 인하려면 목적, 내용, 방 차원
사회과의 수업 이 과 실 에 대한 연구는 다음 연구 과제로 기고자 한다.

론

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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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민주주의를 국가 정부의 조직 형식으로만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당대의 사회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요, 오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조직 형식으로서
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의제도의 구성원이 선출되는 절차에 주초점을 두는데,
이러한 산술적 민주주의론(numerical

conception

of

은 개인과 사회를 이원론적으

democracy)

로 구분하는 오류를 가지며, 그로 인해서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한
다. 즉, 산술적 민주주의론에서는 개인은 국가나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완전히 고립된 상황
에서 어떠한 의사소통의 관계도 없이 존재한다는 사회관을 지지하며, 이러한 사회관을 출발점
으로 삼게 되면, 주권이나 권력은 물리적으로 잘게 나누어지는 성격을 가지며, 각 개인의 주
권이나 권력은 극도로 작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편화된 다수의 권력으로부터 공동의 의
지를 산출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사회는 부패와 불안정 그리고 비도덕성이 만연하
게 되어, 결국은 사회가 해체되고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다(1888:
는 산술적 민주주의론을 거부하면서 사회 유기체(social

Dewey

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888:

229-231).
organism)

개념을 그 대안으

232).

일반 대중(mass)이나 산술적 집합체에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 단위로서의
개인이요, 고립된 원자들이다. 그런 반면에 유기체에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
재(social

이며, 사회는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비사회적인 개인은

being)

인간의 특질이 모두 제거된 상상적 추상화의 결과이다. 그리고 고립된 단위들의 집합
체로서의 일반 대중 개념 또한 허구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만약 민주주
의가 사회의 형식이 되려면, 사회는 공동의 의지(common

를 가져야만 한다. 왜냐

will)

하면 사회를 유기체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의지의 통합이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되어있는 한, 또는 통합된 목적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한, 사회는 개
인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는 이러한 유기체론을 사회와 그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하면서, 그 상보적 성격을 강

Dewey

조하고 있다. 즉, 사회와 개인이 진정으로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 개인은
응집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단순히 사회의 거울이나 이미지
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생활이 국지적으로 드러난 것이요, 사회가 생명력 있게 구
현된 것을 의미한다(1888:

236-237).

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 볼 때, 바로 개인과 사회가 서로 간에 최적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는 말한다. 즉, 그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 조

Dewey

직의 이상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보면, 개인들이 공동
의 의지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참된 민주주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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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자신들 내부에 사회를 구현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는 이러한 설명논리를 제시하면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부의 형태를 넘어서는 것이

Dewey

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는 사회적 성격 즉 윤리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부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민주주의가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연합
의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1888:

240).

민주주의의 윤리적 성격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데,

Dewey

는 이를 윤리적 개인주의라고 명

명하였다. 윤리적 개인주의는 자유의 개인주의이면서, 책임의 개인주의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이상을 향한 주도성으로서의 개인주의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는 인간성에 최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1888:

243-244).

그는 이러한 윤리적 개인주의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시민영역과 정치영역 뿐
만 아니라 산업 영역에도 평등을 비롯한 민주주의 원리가 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경제생활이 인간 사이의 보다 완벽한 통합 형성을 통해 인간성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측
면에서 볼 때, 경제적, 산업적 생활은 본질적으로 윤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산업적 측면까지 포함할 때에야 비로소 참된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이를 공산주
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향한 민주주의 또는 풍요로움의 민주주의라고 부른다(1888:

246-248).

2) Dewey의 역사관
의 역사관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과정 속에서 바라보는 사관이

Dewey

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문학과 과학과 예술의 발달, 그리고 사회 조직의 발달과 같은 것들이
야말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들이며 문명의 꽃이요, 결실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단순히 문명의 꽃이요, 결실일 뿐이며, 역사 발달의 뿌리는 인간과 자
연 환경 사이의 관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인간이 주위 환경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취했던 여러 가지 수단들, 그리고 그러한 수단들을 여러 목적들에 예속
시켜 온 과정이 인류 역사 진보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역사의 결실에만 주된
강조를 두는 역사는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런 역사는 항상 산물만을 다루
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1899b:

259).

물론 과학이 심지어 매우 엄청나고 지성적인 발명품이나 그 산물 이상의 것인 인과적, 역학
적, 그리고 역동적 측면에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그도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Dewey

는 암석, 식물, 동물 등 자연 현상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들이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것

은 사실이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자연 현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에 비추어 볼 때, 고정된
사실들을 과정의 산물로 볼 때, 그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결과적인 산물에서 과정으로 눈을 돌릴 때, 우리의 태도를 과학적이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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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1899b:

259).

는 이런 관점을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그는 객관적이고 외재적인 사실

Dewey

들에서 역사적 힘들에 대한 관심으로 눈을 돌리는 정신적 태도가 바로 과학의 본질적 특징이
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Dewey

가 여타 다른 역사 영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입법부

와 사법부 그리고 군사 조직이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다. 나아가 그런 제도들의 기능들이 사회적 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이러한 정치, 군사 제도 뒤에는 여전히 또 다른 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것
은 바로 산업 구조이며, 사람들의 산업적 능력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산업
적 힘들은 정치 제도와 군사 제도 등 다른 형식의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토대라
는 것이다. 여타 다른 제도들은 사실상 경제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들의 결정체요, 침
전물이라고 그는 말한다(1899b:

259-260).

이러한 역사관은 유물론적 시각을 가진 일군의 역사가들에 의해 주창되었다. 그렇지만
Dewey

는 역사의 산업적 측면을 유물론 철학과 연관시키는 노력은 순전히 개인적인 반응일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첨가제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한 산업적 측면과
진정으로 관련된 것은 역사 발달에 대한 보다 간명한 관점이라고 말한다. 즉, 역사적 힘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용어들로 환원되어 우리가 상상적으로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wey

에게 있어 역사적 힘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용어들로 환원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특정한 자연적 힘, 즉 기후적 지리적 조건들과 어떻게 투쟁하였으며, 그러한 투쟁을
통하여 어떻게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자연의 힘들을 이용하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을 역사의
근본적인 물음으로 상정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물을 결과나 산물이라는 시각에서 보기 보다는
그러한 결과나 산물을 가져오는 데에 도구가 되었던 수단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것을 뜻한다
(1899b: 260).2)

의 이러한 사회관과 역사관은 넓게는 실험학교의 교육 이념적 차원에 심대한 영향을

Dewey

주었으며, 좁게는 실험학교 사회과교육(또는 역사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론 차원에 있어
서 주요한 판단 준거로서 작동하게 된다.

2. 실험학교 사회과교육의 목적
는 실험학교의 사회과교육(또는 역사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논문에서 간략하게

Dewey

2)

H ck

D
D
노

술
였
겠 만
찾 순
각 따 D
런
D
술
술
H ck
- H ck
N

따

i man은 ewey의 이러한 역사관을 기 의 역사라고 명명하 다. 그에 르면, 역사가들의 주된 작업은 역사 속에서
진리를 는 일인 것으로 보이 지 , 역사적 진리를 는 그 간에도 역사가들은 보다 근 적으로는 의미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ewey의 생 이다. 라서 ewey는 이 역사적 의미 관점에 입 하여 기 의 역사에 대한 구를 진행하
다는 것이다. 즉, ewey의 기 의 역사는 기 에 대한 역사적 진리에 대한
이라기보다는 의미를 고 그 의미를
장하려는 력이다( i man, 1990: 80 81). i man과 달리 eil(1992)은 진리 구를 가 게 보는 ewey의 역사관을 강
하게 비 한다.

였
확

찾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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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 있다.

3)

그 가운데

1899

년에 출판된

The School

의

and society

장과

9

년에

1899

Dewey

가 시카고대학에서 강의한 교육철학 내용에서는 역사교육의 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간주된다면 그런 역사는 초등교육에서 어떠한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앞서

의 역사관에서 언급했듯이, 결과가 아닌 과정의 역사 즉,

Dewey

역사를 사회생활의 모든 힘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역
사가에게 있어서 역사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든지 간에, 교육자에게 있어서 역사는 간접 사
회학(indirect

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1899a:

sociology)

104).

그렇지만 '간접'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사를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사회학으로 이
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역사는 간접 사회학이어야 한다는 말에 담긴 핵심적
의미는 사회적 조건과 사회생활 양식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통찰을 높여야 한다는 것,
나아가 사회 구조를 결정하고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힘들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에 있다. 물론 과학적 역사가는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할 수 있다. 다만
Dewey

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가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이

사회적 힘들에 대한 통찰과 평가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노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
이다.

는 이러한 역사교육의 가치를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 심화 또는 의식의 사회화라

Dewey

고 정의한다(1899b:

261).

사회적 힘들에 대한 통찰과 평가를 확장하고 심화한다는 것은 곧 사회의 성립과 발전 과정
그리고 사회의 여러 조직 양식들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아동이 역사를 배우
고 나면, 사회생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 상호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조장하
는 힘들을 사고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인물과 저해하는 인물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899a:

104).

한편 사회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그

Dewey

에게 있어 사회적 생활양식과 윤리적 생활양식은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역사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회생활에 대해 인식을 확장시키는 것이지만, 이러한 목적에서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는 역사의 도덕적 가치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와 상황이 가지고 있는 윤
리적 성격에 대해서 지성적이고 공감적으로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1899a:

105).

는 역사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897:

Dewey

험

c
않았 렇 만 앞 확
때 늘날
념
범
롭 섞바꾸 쓰

않았
본논

72-73).

D

c

3) 실 학교 시기에 so ial studies라는 교과가 학교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기에, ewey는 so ial studies라는
교과명을 사용하지
다. 그 지
으로 인하게 되 지 , ewey가 지향하는 역사교육은 목적과 내용 측면에서 볼
오
의 사회과교육 개 과 동일한 주에 포함시 수 있다. 이 이유에서
문에서는 사회과교육과 역사교육
을 자유 게
어 고자 한다.

겠 만D
킬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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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아동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진리와 정직의 중요성, 또는 애국주의
적 행위가 제공하는 좋은 결과를 주입시키는 도덕 학습이 아니라, 사회적 상상력과 사
회적 관점을 활용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학습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아동이 특별
한 사건이나 자기 자신이 직면한 특정한 상황을 총체적인 사회생활에 비추어서 해석하
는 습관을 형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경제와 정치 상황
속에서의 악덕은 이와 관련된 개인의 사악함 때문도 아니고, 정직이나 근면과 같은 일
상적인 덕목을 무시하기 때문도 아니다. 이러한 악덕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환경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능력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상황을 보다 단순하고 전형적인 요소들로 환원시키는
것을 훈련받은 아동의 마음만이, 악덕이 내재된 이런 현실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
위가 진정으로 요구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Dewey

는 말한다.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 대부

분의 사람들은 전통이나 충동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다. 만약 시민성 훈련이 사회적 상황의 요소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계발시
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과 같이 고도로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시민성 훈련이 형식적이
고 명목적인 성격으로 나타날 뿐이다. 올바르게 가르쳐진 역사는 바로 이런 능력을 성취할 수
있는 주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역사는 궁극적인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이다(1897:

Dewey

의 판단

73).

다음 장에서 제시되어 있는 실험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수업 실천 모습을
하고 있는 시민적 자질과 관련지어 보면,
민성 노선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의 시민성 개념이

Martorella

Dewey

Dewey

가 상정

가 지향하는 시

는 사회과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시민적 자질을

Martorella

반성적 시민, 역량 있는 시민 사려 깊은 시민으로 나눈다. 반성적 시민이란 사실 개념 일반화
를 반성적으로 탐구하는 시민을 가리키고, 역량 있는 시민이란 조사 분석 기능, 연대기적 기
능 및 공간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시민을 뜻하며, 사려 깊은 시민이란 신념, 태도, 가
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위를 하는 시민을 의미한다(1991:

43-45).4)

Ⅲ. 실험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
실험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사회과
교육과정 구조에서 도출되는 사회과 교육과정 원리와 특징을 추출하는 일이다.

5)

험

후 Dewey가 사회과교육의 시민성 개념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Carpenter(2001)의 논문 4장

4) 실 학교 시기 이
을 참조하기
.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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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과 교육과정 구조의 실제

Ⅲ

학년(그룹

1

,

세)에서는 ‘오늘날의 전형적인 사회적 작업’이 대주제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6

내용 선정에는 이 시기의 아동들이 다른 가족들과 여러 작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
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심리적 측면이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아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생활을 해석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런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사 교육의 목적도 내용 선정시 고려되었다. 이런 이유로
에서는 전형적인 사회적 작업을 통한 접근법이 적용되었다(Runyon,

학년의 역사 과목

1

1906: 21-22).

가을 학기에는 일반적인 농장 생활에 대해 학습하였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두꺼운 종이
와 모래 상자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농장과 헛간을 만드는 활동이었다. 이런 활동
을 통해 셈하기와 그리기 등의 내용이 통합되었다. 겨울 학기에는 목화 농장이나 양 목장과
같은 특정 농장의 구체적인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학습하였다. 그 다음에는 도시와 농촌 생활
의 차이점과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 모습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반별로, 교사별로 이러한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용과 강조점은 매우 편차가 컸다(Runyon,

Ⅳ

학년(그룹

2

,

7

1906: 23-25).

세)에서는 ‘사회생활의 발달: 산업의 발명과 발견’이 대주제로 선정되었다.

여기서는 발명과 발견으로 인한 방법상의 진보에 강조를 두면서 기본적인 사회적 작업들이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Dewey

등은 그 이유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그

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라는 물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와

“

왜”라는 유혹에 마음이 끌린다는 점을 들고 있다. 모방에서 벗어나 이제 탐구의 정신이 열리

“

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전 학년 교과내용과의 계속성 또한

2

학년 내용 선정에 하나의 준거

로 작동하였다.
Dewey

등은 ‘기본적인 작업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는가?’라

는 물음에 대해서 원시 시대의 사회생활을 그 대답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시 시대에는 어떤 곳에 거주했고, 어떤 무기를 사용했으며, 식량은 어떤 것을 어떻게 구했
는지를 학습하였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른 활과 화살의 발명, 불과 금속의 발견, 그리고 물물
교환과 물건의 운송 수단 등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이들을 이끈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토
의하였다. 이러한 원시생활 모습은

2

학년 모든 교과에 통합적으로 연계되었다. 예를 들어 금

속의 발견을 학습하면서 용광로와 주형을 직접 만들고 공기의 움직임을 학습하였다(Mayhew
&

Edwards, 1966: 95-112).

Ⅴ

학년(그룹

3

,

세)에서는 ‘탐험과 발견을 통한 진보’가 대주제로 선정되었다.

8

여러 교육내용을 실험한 결과 페니키아 문명이

Dewey

등은

학년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페니

3

키아 문명이라는 교육내용이 이전 학년의 원시생활 주제와 다음에 이어지는 세계 탐험의 시
5)

Dewey 실험학교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박영만(1992)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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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주제 사이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킨다는 판단에서이다. 또한 읽기, 쓰기, 셈하기의 여러 상징
들을 학습할 때 페니키아 문명이 특히 효과적이었다는 사실도 페니키아 문명이 선정되는 데
에 고려되었다. 페니키아 문명 주제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는 페니키아의 자연 조건과 생활
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외교역 활동 등이 선정되었다.
페니키아인의 사회생활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는
왕자의 아프리카 연안 탐험,

와

Columbus

Marco

Polo

의 동방 탐험, 포르투갈

의 아메리카 탐험, 그리고

Balboa

Magellan

Henry

의 세계

일주 등이 주된 교육내용이었다. 위대한 탐험가과 발견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특정 시공간에
살았던 특정한 인물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엄격한 시각에서 보면 이전 학년의 비역사적인 내
용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내용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Mayhew

&

Edwards, 1966: 118-138).

Ⅵ

학년(그룹

4

,

세)에서는 ‘지방의 역사와 지리’가 대주제로 선정되었다. 여기서도 교육과정

9

연계성이 내용선정의 주요 원리로 작동하였다.

Dewey

등은 이전 학년에서 학습한 세계 탐험

내용은 지방 개척민과 모험가들의 정착지의 사회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아동들이 세계 탐험을 학습한 후 미국이 어떻
게 세워졌으며, 그 출발점으로서 시카고시의 발전 과정을 선정한 것도 4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역사와 지리’ 대주제의 제1주제는 미국 북서부와 시카고시의 변화와 발
전 모습이었다. 이 지방의 발전 모습은 다음과 같은
탐험의 시기,

(2)

디어본 요새와 통나무집 시기,

(3)

3

단계로 나누어 학습되었다.

(1)

프랑스

시카고시의 발달. 이들 지방의 역사를 다

룰 때 지리 영역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래서 프랑스 탐험의 경로를 그러한 까닭을 지도를 통
해서 확인하는 활동, 디어본 요새의 위치가 그 곳인 까닭을 대형 지도를 그리면서 발견해 보
는 활동, 그리고 시카고시의 위치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를 다양한 지리적, 경제적 조건들과
결부지어 판단해 보는 활동 등이 한 학기의 주된 학습 내용이었다. 다음 학기에는 버지니아
식민지와 플리머스 식민지에 대해 학습하였다. 먼저 학습한 프랑스 탐험과 식민지 건설에 대
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버지니아 식민지와 플리머스 식민지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구조이
다. 버지니아 식민지의 경우에는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자의 지도력과 효과적인 정부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플리머스 식민지의 경우에는 가족의 분업과 종교의 자유, 그
리고 인디어 문제에 대해 학습하였다(Mayhew

Ⅶ

학년(그룹

5

,

&

Edwards, 1966: 144-162).

세)에서는 ‘식민지 역사와 혁명’이 대주제로 선정되었는데, 이 대주제의 하

10

위 주제는 미국 식민지 이야기, 식민지 가정 꾸미기, 미국혁명, 영토 확장, 식민지 산업이었다.
미국 식민지 이야기 주제에서는 많은 식민지들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해결책으로서 식
민지간의 통합을 통한 성장을 택하게 된 과정이 주된 내용으로서, 여기에는 이전 학년의 내용
을 심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식민지 가정 꾸미기 주제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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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정의 건물과 가구, 벽난로 등을 작게 만들어 보면서 식민시 시대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
도록 하였다. 미국혁명 주제에서는 인지조례 사건과 보스턴 차 사건 등 아메리카 식민지와 영
국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다. 영토 확장 주제에서는 미국이 서부로 영
토를 확장하게 된 과정을 제시하였다. 식민지 산업 주제에서는 직물 산업을 중점적으로 학습
하였다(Mayhew

Ⅷ

학년(그룹

6

,

& Edwards, 1966: 167-177).

세)에서는 미국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유럽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배경’이

11

대주제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적 지식이

6

학년의 대주제로 선정된 데에는, 아동들이 미국

식민지를 건설하였던 유럽 여러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와 같은 탐험가와 수많은 이주 정착민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된 동기들을 보다

Columbus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서도 이전 학년의 학습 경험
과의 계속성이라는 원리가 내용 결정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배경이라는 대주제 아래 가장 먼저 선정된 소주제는 영국 촌락 생활이다. 영국인들
은 무엇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했으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어떠한 힘이 영향을 주
었는가와 같은 전형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Dewey

등은 영국의 이러

한 전형적인 생활이 아동에게 특별한 흥미를 끌었다고 말하였다. 이는 바로 영국의 이런 생활
모습에서 오늘날 미국의 대다수 산업의 출발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전형적인 생활이라는 주제는 아동이 가장 단순한 최초의 단계의 모습을 지닌 촌락을
확인하고, 그런 촌락의 성장과 조직을 발견하며, 마을의 그러한 발달이 봉건 제도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영국 촌락 생활 소주제에서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토지 용지 구분, 농기구, 곡식,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작업 모습과 이러한 작업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 나아가 작업과 사회 계층 간의 관계 등이다(Mayhew

&

Edwards,

1966:

185-187).

촌락 산업 생활에 대한 수업을 한 다음에는 이러한 촌락의 사회생활과

10

세기 영국의 상황

사이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었다. 봉건 제도에 대한 심층 학습은 정복자
William

의 영국 정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중요한 인물들의 활동들을

토의하면서 유럽 지리와 세계 지리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다. 유럽 지리와 세계 지리를 학습하
면서 대륙과 무역로, 그리고 미국에 정착지를 건설했던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 영토 주장
에 대해 학습하였다.
그런 가운데

세기 초 영국인의 생활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동 스스로가 이

17

내용을 통해서 탐험의 이유와 초기 식민지인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한 까닭을 발견
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선정된 내용은 동인도회사와 미국 식민지 간의 생산
품 비교,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경쟁이었다. 이러한

학년 교과내용 구성에서 특

6

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영국사나 유럽사가 연대기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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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발단 및 과정과 깊은 관계를 지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정치, 산업, 사회적
배경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구조를 통해서 아동들은 자국의 역사를 다른
나라의 역사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Mayhew
188-189).

Ⅸ

학년(그룹

7

,

12

7

Edwards,

1966:

세)에서는 이전 학년과 마찬가지로 ‘산업사 측면에서의 미국 식민지 경제활

동’을 대주제로 선택하였다. 그렇지만,
었던 반면에,

&

학년에서는 미국 동부 연안의 식민지의 생활만을 다루

5

학년에서는 북미 대륙 전체의 식민지 성장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차

원에서의 확장이 시도된 까닭은 이전 학년인

학년에서 미국에 식민지를 건설한 유럽 여러

6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실험학교 사회과의 내용 선정에
있어 경험의 계속성 원리가 일차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확장 속에서 아동들은

학년에서 학습했던 미국 식민지 생활과 미국 혁명

5

및 서부로의 팽창 시기 동안의 미국의 발전상의 의미를 심화, 확장시켜 나간다. 즉, 미국 식민
지들의 유럽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들은 역사적 사실들과 산업
의 성장, 그리고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재조직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영국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스페인 식민지 등과 같이 미국의 식민지
들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미 학습했
던 내용을 보다 폭넓게 분석하게 된다(Mayhew

Ⅹ

학년(그룹

8

,

13

&

Edwards, 1966: 205-206).

세)의 사회과에서 중심적인 요소는 이전 학년과는 달리 매일 시사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활동이었다. 시사 문제에 대한 토론에 일정한 시간을 배정한 까닭은

8

학년의

주된 교육과정 활동이 아동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들의 사고의 폭
이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진술과 같은 클럽 활동이나 직접 클
럽 하우스를 만드는 활동과 같은 프로젝트는 아동들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만 쏠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사 문제를 토론하여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하였다. 시사
문제로 다루어진 토픽은 남아프리카 전쟁, 푸에리토리코 통치 문제, 그리고 대륙 횡단 철도
건설 문제 등이다. 푸에리토리코를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미국 식민지가 영국으로부
터 독립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토론하고, 대륙 횡단 철도 건설 문제는 지도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등 시사 문제를 역사 및 지리 영역과 관련지어 학습하도록 교육과
정을 구성하였다(Mayhew

&

Edwards, 1966: 220, 233-234).

그렇지만 8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이 오직 시사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까지 실험학교 사회과의 중추였던 역사 영역 또한 교육과정 계획에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9

학년과 동일한데,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한 해는 아동들이 클럽하우
스 만들기 활동에 몰두하였기 때문이며, 마지막 한 해는 아동 간에 역사 교육 간극이 커서 역
사 교과서로 전반적인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Run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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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학년(그룹

9

,

14-15

세)의 역사 영역은 이전 학년보다 전문화되었다.

6)

학년에 이르기까지

9

아동 자신의 사회생활과 전세계의 사회생활에 대해 학습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동들은
특별한 유형의 사회생활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실험학교 교사들
은 판단하였다. 교사들은 아동들이 사회생활의 주요 사실과 원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특
정한 문명이 가지는 독특한 세계사적 기여와 유의미성을 스스로 발견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9

학년 역사 교육과정은 심리적 접근법에서 연대기적 접근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지중해 주변의 고대 사회를 시작으로 하여 중세 유럽의 역사, 그 후 미국사의 특
정 사건들로 구성되었다(Mayhew

&

Edwards, 1966: 239-240)..

2. 사회과 교육과정의 원리 및 특징
1) 역사의 사회성
가 역사교육의 가치를 사회의 생성 과정과 조직 양식을 밝히는 데에서 찾고 있음은

Dewey

앞서 살펴보았다. 그는 역사교육의 목적이 사회생활에 대한 통찰 함양이라면, 역사 내용이 아
동의 마음을 끌어당길 정도의 활력과 역동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즉 역사는 결과의 축적
즉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활기가 넘치고 생동하는 것으로서 제
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성격을 지니려면 내용상에
있어서 경제적,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에게 있어서 경

Dewey

제적, 산업적 측면이란 인류가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즉 자연을 활용하여 인간의 생
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1899a:

104-105).

다시 말해서 이런 역사적 내용들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역사 영역(double
해당된다.
(intellectual

그 하나는 객관적 사회사(external
history)

social

이며,

history)

에

history)

다른 하나는 지성사

이다. 객관적 사회사란 산업 사회를 가장 단순화한 요소들의 역사이다. 그

에 따르면, 사회의 산업적 국면과 산업상의 문제가 점점 더 부각됨에 따라, 산업사는 역사에
서 오랫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정치사와 왕조사와 비교해 볼 때, 심지어 최근에 일반
적인 사회 발달에 주목하는 새로운 유형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Dewey

는 산업사와 더불어 인간 지성 발달의 역사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

하면 지성사는 실천적 지성의 진화 즉, 삶과 환경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의
지성의 진화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수없이 직면했던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 왔
던 일련의 방책들, 그리고 수단들을 계속해서 목적에 더욱 적합하게 하며 나아가 목적 그

룹Ⅺ - 세
검증 찾

험

매 짧았다. 따라서 9학년 교육과정의 가치를 효과
심 활동이 중등 시기의 적절한 교육내용으로 안착

6) 9학년(그
, 14 15 )의 교육과정은 실 의 기간이 1, 2년 정도로 우
성에 대한
에서 기는 어려 것이다. 그보다는, 등에서의 관 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내하는 에서 그 가치를 있다고 보여진다.

울
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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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취해 왔던 일련의 방책들을 다루기 때문이다(1899b:
역사의 사회성 원리는 역사 내용선정의 가장 핵심적인 준거 가운데 하나이다.

257-258).

7)

2) 교육내용의 심리화
는 교육내용이 아동의 삶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못한다면, 교육내용의 추상

Dewey

화, 학습동기의 결핍, 학문적 성격의 상실 등 심각한 교육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과의 내용을 아동의 경험 발달의 특정 단계에 맞게 해석해
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교육내용이 아동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
되고 이해되도록 하는 것을 교육내용의 심리화라고 정의하였다(1902:

285).

교육내용의 심리화가 역사 과목에 적용된 결과,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초등 저학년에
서는 사회의 기본적인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모습을 토픽별로 다루었으며, 정치사와 연
대기 접근법은 중등에서 도입되었다(Mayhew
때,

&

Edwards,

1966:

312).8)

아동 발달 면에서 볼

학년의 중간 수준의 아동들은 이미 학습한 사회생활의 구체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생

7

활을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8

학년에 이르러서는 아동의 관점이 사실을 보

는 학습자나 관찰자의 심리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성인의 논리적 접근법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르러 아동들은 정치사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되
었고, 다양한 문명들이 현재의 생활에 끼친 영향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정치사와 연대기 접근법이 도입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치사와 연대기 접근법이 중등에 이르러서야 도입하게 된 것은 역사 과목의 교육내용 심리
화 원리에 비추어 결정된 것이었다(Mayhew

&

Edwards, 1966: 219, 223).

한편 아동의 성장 특징을 고려한다는 것은 곧 개개 아동의 흥미와 관심사를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사는 반별로 다를 수 있고, 해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예컨대

1

학년 주제인 오늘날의 전형적인 사회적 작업의 세부적

인 내용과 강조점은 교사마다 다르며, 심지어는 같은 교사라 하더라도 반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Mayhew

& Edwards, 1966: 316).

3) 경험의 계속성

실험학교의 역사 교육과정이 저학년을 제외하고는 기존 역사 교육과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는 교육과정 내용 이름만을 보고 판단한
매우 피상적인 수준의 평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7)

C

D

거
‘
산

창 ‘
’

’

6

학년의 유럽의 배경이라는 대주

념 모

바
론 따
었

데

remin(1962)은 ewey가 내용선정 준 로서 주 한 사회적인 것 이라는 개 이 호하다고 지적한 가 있는 , 역사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사회적인 것 이 가지는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8) 실 학교에서는 역사의 사회적 국면, 업적 국면, 그리고 정치적 국면 등 역사 발달의 3단계 을 르고 있다. 사회적
국면과 업적 국면이
강조되고, 정치적 국면은 6학년 내지는 7학년의 성장 단계에서 도입되 다.

험

산

검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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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여러 소주제명을 보면 기존의 영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
만

6

학년에서 유럽의 배경을 선정한 까닭과 유럽의 배경이라는 이름 아래 영국 촌락 생활에

서

10

세기 정치적 상황으로 그리고

17

세기 탐험과 식민지 건설의 시기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구조는 역사의 기본 원리인 연대기적 구조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각각의 소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아동에게 각각의 소주제가 학습되어야 하는 까닭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경험의 계속성 원리는

학년부터

1

학년까지 내용 선정시 반드시 고려되었을 정도로

7

실험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 결정 준거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9)

4) 교육과정의 통합성
역사와 지리의 통합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
험학교의 사회과만큼 통합적인 사례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2학년의 원시 사회

4

부족 생활 주제를 살펴보면,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고, 금속을 만들고, 양을 기르는 부족들
이 각각 어떠한 자연 환경에 적응하였는지를 분명하게 학습할 수 있다. 즉,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작업을 지리적 조건인 기후, 지형, 토양 등과 관련지어 사고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와
지리의 통합 모습은 페니키아 문명, 세계 탐험과 발견, 그리고 지방사로서의 시카고 발전 등
에서 중심적인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역사와 작업의 통합 또한 거의 모든 학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6

활동은 방적기의 발명과 발전 그리고 그 영향이었다. 이 작업 활동을 통해서

학년의 주된 작업
학년의 역사 내

6

용 즉 유럽의 식민지 건설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직물 작
업의 발달에 대한 학습은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의 사회생활과 사회
문제 그리고 그러한 생활이 미국의 향후 생활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Mayhew

&

Edwards, 1966: 194-195, 201)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역사와 다른 모든 교과와의 통합이 시도되었다(Mayhew
1966:

200).

학년 농장 학습에서는 예술 과목과의 통합이 두드러졌고,

1

&

Edwards,

학년에서 페니키아인

3

의 사회생활이 선정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읽기와 쓰기 그리고 셈하기 학습 등을 고려한 것
이었다. 그리고 원시인과 탐험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학 기술과 원리가
과학 실험을 통해서 학습되었다.

까
‘ 늘날
’농
→
’ 페 키아
세 탐험 →
‘ 민
’
민
‘
촌락 활
황→
‘
민

험
쉽 확
‘ 활
산
’ 활→
‘탐험
‘
’ 카
버 아 민 →
토확 민 산 →
' 럽
양
활 ’
민 산

9) 1학년에서 7학년 지의 대주제와 주요 소주제를 정리해보면 경 의 계속성 원리의 적용을 게 인할 수 있다. 1학년
오
의 전형적인 사회적 작업 ( 장의 작업) 2학년 사회생 의 발달: 업의 발명과 발견 (원시생 ) 3학년
과
발견을 통한 진보 ( 니
문명과 계
) 4학년 지방의 역사와 지리 (시 고시 발달, 지니 식 지) 5학년
식 지 역사와 혁명 (미국 식 지 이야기, 미국혁명, 영
장, 식 지 업) 6학년 유 여러 나라들의 다 한 배경
(영국의
생 , 정치 상 ) 7학년 미국 식 지 경제 동 (미국 전역의 식 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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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내용 결정의 실험성
실험학교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에게 적용된 교육내용이 효과성이 낮을 경우
그 내용은 폐기되었고, 다른 교육내용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학년의 주된 교육내용은 페니키아인의 생활인데, 이 교육내용으로 결

3

정되기까지 두 번의 실패한 교육내용 적용 실험이 있었다. 첫 해인
시대의 사회생활이 채택되었는데, 그 이유로 기원전

1896-1897

년도에는

Homer

세기의 사회생활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10

문명을 지니고 있는 생활에 대한 통찰을 간명하고 자연스럽게 제공한다는 점을 들었다. 일리
아드와 오딧세이가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이 교육내용에 대한 아동들의 관심이 지속적이
지 못하고, 이전 학년 및 다음 학년과의 계속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폐기되었다. 그 다음 해에
는 인디언의 생활과 발명 및 관습을 학습한 다음에 세계의 주요 탐험으로 넘어갔다. 이런 구
성은 인디언 문명이 매우 정태적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동적인 세계 탐험으로 자연스
럽게 이어지지 못해 실패했다(Mayhew

&

Edwards,

1966:

118,

316).

이 밖에도

4

학년에 어느

그룹이 시카고시의 발전 대신에 로마사를 학습한 결과, 아동의 현재의 관심과 동떨어져 있으
며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학습 효과가 적었다는 실험도 있다
(Mayhew & Edwards, 1966: 146).

Ⅳ. 마치는 말
년대 이후 사회과교육 진영은 역사중심 교육과정주의자와 쟁점중심 교육과정주의자로

1980

재편된다. 그런데 이들 양 진영간의 논쟁은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Dewey

교육이론에 대한 피상적 이해라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쟁점 진영과 역사 진영은 자신들의 정치적, 교육적 이념을 정당
화하고, 상대 진영의 이념적 정당화를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주요 논거로 그의 교육이론을 활
용하여 왔지만, 지금까지

‘Dewey

교육이론과 사회과교육’을 관련시켜 논의한 양 진영의 대부

분의 연구들은 여러 가지 방법론적 결함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Dewey

실험학교에서의 사회과 성격과 교육과정

구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실험학교 사회과 성격을

Dewey

의 사회관과 역사

관, 그리고 사회과교육(또는 역사교육)의 목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사회과 교육
과정 구성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실제와 원리 및 특징을 알아보았다.
Dewey

실험학교의 사회과 성격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이 가질 수 있는 일차적인 의의는

쟁점 진영과 역사 진영의 상이한

Dewey

교육이론 해석을 재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실험학교 사회과교육의 실천 모습에 바탕을 둔

Dewey

교육

이론 재해석은 사회과교육 관련 진영들 사이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생산적인 논쟁을 불
러 일으킬 수 있는 가치 있는 통찰력을 던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

- 49 -

◈ 2007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참고 문헌】

박영만. 1992. “John Dewey 실험학교의 교육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
원박사학위논문.
손병노. 1997. “미국 사회과교육계의 근황: 교육 과정 논쟁”. 「초등사회과교육」, 제9집.
이흥렬. 2007. “사회과교육에서 듀이 교육이론 해석 양상”. 「사회과교육연구」, 제14권, 2
호.
Carpenter, James. 2001. The civic imperative, Thomas Jefferson and John Dewey: A
content analysis of CIVIT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hambliss, J. J. 2000. John Dewey's laboratory school as a social experiment. Buy
Books on the web. com.
Cremin,

L.

1962.

The transformation of the school: Progressivism in American

education, 1876-1957. Alfred A. Knopf, INC.
Dewey, J. 1888. The ethics of democracy. Early Works 1.
1895. Plans of 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primary school. Early Works 5.
1897. Ethical principles underlying education. Early Works 5.
1899a. The School and society. Middle Works 1.
1899b. Lecture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1899. Archambault, R. (ed.)
(1966). New York: Random House.
1902. The Child and curriculum. Middle Works 2.
Evans, R. W. 2004. The social studies wars: What should we teach the children? New
York: Teachers College.
Hickman, L. 1990. John Dewey's pragmatic technology. Indiana University Press.
Kliebard, H. M. 1995. The struggle for the American curriculum. New York: Routledge
2006. Dewey's reconstruction of the curriculum. In D. Hansen (ed.), John

Dewey and our educational prospect. New York: SUNY.
Mayhew, K. C. & Edwards, A. C. 1966. The Dewey school. New York: Atherton Press.
Martorella, P. 1991. Teaching social studies in middle and secondary schools. New
York: Macmillan.
Neil, T. P. 1992. Dewey's ambivalent attitude toward history, in J. E. Tiles (ed.), John

Dewey Critical Assessments, Volume IV. New York: Routledge.
Runyon, L. L. 1906. The teaching of elementary history in the "Dewey" school. The

- 50 -

듀이 실험학교에서의 사회과교육: 성격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University of Chicago M.A. Dissertation.
Tanner, L. N. 1997. Dewey's laboratory school: Lessons for toda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Wirth, A. G. 1966. John Dewey as educato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