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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는 일본의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에 나타난 단원의 구성 요소와 전개 과정을 비교 분석하
였다. 사례 단원의 분석 결과, ‘동경서적’(東京書籍)과 ‘광촌도서’(光村圖書)의 교과서는 단원의 전개 과정
을 문제해결의 외양으로 구조화하고 있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의 성격은 지리학의 계통
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교육출판’(敎育出版)과 ‘일본
문교출판’(日本文敎出版) 교과서의 경우, ‘동경서적’(東京書籍)과 ‘광촌도서’(光村圖書)의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단원의 구성 요소가 명시적이지 않았고, 연속적인 사고의 과정을 단원의 기본 틀로 상정하고 있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학습지도요령이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검정제 교과서를 통해 표상되는 방식은
상호 차별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게 파악되었다기 보다는 그것을 교
과서의 독자, 즉 교사와 학습자에게 매개시키는 방식의 차이 양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사회과 교과서, 단원 계획, 탐구, 문제해결, 일본 소학교

Abstract :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analyse components and development of unit plan in the
Japanese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to compare the each of that textbooks. According

to results of analysis, there are modes of difference and two trends of textbook development. One
is a view of unit development as problem solving method and the case textbooks are published by
Tokyo-Shoseki(東京書籍 ) and Mitsumura-Tosho(光村圖書 ). The other is cases which have not

sequent frames of thinking process in unit plan and the cases are textbooks of Kyoiku-Shuppan(敎
育出版 ) and Nihon Bunkyou Shuppan(日本文敎出版 ). As mentioned above, the idea of Japanese

national curriculum is translated to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s in different ways. The

difference of these textbook representations results from different styles of mediating national

curriculum to teacher and learner.

Keywords : social studies textbooks, unit plan, inquiry, problem solving, Japanese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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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로 사용하는 이유는 단원의 전개 양상이 온전하게 반
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업자료의 경우, 몇몇 차시의

사회과 학습활동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장기지속

수업으로 국한되어 있기에 단원의 전개 흐름을 충분

의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

히 포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은 단원의 전개로서 수업 사태를 사고하는 발상이다.

는 일본의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사례로 하여 단원

학습자의 사회인식활동은 파편적이고 찰나적인 인

의 구성 요소와 전개 과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식경험이 아니라 누적적인 지속의 흐름 속에서 고려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발달은 대개가 점진적
이고 때로는 비약적이지만 지속성의 측면에서 보아
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활동의 지속성 차원은 일
정 국면에서는 마무리되는 모습을 가져야 하며, 그것

II. 사회과 교육내용의 조직과 단원의 전개
1. 사회과에서 단원활동의 의의와 유형

이 바로 단원의 성립이다. 학습자가 시민으로 성장하

단원에 관한 사고방식은 근대교육사의 산물 중 하

는 과정은 수많은 단원들을 횡단한 여정의 산물임에

나이다. 이것은 헤르바르트 학파에 의해 ‘지식의 집

틀림없다.

약’이라는 측면에서 정초되었고, 미국에서는 두 가지

사회과 단원학습에 관한 고려는 교과서 개발에 있

측면에서 계승되었는데, 하나는 ‘모리슨 단원’이고

어서 실제적인 지침을 확보할 수 있다. 단원의 전개

다른 하나는 프래그머티즘 교육관의 단원이다(江口

는 사회과 교과서 개발의 로드맵을 창출한다. 대단원

勇治, 1993, 104).

수준에서 자기 완결적인 구도로 사회인식 혹은 사회

위의 두 가지 단원에 관한 사고방식은 오늘날의 입

과 학습의 궤적을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장에서 볼 때 상호 독립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시 말하여 단원의 구성 요소와 전개 과정은 교과서

있다. 오늘날 단원에 관한 사고방식은 두 가지 시각

개발에 있어서 실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그래서 많

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혼재 양상

은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 과정에서 단원계획을 교과

은 역사적으로 퇴적된 단원에 관한 아이디어 혹은 실

서개발의 설계도로 활용한다(홍미화, 2007, 30-31).

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에 와서 사

아울러, 자료 단원으로 개발한 성과물이 이후 세련화

회과의 교육내용을 학습자에게 제시할 때, 두 가지

를 거쳐 교과서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시각 중 하나를 선택한다기 보다는 양 자 모두의 장

이하의 내용은 사회과에서 단원학습의 의미를 재

점을 취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오늘날

조명해 보고, 그 의미가 교과서 속에서 작동하는 양

일본에서도 단원이라는 말이 교육실천의 장에서 관

상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등가적인 위치에 있는

용화될 때, 유의미한 경험적 내용의 집약으로서의 단

일본 소학교 검정 교과서들을 연구 자료로 삼아 국가

원(경험 단원)관과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내용의 집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한

약으로서의 단원(교재 단원)으로 회자되고 있는 실

단원의 아이디어가 교과서별로 재현되는 양상을 비

정이다(江口勇治, 1993, 104).

교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의 의의는 동일한 교육내

사회과에서 단원 학습의 의의는 사회인식활동의

용에 관한 단원 구성의 다양체를 확인하고 그 함축을

정교화 차원에서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학습자의 인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 교과서를 연구 자료

식활동 속에 사회현상 전체를 날 것으로 제공함이 여

표 1. 단원의 역사에서 두 가지 경향(江口勇治, 1993, 104)
특징

구분

기본 시각
역사적 맥락

모리슨 단원
- 학습내용의 완전 습득
- 최저한도의 본질적인 교육내용
- 질러의 교수단계론 계승

프래그머티즘 교육관의 단원
- 경험의 연속적인 성장
- 지적 내용을 함의한 경험적 내용으로서 폭넓게 설정됨

- 1930년 캘리포니아 플랜, 1934년 버지니아 플랜이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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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모로 무리이기에 일정한 여과 장치가 필요한 바,
그것이 바로 단원이라는 제도화된 관행이다. 다만 사
회인식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즉,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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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표 2 참조).
한편, 우리나라 사회과 도입기에 문제해결학습은

곧 단원학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1955

자의 주체적인 사회인식이 가능하도록 그들의 심리

년에서 1961년까지 미국 피바디 사범대학 교수단의

세계에 상대적으로 강조점을 둘 것이냐, 혹은 학습자

내한 활동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외부에 자리하고 있는 논리 세계, 즉, 지식의 온전한
전유에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단원의 표상 스타일

(최용규, 1996, 18-19). 이들의 활동 중 문제해결 중심

의 단원 학습을 위한 지침서 <단원의 전개> 발간이

이 차별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원의 전개 양

주목할 만하다. 피바디 교육사절단이 보기에 단원은

상을 문제해결과정으로서 표상하는 입장과 과학적

다음과 같은 함축을 가지고 있다.

탐구과정으로서 표상하는 입장으로 구별 짓기가 가
능하다. 물론 앞서 언급한 단원관의 혼재 경향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스타일이 뒤섞이는 경우도 있을 것
이다. 요컨대, 학습자가 수행하는 사회인식활동의 가
교로서 단원의 성립 관행은 일종의 다양체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다양체로서 단원의 이해 상황
은 교육의 실제로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의 몫이다.

2. 사회인식활동의 유형과 단원의 특성
문제해결 혹은 탐구로서 사회인식활동의 유형 각
각은 하나의 교육개혁운동으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을 때 가능했을 것이다. 사회인식활동의 본질이 과
학적 탐구에 있다는 경우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신사회과이다. 이 입장에서
는 사회과의 내용 구성은 사회과학 개념의 습득, 사
회과학 지식 획득 방법의 습득이라는 견지에서 틀 지
워진다(寺尾健夫, 2015, 136). 요컨대, 학습자는 ‘지식
의 구조’를 발견하는 과정 속에 참여해야 하며, 단원
의 전개 방식은 이 과정을 구체화시키게 된다. 예컨
대, 베이어(Beyer)의 경우, ‘고대 키에프 사람들의 생

“단원은 아동 또는 학습자와 교사가 어떤 중요한
문제 혹은 제목을 선정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와 같
은 제목이나 문제들은 교과서 안에서 찾아낼 수도 있
고, 혹은 과거의 학습과 당면한 경험, 흥미, 욕구의 결
과로서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제목
은 어떠한 것이거나 간에 실제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
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그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이바
지하여야만 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가져야
만 합니다. 활동을 위한 활동을 마련하는 훌륭한 단원
의 특색이란, 학습자 즉 아동들 자신이 그 단원을 학
습하는데 대한 이유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
다.”(이영식·이돈창 편, 1962, 13).

이들이 보기에, ‘훌륭한 단원의 또 다른 특징’은 ‘광
범위한 각종의 활동과 경험을 주는 기회’이며, ‘모든
정보와 이해에 관한 자원은 효과적인 경험 단원 학습
을 하는 데에 이용’된다는 점이다(p.14). 즉, 훌륭한 단
원은 그 시작 단계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확보
하고 있는 차원에서 참된 학습문제를 도출하고, 이후
학습 과정에서 경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한편, 최용규(1996, 14)가 보기에, 단원학습의 교수

단계는 표 3과 같은 차원에서 전형화되었다. 표 3에

활양식 이해’라는 주제로 문화사 학습의 전형을 단원

서 두드러진 특징은 1단계와 2단계에서 볼 수 있듯

의 수업 구성을 일련의 탐구 과정 속에서 포섭해내고

이, 학습문제의 창출 과정에서 학습자의 관심을 견지

개발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약 6차시 분량

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표 2. 베이어(Beyer)의 탐구 단계(한면희 외 역, 1988, 428)
차 시
1차시

2, 3, 4차시
5차시
6차시

탐구의 단계

표 3. 단원학습의 교수 단계(최용규, 1996, 14)
특징

가설검증 활동

단계
1

가설들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타당성에
따른 결론 이끌어내기

3

학습 문제의 제기

탐구문제의 명료화, 가설설정 활동

새로운 상황, 자료에 결론을 적용시키는 활동

2
4

도입
재료의 획득 및 토의
문제의 해결 발견, 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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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경험의 자기 주도성을 단원학습의 에너지로

서 의미 부여하고 있다. 즉, 1~2단계는 본격적인 문

이는 검정제 혹은 자유발행제라는 교과서 발행 제도
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다.

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인 우회로 확보 상황
인 것이다. 물론, 흥미에 대한 고려는 1~2단계에만 국

III. 연구방법

한하지는 않는다. 단원은 ‘각 성장 단계의 청소년의
욕구와 능력에 맞고 그 흥미와 노력을 자극할 만한
신선한 맛과 곤란성’을 지녀야 한다(倉澤剛原, 光明
社編輯室 역, 1953, 108).

요컨대, 탐구과정으로서의 단원의 전개와 문제해
결로서의 단원의 전개를 비교하자면, 단원 시작 단계
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문제해결로서의 단원
구성시 학습문제 성립을 위하여 탐구로서의 단원 구
성시 보다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
형적으로 볼 때, 양 자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대상은 일본 소학교 사

회과 교과서들이다. 5학년 1학기 1단원을 사례로 하
였고, 네 개 출판사가 2015년에 발간한 검정제 교과

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들의 목록

은 표 4와 같다.

2. 분석 기준

만, 단원 개발의 실제 상황에서는 고려 사항들이 동

1) 외형 체제의 비교 분석

일하지 않다. 단원의 전개 과정 중 초기 단계에서 볼

교과서 외형 체제의 분석은 단원의 구성 요소와 전

때, 문제해결과 탐구는 비교할만한 차이가 있다. 이

개 방식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원은 앞서도 언급한

러한 현상은 수업사태와 교과서 단원 개발과 같은 교

바와 같이, 자기 완결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내부

육과정의 실제 차원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

에 일련의 구성 요소들이 있고, 이것이 일정한 흐름

다. 특히,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내용

을 만들고 있다. 단원은 큰 줄기로 보건대, 단원 도입,

의 아이디어가 교과서 단원 개발의 실제 국면에서 상

본문 그리고 단원 마무리의 단계를 가진다. 단원이

이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러한 가설은 그 유의미

각 단계별로 가지는 외형적 특징은 교과서 저자의 고

성이 타당한 지평 속에 자리한다. 물론, 교과서 단원

유한 교육관을 보여준다. 단원의 전개 양상이 가지는

개발의 사례가 다수의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형식 체제는 구성 요소들과 이것들 사이의 연결망을

표 4.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과 대단원 체제
출판사

‘동경서적’
(東京書籍)

‘교육출판’
(敎育出版)

대단원명

중단원명

1. 우리들의 국토

◎ 세계 속의 국토
① 국토의 지형 특색
② 낮은 토지의 생활
③ 높은 토지의 생활
④ 국토의 기후 특색
⑤ 따뜻한 토지의 생활
⑥ 추운 토지의 생활

②③ 중 택1
④⑤ 중 택1

1. 우리들의 생활과 국토

① 일본은 세계의 어디에 있나?
② 일본의 지형과 기후
③ 자연조건과 사람들의 생활(선택)
◎ 심화학습

기후 중 택1, 지형 중 택1

① 세계에서 본 일본
‘일본문교출판’ 1. 일본의 국토와 사람들의
② 여러 가지 토지의 생활(선택)
(日本文敎出版)
생활
◎ 큰 점프: 일본의 해저자원
‘광촌도서’
(光村圖書)

비고

①일본의 국토
1. 일본의 국토와 우리들의
②지형의 특색과 사람들의 생활
생활
③기후의 특색과 사람들의 생활

추운 토지의 생활, 고지의 생활 중 택1
사례 지형 중 택1
사례 기후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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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유한 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사회과 학

배치와 전체 쪽수 대비 차지하는 분량 등의 측면에서

습을 바라보는 시선에 결정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

검정 주체의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상호비교를

다. 그리고 그 시선이 가지는 함축을 도출하자면, 별

통해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가

도의 의미 해석 프레임이 작동해야 한다.

능하다.

2) 내적 의미의 해석 프레임
이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해석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각 교과서 단원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인식활동의 흐름이 앞서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
하였던 일련의 학습단계를 충실히 표상하고 있는가
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것은 소위 학습모형이
라는 것이 단원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추구되는 교과
서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각각 확인하고 상호 비교
를 통해 그 의미를 탐색하는 시도이다. 요컨대 첫 번
째 입장은 사회인식활동 유형의 전형성이 표상되는

다음으로, ‘징후적 독해’란 의미의 흐름 속에서 두
드러진 경향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구조적인 연관체
계에서 결정력의 행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프로이드 식으로 말하자면, 의사는 환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 속에서 해석적 판단을 수
행하게 되는데, 징후적 독해의 전형이다. 징후적 독
해는 명백하게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조 혹은
틀의 효과라는 자기장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미의
지층이다. 즉, 명백한 것 뒤에 가려져 있는 듯이 보이
지만 엄연하게 자리하고 있는 메시지를 포착하는 것
이다.

정도를 검토한다. 사회과 수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맥락으로 인하여 실천가에 의해 소위 학습모형
이 선택적으로 재구성되기가 다반사인데, 이것은 교
과서 속 단원의 전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하나는 사례 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인

“징후적 독해는 이중적 독해를 수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명백한 텍스트를 먼저 읽고,
그런 다음 간과되고 결여된 것을 통해 잠재적인 텍스
트를 만들어 읽어가는 것이다”(Storey, 2001, 박만준
역, 2004, 136).

식활동의 본질이 문제해결 혹은 탐구 유형 중 어떤
계보에 속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유형

이 연구와 연결하여 징후적 독해가 가지는 이중성

화 검토 작업은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

을 언급하자면, 단원의 형식체제들을 비교 분석하는

령의 핵심 아이디어가 표방하고 있는 교육내용의 관
점에 의해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별로 나타나는 단원의 개성 속
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향들을 찾고자 했다. 따라서,
두 번째 입장은 출판사별 교과서의 저자들이 문서로
서의 교육과정을 해석하는 과정, 즉, 학습지도요령의

것은 명백한 텍스트 읽기 과정이다. 그런데, 출판사
마다 형식체제는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상
호 차별적인 상황들이 있다. 차별화의 국면들 속에서
사례 단원들은 자체의 시스템 속에서 구성요소들을
의도적으로 간과시키는 것들도 있고, 상황 효과로 인
하여 결여되는 차원들이 내재하기도 한다. 이렇게 징

주체화 방식을 추적한다.

후적 독해법을 통해, 교과서 읽기를 행하면 표층에만

3. 분석 방법

까지 나아갈 수 있다.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심층의 의미 세계에 대한 발견에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은 비교 분석
법과 징후적 독해법이다. 먼저, 비교분석법의 문제설

IV. 분석 결과

정은 주류 사회과학에서 시도하는 등가적인 비교 조

건의 충족 상황이다(김용신, 2007, 153-155 참조). 서
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소학교 사회과 교
과서들은 검정제라는 제도를 통해 여과된 결과물이

1.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난 사례 단원의 성격과 대단원
체제
일본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학습지도요령‘에서 5

다. 각 교과서들은 학습지도요령이라는 국가 수준의

학년 1학기 1단원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사회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단원의 학년별

학습지도요령은 목표, 내용 그리고 내용의 취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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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습지도요령에서의 사례 단원 목표와 내용
목 표

내 용

“(1) 우리나라 국토의 모습, 국토의 환경과
국민생활과의 관련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
도록 하고, 환경의 보전과 자연재해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깊게 하여, 국토에 대
한 애정을 기르도록 한다”(文部科學省,
2008, 36).

“(1) 우리나라 국토의 자연 등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지도와 지구본, 자
료 등을 활용하여 조사해, 국토의 환경이 사람들의 생활과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도록 한다.
① 세계의 주요 대륙과 해양, 주요 나라의 명칭과 위치,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토
② 국토의 지형과 기후의 개요, 자연조건에서 보아 특색 있는 지역 사람들의 생
활”(文部科學省, 2008, 36-37).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다. 5학년의 목표와

내용 중 1학기 1단원 관련 사항은 표 5와 같다.

또한 위의 교육내용을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다.
(1) 내용의 (1)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도록
한다.
① ①의 ‘주요 나라’에 대해서는, 근린의 여러 나라를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기. 이 경우, 우리나라와 여
러 외국에는 국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배려하기.
② ②의 ‘자연조건에서 보아 특색 있는 지역’에 대해
서는, 사례지역을 선택하여 채택하고,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궁리를 구체
적으로 다루기(文部科學省, 2008, 37-38).

이상에서와 같이,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난 해당 단
원의 목표와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국토의 위치에
대한 이해, 국토에 대한 사랑의 고양, 그리고 자연조
건에서 볼 때 특색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중점적

근법이다. 자연조건을 지형과 기후로 구분하고 이것
이 사람들의 생활과 맺고 있는 관계를 탐색한다는 점
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이것이 각 중단원에서 상세화
되는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교육출
판’(敎育出版) 교과서의 경우, ‘일본의 지형과 기후’를
계통지리의 관점에서 먼저 함께 학습하고 난 뒤, 사
례 지역 선택학습으로 이행하는 구도이다. ‘일본문교
출판’(日本文敎出版)의 교과서는 대단원 수준의 심
화학습으로 ‘큰 점프: 일본의 해저자원’에 관한 학습
을 추구하는 파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출
판’(敎育出版) 과 ‘일본문교출판’(日本文敎出版)의 교
과서는 대단원 수준에서 심화학습 코너를 설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세부적으로 단원 내부에서 작
동하는 교재구성방식의 비교 검토를 시도하자면 다
음과 같다.

2. 중단원 구성 요소와 전개 방식의 비교

인 교육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 번째의 경

1) 중단원 수준에서 단원 내부 단계 설정 유무

우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라는 지리학의 고전적인

중단원의 출판사별 비교는 ‘지형과 인간생활’의 관

개념이 국가 스케일에서 핵심 아이디어로 설정되어

계를 다루는 단원을 사례로 하여 그 구성 요소와 전

있다.

개 방식을 비교하였다. 중단원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한편, 학습지도요령이라는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정신이 검정제 교과서로 표상된 결과는 출판사마다
공통점도 있지만 차별화의 정도도 간과할 수 없다.

되풀이되는 패턴에 주목하면서 그 구성요소를 확인
한 결과 표 6과 같은 상황이다.

표 6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단원 수준의 교육내용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단원의 제목과 중단원에서의

은 지형과 인간생활 사이의 관계를 학습자에게 이해

상세화 방식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고 있다. 학

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전형적으로 지리학의 구조를

습지도요령의 아이디어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취지

가르치자는 발상이다. 그런데, 출판사별로 단원의 구

에서는 동일하지만, 단원의 전개 과정에서는 차이의

성 요소와 전개 방식에서 차별적인 상태가 나타나고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요컨대, 대단원 체제를 구성

있다. 명시적으로 단원의 전개 과정을 순차적인 단계

하는 방식에서 각 출판사는 고유한 시도들을 도모하

별 흐름으로 강조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구

고 있다. 즉, 국토의 위치와 개관을 학습하고 난 뒤, 인

분이 가능하다. ‘동경서적’(東京書籍)과 ‘광촌도서’(光

간과 환경의 관계를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접

村圖書)의 교과서 저자들은 명시적으로 단원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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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단원 수준에서 사례 단원의 구성 요소
주요 구성 요소

단계 설정 여부

문제인식-조사하기-정리하기-확대(적용)하기의 흐름을 표
방함

○

② 일본의 지형과 기후
③ 자연조건과 사람들의 생 명시적인 단계의 흐름을 표방하지 않음.
활(선택)
단, 핵심구성요소로 학습문제, 정리하기, 심화하기를 제시함.
* 지형 중 택1

×

② 여러 가지 토지의 생활 명시적인 단계의 흐름을 표방하지 않음.
‘일본문교출판’
* 추운 토지의 생활, 고지의 단, 중단원 끝에 복습코너(‘되돌아보자’) 제시함.
(日本文敎出版)
생활 중 택1
단, 학습방법 및 조사방법 코너, 학습자료 박스가 고정되어 있음.

×

② 지형의 특색과 사람들의
(학습문제)발견하기-조사하기/의논하기-정리하기/확대하
생활
기의 흐름을 표방함.
* 사례 지형 중 택1

○

출판사
‘동경서적’
(東京書籍)
‘교육출판’
(敎育出版)

‘광촌도서’
(光村圖書)

중단원명
① 국토의 지형 특색
② 낮은 토지의 생활
③ 높은 토지의 생활
* ②③ 중 택1

을 일정한 단계로 틀 지우고 있다. ‘동경서적’(東京書

정을 중시하는 단원의 전개 패턴을 추구하고 있다.

籍) 교과서의 경우, 단원의 구성 요소를 문제인식, 조

한편, ‘교육출판’(敎育出版)과 ‘일본문교출판’(日本文

사하기, 정리하기, 확대/적용하기 등의 측면에서 설

敎出版) 교과서의 저자들은 단원의 전개 흐름을 일정

정하고, 이것들을 일련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 위치시

한 단계로 구체화하여 표출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교

킨다. ‘광촌도서’(光村圖書)의 교과서 역시, 단원의 구

과서 상에서 단원의 전개 과정을 명시적인 사고의 흐

성 요소를 학습문제 발견하기, 조사하기/의논하기,

름으로 표상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

정리하기/확대하기로 표방하면서 이들의 연속적인

이 높다.

흐름을 기본 구조로 한다.
한편, ‘교육출판’(敎育出版) 교과서의 경우, 단원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학습문제, 정리하기, 심화하기를
매 단원마다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을 명
시적으로 연결하여 구조화하기 보다는 느슨한 연결
상태로 배치하여 은연중에 흐름이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일본문교출판’(日本文敎出版)의 교과서는 단
원의 구성 요소와 그 흐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보이
고 있지 않다. 다만, 중단원 마무리 국면에서 ‘되돌아
보자’라는 복습 코너를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

2) 사회인식활동의 유형과 전형성에 관한 검토
앞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서 언급하였듯이, 여기
서는 사회인식활동 유형의 전형성이 표상되는 정도
를 검토한다. 사회과 수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
황 맥락으로 인하여 실천가에 의해 소위 학습모형이
선택적으로 재구성되기가 다반사이다. 예컨대, 전형
적인 단원 구성의 과정은 문제설정→예상제시→가
설설정→검증 등의 흐름이지만, ‘예상제시→가설설

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岡崎誠司, 2015,

125). 이러한 현상은 교과서 속 단원의 전개 과정에서

방법/조사방법 코너와 학습 자료라는 박스를 반복적

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인식활동의 기본 모형에 비추

으로 배치하고 있다.

어 볼 때, 사례 교과서의 단원이 추구하는 흐름들의

단원의 전개 속에 나타나는 각 단계가 단지 교과서
의 장식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동경서
적’(東京書籍)과 ‘광촌도서’(光村圖書)의 교과서 저자
들은 교과서의 독자, 즉,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원의
내용이 연속적인 사고 과정으로 이해되도록 의도하

상황을 검토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경서적’(東京書籍) 교과서에 나타난 단원

의 구성 요소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표 7의 내용과 같다.
‘동경서적’(東京書籍) 교과서에서 단원의 전개는 문
제해결학습의 흐름으로 보자면, 전형성이 있다. 다

고 있다. 다분히 다른 단원에 비하여 지리학의 계통

만, 문제해결학습의 진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

성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과

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당 문제가 학습자의 생활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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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단원 수준에서 사례 단원의 구성 요소(北 俊夫 外, 2015, 20-21)
단계

교과서 진술 사례

학습의 진행 방법

“높은 하늘에서 일본을 보면서, 일본의 지
교과서에 있는 사진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알게 된 것과 의문이 생긴
문제인식 형에 대해 생각하며 학습문제를 만들어
것을 서로 이야기하며, 학습문제를 만들기
봅시다.”(p.12)
조사하기

교과서를 사용하여 조사하기(표제를 보고, 관계가 있는 곳의 본문을 읽
“산지와 평지의 특색과 전개는 어떻게 되
기 등)
고 있습니까?”(p.14)
교과서 이외의 것으로 조사하기(도서관 자료, 현지인 인터뷰 등)

조사한 것과 생각한 것을 정리하기
- 예상을 기초로 하여 생각 가능한 것을 노트에 정리하기
“국토 지형의 특색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
-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정리하기
다.”(p.17)
- 교과서의 “필수어휘”와 학습방법코너를 찾아서 적용하기
- 조사하여 알게 된 것과 스스로 생각한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기
확대/
적용하기

확대하기: 학습한 바를 기초로 하여, 그 밖의 사례로 눈을 향하게 하기
적용하기: 학습한 바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생활 속에서 가능한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미래를 향한 제안을 하기

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학습문제의 도출 상황이 구축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과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습문제의 도출로

서 학습문제의 근원은 타나베시라는 사례 지역이 아

나아가기 때문이다. 탐구학습의 흐름으로 보자면, 가

니라 ‘지형과 인간생활’ 사이의 관계에 있다. 지리학

설설정 단계가 누락되어 있다. 물론 문제인식 상황에

의 기본 개념이 학습대상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다.

가설 형태의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도 있다. 다만, 단

그렇다고 해서, 탐구학습의 전형성이 단원의 전개 과

원의 구성요소로서 명시적인 단계 설정을 하고 있지

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경서

는 않다.

적’(東京書籍)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문제해결학습

한편, ‘광촌도서’(光村圖書)의 교과서 저자들은 학

의 외양 속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라는 지리학의

습문제 발견하기→조사하기/의논하기→정리하기/

아이디어를 학습해 나가도록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

확대하기의 흐름이다. 외형상 ‘동경서적’(東京書籍)

다. 공통점은 학습자가 교육내용을 전유하는 과정이

교과서와 흡사하다. 여기서 학습문제 발견하기 상황

연속적인 사고의 흐름을 거쳐서 확립되길 교과서의

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저자들이 명시적으로 의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와카야마현 타나베시의 지도입니다. 생각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A: 타나베시는, 바다와 산이 있는 넓은 시이구
나. 지역에 따라 표고가 몹시 다르구나.
학생B: 전체적으로는 산이 많아 보이네. 타나베시
에는 산지가 많네.
학생C: 지난번, 텔레비전에서 산지의 학교 모습을
보았지만, 우리들의 생활과는 다른 곳도 있
구나.
학급의 학습문제: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石毛直道 外, 2015, 24-25)

‘광촌도서’(光村圖書)의 교과서에서도 학습문제는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단계 설정을 하지 않은 나머
지 출판사들의 경우는 이 전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육출판’(敎育出版) 교과서의
경우, 명시적인 흐름은 강조하지 않지만, 학습문제,
정리하기, 심화하기의 강조를 통해 사회인식활동의
경로 추구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정형화된 모형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문교출판’(日本文敎出
版) 교과서의 저자들은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과서를 통해 사회인식활동 경로를 구조화하
기 보다는 학습자료로서의 교과서관에 충실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교과서 본문의 내용과 차
별적인 형태로 박스를 설정하여 ‘학습자료’로서 읽을

학습자가 생활세계에서 직면하는 딜레마들이 아니

거리를 제공하는 시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동시

다. 타나베시의 지형과 인간생활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에 학습방법/조사방법 코너를 반복적으로 단원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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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본문교출판’(日本文敎出版) 교과서의 기능학습
코너 사례(池野範男 外, 2015, 18)
학습방법·조사방법 코너
보기, 조사하기
여러 가지 조사 방법
◎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부터 의문을 발견하기
◎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조사방법이 좋을지 생각하기
- 도서실, 인터넷, 편지로 찾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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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 보이는 수준으로 구조화하였다. ‘일본문교출
판’(日本文敎出版)의 경우는 사고의 과정을 단원의
기본 구조로 정형화하지 않았고, 기능학습코너의 반
복적인 배치 경향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습지도요령이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검정제 교과서를 통해 표상
되는 방식은 상호 차별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서로 다르게 파악하였다기 보다

용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 내용과

는 그것을 교과서의 독자, 즉 교사와 학습자에게 매

연관된 기능학습의 전략을 제공하면서, 학습자의 자

개시키는 방식의 차이 국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교

기 주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과서의 저자들은 누구나 사회과를 학습하는 어린이

요컨대, ‘교육출판’(敎育出版)과 ‘일본문교출판’(日

들의 자기주도적인 사고 과정을 중시할 것이다. 하지

本文敎出版) 교과서의 저자들은 교과서의 정형화된

만, 이러한 궁극적인 지향이 있더라도 사회과 교과서

패턴을 강조하지 않고, 현장교사의 자율적인 실천에

를 통해 단원을 제공할 때 그 스타일은 서로 다르다.

맡기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다. 동시에, 현

사회과 교과서는 명시적으로 사고의 과정이 단원의

장교사의 창의적인 수업 운영 속에 사회과 교과서의

구조로 나타나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은연중에 추

내용들이 활용되어지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

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쳐 학습자료집으로서 충

인다.

실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채로움을 보였다. 마지막
부류, 사회과 교과서를 자료집으로서 성격지우는 경

V. 결 론
지금까지 일본의 소학교 사회과 검정교과서들을
사례로 하여 단원의 구성 요소와 전개 과정을 비교
검토 하였다. 검토 결과를 보건대, ‘동경서적’(東京書

우에서도, 기능학습의 반복적인 강조는 특이할만한
사안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이 사안은 교과서의 또
다른 독자,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에게 교과서의 능동
적인 재구성을 도와주려는 배려로 여겨졌다.
또한 일본 소학교 사회과 검정제 교과서의 비교 검

籍)과 ‘광촌도서’(光村圖書)의 교과서는 단원의 구성

토는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에도 여러 시사점을 준다.

요소를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그것이 일정한 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국정 교과서

름 속에서 작동하도록 패턴화하고 있었다. 단원의 전

제도이기 때문에 단원의 구성 요소와 전개 과정을 어

개 과정은 문제해결의 흐름을 표방하면서 연속적인

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사회과 교과서가

사고의 과정이 지배적인 모습으로 작동하도록 하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사고 과정을 견인해야 한다

다. 학습지도요령에서 추구하는 교육내용의 성격이

는 측면에서 볼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차원들을 일

지리학의 계통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본의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이 보여주고 있다. 즉,

제해결의 외양을 견지한 것은 그만큼 학습자의 사고

학습자의 사회인식활동 유형을 명시적으로 구조화

과정을 중시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능동적인 사

한편, ‘교육출판’(敎育出版)과‘일본문교출판’(日本
文敎出版) 교과서의 경우, 앞의 두 출판사에 비해 상

고활동을 유도할 것인지 등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의
사결정 상황을 선행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대적으로 단원의 구성 요소가 비가시적이었고, 동시
에 연속적인 사고의 과정을 단원의 기본 틀로 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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