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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에 고
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과목 교육과정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고, 변화 내용
이 사회과교육의 성격과 목표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과목의 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군의 방향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중학교 1~3학년으로 편성하였다. 둘째, 공통과정 단축으로 고등학교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요소가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통합되었다. 셋째,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
과목 성취기준의 개수(69개)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과목 성취기준의 개수
(42개)가 감소하였다. 넷째, 국제정치 영역과 통일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내용요소
가 감소하였다. 사회과교육의 본질과 목표 및 교육내용 적정화 등에 비추어 변화 내용을 평가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공통과정‘사회’과목의 내용만으로는 사
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에 부족하다. 둘째, 국제법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과정은 국제
적 소양을 가진 시민을 육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내용과 중학교 교육내용의 통합
은 교육내용 적정화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통과정 단축과 교육내용
축소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하며,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공통과정 단축, 교육내용 적정화, 고등학교 사회 과목 폐지,
2009 개정 중등학교 일반사회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Abstract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 system and content
component of the 2009 Revised Secondary ‘Social Studies’ Required Curriculum and to evaluate
how they a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Social Studies’ nature and objectives. I found out that
severe changes occurred in the content system and content component of the 2009 Revised
Secondary ‘Social Studies’ Required Curriculum. The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urriculum is
organized from middle school 1 year to middle school 3 year according to approach based multiyear learning. Secondly, content component organized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required
curriculum integrated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required curriculum. Third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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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tandards for ‘Social Studies’ required curriculum was less than 2007 National
Standards for ‘Social Studies’ required curriculum. Fourthly, international political Area and
unification were included newly, but overall content element decreased. I evaluated changes of
2009 Revised Secondary ‘Social Studies’ required curriculum in terms of Social Studies’ nature
and goa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2009 Revised Secondary ‘Social Studies’ required
curriculum has limitation so that learners can not achieve the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s for
social life. Secondly, in a situation that emphasizes global minded person, inclus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very encouraging phenomenon. Thirdly, the integration of educational
content component could threaten educational content optimization. I suggest that government
and curriculum developer reflect whether decrease of ‘Social Studies’ required curriculum and
reduction of education content component is educationally desirable, and should switch the
direction to minimize problems even now.
Keywords : 2009 Revised Secondary ‘Social Studies’ Required Curriculum, Shorten of ‘Social Studies’
required curriculum, Reduction of education content component, Educational content optimization.

I. 서 론

다.1) 이 과정에서 사회과 연구자들은 총론에서
제시한 개정 방향이 사회과에서 갖는 의미와 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2009년 12월 23

제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

일 발표된 지 거의 2년 만에 2009 개정 교육과

쳐서 2011년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이 2011년 8월 9일에

학년군, 교과군, 고등학교 전 학년 선택교육과정

고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론과 각

운영, 집중이수제 등의 개정 방향이 반영되었다.

론을 동시에 고시하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교육

이 점에서 총론의 개정 방향을 반영하여 각론

과정 총론과 각론의 개발 시기를 달리한 것은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던 그‘염원’
은 상당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정도 성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 교육과정을 고

다면 그 성공이 사회과교육의 본질과 목표에 비

시한 후에 각론 교육과정을 개발했던 원인은 총

추어 어느 정도의 성공이며, 기초능력과 세계와

론과 각론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에서 찾을 수

소통하는 시민의 육성을 강조하는 2009 개정 교

있다. 과거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동시에 개

육과정의 인간상에 비추어 볼 때에 어느 정도의

발함으로써 각론에서 총론의 개정 방향을 충분하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

게 반영하지 못한 채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고,

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그 결과 총론과 각론의 연계성이 약화되는 결과

구체적으로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안되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담고 있는

어 온 바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방향이 사회과 교

과정을 총론을 개발하고, 그 방향을 각론에서 충

육과정의 구성, 내용체계, 내용요소 등에 어떤

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차를 둔 것

영향을 미쳤는가?

은 비판을 받았던 연계성 부족의 문제를 보완하
려는 국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사회’과목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

실제로 2010년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

며, 그 변화가 사회과 교육의 본질과 목표 및 교

른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과 교육

육내용의 적정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과정 개선을 위한 포럼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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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주요 특성(중학교)

인간상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
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
개척하는 사람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하는 사람
자주인
(self-directed person)

창의인
(creative person)

문화인
(cultivated person)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
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
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
여하는 사람
세계인
(global-minded person)

핵심 역량

지·덕·체의 고른 발달, 기초능력 구비, 확산적 사 다양한 문화적 소양, 다원 의사소통능력, 세계 시민의
개성의 발휘, 진로 개척, 고, 문제 해결능력, 독창성, 적 가치에 대한 이해, 삶의 식, 지구 공동체 문제 해결,
자기 주도성 등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 등 질 추구 등
인류공영, 배려와 나눔 등

중학교
교육목표

가.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
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
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
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
를 탐색한다.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
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
력을 기른다.

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라.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
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
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
질과 태도를 갖춘다.
해를 넓힌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사회 과목의 교육과정 변화 내용이 사회과교육의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목표와 본질 등에 비추어 평가할 때, 타당성이 부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족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

인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연

교육적 인간상은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궁극

구자는 총론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적으로 기대하는 교육받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그 방향을 반영하여 개정된 2009 사회과 교육과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인간상은

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자주인, 창의인, 문

그런 변화가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화인, 세계인’
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의 교육적 인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상을 구현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
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

II.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과
특징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표 2>에 나타난 내용에 근거할 때에 총론 교

정 구성의 방침은 <표 2>와 같다.

<표 2> 교육과정 구성 방침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
정으로 편성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
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
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을 신설한다.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창의적 체험활동’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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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국어
국어

사회/도덕
사회/도덕

수학
수학

과학/실과
(기술·가정)

체육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영어

선택
선택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442

510
(역사 포함)

374

646

272

272

340

204

306

3,366

육과정에서 제안한 핵심 내용에는 학년군, 교과

별 교육목표를 교육과정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

군, 공통교육과정의 단축, 집중이수제 등이 포함

으며,‘성격’
을‘목표’
에 통합하여 구성하고 있

된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은

다. 이와 같은 변화는 총론과 각론간의 연계성을

<표 3>과 같이 편제되었다.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총
론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

III.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학교‘사회’과목의 개정 내용

육적 인간상이 학교급별 목표와 교과별 목표로

III장에서는 총론의 방향을 반영하여 2009 개

쳤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런 방향이
이전의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변화에 영향을 미

정 교육과정에 따른‘사회’과목 교육과정에서
무엇이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중등학교‘사회’과목의 교육내용 체계가 달라
졌다.

1.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가 달라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사회’과

1992년도에 고시된 6차 교육과정 이후로 사회

목의 교육과정은 학년군, 교과군, 공통과정 단

과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5

축, 고등학교 전 과정의 선택교육과정 운영의 방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왔다. 2007 개정 교육과

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그 결과는 <표 5>와

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도 6차 교육과정과 유

같다. <표 5>에 근거하여 중등 공통과정‘사회’

사하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과목의 교육과정을 특징을 내용체계의 측면에서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 따른 사회 과목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

첫째,학년군의 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내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표 1 참조)과 학교급

용의 체계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2007 개정 교

<표 4> ‘사회’과목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구분

구성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 과목 교육과정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계
나. 영역별 내용
4. 교수ㆍ학습 방법
가. 교수ㆍ학습의 원칙
나. 교수ㆍ학습의 방법
5. 평가
가. 평가방향
나. 평가내용
다. 평가방법
라. 평가의 활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 과목 교육과정
1. 추구하는 인간상
2. 학교급별 교육 목표
3. 목표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가. 내용 체계
나. 영역 및 학습 내용 성취 기준
5. 교수ㆍ학습 방법
가. 교수ㆍ학습 계획
나. 교수ㆍ학습 방법
다. 교수ㆍ학습 자료
6. 평가
가. 평가 계획
나. 평가 목표와 내용
다. 평가 방법
라. 평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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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등학교‘사회’과목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2007 개정 교육과정
학년
7

9*

내용체계
1**.개인과 사회생활(6)***
2. 문화의 이해와 창조(4)
3.우리의 생활과 법(5)
4.인권보호와 헌법(4)
5.정치생활과 민주주의(5)
6.민주정치와 시민 참여(5)
7.경제생활과 경제 문제(5)
8.시장경제의 이해(5)
9.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5)
10.사회변동과 문화(5)

10*

11.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5)
12.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5)
13.경제성장과 삶의 질(5)
14.국제거래와 세계화(5)

2009 개정 교육과정
영역

영역

사회구조
사회구조
인류학
문화인류학
법학 일반
사회변동
헌법
정치형태
정치형태
정치과정
정치과정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법학 일반
헌법
사회변동/사회문제
법/정치학
/문화인류학
거시경제학
헌법
정치과정 국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정치학
국제경제학 사회문제

내용체계
1.개인과 사회생활(3)
2.문화의 이해와 창조(3)
3.사회의 변동과 발전(3)
4.정치 생활과 민주주의(3)
5.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3)
6.경제생활의 이해(3)
7.시장 경제의 이해(3)
8.일상생활과 법(3)
9.인권 보장과 법(3)
10.헌법과 국가 기관(3)
11.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3)
12.국제 경제와 세계화(3)
13.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3)
14.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3)

학년

중학교
1~3

* 2007 개정 교육과정 9학년과 10학년 내용은 2009년 3월에 부분 수정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 - 10호 [별
책 7]) 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임.
**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단원을 의미하는 숫자가 아니라 비교를 위하여 편의상 부여한 것임.
*** 괄호 안의 숫자는 단원별 성취기준 수를 제시한 것임.

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과목에서는 7학

넷째, 공통과정으로 편성된 중등학교 사회 과

년, 9학년, 10학년의 3개 학년으로 교육 내용을

목이 고등학교에서 삭제됨으로 인해 중학교에서

편성되어 있었다. 이와는 달리 2009 개정 교육

학습해야 하는 내용요소에 변화가 나타났다.

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 과목의 교육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
과

1~3학년으로 통합되어 편성되었다.

목의 내용 편성을 학문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둘째, 중등학교 공통과정에 편성되어 있던 교

과 같다. 사회학 영역의 경우 중학교에는 사회구

육내용(7, 9, 10학년)이 중학교 교육 내용(중학교

조를 고등학교에는 사회변동과 사회문제에 관련

1~3학년)으로 통합되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편성되어 있으며, 경제학

결과는 고등학교 전 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영역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미시경제학을 고등학

전환되면서 공통과정이 단축된 데서 비롯된 결과

교에서는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은 고등학

이다.

교에서 학습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공통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2)

중등학교

과정 단축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이전에 고등학생

사회 과목과 2009 공통과정 중등학교 사회 과목

들이 학습했던 내용을 학습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에 편성되어 있는 단원의 수는 14개로 동일하며,

변화하게 되었다.

셋째, 2007

단원명도 상당 정도로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섯째, 중등학교 공통과정의 14개 단원을 구

다. 하지만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성취기준의 수

성한 내용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2007 개

를 비교하면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

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과목은 사

교‘사회’과목 성취기준의 개수(69개)보다

회학(사회구조 1개 단원, 사회변동/사회문제 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과

단원), 인류학(1⅓ 단원), 정치학(정치형태 1개

목 성취기준의 개수(42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단원, 정치과정 2개 단원), 법학(법학 일반 1개,

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내용을 통합하고 교

헌법 2개 단원), 경제학(미시 3개 단원, 거시 1개

육내용을 감축하도록 요구했던 총론의 입장이 반

단원, 국제경제 1개 단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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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인과 사회생활’단원의 성취기준과 내용요소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요소

2007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및 사회화의 의미를 이해
한다.
② 자아정체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이해하
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③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탐색하
고, 그것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한다.
④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고, 개인과 집
단의 바람직한 역할을 탐색한다.
⑤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차별 현상을 이
해한다.
⑥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①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탐구한다.
②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이해하고 역할갈등의
특징을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③ 사회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사
회집단의 특징을 탐구한다.

사회화, 자아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사회집단, 차이/차별, 사회적불평등

사회화, 청소년의 특징, 사회적 지위, 역할, 역할갈등,
사회집단

은 사회학(사회구조 1개 단원, 사회변동 1개 단

용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원, 사회문제 1개 단원), 인류학(1개 단원), 정치

살펴보았다. 위에서 교육과정의 개정되면서 단원

학(정치형태 1개 단원, 정치과정 1개 단원, 국가

명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성취기준이 감소하였다

의 통치조직 ½개 단원, 국제정치학 1개 단원),

고 기술하였다. 성취기준의 개수가 직접적으로

법학(법학 일반 1개, 헌법 1½개 단원), 경제학

교육내용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

(미시 2개 단원, 거시 1개 단원, 국제경제 1개 단

취기준의 추상성 정도에 따라 선정되어야 할 교

원)으로 구성된다.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학,

육내용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에 속하는 하위 영역의

성취기준의 개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과정의

단원 수만을 평면 비교할 때에 경제학 영역의 단

대강화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취기준을 기술할 경

원이 축소되고, 사회학 영역의 단원이 증가한 것

우에는 성취기준의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내용

으로 알 수 있다.

이 축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성취기준에

여섯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포함된 내용요소가 구체적으로 기술된 상황에서

‘사회’과목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국제정치 영

성취기준의 개수가 감소는 교육내용의 감소로 이

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헌법과 관

어진다. 실제로 성취기준의 감소로 인해 중등학

련하여 법학 영역과 정치학 영역의 통합이 이루

교 공통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교육내

어지고 있다. 즉 국가의 통치조직은 헌법에 명시

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개

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학의 주제이지만, 국가

인과 사회생활’단원을 사례로 공통과정의 성취

의 통치조직은 정치학에서 다루는 고유한 주제이

기준을 살펴보았다(<표 6>)

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헌법과 국가기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취기

관’단원은 법학과 정치학의 통합 단원으로 볼

준에 포함된 교육내용 요소를 비교하면 2007 교

수 있다. 이외에도 헌법을 구성하는 국가의 통치

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요소보다 2009 개

조직과 국민의 기본권 영역을 두 개의 단원으로

정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요소가 축소하였음

나누어 편성하였다는 점에서는 특징적이라고 할

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내용의 축소와 관련하여

수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던 교육내용
중에서 차이, 차별, 사회 불평등에 관련된 내용

3. 중등학교‘사회’과목의 교육 내용이 축소했다.
지금까지 2007 공통과정 중등학교‘사회’과
목과 2009 공통과정 중등학교‘사회’과목의 내

요소가 누락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편성은 제
한된 수업시수와 총론의 방향을 반영하기 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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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등학교‘사회’과목의 내용요소 비교(사회문화 영역)

내용요소
내용요소
사회화

7
○

2007개정
9
10

지위·역할
사회적 상호작용

○

2009개정
중1~중3
○

내용요소
내용요소

○

지속가능발전

○

7

사회문제

2007개정
10
9
○

2009개정
중1~중3
○
○

문화의 의미

○

○
○

사회집단

○

문화 속성/특징

○

사회적 관계

○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

사회 불평등

○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자아정체성

○

대중문화

○

○

차이와 차별

○

대중매체

○

○

○

현대사회변동의 양상

○

○

문화창조

○

○

한국사회변동

○

○

문화계승

○

○

사회갈등

○

문화변동

○

남북분단과 통일

○

문화갈등

○

*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문화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 등이,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는 문화상대주
의, 문화사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등이 포함된다. 2007 중학교 1학년‘사회’
교과서에 문화상대주의 등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를 다루고 있으나,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반영하고자 두 요소를 구
분하여 표시하였음.

<표 8> 중등학교‘사회’과목의 내용요소 비교(법과 정치 영역)

내용요소
내용요소
법의 의미

7
○

법의 기능

○

2007개정
9
10
○

법의 분류
사법제도

○

법의식

○

법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

○

인권과 헌법의 관계

○

헌법의 기본원리/보호수단

○

기본권의 유형

○

2009개정
중1~중3

내용요소
내용요소

2009개정
중1~중3

○

정치의 개념과 의의
정치권력의 변화과정

○

○

민주정치의 전개과정

○

○

○

민주주의의 이념

○

○

현대 민주정치의 원리

○

○

갈등의 해결과 정치과정

○

○

○
○

정치주체의 역할

○

정치과정에서 시민 권리/의무

○

정치참여방법
○

○

정부형태

국가의 통치조직과 기능

○

○

지방지차제도

권익침해의 법적 구제방안

○

○

정치적 쟁점과 해결방안

사법과정의 국민참여방법

○

사법관련 국가기관

2007개정
10
9
○

○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인권/사회정의의 쟁점

7

○
○

○

○

○

○

○

○

○

○
○
○

국제사회와 국제관계

○

외교정책

○

국제문제(독도/동북공정)

○

교육내용 축소는 범위와 깊이로 나누어 접근할

개념을 선정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의 선택은

수 있다.‘사회화’
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사회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본다. 2009 개정 교

에 관한 교육내용에는 사회화의 의미, 사회화 기

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과목 일반사회

능, 사회화 기관, 사회화 유형 등 다양한 내용이

영역의 교육과정에서는 사회학에 관련된 내용요

포함된다. 이 중에서 교육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소의‘포섭/배제’
의 방법으로 교육내용을 축소한

깊이까지 다룰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과‘사회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통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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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등학교‘사회’과목의 내용요소 비교(경제 영역)

내용요소
내용요소
희소성

7

2007개정
9
10
○

2009개정
내용요소
내용요소
중1~중3
○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

2007개정
10
9
○

합리적 선택

○

분업과 교환

○

경제체제의 의미와 특징

○

수요와 공급의 의미

○

○

경제성장의 의미

○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

○

○

경제성장과 삶의 질

○

시장의 형태

○

7

정부의 경제적 역할

○

신용관리

○

자산관리

○

2009개정
중1~중3

○
○

○

물가와 실업

○

○

시장균형가격의 결정원리

○

○

재정정책

○

○

○

○

가격의 기능

○

금융정책

○

시장의 기능과 시장실패

○

국제거래 의미

○

○

정부의 기능과 정부실패

○

국제거래의 발생요인

○

○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특징

○

국제수지

○

○

소비자의 경제적 역할

○

환율

○

○

기업의 경제적 역할

○

국제경제협력/세계화

○

○

정의 사회 과목 수업에 편성된 제한된 수업 시수

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에서 비롯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이런 현상은 사회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정치학, 법학, 경제학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하기 위한 교과이다.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

있음을 <표 7>~<표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는 민주 시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사회 정의의 실현 등

IV.‘사회’과목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의 평가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 1).

지금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

그렇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 과

교‘사회’과목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변화를 살

목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정치·경제·사회·

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사회과교육의

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지식을 습득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 IV장

하고 정보의 획득, 분석, 조직, 활용 능력이나 탐

에서는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의 의

구능력이나 사회 참여 능력 등을 함양하기에 적

미를 사회과교육의 목표와 본질 및 교육내용 적

합할까?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 위해

정화 등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서는 한국의 학생들이 공통과정 중등학교‘사회’
과목의 교육내용을 가지고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1.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일반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충분히 읽고 분석할

사회 내용요소가 부족하다.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전 과정이 선택교육과

먼저 공통과정 단축으로 사회과 교육내용을 감

정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소하여 통합하여 교육내용을 편성한 개정 방향이

들이 이수하는 사회과 과목에는 차이가 있기 때

사회과교육의 본질과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문이다.

평가하였다.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

신문이나 인터넷은 시민들이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중등학교‘사회’과목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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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풍부한 사회과학 지식은 정보 활용 능력의 원천

된 교육내용으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제공하

성취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이것은 교육내용

는 정보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가능한지를 평

적정화와 공통과정 단축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통

가하기 위하여 종합일간지의 신문 기사를 검색하

합하려던 시도가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볼

였다(<그림 1> 참조).

때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신문 기사에는 사회 불평등, 경제성장, 삶의

볼 수 있다.

질, 소득불균형, 소득세, 공공재, 기회비용, 시장
실패, GRDP(Gross Regional Domestic

2. 공통과정에 국제법이 누락된 교육과정은 국제적

Product: 지역내총생산) 등의 사회과학 개념이

소양을 가진 시민을 육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그림 1>). 이것은 시민들이 미디

세계인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해

인간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과 교육 목표에

서는 사회과학 지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

세계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교육목표로 설정하

만 신문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사회

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국제정치와 국제법 등

불평등, 시장실패, 삶의 질 등의 내용요소는

의 교육 내용이 사회과 교육내용으로 선정되어야

2007 개정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교

한다.

육내용의 축소·통합의 방향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배제되었다(<표 7>, <표 9> 참조).

세계시민의 자질과 관련된 한 연구(김선미,
2007)에서 국제적 이슈 이해 문제해결을 위한

신문기사에 포함된 용어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

대안 이해,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 이해, 다양

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

성과 공공성, 열린 자세, 사회 참여, 관계 존중,

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

고등사고력, 정보 사용력, 상호작용 능력 등을

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축

세계 시민의 자질로 제안한 바 있다. 강운선

소와 통합의 결과물인 2009 중등학교‘사회’과

(2009, p.179)은 세계시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목에 포함된 교육내용 요소는 사회과의 목표를

분석한 후에 세계 시민성의 핵심적 자질로서 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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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참

교육과정만의 독특한 특징에 해당되기 보다는 일

여,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

본이나 중국 교육과정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태도, 다른 국가와 상호 협

현상이다(강운선, 2010b).

력하려는 자세, 그리고 국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정체성 등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세 나라 모두 고등학교 과정에 거시경제와 국
제경제 영역의 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

이와 같이 세계시민은 국제 문제를 인지하고

실은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영역의 교육 내용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고등학교에서 학습하기에 보다 적합할 가능성을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성찰 없이 공통

있는 국가 간의 갈등 해결 방법 등을 학습할 필요

과정의 단축으로 고등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

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국제 사회와 국제

내용이 중학교 과정으로 통합되었다. 이것은 교

정치’단원을 설정하고 독도문제, 동북공정과 같

육내용의 적정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

은 국가가 간 갈등 문제를 국제 관계 속에서 인식

육내용 적정화의 결정 요인에는 수업시수 대비

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학습 양과 더불어 주제가 도입되는 학년, 주제가

는 태도를 가지도록 성취기준을 설정한 것은 매

다루어지는 기간, 그리고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

우 고무적인 변화이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의 친숙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2009 개정 중등학교‘사회’과목에 국제법 내용
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교육내용의 양을 축소한다고 할지라도 학습자
들의 발달단계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내용을 제공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교육과

할 경우에 학생들은 교육내용을 어렵다고 느낄

정을 분석한 연구(강운선, 2010c)에서, 일본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학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공민을 사회과 교육목표 중

생들과 교사들이‘사회’과목의 내용이 어렵다고

의 하나로 설정하고, 학습자들이 이 목표를 성취

지적한다면,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들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국제정치와 국제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사회 교육내용을 또 줄여야

법에 관련된 교육내용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

할 것인가?

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고 있다. 일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어렵다거나 많다고 느낄

본의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에 국제법에 관한 내

때에 그 이유를 학습 양의 요인에만 한정하여 접

용이 추후에는 부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근하지 말고 당연히 배워야 할 내용을 가르치는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데 수업 시간이 적게 배정된 것은 아닌지, 학년

며 사회과교육에서 강조하는 세계시민은 교육과

편성이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등도 종합적으로

정에 인간상으로 명시하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석해야 할 것이다.

아니다. 학습자들이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 내
용을 편성하고, 이를 의미 있게 교육할 때에 비로
소 육성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
교‘사회’과목 교육과정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

3. 공통과정 단축은 교육내용 적정화의 위협 요인이

고, 변화 내용이 사회과교육의 성격과 목표 등에

될 수 있다.

비추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거시경제와 국제경

위하여 1차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 영역은 고등학교에 편성되어 있었다(<표 9>

강조했던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개정

참조). 고등학교에서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영역

방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화한 내용을 분석하기

을 학습하도록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2007 개정

위하여 교육과정 구성요소, 내용체계, 내용요소

강 운 선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과목 일반사회 영역 교육과정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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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2007 교육과정에 따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

중등학교‘사회’과목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

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

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과목의 특징을

다고 본다. 앞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비교하였다. 2009 개정 총론 교육과정의 핵심

로 인해 교육내용의 편성과 내용요소에 변화가

내용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

‘사회’과목 일반사회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 내

인은 학년군과 공통과정의 단축이라고 볼 수 있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이 중에서 학년군의 도입으로 인한 교육내용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주인,

의 편성 체계는 일선 교육현장에 파장을 일으킬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의 네 가지 인간상을 추구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중등학교‘사회’과목 교

하며, 이를 위하여 교과군, 학년군, 고등학교 전

과서는 학년군의 통권으로 편찬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선택교육과정 전환 등의 방향에 따라 교육

사회1, 사회2의 체제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이것

과정을 구성한다. 둘째, 공통과정 단축과 학년군

은 2007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 과목

의 방향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

교과서를 두 권으로 나누어 편찬하는 체제와 동

교 1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편성되어 있

일하다. 두 권으로 편찬되는 교과서 체제로 인하

던 교육내용이 중학교 1~3학년으로 편성되었다.

여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실제로 학년군으로의 변

셋째,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사

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과목(69개)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2009 개정 교육과

중등학교‘사회’과목(42개)의 성취기준이 감소

정에 따른 중등학교‘사회’과목 교육과정 의 내

하였다. 넷째, 국제정치 영역과 통일에 관한 내용

용체계와 내용요소의 변화를 초래한 핵심 요인은

이 추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내용이 감소하였다.

공통과정의 단축에서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

다. 그로 인해 공통 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편성되

히도록 도와주는 교과로서 정보 활용 능력, 비판

어 있던 고등학교‘사회’과목이 폐지되었으며,

적 사고력, 사회참여 능력 등을 강조한다. 이와

고등학교‘사회’과목에서 다루던 교육내용이 중

같은 사회과의 성격과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교육내용으로 통합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

2009 개정 사회 과목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

문이다. 결국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교‘사회’과목의 교육내용 체계와 교육내용 요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소의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통과정‘사회’과목의 내용만으로는 사회생활

서는 공통과정을 연장하는 방안과 동일한 효과를

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에 부족하며,

얻을 수 있는 방법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적 소양을 가진 세계 시민을 육성하기에 한
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관련 과목을 필수 과정으로

둘째, 교육내용의 적정화의 결정요인에는 교육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내용의 양, 내용에 대한 친숙도, 선수지식의 정

것이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

도, 배정된 수업시수 등이 포함된다. 이 내용을

영하려는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과 일

감안할 때 공통과정 단축으로 고등학교에 편성되

치하지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제안이라고는 생각

어 있던 교육내용을 중학교 교육내용과 통합함으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선택 과정으로

로써 중학교 사회 과목의 교육내용 적정화를 위

운영한다는 큰 방향에서도‘한국사’과목은 여전

협할 수 있다.

히 필수 과목으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하기 위하여

원화되는 사회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

어떤 교육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

기 위하여 한국사 과목을 학습해야 할 사회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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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한국사

주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교육과
정 운영의 유연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연한
운영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며, 이 방향이 중등학
교‘사회’과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싶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창의적 사
고를 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고 정보 활

1)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과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포
럼을 2010년 5월 7일과 5월 26일에 개최하였다. 5월 7일에
는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5월
26일에는 사회/도덕과, 과학과, 기술·가정과, 음악과, 미
술과, 체육과 등의 교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 2007 개정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과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두 용
어를 구분하지 않고 공통과정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용 능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통치 조직과 기본권을 다루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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