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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교과서의 유교문화 단원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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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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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Social Studies 5-1』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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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먼저『사회 5-1』교과서의‘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은 생활사·문화사를 중심으로 한 내
용을 다섯 개의 주제로 조직하였다. 그 선정의 기준은 유교문화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기본적
으로 학습해야 할 조선 전기 역사 내용은 유교문화와 그 실천 양상인 의병활동이다. 그런데 유교문화
의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한다면 경제생활이나 대외적 관계의 측면이 잘 드러날 수 없다. 바꾸어 말해
서 단원명으로서‘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은 소주제와 내용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다.
다음으로 역사지도의 오류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유교문화
의 기본 내용은 선정 기준에서 중요성과 적절성을 감안해야 하고, 초등학교 학습자의 측면에서 유교문
화의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개념적·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주제 구성은 연대기적 방
법으로 유교문화의 시계열성을 살리고, 분야사적 내용 조직으로 유교문화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교문화 단원의 역사연표에서는 유교문화 학습의 기본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선정되어야 하겠다. 유교문화의 역사연표는 유형으로 분야사 연표로 작성을 하되
구성 형식을 사건 발생 시점을 표시하고 해설을 덧붙이는 해설 연표로 하면 될 것 같다.
주제어 :『사회 5-1』
, 유교문화, 역사연표, 초등학교, 역사교육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ents of Confucian culture unit in the Social
Studies 5-1 textbook and suggest alternatives. First of all, the part of‘Joseon Dynasty where
Confucian tradition is settled down’ in the Social Studies 5-1 textbook was organized into five
subjects mainly based on life and culture histories. The selection criteria is Confucian culture. For
this reason, history contents addressing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elementary
students should learn basically are Confucian culture and its from a perspective of Confucian
culture, it is difficult to fully present the aspects of economic life, public relationship and
Confucian cultural heritage. In other words, ‘Joseon Dynasty where Confucian tradition is settled
down’ as a name of unit, is unable to collect subtitles and the contents properly.
In addition, mistakes on a historical map must be corrected. Besides, general contents of
Confucian culture to be learned from history education class in the elementary school should be
selected by considering its significance and relevance. Also, historical facts and interpretation of
Confucian culture should be organized conceptually and logically in consideration of learn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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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 Next, subjects selected by unit organization should be corresponding with
subtitle by time and context by time. In addition, the chronological table of history shown in the
Confucian culture unit of Social Studies 5-1 textbook is suggested to be reorganized to the
direction enabling to understand general contents of Confucian culture learning in advance. For a
chronological table of history of Confucian culture, it would be good to make it as chronological
table of explanation indicating event-occurred points and adding an explanation.
Keywords 『Social
:
Studies 5-1』
, Confucian Culture, Elementary School, History Education

I. 머리말

‘2007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사회 5-1』교과
서는 교육과정 총론의‘내용의 대강화’
의 원칙을

‘2007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2011학년도『사

토대로 교과서 개발팀이 내용 구성의 재량권과

회 5-1』교과서의 내용(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

자율성을 이양 받아 집필한 것이다(홍미화,

서편찬위원회 편, 2011a)과 성취기준(교육과학

2011: 127).『사회 5-1』교과서에서‘유교 전통

기술부, 2009: 93-109)을 보면 초등학교 역사

이 자리 잡은 조선’
은 조선 전기의 역사에 해당

교육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 내용은 선사시대

한다.4)

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생활사·문화사·

『사회 5-1』교과서의‘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인물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 역사

조선’
은 조선 전기의 역사를 우리 조상의 생활과

교육은 전에 비해서 전체사의 시수가 늘어나긴

문화를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했으나 교사와 학생 모두의 입장에서 보면 교수-

따른 내용은 도성과 궁궐 건축을 통해 조선이 유

학습이 여전히 가장 어려운 교과서로 남을 것 같

교 국가를 지향한 내용, 세종대에 이룩한 문화·

다.1)

따라서 교사는 교수내용지식으로 교과서를

과학 분야의 성과, 여러 신분의 생활 모습을 통해

재구성하여 수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교

유교적 전통이 어떻게 자리 잡아 나가게 되었는

육 현장의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일

가의 내용, 조선 시기 사람들의 생활과 놀이 중에

정과 내용,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서 현재 남아 있는 사례, 인물이나 유적을 통한

교과서의 재구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극복 과정으로 구성하고

감안하면 교과서의 내용 선정과 조직, 그리고 사

있다.(교육인적자원부 편, 2007: 14-15) 이처럼

실의 기술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업 현장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조선 전기의 역사는 생활

2)에
에서‘무엇’
과‘왜’

사와 문화사를 주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대한 고민을 요구한다.

역사교육에서 그 목적에 대한 교사의 수업계획

있다.(교육인적자원부 편, 2007: 14-15 ; 한국

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역사교재이다.3) 역

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c: 19-

사교재로는 교과서, 사료, 역사연표, 역사지도,

20) 결국『사회 5-1』교과서의 조선 전기의 역사

사진과 그림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교과서

는 크게 보면 유교문화의 관점에서 내용을 선정

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하고 조직하였다. 그런데 실제『사회 5-1』교과

내용을 구조화한 교수-학습활동의 기본 도서를

서의 조선 전기 역사 내용 선정과 조직, 그리고

말한다(정선영 외, 2001: 141-145). 따라서 초

사실의 기술을 보면 내용 구성과 오류의 문제점

등 사회과 역사교육에서 그 목표의 구현과 교수-

을 노출하고 있다.

학습방법 및 평가의 기본 교재인 교과서에 대한

이 글에서는『사회 5-1』교과서의 조선 전기

내용 분석 연구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을분

이 글에서는『사회 5-1』교과서의‘유교 전통이

석 대상으로 하고 유교문화를 분석 기준으로 삼

자리 잡은 조선’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아 내용을 분석하려고 한다. 먼저 초등학교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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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사회 5-1』

러한 초등학교 역사교육의 목표를 실천하고자 학

교과서의‘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의 선정

습자 측면, 학문·철학적 측면, 사회·국가적 측

기준이 유교문화임을 밝히고, 나아가『사회 5-

면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한다. 비록 교과서관

1』교과서의 생활사·문화사 구현 방식으로서 유

이 상당히 개방적으로 바뀌었더라도 초등학교 역

교문화의 일반적인 성격을 정리하겠다. 이를 바

사교육의 학습 내용은 학문적 측면을 고려하여

탕으로 장을 달리하여 내용 구성의 문제점과 그

널리 합의된 역사의 기본적 지식과 사실을 선정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주제와 소주제5) 및

한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기본 학습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구성인지를 검

2011c: 10-11)

토하고, 소주제의 기본 학습 내용과 토픽을 중심

초등학교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에서는 역사영

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역의 측면만 놓고 보면 공간적 계열화의 방법으

나 오류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끝으로

로서 지역 확대법을 사실상 포기하였다.6) 실제로

유교문화 관련 단원명과 단원의 역사연표를 검토

2007 개정 사회 교과용 도서 개발팀은 교과서

하여 그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겠다.

개발 방향 설정에서 내용 조직의 원리로서‘탄력
적 환경확대법’을 제시하였다.(홍미화, 2011:

Ⅱ. 조선 전기 역사 서술로서 유교문화
1. 초등학교 역사교육과 내용 선정
‘2007 개정 교육과정’
에 따라 초등학교 역사
교육은 2011학년도부터 5학년 1, 2학기에 걸쳐

127) 그리고 5학년『사회』교과서는 시계열성을
고려하여 선사시대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생활사·문화사·인물사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
하고 있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c: 19-21)
한편으로 5학년『사회』
는 역사과목으로서 사

서 국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편되었다.

실상 독립 교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3학년

‘2007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과

『사회』
교과서는 통합 교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

교육과정의 역사영역은 지역사 소재를 활용한 역

었다. 3학년『사회』교과서의 역사영역은 학습자

사교육이 빠지고 전체사 영역이 한 학기 늘어나

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첫째, 정체성 학습, 둘

는, 국가사 교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

째, 생활 문화 학습을 하도록 내용 체계가 제시되

다.‘제7차 교육과정’
에서 사회교과서 6학년 1학

고 있다. 이를‘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의

기에 배치되어 있던 국가사와 3학년의 고장의 역

내용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사, 4학년의 시·도 중심의 지역사, 5학년에서

편, 2007: 4).

생활사 중심의 전체사의 내용을 통합하여 편성했
기 때문이다.

<표 1>를 보면 5학년『사회』교과서는‘하나
된 겨레’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고려’
,‘유교

초등 사회과 역사교육에서 지식 영역의 목표는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 파악,

직임’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대한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 이해, 인류 생활의

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등 6개 단원으로 구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 파악에 있다.

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유교문화와 직접 관련된

기능 목표는 지식과 정보의 획득·조직·활용 능

것은‘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조선 사회

력,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

의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며, 가치·태도

운동’
이다.『사회 5-1』교과서에는‘유교 전통이

의 목표는 민주적 생활 태도, 당면한 사회 문제에

자리 잡은 조선’
이 단원 3에 편제되어 있고,‘조

대한 관심, 민족 문화, 민주 국가 및 세계 발전에

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과‘새로운 문물의 수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데에 두고 있다. 이

용과 민족 운동’
은『사회 5-2』교과서의 단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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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영역 체계

영역영역
학년

역사 영역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지리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 고장의 정체성 ·고장의 생활 문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동과 의사소통 ·다양한 삶의 모습들

3학년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여러 지역의 생활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4학년

-

5학년

·하나 된 겨레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고려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6학년

-

·아름다운 우리 국토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5로 편제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조선’
은 생활사·문화사 중심으로 내용을 다섯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단원에 다섯 개의
주제7)를

일반사회 영역
일반사회 영역

개의 주제로 조직하였다. 첫째 주제 ①‘조선의

배치하고, 한 주제에 소주제를 하나에서

건국과 한양’
은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의 사실을

세 개를 두어 학습 주제를 관철하고 있다. 단원 3

유교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다. 둘째 주제 ②

만이 아니라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원

‘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달’
은 조선 초기 발전

에 일률적으로 주제 다섯을 배치하였으나 주제 아

된 유교문화와 관련된 사실을 분야사적 방법으로

래에 조직된 소주제가 주제에 따라 하나에서 다섯

조직한 문화사에 해당한다. 셋째 주제 ③‘유교

심하다.8)

전통과 신분 질서’
는 유교문화를 사회제도의 차

까지 분량의 차이가

단원의 학습 주제에

따라 내용 분량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에서 서술하고 있다. 넷째 주제 ④‘조선 시대

『사회 5-1』교과서 단원 3의‘유교 전통이 자

사람들의 생활’
은 조선 전기의 일상생활과 관련

리 잡은 조선’
에서는 조선 전기의 역사를 우리

된 사실을 분야사적인 방법으로 조직한 일상생활

조상의 생활과 문화를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내용

사9)에 해당하는데, 주로 생활 모습의 내용을 선

을 구성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편, 2007:

정하고 조직하였다.10) 다섯째 주제 ⑤‘임진왜란

14-15) 단원 3의 학습 목표는 도성과 궁궐 건축

과 병자호란’
은 분야사 가운데 세분하여 볼 때

을 통해 조선이 유교 국가를 지향하였음을 파악

전쟁사인데, 선정된 토픽의 분야는 외교사이다.

하며, 세종대에 이룩한 문화, 과학 분야의 성과,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초등학교 역사교육의

여러 신분의 생활 모습을 통해 유교적 전통이 어

특징은 5학년 1, 2학기에 걸쳐서 국가사 중심으

떻게 자리 잡아 나가게 되었는지 탐구한다. 그리

로 이루어지도록 개편되었으며, 2011년부터 적

고 조선 시기 사람들의 생활과 놀이 중에서 현재

용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역사영역은 사실상

남아 있는 사례를 조사하며, 인물이나 유적을 통

독립 교과로서, 3학년 역사영역은 통합 교과로서

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극복 과정을 파악하는

성격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초등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을 개선하고 문화를 발

학교 역사교육의 목표는‘제7차 교육과정’
과크

전시키려 했던 조선 전기의 인물을 조사하는 것

게 다르지 않다. 특히 5학년『사회』교과서는 생

으로 하였다. 그러면 주제별로 내용을 어떻게 조

활사·인물사·문화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연

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대기적 방법으로 조직하였다. 생활사의 강조는 1

『사회 5-1』교과서의‘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차 교육과정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역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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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용 선정의 원칙이었다.11) 물론 초등학교 역

恤)을 확대해 타인의 부모와 자녀에까지 미루어

사교육의 계열화로써 생활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

나가는 방법을 취한다. 유교에서의 인류애는 자

지만 교과서 내용 선정의 원칙으로서 생활사를

기의 가장 절실한 부모 형제와의 관계를 토대로

보다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관의

궁극적으로 사해동포에까지 추급(推及)하기를 지

변화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홍미화, 2011:

향하고 있다.

127-128). 그리하여『사회 5-1』교과서의‘유교

유교의 정치사상을 보면 유교에서는 사람에 토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은 생활사·문화사 중심

대를 두고 정치제도를 완비하려고 하였다. 그러

으로 내용을 다섯 개의 주제로 조직하였다. 그 선

므로 공자는‘안인(安人)’
과‘안백성(安百姓)’
을

정의 기준은 유교문화라고 볼 있다.

말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재 배출
에 힘썼다.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성취함이 지대

2. 내용 선정 기준으로서 유교문화

한 임무였고, 이를 저해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것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바로 인의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 정치사상의

절대적이다. 오늘날까지 그 문화는 면면히 이어오

취지이다. 국가가 잘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제

고 있다.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

적·군사적 요소보다는 백성들의 신뢰가 가장 본

쳐서 국왕부터 상민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을 규

질적이라고 보았다. 정치사상은‘인의’
에 입각해

정하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단원은『사회 5-1』교

신뢰를 강화하고 통치자의 도덕성을 확립하는 것

과서 단원 3.‘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이다.

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선은 성리학(유교)을 정치이념으로 한 일군

유교의 교화 방법은 공자와 그 제자들을 비롯

의 정치세력이 세운 나라이다. 그들의 이념이 정

한 성현을 제향하고 기념하는 성소(聖所)로서 대

치제도나 사회제도의 정비과정에서 주요한 규정

성전과 같은 사우(祠宇)를 태학과 향교에 설치하

력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유교는 국왕으로부터

거나, 선현을 추모하고 학문을 연마하기 위한 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

전으로서 서원을 세웠다. 선비들은 국·공립기관

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습관의 총체를 의미했다.

인 성균관·향교와 사립 기관인 서원을 담당하게

이러한 점에서 유교는 종교적 측면이 아니라 문

되었다.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교화의 주체가

화적 측면으로 생활양식에 다름이 아니었다. 간

되었으며, 인간의 범상한 생활 자체를 중시하고

단하게 유교문화를 정의하면 한 인간집단의 생활

고양시키면서 일상으로부터의 이탈을 잘못된 것

양식으로서 유교를 의미한다. 이는 유교의 가장

으로 보았다.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교문화의 핵심은 개인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

유교의 핵심적인 정치·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유

이 함께 하는 것으로서 내성외왕(內聖外王)을 지

한다.12)

향하지만 늘 일상과 함께 하는 데에 있다. 즉 유

유교의 인관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윤리를 보면

교의 도는 수신(修身)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평

‘인(仁)’
은 인간의 본질이며, 삶 그 자체로서 모

안하게 한다(平天下)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

든 덕의 총체적 표현이요, 전인성(全人性)을 뜻한

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수도(修道)와 행도

다. 인을 추구하는 군자는 인의 극치인 성인의 경

( 道)의 양측면을 병행하는 것으로 개인의 수양

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또한 유교는 효제와 충서

이 사회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를 중요시한다. 전자는 효도와 존경의 원리이고,

제왕도 덕화가 고루 펴지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후자는 성실과 이해의 원리이다. 효는 만행의 근

수기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였다.13) 조

본으로 경애·자애·우애의 뿌리이다. 종적으로

선시대에는 제왕으로부터 아래로 사대부에 이르

어버이에 대한 경애로부터 멀리 조상에까지 보본

기까지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구분이 없었다. 자

추원하며, 횡적으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애휼(愛

신과 사회를 둘로 보지 않고 개인의 수양과 사회

교문화를 정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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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을 병행하던 유교문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에 관한 내용이다. 유교 국가 출발로써 조선의 건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여말선초 이후 한동안

국에 관한 내용은 주제 ①‘조선의 건국과 한양’

역사 발전의 기본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인데, 소주제가

‘조선의 건국’뿐이다. 이 소

요컨대 유교문화는 정치·사회적으로 볼 때

주제에서는 건국 과정, 그리고 한양을 도읍으로

충·효를 기본으로 각종 예법을 수렴하는 것이

정한 이후 그 건설 과정을 기본 학습 내용으로 서

며, 인을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 이념으로 삼

술하고 있다. 그렇다면‘조선의 도읍지 한양’
을

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실현을 목표로

소단원으로 조직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학

하는 현실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

습의 목표가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보고, 도성

다도 유교문화에서는 경제적·군사적 요소보다

과 궁궐 건축을 통해 조선의 유교 국가적 특징을

백성들의 신뢰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다. 따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주제 정리’부분의‘되

서 유교문화의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한다면 경제

짚어 보기’
의 내용도 도읍지‘한양’
에 관한 것이

생활이나 대외적 관계의 측면이 잘 드러날 수 없

세 개인데 비해서‘조선의 건국’
은 하나에 불과

다. 바꾸어 말해서 단원명으로서‘유교 전통이

하다. 주제와 소주제의 내용·분량을 고려하면

자리 잡은 조선’
은 소주제와 내용을 제대로 수렴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소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만일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그렇게 되었다면 차

이상에서 살펴본 유교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초

라리 주제명에서 한양을 빼거나 아니면 소주제를

등학교 조선 전기 역사는 다음 내용을 수렴해야

주제명과 동일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처

할 것이다. 조선은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는 정치

럼 학습 주제명에서 소주제의 내용을 드러내고서

세력이 세운 나라이다. 당연히 국왕을 비롯한 사

도 기본 학습 내용에서 소주제를 빠뜨린 것은 내

대부들은 유교 경전의 이해와 정치·사회적 실현

용 선정과 조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및 사회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하

다음으로 지도와 관련된 몇 가지 오류를 지적

게 된다. 특히 세종대 이후『삼강행실도』위주의

하고자 한다. 먼저 학습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화, 1485년『경국대전』
의 반포로 성리학적 사

도성도 상의 표기 문제이다. 조선 개국세력은 한

회윤리가 법제화되었으며, 16세기 들어 사림에

양으로 천도를 단행하면서 새 도읍지를 유교이념

의해서 중시된『소학』
은 성리학적 사회윤리를 크

에 따라 건설하였다. 이러한 한양의 도시 구조를

게 확산시킨다. 유교는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서

보여주기 위해서 도성도를 제시해 놓았는데, 육

원의 설립과 향약의 실시로 말미암아 향촌에 유

조거리를 광화문 앞쪽이 아니라 오른편으로 치우

교적 교화가 심화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쳐 표기해 놓았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

잡는다. 한편 사대부의 실천적인 측면은 향촌사

위원회 편, 2011a: 102-103) 이것은 명백한 오

회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에서도 의병활동으로

류이다.

실현된다. 실제『사회 5-1』교과서의 조선 전기

다음의 지도 오류는 토픽‘조선 왕조의 기틀을

역사는 유교문화와 그 실천 양상인 의병활동을

다진 태종 이방원’
에서 태종 때 조선의 행정 구

기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소주제와 내용에
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역 지도이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
회 편, 2011a: 104) 이 역사지도의 4군(중강진
유역)과 6진(두만강 유역) 지역은 오늘날 한반도
지도와 전혀 차이가 없다. 문제는 4군과 6진이

Ⅲ. 학습 내용의 문제와 대안

태종대(1400-1418)에 완전히 개척된 지역이 아
니라는 점이다. 4군 지역은 1443년(세종 25) 여

1. 학습 내용 검토
먼저 유교 국가 출발로써 조선의 건국과 천도

연군14)과 자성군의 중간 지점에 우예군을 둠으로
써 그 설치가 마무리되었으며,15) 6진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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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년(세종 31) 부거현을 석보참(석막의 옛터)

픽 부분의‘금속 활자의 발달과 조선의 기록 문

에 옮겨 부령도호부로 승격시킴으로써 그 설치가

화’(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끝났던

것이다.16)

따라서 태종 때의 행정구역을

나타낸 지도는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 토픽
부분의 역사지도는 4군 6진 부분을 수정하거나
세종대의 사실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1a: 110)에『조선왕조실록』
만이 아니라『승
정원일기』
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승정원일기』
는 2001년 9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승정원일기』
는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

단원 3의 두 번째 학습 주제는 ①‘조선의 문

간 국왕 비서기관인 승정원 승지들의 근무상황

화와 과학의 발달’
이다. 주제 도입 글에서 밝혔

기록으로 총 3,245책, 2억 4천250만자에 이르

듯이 태종은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정치·사회제

는 방대한 양이다. 단일 기록으로는 세계 최대의

도를 정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종은 유

역사 기록이다.『조선왕조실록』
이 888책, 5,400

교적 국가의례와 제도를 정비했으며,『삼강행실

만자이고, 중국‘25사’
가 3,386책, 3,990만자

도』
의 간행과 같이 유교적 교화체계를 체계적으

이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승정원일기』
는

로 구축하였다. 이처럼 교과서 집필자는 세종대

기록학적 가치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를 유교문화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소주제

정치·사회·문화·과학·문학 분야의 자료적

‘조선의 문화 발달과 한글 창제’
와

‘조선

의 발달된 과학 기술’
에서는 유교문화를 소주제

가치가 매우 높다.17)
소주제

‘조선 법치 체계를 세운 경국대전 완

에서 밝혀놓지 않았다. 하지만“세종대왕은 모든

성’에서『동국여지승람』을 지리서(地理書)라고

일의 중심에 백성을 두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서술해 놓았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

펴 나갔다. 그는 백성 모두가 잘살고, 백성이 사

원회 편, 2011a: 111)『동국여지승람』
은 세종대

람의 도리를 알고 실천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신찬팔도지리지』
를 대본으로 하여 1481년(成

노력하였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

宗 12) 50권으로 간행되었으며, 1530년(중종 25)

회 편, 2011a: 107)라는 학습 내용에서 유교문화

55권 25책으로 증보되었다. 바로『신증동국여지

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교의 도는 수기치인

승람』
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문화·토산물내

의 도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수도와 행도의

지 각 산천·고적 등 인문지리학적인 지식을 당

양측면을 병행하는 것으로 개인의 수양이 사회로

시로서는 가장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망라해 놓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종도 덕화

책이다. 따라서『동국여지승람』
은 일반적으로는

가 고루 펴지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수기하여 백

지리지(地理志)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물론 넓은

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의미로는 지리서도 통용 가능하지만 교과서의 용

소주제

‘조선의 발달된 과학 기술’
의 내용

을 보면 소주제에 관련된 내용은 간략하게 서술

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채택해야 한다.
요컨대 주제 ②‘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달’

하고, 상대적으로 농업 기술에 관한 내용이 자세

의 학습 내용을 분석해 보면 조선 초기 유교문화

하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의 확산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

2011a: 109) 그리고『경국대전』
과『동국여지승

서 주제 ②‘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달’
을‘유

람』
의 경우처럼 기본 학습 내용의『농사직설』
이

교문화의 확산과 과학의 발달’
이라고 주제명을

나『삼강행실도』
, 혼천의와 자격루 등의 사진에

바꾸어 단원명 및 학습 내용과 서로 부합했으면

도 간단한 해설문을 덧붙였으면 한다. 시각자료

한다. 그렇게 하여 후술할 단원 역사연표와 아울

의 어떤 것은 기본 학습 내용과 중복되는 설명문

러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수업

이 붙여 있고, 어떤 것은 설명문이 없는 점을 문

방안이다.

제로 지적하고자 한다.
소주제

‘조선의 발달된 과학 기술’
에서 토

주제 ③‘유교 전통과 신분 질서’
의 학습 내용
을 검토하면

‘왕부터 백성까지 실천한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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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에서는“조선 초기에 유교를 받아들이지

가 생활’
은 학습자의 기준에서 보면 오늘날의 여

않았던 백성들도 이러한 왕과 관리의 노력으로

가 생활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여가 생

점차 유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국교원대학

활은 신분이나 남녀에 따라 달랐다”
(한국교원대

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a: 116)라고 하

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a: 126)라고

였다. 또한 소주제

‘조선 전기 여성의 삶’
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상민의 남녀가 농한기에

는“조선 전기 여성들은 고려 시대와 비슷한 지

하는 일거리를 과연 여가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위의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아들

지 의문이다. 반면에 생활사의 주요한 범주인 가

과 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분배하였고, 제사도 아

정생활은 여러 소주제에서 부분적으로 서술되고

들과 딸이 돌아가며 지냈다. 그리고 여자들은 결

있을 뿐이다.

혼 후에도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

주제 ⑤‘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의 내용은 임진

다. 그러나 유교 질서가 더욱 굳어진 조선 중·후

왜란만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 이 주제는 사족들

기로 갈수록 여자의 지위는 점차 낮아졌다”
(한국

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내용의 선정·조직을 기

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a:

대할 수 있는 유교문화의 범주에 속한다.

119)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자녀균분상

조선은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세

속과 윤회봉사 및 친영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여

운 나라이다. 당연히 그들은 유교 사회를 지향하

성의 지위가 조선 중기 이후 유교 질서의 확산으

는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하게 된다. 그 첫째가

로 점차 낮아졌다는 주지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

유교 경전의 이해이고, 둘째가 정치·사회적 실

다. 즉 남녀유별의 유교문화가 조선 중기까지도

현이며, 그 시작은『대학』
이었다. 왜냐하면『대

일반화되지 않았다. 문제는 앞의 내용에서 보듯

학』
은 성리학적 질서 확립의 주체인 인간의 내면

이 교과서 집필자가 조선시대를 초기·전기·중

적 자기완성을 위한 수기지학과 인간의 외면적

기·후기로 시기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자기실현을 위한 치인지학의 논리를 담고 있기

데 이상의 교과서 내용을 종합하면 교과서 집필

때문이다.『대학』
은 사족들의 진리탐구로부터 천

자도 조선시대를 초·중·후기의 세 시기로 구분

하를 다스리는 논리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내성외

한 것 같으며, 조선시대를 세 시기로 구분하는 일

왕에 이르는 공부방법과 수기 절차를 뒷받침하고

반적인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

있다. 결국 사족들의 수기치인은 자신의 인격적

시대를 두 시기로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전기’

완성과 사회적 실천의 양면의 논리를 갖고 있었

는‘초기’
로 수정해야 한다.

다(박용국·김종현 편, 2008; 박용국·한미혜

주제 ④‘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
의 학습 내

편, 2009). 따라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사

용은 생활사의 모습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학습

족들의 의병활동은 사회적 실천에 관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유교문화의 범주에 넣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사와 사람들의 생활’
에서 백

성이 24절기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정도

『사회 5-1』교과서만이 아니라 흔히 조선은

여서 실제 백성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으며, 그 모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한국교원대학교 국정

습을 상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 진술은 없다.

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a: 128)으로 이해하고

그리고“조선시대 사람들은 계절이나 명절에 따

있다. 과연 그랬을까.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라 그 계절에 나는 재료를 이용하여 세시 음식을

14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 長)·소오 요시토시

만들어 먹었다”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

(宗義智) 등이 거느린 18,700명의 왜군 제1진이

원회 편, 2011a: 123)라는 식생활이 과연 현실성

부산포에 상륙하여 부산진을 공격함으로써 발발

있는 설명인지, 아무리 세시 음식이라고 하지만

했다.19) 조선으로서 볼 때 전혀 예상을 못했던

백성들의 식생활이 진달래꽃전·삼계탕이었을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조선은 왜군이 침입할

까.18)

연해지방의 요충지 열읍( 邑)에 방어시설을 점

그리고 소주제

‘조선 시대 사람들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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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고 갖추었다. 또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

『사회과 부도』67쪽을 참고하여 의병장과 관군의

을 찾아 과감히 불차탁용(不次擢用)하였다.20) 비

활약에 관한 역사 지도를 완성해 보는 자기 주도

변사를 중심으로 외적 방어를 위한 무신을 적절

학습란에 역사지도 오류가 발견된다(한국교원대

하게 배치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이때 이

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b: 102). 의병

순신은 1589년 12월 종6품 정읍현감, 1591년 2

장 곽재우의 활동 무대였던 의령은 현재의 성주

월 진도군수를 제수받아 미처 부임도 하기 전인

에, 상주는 낙동강 동쪽에 위치하는 것처럼 나타

같은 달 13일에 전라좌도수군절도사를 제수받았

낸 지도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

다. 그가 정읍으로부터 좌수영으로 부임할 정도

다시피 낙동강은 낙양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라는

로 1589년 12월 이후 1591년 2월 13일까지 그의

뜻을 지니고 있다. 상주의 별호가 상락이고24), 상

관직 제수는 불차탁용에 어울리는 극적인 요소를

주목의 역원조에 낙양역·낙동역·낙서역25)이

보여준다. 매우 파격적인 불차탁용이어서 간원의

나온다. 이처럼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과 관군의

반대도 있었다.(박용국, 2009: 225-226) 따라

활약에 관한 역사 지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서 조선이 왜군의 침략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도 알 수 있는 내용조차 오류를 범하고 있다.26)

이라기보다 그러한 대규모 기습 침략에 대비하지

요컨대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학습해야 할 유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은 왜적의 침략을

교문화의 기본 내용은 선정 기준에서 중요성과

받아 불과 19일 째인 5월 2일 사실상 도성을 점

적절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과서

령당하였다.21)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 이순

도 그 성격상 설명교재에 해당함으로 초등학교

신과 수군의 활약을 사실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

학습자의 측면에서 유교문화의 역사적 사실과 해

을 것이다.

석을 개념적,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 자료와 관련하여 먼저 거북선의

선행 경험과 내용을 기초로 하여 후속 경험이 이

복원 모형의 문제이다. 거북선의 복원과 관련한

루어지는 교육과정의 계열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논쟁의 핵심은 이순신이 건조한 거북선의 구조가

역사영역의 오류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2층이냐, 3층이냐의 문제이다. 지금은 대체로 거
북선의 구조가 수군의 휴식과 창고로 쓰인 1층,

2. 유교문화의 내용을 반영한 역사연표

노를 젓는 2층, 포를 쏘는 3층으로 이루어진 것

각 단원은‘단원 도입 → 주제 학습 → 단원 정

으로 보고 있다. 교과서의 거북선 복원 모형은 2

리’
로 이루어져 있다. 단원 도입은 단원 도입1에

층 구조인데(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

서 주제명과 단원에서 배울 주제와 관련된 사진

회 편, 2011a: 130), 이후 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

이나 삽화, 지도, 연표를 제시하고 있다. 단원 도

라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의 임진

입2에서는 이야기 자료, 사진이나 삽화를 통해

왜란 해전도는 1592년 5월 7일의 옥포해전22)을

단원의 학습의 내용 및 방향을 알 수 있도록 구성

비롯한 이순신의 주요 해전을 표시한 역사지도이

하고 있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편, 2011a: 2)

2011a: 130). 주요한 해전이 발생한 연월과 일시

먼저 유교문화의 관점에 따른 내용 구성이 이

를 해전명에 함께 기술했으면 한다. 또한 이순신

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가이다. 주

이 처음으로 거북선을 출진시켜 승리를 거두었던

제 ①에서 새 도읍지 건설과 관련된 주제 도입 글

사천해전23)도

표시를 했으

의 해석은 기본 학습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

면 한다. 거북선 모형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

다. 단원 도입 글에서 한양 천도는 조선 개국세력

습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일 중의

1592년 5월 29일의

한편 임진왜란의 역사지도 활용과 관련하여

하나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천도의 사실에 대

『사회과 탐구』
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해석은 각 자의 역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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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천도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으

된다. 오히려“임진왜란은 조선이29) 1592년부터

로 해석한 것은 너무 자의적이다. 일반적으로 한

1598년까지 7년 동안 침략군 일본에 맞서 싸운

양 천도는 조선 개국세력이 새 왕조의 안정과 그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

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단행된

같다. 더구나“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

것으로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과 크게

지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일본과의 전쟁이다”
라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백성은 새로운 왕도 건설

는 문장에서“조선이 침략군 일본에 맞서 싸웠

것이다27).

다”
는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뒤

따라서 한양으로 천도는“나라의 모습과 분위기

이은 문장에서 일본이 침략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를 새롭게 하기 위해 도읍을 한양(서울)으로 옮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교과서 서술자는 사실을 정

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확한 문장으로 기술해야 한다. 만일 이 문장을 영

2011a: 100)라는 내용으로 단원 도입 글과 기본

어로 그대로 번역한다고 생각해 보면 무슨 문제

학습 내용의 서술을 통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이 생략된 것

초등학교 역사 지식이 선행 경험과 내용으로 중

을 차치하고라도 어느 나라가 침략군인지 드러나

학교 역사 지식 구성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치

는가. 누가 누구와 싸웠다는 것인가. 한국사를

적인 것은 정치적 해석해야 한다. 더구나 초등학

국사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오

교 학생도 정치사에 대한 상당한 호기심과 역사

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문장은 객관적 사실 진

지식 구성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

술에서 문제가 있다.

에 동원되어 더욱 고달픈 나날이었던

이다.28)

다음으로 단원 편제에 따라 선정된 학습 주제

③ 주제‘유교 전통과 신분 질서’
의 주제 도입

와 관련된 제안이다. 주제 도입 글에서는 학습 주

글에서“유교를 나라의 기본 정신으로 삼아 질서

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관련 사진이나 삽화를

와 예절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

제시한 다음에 학습 주제를 위한 질문을 제시하

였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고 있다. 다만 주제 도입 글에서 학습 방향을 제

2011a: 114)라는 내용, 그리고 주제 ①‘조선의

시하면서 소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건국과 한양’
의 주제 도입 글에서“유교 정신을

소주제 아래 학습 방향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역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건설된 한양은 500여 년

사 교육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 주제에 다가설 수

동안 조선 왕조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었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요컨대 단원 편제에 따라 선정된 주제는 소주

2011a: 100)라는 내용에 보이는‘정신’
이라는

제나 소주제에 따른 기본 내용이 서로 부합해야

용어는 주제 ②‘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달’
의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유교 국가로서 조선의 건

도입 글에서“조선은 태종 때 나라의 이념과 제

국 과정과 유교적 정치 이념에 따른 새 도읍지 건

도를 정비하였다”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

설은 주제인 유교문화에 부합하지만 소주제에서

위원회 편, 2011a: 106)에서‘이념’
과 사실상 같

‘새 도읍지 한양’부분을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

은 의미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용어를 통일할 필

서 소주제 구성에서 연대기적 방법으로 유교문화

요가 있다.

의 시계열성을 살리고, 분야사적 내용 조직으로

⑤‘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의 주제 도입 글에서

유교문화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두 차례에

다. 그리고 용어의 통일 문제, 문장 진술의 모호

걸쳐 일어난 일본과의 전쟁이다”
(한국교원대학

함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주제 도입 글에서 소

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a: 128)라고 하

주제와 함께 학습 방향을 제시했으면 한다.

면 초등학생이 마치 임진왜란이 7년 동안 두 번

다음으로 내용 체계를 반영한 역사교재로서 유

에 걸쳐 일어난 전쟁인양 오해하지 않을까 염려

교문화 연표 문제이다. 연표는 역사적 사실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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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표

교과서의 단원 3의 연표는 단원의 학습 내용과

를 말한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단순히

방향을 이해하는 역사적 사건의 연대적 위치와

표시할 수 있고, 사건이 지속된 기간을 나타낼 수

시간적 거리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있으며, 사건들 간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역

수 없다. 3.‘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의단

사가 역사적 사실의 변화와 시대적 성격을 다루

원 역사연표에서는 중요한 사건들을 미리 제시하

는 교과라는 점에서 이전부터 연표는 학습 자료

여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을 미리 파악할

로 중시되어 왔다(김한종, 2007: 149-152).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사적 사건을 그 내용으

‘2007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사회 5-1』교

로 다시 선정해야 한다. 비록 연표 내용이 단원의

과서에서는 단원 도입1에서 단원 역사연표를 수

내용과 관련된 사건 중심이겠지만 그 내용은 유

록하고 있다. 단원 역사연표의 내용은 1392년 조

교문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시기나

선 건국, 1394년 한양 천도,

1419년30)

세종 즉

위, 1446년 훈민정음 반포, 1485년 경국대전 완

선후 관계 등 시간적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

성(반포), 1592년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등

한편 단원 역사연표의 내용 가운데 오류가 보

학습할 내용 가운데 일부 사건의 발생 시점을 표

인다. 세종의 즉위년을 1419년으로 표기해 놓았

시한 형태이다.

는데(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과연 단원 역사연표의 다섯 개의 역사적 사건

2011a: 96), 1418년이 옳다. 아마도 세종 원년

을 갖고서 단원의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지

(1419)을 오해한 것 같다. 세종은 조선시대 들어

의문이다. 참고로『사회 5-1』교과서의 단원 3.

유교를 정치·사회적으로 확산시켰으며, 몸소 실

‘유교 전통이 자리를 잡은 조선’
의 내용 체계를

천하여 집현전을 설치하고 한글을 창제하였던 임

보면 아래와 같다.

금이다. 따라서 세종은 조선시대 임금 가운데 유

<표 2>를 참고하면 단원의 다섯 주제 가운데

교문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임금이다. 학습 내용

연표에서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주제는 ①‘조선

에서도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1418년 8월

의 건국과 한양’
, ⑤‘임진왜란과 병자호란’정

10일에 세종은 태종의 내선(內禪)을 받고 근정전

도일 것 같다. 나머지 ②‘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勤政殿)에서 즉위하였으며31), 다음날 근정전에

발달’
, ③‘유교 전통과 신분 질서’
, ④‘조선 시

서 즉위 교서를 반포하였다.32) 조선시대에는 유

대 사람들의 생활’등은 연표의 역사적 사건만으

교 명분론에 의해서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을

로 그 내용을 짐작하기 쉽지 않다.『사회 5-1』

썼다. 따라서 세종의 원년과 즉위년은 구분해야

<표 2> 『사회 5-1』교과서 유교문화 단원의 내용 체계

단단원명
원 명

주주제명
제 명

소소주제
주 제

① 조선의 건국과 한양

조선의 건국

② 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달

조선의 문화 발달과 한글 창제
조선의 발달된 과학 기술
조선 법치 체계를 세운 경국대전의 완성

③ 유교 전통과 신분 질서

왕부터 백성까지 실천한 유교
조선 시대 신분 질서
조선 전기 여성의 삶

④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

농사와 사람들의 생활
마을 제사와 민속놀이
조선 시대 사람들의 여가 생활

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왜군의 침략과 수군의 활약
전란의 극복
병자호란과 북벌론

3.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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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유교문화의 연표는 지난날에 일어난 유교문화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선정된

표의 유형으로 분야사 연표로 작성을 하되 구성
형식은 사건 발생 시점을 표시하고 해설을 덧붙
이는 해설 연표로 하면 될 것 같다.

사건에 역사가가 연구한 사실을 토대로 해석을
덧붙이는 해설 연표로 하면 학습 자료로서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문화 관련 단원

IV. 맺음말

역사연표는 분야별 연표이며, 해설 연표로서 학

이 글은 초등학교 조선 전기 역사에 해당하는

습 자료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유

『사회 5-1』교과서의‘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

교가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선’
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2007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모든 계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초등학교 역사교육은 5학

층에 이르는 삶의 양식으로 정착하였는가하는 역

년 1, 2학기에 걸쳐서 국가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건의 내

다. 5학년『사회』교과서는 생활사·인물사·문

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해설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화사 중심으로 한 내용을 연대기적 방법으로 조

울러 단원 역사연표에는 조선시대 이전 유교 관

직하였다. 초등학교 역사교육의 계열화로써 생활

련 주요한 사건을 제시하는 형태였으면 한다. 사

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 내용 선정의

건 의 대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칙으로서 생활사를 보다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

단원 역사연표는 372년(소수림왕 2) 고구려

다. 그리하여『사회 5-1』교과서의‘유교 전통이

태학 설치, 545년(진흥왕 6) 신라 국사 편찬,

자리 잡은 조선’
은 생활사·문화사를 중심으로

682년(신문왕 2) 신라 국학 설치, 788년(원성왕

한 내용을 다섯 개의 주제로 조직하였다. 그 선정

4) 신라 독서삼품과 설치, 857년(문성왕 19) 최

의 기준은 유교문화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

치원 출생, 958년(광종 9) 과거제 실시, 982년

서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조선 전기 역사 내용

(성종 1) 최승로 시무28조 바침, 1145년(인종

은 유교문화와 그 실천 양상인 의병활동이다. 그

23) 김부식『삼국사기』편찬, 1243년(고종 30)

런데 유교문화는 사회윤리와 정치사상으로서 현

안향 출생, 1392년 조선 건국, 1394년(태조 3)

실 지향적인 성격을 띤 현실 개혁의 성격을 갖고

한양 천도, 1418년 세종 즉위, 1434년(세종 16)

있으나 경제적·군사적 요소보다는 백성들의 신

『삼강행실도』간행, 1446년(세종 28) 훈민정음

뢰가 가장 본질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교문

반포, 1482년(성종 13) 조광조 태어남, 1485년

화의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한다면 경제생활이나

(성종 16) 경국대전 반포, 1517년(중종 12) 여씨

대외적 관계의 측면이 잘 드러날 수 없다. 바꾸어

향약 간행 반포, 1519년(중종 14) 현량과 실시,

말해서 단원명으로서‘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

1542년(중종 37) 백운동서원 설립, 1592년 임진

선’
은 소주제와 내용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다.

왜란, 1636년 병자호란 등 유교문화와 관련된 주

다음으로 역사지도의 문제인데, 태종대 조선의

요 사건의 시점을 밝히는 형태였으면 한다. 이를

행정 구역을 나타낸 역사지도를 비롯해서 몇 군데

바탕으로 해설을 덧붙여 유교문화가 조선에 정착

지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어

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을 요한다. 그리고 용어의 통일 문제, 문장 진

요컨대『사회 5-1』단원 3의 단원 역사연표의

술의 모호함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주제 도입

내용은 유교문화의 단원의 학습 내용이 잘 드러

글에서 소주제와 함께 학습 방향을 제시했으면 한

나지 않는 일부 사건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

다. 또한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학습해야 할 유

원의 역사연표는 유교문화 학습의 목표와 내용을

교문화의 기본 내용은 선정 기준에서 중요성과 적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선정하여 표시

절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유교문화의 역사적

하는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유교문화는 연

사실과 해석은 개념적·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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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사적 사고력의 함양을 위한 방법에 못지않
게 중요하다. 교과서는 그 성격상 설명교재에 해
당하고, 초등학교 역사교육의 선행 경험과 내용을
기초로 하여 중등학교 후속 경험이 이루어지는 교
육과정의 계열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
다. 한편 소주제 구성은 연대기적 방법으로 유교
문화의 시계열성을 살리고, 분야사적 내용 조직으
로 유교문화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사회 5-1』교과서의 유교문화 단원
의 역사연표에서는 기본 학습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일부 사건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원의
역사연표는 유교문화 학습의 목표와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선정하여 표시하는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유교문화는 연표의 유
형으로 분야사 연표로 작성을 하되 구성 형식은
사건 발생 시점을 표시하고 해설을 덧붙이는 해설
연표로 하면 될 것 같다.

주
1)‘제7차 교육과정’
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과 역사영역은 방
대한 민족사를 생활사·향토사·인물사 위주의 틀에 편제
시켜 교수-학습의 과중함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과했
다는 비판을 받았다.(박평식, 2003; 민윤, 2003) 이러한 비
판에서 2011학년도『사회 5-1』교과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2) 가르칠 방법을 두고 교과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전국역사교
사모임, 2008).
3) 역사교재는 학습자가 역사수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역사적
사고력과 통찰력, 바람직한 역사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4)『사회 5-1』교과서의‘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은 조선
시대를 세 시기로 구분할 때 초·중기에 해당하며, 두 시기
로 구분하면 전기에 해당하는데, 이 글에서는 후자에 따라
조선 전기(교육인적자원부 편, 2007: 14-15 ;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c: 19-20)로 칭하겠다.
5)『사회 5-1』교과성의 구성과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차
시별 소제목으로 제시한 것인데, 소주제로 통일하여 사용한
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c: 71)
6)‘제7차 교육과정’
에서 초등학교 역사영역의 공간적인 계열
화의 방법은 학년에 따라 다루는 공간을 점차적으로 확대시
켜 나가는 지역 확대법(expanding horizon)이었다. 대체
로 3학년에서 고장, 4학년에서 시·도, 6학년에서 국가로
공간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
로 보면 5학년의 학습 내용은 전체 계열에서 제외되는데,
그 이유는 5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이 주로 생활사이기 때문
이다.(송상헌, 2003: 96-97) 여기서 내용의 조직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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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지역 확대법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생각만큼 효과적이
지 않으며(양호환, 1995: 11), 과연 역사를 이해하는데 구체
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가까운 것에서 먼 곳으로 인
식을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
라는(송상헌, 2003: 97-98)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으로 생
각된다.
7) 주제에서는 학습의 방향을 제시한 주제 도입 글, 소주제의
기본 학습 내용, 주제와 토픽, 그리고 주제 정리로 이루어져
있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a: 3)
8) 단원 1.‘하나 된 겨레’
의 주제 ③‘삼국의 성립과 발전’
에는
소주제가 삼국과 가야의 건국 이야기, 삼국과 가야의
성장과 발전,
삼국에 전래된 불교,
삼국과 가야의 문
화,
삼국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a: 27-37)
9) 생활사는 그 중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생활양식, 그
리고 그 변화상을 추구하는 역사 연구의 한 분야이다. 여기
서 생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의 구체적인 양태를
의미하고, 생활양식은 그 저변에 흐르는 일정한 방식을 의
미한다.(우인수, 1999).
10) 생활사는 크게 8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가정생활(생
활양태, 생활규범, 가계 운영, 혼인, 부부생활, 가족·친족,
가정의례), 의식주생활(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사회생활
(향촌생활규범, 마을 의례, 사교생활, 군대생활, 관료생활,
유배생활), 신앙생활(가내신앙생활, 마을신앙생활), 여가생
활(놀이·오락·축제, 문예와 예술생활), 언어생활, 의료생
활, 노동생활로 분류할 수 있다.(우인수, 1999).
11) 강선주(2005)는 생활사 교육의 내력과 생활사의 개념 형성,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역사
영역의 내용 중심으로 검토한 바가 있어 크게 참고 된다.
12) 유교의 정의는 다음의 글을 참고한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편(1991). 유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3) 일찍이 신라 진흥왕(540-576)은‘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
문’
에서“무릇 純風이 일지 않으면 世道가 참됨에 어긋나
고, 그윽한 덕화가 펴지지 않으면 사악한 것이 서로 경쟁하
도다. 그러므로 제왕이 연호를 세움에 몸을 닦아 백성을 편
안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朕은 歷 가 몸에 이르
러 위로는 태조의 기틀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하여, 몸을
조심하며 스스로 삼가하나 하늘의 도리를 어길까 두렵다”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87)라고 유교의 정치사상을
강조하였다.
14) 永吉道 汝安府를 고쳐 閭延郡으로 만들고, 비로소 知郡事를
두었다.(
『太宗實 』권32, 太宗 16년 7월 25일(甲寅))
15)『世宗實 』권101, 世宗 25년 8월 26일(戊申).
16)『世宗實 』권125, 世宗 31년 7월 7일(乙酉).
17) 승정원일기 홈페이지(http://sjw.history.go.kr/main/
main.jsp). 그런데『승정원일기』
의 글자 수를 2억 4천150
만자(정만조, 2001: 95), 책의 수를 3,243책(신병주, 2001:
2), 3,245책(정만조, 2001: 95)이라고 하는 등 그 책 수와
글자 수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책의 수는 정
만조와 승정원일기 홈페이지의 3,245책, 글자 수는 승정원
일기 홈페이지에 따른다.
18) 세종은 대언(代言: 승지(承旨)) 등이 갈증을 멈출 처방으로
흰 장닭(白雄鷄)·누른 암꿩(黃雌雉)·양고기 등을 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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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을 보양하는 데에 이렇게 후하게 할 수 없다고 거
절하였다. 대언 등의 강권에 의해서 마지못해 받아들이지만
다시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世宗實 』권51, 世
宗 13년 3월 26일(庚寅))
19)『征蠻 』卷1, 壬 年 4月條 ;『 中雜 』卷1, 壬 年(上) 4
月·5月條. 그리고 병력의 수에 대해서는 島万次(1998:
205-206)의 글을 참고하였다.
20)『宣祖實 』권23, 宣祖 22년 7月 28日(癸酉).
21) 침략군 일본군조차 텅 빈 도성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복병을 경계하면서 입성을 머뭇거릴 정도였다.『亂中雜 』
권1, 5月 2日條,“進兵至東南大門外 城中寥寂 絶無人形 賊
疑之 留外不入”
;『亂中雜 』권1, 五月 三日條,“初三日賊入
長安城中 前一日 賊屯于門外 城中反氓出迎曰 國空無主 城
棄不守 賊乃入之”
22)『李忠武公全書』권9, 附 一「
」
(李芬 撰) ;『李忠武公全
書』권10, 附 二「 狀」
(崔有海 撰).
23)『李忠武公全書』권5, 中日記 一 壬 5月 29日條 ;『李忠
武公全書』권9, 附 一「
」
(李芬 撰);『李忠武公全書』권
10, 附 二「 狀」
(崔有海 撰).
24)『高麗史』권57, 地理志11 尙州牧條.
25)『新增東國輿地勝覽』권28, 尙州牧 驛院條.
26)『사회 5-1』교과서의‘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
‘합천 해인
사 장경판전’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a: 78)의 보존과 관련된 인물인 김영환 대령의『사회과
탐구 5-1』내러티브 부분의 오류는 사실의 기술에 문제점
을 노출했을 뿐만 아니라 앞뒤의 간단한 내용 서술조차 모
순을 드러내고 있다.(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11b: 58)
27) 태조는 도성 축성이 불가피하다면서 경기도·양광도·서해
도·교주도·강릉도 백성들을 징발하여 축성하였다. 그 과
정에서 많은 자가 다치거나 병들어 죽었는데, 태조가 교지
를 내려 3년 동안 그 집의 戶役을 면세해주었다.(
『太祖實
』권5, 太祖 3년 2월 29일(己亥)) 그리고 1398년(태조 7)
諫官은 災變의 원인을 잦은 역사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토목의 營繕을 일체 정지하고 부역에 동원된 백성을 돌려보
낼 것을 건의하고 宮闕造成都監을 폐하고 그 사무를 繕工監
에 귀속시켜 백성의 힘을 펴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太祖
實 』권14, 太祖 7년 5월 3일(己酉)). 이처럼 도성 축조와
궁궐 조성에 많은 백성들이 징발되어 고초를 겪었다
28) 4, 5학년 학생의 경우 학생에게‘익숙하지 않은 정치’영역
이라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치 영역을 다루더
라도 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라
면 상대적으로 쉽게 기억하고 흥미를 가진다는 것이다.(강
선주, 2011: 50)
29)‘국사’
라는 시각에서는 조선을 생략할 수 있겠으나‘한국
사’
라는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조선을 넣어야 한다.
30) 본문에서 후술하지만 세종의 즉위는 1418년이 옳다.
31)『太宗實 』권36, 太宗 18년 8월 10일(丁亥).
32)『世宗實 』권1, 世宗 卽位年 8월 11일(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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