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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과 사회’ 과목 내용 구성 방안

조우영(경상대학교)
≪내용 요약≫
지금의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은 크게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법에 대한 일반적․총론적
이해), ‘개인 생활과 법’(사법), ‘사회 생활과 법’(사회법), ‘국가 생활과 법’(공법), ‘법 생활의 발전
과 과제’라는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체로 이른바 ‘규범학
적 접근’과 ‘가치 주입’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서 가운데 세 개의 영역은 법학계의 일반적 관행
에 따라 구분되고 이른바 ‘환경확대법’에 따라 배열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역 구분과 배열 순서
모두 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에 마땅하지 않다. 영역 구분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이질적인 성
격을 띠는 여러 ‘공법’들을 통째로 한 군데에 묶어놓은 것이며, 순서 배열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
은 교육의 소재인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 자체의 논리적 구조(전체 법질서는 ‘헌법’을 출발점으
로 삼아 그에 따라 짜여져 있고,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 교차점을 이루
고 있음)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 요소들에 대한 규범학적 접근과 가치 주입도 민주 사
회에서의 시민 교육에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접근 방향을 잡아야 마땅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단원 구분과 배열 및 접근 방향에 따라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본문에 소단원까지 구분된 구체적인 방안 있음).
1. 사회생활과 법의 일반적 관계 및 법의 일반적 속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역사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형성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3.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큰 짜임새를 이해하도록 한다.
4. 우리나라 헌정 질서 및 헌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5. 일상적 국내 사회생활의 내용과 성격을 분야나 측면을 나누어가면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법의 규율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6. 국내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상황 및 그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절차와 원리를
분야별로 나누어 이해하도록 한다.
7. 국내 사회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를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법 문화와 법체계의
문제점을 짚어 비판해보도록 한다.
8. 국제 사회의 특징적 면모와 국제법의 대략적 내용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법적
구속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9.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사회 변화의 내용과 방향 및 그에 대응하는 법의 변화 내용과 방향
을 이해하고 예측해보도록 한다.
주요어: 법 교육, ‘법과 사회’ 과목, 범위, 순서, 시민적 관점, 사회과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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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나는 얼마 전 다른 기회에 ‘제7차 교육 과정’에 담긴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의 성격 규
정과 목표 설정 및 내용 구성 방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비판한 적이 있다(조우영,
2005: 347-364 참고).1)
첫째, 그 과목의 성격은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화 선
택 과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도 대학의 전문 교육 입문 과목인 ‘법학개
론’과 비슷하게 규범학적인 방향에서 짜여져 있는데, 기대 수준이 너무 높고 선택 상황이 불
법적이며2) 보통 제도(학교) 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현
행 ‘일반 선택 과목’과 마찬가지로 시민적 교양 증진과 태도 함양을 위한 과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그 과목의 교육 목표 가운데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거나 “판례 분
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은 방향과 기대 수준을 잘못 잡은 것
이고,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거나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법체계와 법
절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는 것은 교육의 정직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잘못된 것이며, 그 대신 시민적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토론․감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
로 삼아야 마땅하다.
셋째, 그 과목의 내용 구성을 위한 기본 방침은 법체계 전체를 법학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
라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해서 이른바 ‘환경확대법’에 따라 사법, 사회법, 공법 차례대로
다룬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법, 사법, 사회법의 구분이 곧바로 교육 내용의 거시적 단위 획
정 기준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환경확대법’에 따른 교육 내용 배열도 마땅하지
않으며, 그 대신 사회관계의 생활영역별 구조와 성질, 법체계의 논리적․제도적 구성 원리, 법
적 문제에 대한 사전 규율과 사후 처리의 논리적 순서와 제도적 절차 따위를 복합적으로 고
려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그런 비판 끝에, 자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미처 다듬지도 못한 내 나름의 교육 내용
구성 대안 한 가지를 내놓기도 했었다.
이참에는 그에 이어서 ‘제7차 교육 과정’ 및 그 공식 해설에 담긴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화의 기본 원칙’, ‘내용 체계’, ‘영역별 내용’ 구성을 될 수 있는 대로 꼼꼼히 비판하고, 이
미 내놓은 교육 내용 구성 대안을 조금 더 다듬어보고자 한다. 교육 내용 구성에서 일반적으
1) 그 때 이른바 ‘환경확대법’에 대해서는 권오정․김영석, 2003. ｢사회과교육학의 구조와 쟁점｣, 교육과학사, p.
116과 p. 118을 참고하였다.
2)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인 ‘심화 선택 과목’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대개 집단적으로 선택되므로 학생 개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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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측면(권오정․김영석, 2003: 116-119 참고) 가운데 연속성(continuity)
에 대한 고려는 젖혀두고, 내용 요소들의 통합성(integrity)을 고려해 가면서 그 범위(scope)와
순서(sequence)를 제시해보기로 하는데, 특히 그 범위 면에서는 이른바 ‘주제’나 ‘내용 요소’
및 그에 대한 기본적 접근 방향만 다루겠다.

Ⅱ. 기존의 교육 내용 범위 선정 비판
1. ‘내용 체계화의 기본 원칙’ 비판

‘법과 사회’ 과목 ‘내용 체계화의 기본 원칙’은 교육 과정에 대한 공식 해설에 나와 있다.
그것을 간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김해성․최인화, 2001: 215-216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뽑아서 그대로 옮기되, 글투를 조금 고친 곳도 있음).

“법 교육의 내용은 학생으로 하여금 개별 법규에 대한 이해에 앞서 첫째, 기본적으로
법은 무엇이며, 둘째, 법은 어떻게 생성, 해석, 적용되며, 셋째, 법의 절차에 관련된 기관
및 행위자 간의 상호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이러한
내용은 법의 개념과 이념, 법의 과정, 법의 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법의 개념과 이념에서는 법의 핵심적 내용, 적용 범위,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
다(비판적 사고력 배양과 관련됨).
둘째, 법의 제정, 해석, 적용을 포함하는 법의 과정에 대한 개략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법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법도 다른 사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치 제도, 관습 및 문화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
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
셋째, 행위자(법관, 분쟁 당사자, 경찰 및 검찰 등)나 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성격과 기능 및 그 상호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실
제적인 응용 능력 배양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은 법 교육이 포함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을 예시한 것이다. <법과 사회>
의 내용 체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 구성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
영역 및 주제, 그리고 내용 요소는 ‘내용 체계’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서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구체적인 내용의 학습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생의 응용 능력을 고려하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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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강조하되, 법의 과정과 관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가능한 한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과에서의 법 교육은 기본적으로 비전문인
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논쟁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학습 흥미와 의욕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원칙 가운데 스스로 ‘최소한의 예시’라고 한 세 가지의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
고 여겨진다. 그러나, 낱낱이 따져보면, 뜻이 뚜렷하지 않은 말도 있고,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
고 있지도 않다. 법의 개념이나 이념과 관련해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법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다.3) ‘법의 적용 범위’, ‘법의 정당성 여부’, ‘법의 제정’,
‘법의 해석’ 따위의 주제나 내용 요소는 그 원칙에 이어서 제시된 ‘내용 체계’나 ‘영역별 내용’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으며, 거기서 “행위자나 기관의 성격과 기능 및 그 상호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을 찾아보기도 좀처럼 어렵다(교육부, 1998: 201-206; 김해성․최
인화, 2001: 216-226 참고).4) 그러므로 “<법과 사회>의 내용 체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
구성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다”고 한 것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다.
‘최소한의 예시’만 해 놓고서 ‘내용 체계 전반’이나 ‘내용 구성의 기본 방향’을 끄집어낸 것
은 지나치게 건너뛴 처사이기도 하다. 잘못 건너뛴 진술을 젖혀두고 비판하자면, 위와 같이
제시된 ‘내용 체계화의 기본 원칙’은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최소한의 예시’이거
나 부분적인 지침일 뿐이며 그나마 잘 지켜지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비판거리로
삼을 만한 원칙 자체가 없는 셈이다.
애초에 하고자 했던 비판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노릇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에
제시된 ‘최소한의 예시’에 담긴 속뜻만은 고등학교 법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부분적 지침으
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에 대
한 비판으로 넘어가겠다. 그에 앞서 잠깐, 위에 제시된 교육 내용 서술 지침 세 가지에 대해
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밝혀 둔다.

2. ‘내용 체계’에서의 영역 구분 및 주제와 내용 요소 선정 비판

교육부 고시와 그에 대한 공식 해설에 담긴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에는 교육할 내
3) ‘법의 과정’이나 ‘법의 절차’라는 말은 낯설기는 하나 문맥에서 그 뜻이 드러나므로 문제 삼지 않겠고, ‘법의
체계’라는 말은 엉뚱하게 쓰이고 있으나 그로써 가리키는 바만은 뚜렷하므로 또한 문제 삼지 않겠다.
4)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중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법과 사회’ 과목 교과서인 김범주 등, 2005.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학사에서는 ‘법의 해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인데(p. 26 참고), 그마저 법 해석의 필요성, 개념, 종류
따위에 대한 상투적 서술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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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주제와 내용 요소들이 선정되어 있다(교육부, 1998:
201-202; 김해성․최인화, 2001: 216-217 참고). 거기서 오히려 실질적인 ‘내용 체계화의 기본
원칙’을 거꾸로 읽어낼 수 있는데, 그 큰 줄기는 이 글 첫머리에서 ‘내용 구성 방침’이라고 해
서 소개한 바와 같으며(공법․사법․사회법 구분과 환경확대법), 그에 대한 내 비판의 요지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 여기서는 거기에 나타난 영역 구분 방식 및 주제와 내용 요소 선정 결
과를 조금 더 꼼꼼히 비판해보기로 하겠다.
교육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곧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개인 생활과 법’, ‘사회 생활과
법’, ‘국가 생활과 법’,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라는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각 영역에 포함된
주제와 내용 요소들을 통해서 보면,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는 법에 대한 일반적․총론적 이
해를 꾀하는 부분이고, ‘개인 생활과 법’․‘사회 생활과 법’․‘국가 생활과 법’은 각각 흔히 말
하는 ‘사법’․‘사회법’․‘공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며,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는 우
리나라 법 문화의 특색과 법률 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를 꾀하고 미래 사회의 법을 전망해 보
는 따위의 몇몇 곁가지 주제를 포괄하는 부분이다.
이런 영역 구분은, 얼핏 보면 꽤 균형 잡힌 도식적 미학을 구현하고 있는 듯하지만, 조금만
뜯어보면 상식을 벗어난 정체불명의 개념을 동원해서 무책임하게 뚝뚝 잘라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영역에는 ‘법의 의의와 구조’, ‘법의 일반 원칙과 법 적용’, ‘권리
와 의무’라는 세 가지 주제와 ‘법의 개념과 기능’, ‘법의 이념’, ‘법의 분류’, ‘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 ‘법 적용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
‘법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여덟 가지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주제들과 내용 요소들을 포괄하는 영역의 이름이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가
되어야 하는 까닭은 도무지 알 수 없다. 위에서 언뜻 내비쳤듯이 ‘법에 대한 일반적․총론적
이해’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주제를 나타내는 데 쓰인 ‘법의 의의’, ‘법의 구조’, ‘법의 일반 원칙’ 따위의 말이나 내용 요
소를 나타내는 데 쓰인 ‘법 적용의 원칙’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을 담은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
‘영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보건대, 그 말들은 각각 ‘법의 개념’, ‘법체계의 구조’나
‘법의 분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일반 원칙’, ‘서로 충돌하는 법 규범들 사이의 적용 순
서 결정 원칙’으로 바꾸어야 마땅하다.
주제나 내용 요소들의 목록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 대안은 나중에 제시하
겠다. 여기서는 다만 내용 요소 가운데 ‘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은 곧 권리 행사
와 의무 이행의 일반 원칙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과 서로 겹친다는 점과 ‘법적 사
고와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은 별도로 다루어야 할 내용 요소가 아니라 실정법의 내용을 가르
치면서 길러주어야 할 능력이라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이라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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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요소는 따로 떼어서 다룰 수도 있겠으나 그 배치만은 잘못된 것으로서 공법 영역에서 헌
정 질서를 가르치면서 다루어야 마땅하다.
‘개인 생활과 법’ 영역에는 ‘권리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가족 관계와 법’, ‘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라는 세 가지 주제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권리’, ‘가족 간의
법률관계’, ‘민법의 기본 원리’, ‘불법행위와 손해 배상’, ‘부동산 거래와 등기’라는 여섯 가지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 생활과 법’ 영역에는 ‘학교 생활과 법’, ‘여성과 법’, ‘소비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의
권리와 법’, ‘환경과 법’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와 ‘교사와 학생의 권리’, ‘여성의 권리’, ‘여성과
법적 쟁점’,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 구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노동법’, ‘사회 보장 제도’,
‘환경 문제와 법적 해결’이라는 여덟 가지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 생활과 법’ 영역에는 ‘기본권 보장’,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 ‘범죄와 형벌’, ‘재판
의 종류와 원칙’, ‘국제법과 국제 분쟁’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행정 조직과 법치 행정’, ‘행정 구제 제도’, ‘형법과
범죄 예방’, ‘재판 절차와 종류’, ‘국제법과 국제 분쟁의 해결’이라는 아홉 가지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영역들은 모두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주요 내용과 거기에 담긴 법 원리를 다루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영역들의 이름도 앞에서 언뜻 내비쳤듯이 각각 ‘사법의 주요 내용과 원
리’, ‘사회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 ‘공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 따위로 바꾸는 것이 옳다. 법은
인간의 ‘자연적 삶’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을 규율하는 것이고, 법이 규율하는 인간의 사회
(적) 생활을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바탕에 깔린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개
인 생활’․‘사회 생활’․‘국가 생활’로 나누기보다는 ‘사사로운 생활’과 ‘공공 생활’로 나누어야
마땅하다.5) 사사로운 생활이 사사롭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주는 법이 사법이고, 사사로운
생활이 공익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법이 사회법이며,6) 공공 생활을 조직․운영하거나
공적 주체가 공익적 관점에서 사사로운 생활에 끼어들도록 하는 법이 공법이다. 위와 같은 영
역 구분은 이러한 사법, 사회법, 공법의 구분에 들어맞으므로, 각 영역의 이름도 거기에 맞추
어야 한다.
사법 영역의 주제와 내용 요소 가운데 ‘미성년자의 권리’는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로, ‘민법
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는 ‘재산법의 기본 원리(와 주요 문제)’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사회법 영역에서는 그 내용 요소 가운데 ‘여성의 권리’와 ‘여성과 법적 쟁점’을 아울러서
‘여성의 사회적 처지와 법적 지위’ 쯤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와 ‘노동법’을 아울러서 ‘고
5) 신분제적 관점이나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와 다를 수도 있다.
6) 사회법은 그것이 규율하는 문제나 추구하는 가치가 독특할 뿐 규율 형식이나 동원하는 절차는 독특하지 않
다. 그러므로 그것은 형식이나 절차 면에서는 사법과 공법으로 분해될 수 있다(우리나라에는 사회법적 문제
만 따로 관할하는 재판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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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 쯤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공법 영역에서는 거기에 포함된 주제 가운데 ‘재판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다른 말로 나타내어야 하겠고, 그 내용 요소 가운데 ‘범죄 예방’은 법과는 아
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적․정책적 문제로서 빼는 것이 마땅하며, ‘재판 절차와 종류’는 ‘재판
의 종류와 (종류별) 절차’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영역들의 이름을 바로잡고 각 영역별 주제와 내용 요소들을 일부 고치더라도 문제
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첫째 영역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주제와 내용 요소들의 목록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게 되는데, 그 대안도 뒤에 몰아서 제시하겠다. 그것보다 더 심각
한, 무엇보다 핵심적인 문제점은 공법 영역을 통째로 한 군데에 묶어놓은 것이다. 공법에 해
당하는 온갖 법 규범들은 다시 조금 잘게 헌법, (입법법), 행정법(세법과 징용법 포함), 형법,
소송법(넓게는 사법법), 국제법으로 분류해서 묶을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작은 영역들은 서로
너무나 다른 성격을 띠고 전체 법체계의 짜임새에서 서로 너무나 다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
이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꼭대기를 차치하면서 정치공동체(곧, 법공동체)의 기본적 조직을
정하는 법으로서, 적어도 법적인 면에서는 사사로운 것과 공적인 것을 아울러 우리나라 안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생활의 바탕을 마련하고 기본 방향을 잡아준다(사사로운 생활과 관련
되는 기본권들도 공적으로 보장함). 행정법은 헌법 아래에서 실질적 가치(적극적 공익)를 좇아
이루어지는 공공 생활의 중심 내용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법체계 속에서는 대체로 사사로운
생활을 규율하는 여느 사법 및 사회법과 나란히 놓인다고 볼 수 있다. 형법은 사사로운 생활
과 공공 생활을 아울러 기초 질서를 유지하고 심각한 일탈을 제재하는 구실을 한다. 소송법은
온갖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사법권의 발동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국제법은
본디 우리 정치공동체 밖에서 형성된 법으로서, 헌법에 따라 우리 정치공동체 안으로 끌어들
여져서 대외 관계를 규율하기도 하고 국내 생활을 규율하기도 한다.
이렇듯 서로 뚜렷이 다른 성격과 위상을 띠는 여러 공법들은 한 데 묶어놓기보다 작은 영
역별로 따로 떼어서 각각 알맞은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좋다.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뒤에서
따져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실정법 체계와 관련되는 교육 영역 구분에 대해서 더욱 근본적으로 비판
하자면, 굳이 영역 구분을 하는 까닭을 캐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상
식의 문제로 돌리고, 그 대신에 영역 구분 문제를 세부적 내용 요소들을 먼저 선정한 다음 그
것들을 몇 개씩 묶어 주제를 뽑고 그것들을 다시 몇 개의 영역으로 묶는 식으로 거꾸로 접근
해 볼 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내용 체계’의 해당 부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으
나, 아무튼 너무 어설퍼 보인다.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영역에는 ‘법 문화와 법 의식’, ‘법률 구조 제도와 미래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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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두 가지 주제와 ‘법 의식과 민주 시민의 자질’, ‘한국의 전통적 법 문화’, ‘선진 외
국의 법 문화’, ‘법률 구조 제도’, ‘법의 변천과 미래 사회’, ‘미래 사회의 법적 쟁점’이라는 여
섯 가지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제와 내용 요소들을 잡다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면 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포함된 주제나 내용 요소 가운데 ‘법률 구조 제도’는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 안에 담
긴 것으로서, 소송법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법 의식과 민주 시민의
자질’이라는 내용 요소는 첫째 영역의 ‘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과 합쳐서 헌법이나 헌정 질서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법 문화’라는 주제 및 ‘한국의 전통적 법 문화’와 ‘선진
외국의 법 문화’라는 내용 요소는 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꾀하는 영역이나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내용을 다루는 영역 첫머리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면 끝내 이 영역에는 ‘미래 사회의 법’이라는 주제 및 ‘법의 변천과 미래 사
회’와 ‘미래 사회의 법적 쟁점’이라는 내용 요소밖에 남지 않는다. 그나마 ‘법의 변천과 미래
사회’라는 내용 요소는, 그것이 법의 변천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점을 가리킨다면
이론적 타당성이 없으며, ‘미래 사회와 법의 변천’으로 고쳐서 본다면 ‘미래 사회의 법적 쟁점’
과 겹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 남겨둘 만한 것은 오로지 미래의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를
법적 문제들을 예측해보는 일 뿐이다.
그 밖에 이 영역에 덧붙이면 좋을 주제나 내용 요소 한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법 문화와 법체계 전반을 돌이켜 (요즈음의 유행을 따르자면 이른바 ‘글로발
스탠다드’에 비추어) 비판해보는 일이다. 그런 주제나 내용 요소의 위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보
다 앞에 놓여야 할 것이다.

3. ‘영역별 내용’에서의 접근 방향 비판

교육부 고시와 그에 대한 공식 해설에 담긴 ‘법과 사회’ 과목의 ‘영역별 내용’에는 내용 요
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향이 각 요소별로 간단히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1998: 202-206;
김해성․최인화, 2001: 217-226 참고). 고시에서는 ‘내용 체계’에 담긴 ‘영역’과 ‘주제’ 구분 아
래에서 ‘내용 요소’들과 거의 일치하도록 조목을 잘게 나누어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해설에서는 ‘내용 체계’에서 구분한 ‘영역’들을 ‘단원’으로 바꾸어 놓고서 각 단원별로
‘개관’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제별 학습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용 요소들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비슷해서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수많은 내용 요소들에 대한 접근 방향을 낱낱이 들어가며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게 번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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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이므로, 여기서는 대체적인 ‘인상 비판’에 그치고, 구체적인 비판은 결과적으로 나중의
내용 구성 대안 제시로써 대신하기로 하겠다.
그 비판의 요점은 ‘문제 해결력’이나 ‘법적 사고력’ 함양에 지나치게 무게를 실은 나머지 여
러 실정법 규범들의 존재를 전제하고서 거기에 담긴 개념적 장치들의 의미를 이해시키거나
그것이 사회생활 관계를 어떻게 규율하고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분쟁 사례들에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지를 이해시키고 현행 법질서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너무 많
은 힘을 쏟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체로 이른바 ‘규범학적 접근(dogmatic
approach)’과 ‘가치 주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전문가 교육에 알맞은 접근 방
향이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민 교육에 알맞은 접근 방향이 아니다(그 까닭에 대해서는
조우영, 2005: 351-360 참고).
그런 접근 방향이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는, ‘법
과 사회’를 포함한 ‘심화 선택 과목’ 일반에 대한 성격 규정과는 들어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성격 규정 자체가 이미 고등학교 법 교육 과목에 대해서는 알맞지 않다. 과목의 성격 규정에
대한 내 생각은 이 글 첫머리에 이미 밝혔거니와(“시민적 교양 증진을 위한 과목”), 그런 생
각에 따라 지금의 접근 방향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에 대한 대안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적 접근’을 채택하자는 것이고, 굳이 ‘규범학적 접
근’을 주로 하더라고 그에 앞서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를 꾀한 다음에 하자는 것이다. 여
기서 ‘사회과학적 접근’이라는 말로써 내가 뜻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법이
왜 필요하며 어떤 구실을 하는지,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되며 법
이 제 구실을 하는 데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이 ‘권리’나 ‘의무’
인 까닭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현행) 실정법의 여러 규범들은 어떤 사회 사정을 바탕으로 성
립하게 되었고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법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데에서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여러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에
게 기대되는 구실은 각각 어떤 것인지 따위를 이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피교
육자들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법 일반과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7)
다만, 교육의 소재(素材) 자체가 ‘법’인 만큼 ‘규범학적 접근’을 빼놓을 수는 없겠는데, 그것
은 될 수 있으면 쉽게,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이나 제도에 대해서,
꼭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좋겠다.

7)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들이 현행 법체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에서 법
운용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기대되는 구실이 ‘대의제’를 통한 주권 행사(바꾸어 말하면, 대의 기관에 대한 감
시와 간접 통제)와 대의 기관에서 정립한 법 규범에 대한 ‘자발적’ 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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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존의 교육 내용 순서 배열 비판

현행 교과 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의 교육 내용은 앞의 “‘내용 체계’에서의 영역 구분 및
주제와 내용 요소 선정 비판”에서 소개한 ‘내용 체계’의 내용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첫 영역과 마지막 영역을 뺀 그 사이의 나머지 세 영역들, 곧 우리나라의
현행 실정법들을 다루는 세 영역들의 배열 순서는 이미 지적한 바대로 이른바 ‘환경확대법’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데, 문명화된 사회생활의 공․사 영역별 존속 가능성의 선후 관계나 우
리나라 현행 법체계(헌정 질서)의 논리적․위계적 구조에 비추어 보면 마땅하지 않다. 문명화
된 사회에서는 정치공동체를 조직하고 기초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사사로운 생활이 존속하는
데에 현실적인(그에 따라, 논리적인) 전제가 되며,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도 헌법이 다른
모든 법 규범들에 우선하며 후자는 전자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 뒷받침을 받아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할 소재 자체의 구조상 선후 관계가 이럴진대, 적어도 헌법만은 ‘사법
(개인 생활과 법)’이나 ‘사회법(사회생활과 법)’ 앞에 놓여야 할 것이다. 넘겨짚어 보건대, 헌법
보다 다른 법들을 먼저 가르칠 경우에 피교육자들의 머리 속에 생겨날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
대한 오해나 오개념의 교육적․정치적 폐해는 ‘환경확대법’의 교육 기법상 편의성이나 효용을
압도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현행 교육 내용 순서 배열이 가지는 문제점은 ‘환경확대법’에 따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짚어두었듯이 특히 ‘공법(국가 생활과 법)’ 영역을 ‘헌법’까
지 포함해서 통째로 한 군데에 묶어놓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안적
교육 내용 순서 배열은 현행 ‘공법’ 영역을 해체하고 나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 개의 각 ‘영역’ 안에서의 주제들과 내용 요소들의 순서 배열에도 비판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들을 낱낱이 비판하는 것은 이미 때늦은 일이 되고 말았다. 주제들과
내용 요소들의 목록 자체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혔고 특정 영역을 해체하자는 이야기까지 꺼
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비판도, 여태껏 미루어두었던 다른 비판들과 아울러, 다음의 내
용 구성 대안 제시로써 대신하기로 하겠다.
다음에 제시하는 대안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환경확대법’을 뒤집어서 논의 대상을 점점 좁
혀가는 듯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점은 처음부터 미리 뜻하는 바가 아니며,
오로지 교육의 소재 자체에 내포된 논리적 선후 관계를 좇아 그 순서대로 배열하고자 할 따
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리는 바는 순차적․연쇄적 이해와 누적적 개념 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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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안 제시

이제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을 위한 대안적 내용 구성 방안을 제시해보겠는데, 기존의
내용 구성을 비판할 때와는 달리 범위와 순서를 분리해서 다루지 않고, 기존 교육부 고시의
‘영역별 내용’ 서술과 비슷한 형식으로, 선정된 영역들과 주제들과 내용 요소들을 순차로 배열
하면서 각 영역별, 주제별, 내용 요소별 접근 방향을 밝혀 내놓기로 하겠다. 영역별, 주제별,
내용 요소별 선정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순서 배열의 이유도 그때그때 밝혀야 마땅하겠지만,
그 이유들은 지금껏 기존 내용 구성을 비판해오면서 간접적으로 밝혔거나 다음 대안의 내용
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치고, 여기서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 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대단원 / 총 9개) 구분과 배열 및 영역별 접근 방향>
1. 사회생활과 법의 일반적 관계 및 법의 일반적 속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역사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형성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3.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큰 짜임새를 이해하도록 한다.
4. 우리나라 헌정 질서 및 헌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5. 일상적 국내 사회생활의 내용과 성격을 분야나 측면을 나누어가면서 이해하고 그에 대
한 법의 규율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6. 국내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상황 및 그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절차와 원리
를 분야별로 나누어 이해하도록 한다.
7. 국내 사회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를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법 문화와 법체
계의 문제점을 짚어 비판해보도록 한다.
8. 국제 사회의 특징적 면모와 국제법의 대략적 내용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
법적 구속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9.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사회 변화의 내용과 방향 및 그에 대응하는 법의 변화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고 예측해보도록 한다.

<영역별 주제(중단원 / 총 34개 이상) 구분과 배열 및 주제별 접근 방향>
1. 사회생활과 법의 일반적 관계 및 법의 일반적 속성을 이해하도록 한다(5개 주제).
1) 사회 규범과 법의 필요성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여러 가지 사회 규범 가운데 법의 특색을 이해하도록 한다.
3) 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존재 형태를 따져서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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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따져보도록 한다.
5) 법이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일반적 방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역사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형성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6개 주제).
※ 먼저 1. 2)의 일부 내용(법과 정치공동체의 관련성 및 시간적․장소적․인적 제약성)
을 되새기도록 한다.
1) 우리나라의 전통적 법 문화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선사 시대부터 일제 시대
까지).
2) 왕정 폐지와 신분제 해체의 정치적․사회적․법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3) 독립운동기의 좌․우 대립, 국제적 진영 대립과 분단, 미군정기의 좌․우 대립이 우
리나라 현행 법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을 따져서 이해하도록 한다.
4) 농지 개혁의 정치적․사회적․법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5) 서양 근대 사회의 모습과 그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을 따져서 이해하도
록 한다.
6) 자본주의적․자유민주주의적 법질서의 배경 이데올로기와 주요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3.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큰 짜임새를 이해하도록 한다(4개 주제).
1) 법 규범들 사이의 위계질서를 이해하도록 한다.
2) 사사로운 생활과 공공 생활의 구분 및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의 구분을 이해하도록
한다.
3) 조직 규범과 행위 규범의 구분 및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을 이해하도록 한다.
4) 서로 충돌하는 법 규범들 사이에서의 우선 적용 원칙을 이해하도록 한다.
4. 우리나라 헌정 질서 및 헌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5개 주제).
1) 국가의 필요성 및 그 민주(주의)적 조직의 정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2) 기본권 보장이 민주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점과 우리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3) 권력 분립의 필요성과 원리 및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4)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유지를 위해서 법치(주의)가 필요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5)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전제로 한 법 운용(제정, 준수와 집행, 적용)의 방식(주체와
작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5. 일상적 국내 사회생활의 내용과 성격을 분야나 측면을 나누어가면서 이해하고 그에 대
한 법의 규율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4개 주제).
※ 먼저 일상적 국내 사회생활을 다음과 같은 네 영역이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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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도록 한다.
1) 행정의 필요성 및 행정 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율하는 법(행정법)의 주요 내용과 원
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2) 대등한 주체들 사이의 사사로운 생활의 구조와 내용 및 민사(상사 포함) 실체법의 주
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3) 사회법적 문제들의 내용과 등장 배경 및 사회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따져서 이해
하도록 한다.
4) 사회적 일탈에 대한 제재 장치로서의 형사 실체법의 필요성 및 그 주요 내용과 원리
를 이해하도록 한다.
6. 국내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상황 및 그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절차와 원리
를 분야별로 나누어 이해하도록 한다(5개 주제).
※ 먼저 4. 2)의 일부 내용(국민의 재판청구권)과 4. 5)의 일부 내용(법원과 헌법재판소
의 조직과 종류별 관할)을 되새기도록 한다.
1) 민사소송(가사소송 포함)의 대상과 절차 및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2) 행정 구제(특허심판과 특허소송 포함)의 대상과 절차 및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3) 형사소송의 대상과 절차 및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4) 헌법소송의 대상과 절차 및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노동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경찰, 검찰 따위의 존재와
기능을 이해하도록 한다.
7. 국내 사회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를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법 문화와 법체
계의 문제점을 짚어 비판해보도록 한다(2개 주제).
1) 국내 사회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2) 오늘날 우리나라 법체계와 법 문화의 문제점을 따져서 비판해보도록 한다.
8. 국제 사회의 특징적 면모와 국제법의 대략적 내용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
법적 구속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2개 주제).
1) 국제 사회의 모습 및 국제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법적 구속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9.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사회 변화의 내용과 방향 및 그에 대응하는 법의 변화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고 예측해보도록 한다(1개 이상의 주제).
1) (※ 여러 주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영역별․주제별 내용 요소(소단원 / 총 89개 이상) 구분과 배열 및 내용 요소별 접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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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생활과 법의 일반적 관계 및 법의 일반적 속성을 이해하도록 한다(5개 주제 / 소
계 23개 내용 요소).
1) 사회 규범과 법의 필요성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한다(4개 내용 요소).
(1) 사회 규범 일반의 필요성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한다(평화와 질서 속에서의 사회
적 실질 가치, 곧 생명, 건강, 재산, 명예, 정서적 안정 따위의 보전과 증진 / 분
쟁 예방과 처리).
(2) 사회생활에서 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는 까닭을 따져보도록 한다.
(3) 결국 사회적 가치와 반가치의 배분 문제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고 그 예방과 해결
의 관건이며,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의 핵심적 과제임을 이해하도
록 한다.
(4) 사회 규범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따져보도록 한다.
2) 여러 가지 사회 규범 가운데 법의 특색을 이해하도록 한다(8개 내용 요소).
(1) 사회 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한다.
(2)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사회 규범들이 각각 어떤 대책을 제시하는지를 따져
보고 법의 특색을 이해하도록 한다.
(3) 법의 외면성과 강제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4) 문명사회에서, 법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따져보고 법은 정치공동체를 배경으로
존속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5) 법은 특정한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시간적, 장소적, 인적으로 한정된 효력 범위를
갖고 시대적․장소적 차이를 보이는 ‘문화적’ 규범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6) 법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삼아 한정된 효력 범위를 가지므로 한 사회에 존재하
는 여러 법 규범들은 하나의 통일적 체계를 이룸을 이해하도록 한다.
(7) 법은 타율적 규범으로서 이른바 ‘자력구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존속함을 역사적․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8) 법의 독특한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따져보도록 한다.
3) 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존재 형태를 따져서 이해하도록 한다(2개 내용 요소).
(1) 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특성을 띠는 사회규범임을 되새겨서 법의 개념을 정리
한 다음 그 개념의 외연 범위를 온갖 실정 법규들의 존재를 따져서 확인하도록
한다.
(2) 온갖 실정 법규들은 성문법(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 따위의 형태로 존재함
을 이해하도록 한다.
4) 법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따져보도록 한다(6개 내용 요소).
(1) 어떤 법이든 이른바 ’소여‘나 사물(인간 포함)의 자연적 본성을 거슬러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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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2) 구체적 법 규범들은 각기 독특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독특한 존재 이유나 목적을
가지며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알맞은 수단을 동원해
야 함을 이해함으로써 ‘합목적성’을 일반적 법이념 가운데 하나로 들 수 있도록
한다.
(3) 구체적 법 규범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든지 간에 그와 관련되는 사회적 가치와 반
가치를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함을 이해함으로써 ‘정의’를 일반적 법이
념 가운데 하나로 들 수 있도록 한다.
(4) 어떤 법이든 명확하고 어느 정도 지속적이어야 함을 이해함으로써 ‘(법적) 안정
성’을 일반적 법이념 가운데 하나로 들 수 있도록 한다.
(5) 법이념들 사이의 협력․조화․충돌․우열 관계를 따져보도록 한다.
(6) ‘자연법’ 개념의 내용과 등장 배경 및 그 바람직한 구실을 따져보고 아울러 소여
와 조리 및 법이념들의 자연법적 성격을 확인하도록 한다.
5) 법이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일반적 방식을 이해하도록 한다(3개 내용 요소).
(1) 법 규범이 명령(작위 명령), 금지(부작위 명령), 적극적(작위) 허용, 소극적(부작위)
허용이라는 네 가지 양상을 띨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2) 법의 명령과 금지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며 법의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
은 사람들에게 자유나 권리를 준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객관적 법과 주관적
법 / 권리와 의무의 개념).
(3)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써 맺어지는 관계로 볼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가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역사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형성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6개 주제 / 소계 9개 이상의 내용 요소).
※ 먼저 1. 2) (4)∼(5)의 내용(법과 정치공동체의 관련성 및 시간적․장소적․인적 제약
성)을 되새기도록 한다.
1) 우리나라의 전통적 법 문화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선사 시대부터 일제 시대
까지 / 3개 내용 요소).
(1) 선사 시대 인류의 일반적 법 문화와 우리나라 연맹왕국기까지의 (고유) 법 문화
를 이해하도록 한다.
(2) 고대 국가로서의 고구려, 백제, 신라와 고려의 법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율령
체제와 불교의 병립).
(3) 조선 시대의 법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율 체제와 유교 정치).
2) 왕정 폐지와 신분제 해체의 정치적․사회적․법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2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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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1) 왕정 폐지의 헌정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2) 신분제 해체의 헌정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3) 독립운동기의 좌․우 대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적 진영 대립과 분단, 미군
정기의 좌․우 대립이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을 따져서 이해하도록
한다(1개 이상의 내용 요소).
(1) (※ 여러 내용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4) 농지 개혁의 정치적․사회적․법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1개 내용 요소).
(1) 농지 개혁의 헌정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5) 서양 근대 사회의 모습과 그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을 따져서 이해하도
록 한다(1개 이상의 내용 요소).
(1) (※ 종교개혁, 계몽사상, 시민혁명, 산업혁명 따위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6) 자본주의적․자유민주주의적 법질서의 배경 이데올로기와 주요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1개 이상의 내용 요소).
(1) (※ 인본주의, 천부인권 사상,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민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따위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3.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큰 짜임새를 이해하도록 한다(4개 주제 / 소계 7개 내용 요소).
1) 법 규범들 사이의 위계질서를 이해하도록 한다(2개 내용 요소).
(1) 법 규범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를 이루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지방자치규정,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국제 법규들의 위계질서의 내용을 헌법 규정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한다.
2) 사사로운 생활과 공공 생활의 구분 및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의 구분을 이해하도록
한다(2개 내용 요소).
(1)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 생활 관계를 사사로운 영역․측면
과 공적 영역․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과 공․사 구분의 내용과 의미
를 당사자의 성격 및 사안에 걸린 이해관계의 성격과 규제 필요성에 주목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2) 공법, 사법, 사회법 구분의 내용과 의미 및 이론적․실제적 유용성을 이해하도록
한다(특히 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재판소들의 법역별 관할).
3) 조직 규범과 행위 규범의 구분 및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을 이해하도록 한다(2개
내용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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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규범과 행위 규범의 구분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2)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4) 서로 충돌하는 법 규범들 사이에서의 우선 적용 원칙을 이해하도록 한다(1개 내용
요소).
(1) 상위법 우선(적용)의 원칙,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 신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그 순서대로 우선 적용된다는 점과 상위법과 하위법, 일반법과 특별법, 구법과
신법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4. 우리나라 헌정 질서 및 헌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5개 주제 / 소계
18개 내용 요소).
1) 국가의 필요성 및 그 민주(주의)적 조직의 정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3개 내용 요
소).
(1) 국가나 정치공동체 일반의 일반적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2)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3) 정당 제도, 공무원 제도, 참정권과 청원권 따위가 국가의 민주적 조직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2) 기본권 보장이 민주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점과 우리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9개 내용 요소).
(1) 기본권 보장이 민주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헌법 제10조의 내용(인간의 존엄
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확인하도록
한다(기본권 보장의 내용적 최고 원리).
(2) 헌법 제11조의 내용(평등 원리와 평등권) 및 그것이 기본권 보장에서 최고의 형
식적 원리라는 점, 그것이 ‘정의’라는 법이념의 핵심적 내용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점, 온갖 형태의 차별 철폐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 현대적 인권 보장의 핵심적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 내용과 그것이 일상적 공․사 생활의 법적 기초와 기본
방침이 됨을 이해하도록 한다.
(4) 재산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 및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실질적 자유의 기초).
(5) 사회적․생존(생활)권적 기본권의 보장 배경과 내용 및 그것이 경제의 민주화와
함께 사회법의 기본 원리를 이루게 됨을 이해하도록 한다.
(6) 청구권적 기본권의 보장 내용과 그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7) 헌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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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방법 및 그 한계를 따져서 이해하도록 한다.
(9) 여러 사람의 여러 기본권들이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를 따져보도
록 한다.
3) 권력 분립의 필요성과 원리 및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1개 내용 요소).
(1) 권력의 집중, 자기증식, 타락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통제의 필요성과 방법을 따져
서 권력 분립의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4)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을 위해서 법치(주의)가 필요함을 이해하도록 한다(1개 내용
요소).
(1)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을 위해서 법치(주의)가 필요함을 따져서 이해하도록 한
다.
5)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전제로 한 법 운용(제정, 준수와 집행, 적용)의 방식(주체와
작용)을 이해하도록 한다(4개 내용 요소).
(1) 입법의 주체와 형식 및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2) 행정의 주체와 법치 행정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3)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직, 재판의 의미, 법 해석과 적용의 기본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도록 한다.
(4)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 통제(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와 위헌 법률
심사) 제도를 이해하도록 한다.
5. 일상적 국내 사회생활의 내용과 성격을 분야나 측면을 나누어가면서 이해하고 그에 대
한 법의 규율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4개 주제 / 소계 12개 이상의 내용 요
소).
※ 먼저 일상적 국내 사회생활을 다음과 같은 네 영역이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을 이해하도록 한다.
1) 행정의 필요성 및 행정 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율하는 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
해하도록 한다(3개 내용 요소).
※ 먼저 4. 5) (2)의 주요 내용(법치 행정의 원리)을 되새기도록 한다.
(1)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와 관련해서 행정의 필요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2) 여러 행정 기관들의 조직과 기능을 이해해보도록 한다(대개 시장, 경찰서장, 세무
서장 따위의 각종 ‘고지서’ 명의자가 ‘행정청’임을 설명할 것).
(3) 행정작용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처분’ 개념을 중심으로).
2) 대등한 주체들 사이의 사사로운 생활의 구조와 내용 및 민사 실체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4개 내용 요소).
※ 먼저 4. 2) (1)∼(4)의 일부 내용(행복추구권, 평등 원리와 평등권, 사사로운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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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재산권)을 되새기도록 한다.
(1) 인법(人法)의 주요 내용(자연인, 일반적 법인, 상인, 회사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법률행위와 대리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2) 가족법의 주요 문제들(친족관계, 상속)을 다룬다.
(3) 재산법의 주요 원리(이른바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와 그 수정)와 문제들(물권, 무
체재산권, 채권, 상거래)을 다룬다.
(4) 특히 부동산 거래나 약관에 의한 거래 따위의 생활상 중요한 거래 문제들을 다룬
다.
3) 사회법적 문제들의 내용과 등장 배경 및 사회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1개 이상의 내용 요소)
※ 먼저 4. 2) (1)∼(2), (4), (6), (8)의 주요 내용(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원리와 내용)을
여러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되새기도록 한다.
(1) (※ 내용 요소의 단위를 적당히 나누어, 어린이나 청소년과 교육, 여성, 노인, 장
애인, 임금노동자, 소비자, 극빈자, 독과점 기업, 환경 문제 따위의 사회법적 문제
영역들 및 사회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핵심적 원리가
‘억강부약’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4) 사회적 일탈에 대한 제재 장치로서의 형사 실체법의 필요성 및 그 주요 내용과 원리
를 이해하도록 한다(4개 내용 요소).
(1) 범죄 통제의 필요성과 역사를 이해하도록 한다(범죄에 대한 객관주의적 평가와
주관주의적 평가, 응보형과 일반예방주의 및 교정형과 특별예방주의).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과 의미를 4. 2) (3)∼(4)의 일부 내용(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3) 형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4) 보안 처분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따져보도록 한다.
6. 국내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상황 및 그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절차와 원리
를 분야별로 나누어 이해하도록 한다(5개 주제 / 소계 10개 이상의 내용 요소).
※ 먼저 4. 2) (6)의 일부 내용(국민의 재판청구권)과 4. 5) (3)의 주요 내용(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조직과 종류별 관할)을 되새기도록 한다.
1) 민사소송(가사소송 포함)의 대상과 절차 및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2개 내용 요소).
(1) 민사적 분쟁의 여러 가지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2) 민사 소송의 절차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2) 행정 구제(특허심판과 특허소송 포함)의 대상과 절차 및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3개
내용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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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적 분쟁의 여러 가지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2) 행정상 손실전보제도와 행정심판(특허심판 포함) 제도를 이해하도록 한다.
(3) 행정 소송의 절차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3) 형사소송의 대상과 절차 및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3개 내용 요소).
(1) 범죄에 대한 절차적 대응의 세 방식(즉결심판, 약식명령, 정식재판)의 존재를 이
해하도록 한다.
(2) 형사소송의 삼각 구도(범죄자, 피해자, 국가) 및 그와 관련된 헌법상의 원칙들(4.
2) (3)∼(4)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4. 2) (6)의 형사 보상 청구권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보장)을 되새기도록 한다.
(3) 형사소송(수사, 기소, 재판)의 절차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4) 헌법소송의 대상과 절차 및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1개 이상의 내용 요소).
(1) (※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5) 국가인권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노동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경찰, 검찰 따위의 존재와
기능을 이해하도록 한다(1개 이상의 내용 요소).
(1) (※ 각 기관별로나 제도별로 여러 내용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7. 국내 사회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를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법 문화와 법체
계의 문제점을 짚어 비판해보도록 한다(2개 주제 / 소계 7개 내용 요소).
1) 국내 사회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한다(4개 내용 요소).
(1) 법의 분쟁 예방 기능은 한정적으로만 발휘된다는 경험적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법이 있어도 분쟁은 사라지지 않음).
(2) 사법 절차에 따른 분쟁 처리가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
다(궁극적 분쟁 해결의 불가능성).
(3) 법은 애초부터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되새기도록 한다.
(4) 정치(입법, 집행, 사법) 권력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 방법을
따져보도록 한다.
2) 오늘날 우리나라 법체계와 법 문화의 문제점을 짚어 비판해보도록 한다(3개 내용 요소).
(1)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체계(법의 내용)에 대해 비판해보도록 한다.
(2)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 문화(법의 제정, 집행, 적용, 준수 실태 및 그와 관련된 입
법 기관, 행정 기관, 사법 기관, 법률가들, 일반 국민들의 행태와 의식)에 대해 비
판해보도록 한다.
(3) 1. 4)의 주요 내용(소여, 법이념, 자연법)을 되새겨서 악법의 개념을 따지고 예를
들어보면서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보도록 한다(청원, 여론, 선거, 시민불
복종, 저항권 행사, 망명 따위를 예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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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 사회의 특징적 면모와 국제법의 대략적 내용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
법적 구속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2개 주제 / 소계 2개 이상의 내용 요소).
1) 국제 사회의 모습 및 국제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1개 이상의 내
용 요소).
(1) (※ 국제 평화와 교류의 필요성, 국제 관계에서의 힘의 논리의 지배, 국제법의 임
의성 따위를 비롯한 여러 내용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법적 구속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1개 이상의 내용
요소).
(1) (※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일정한 국제법에 대한 국내적 효력 부여, 실제 재판
에서의 국제법 적용 실태 따위를 비롯한 여러 내용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9.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사회 변화의 내용과 방향 및 그에 대응하는 법의 변화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고 예측해보도록 한다(1개 이상의 주제 / 소계 1개 이상의 내용 요소).
1) (※ 여러 주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 1개 이상의 내용 요소)
(1) (※ 여러 내용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Ⅴ. 맺음말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결국 남는 것은 바로 앞에 제시한 대안인데, 나 스스로도 꼼꼼히 다듬
지 못한 것이라 기존의 내용 구성 방안보다 나은 점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아직 비어 있는 곳
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역(대단원), 주제(중단원), 내용 요소(소단원)들의 목록 자체가 너
무 많고 어지럽다. 영역이 9개, 주제가 최소 34개, 내용 요소가 최소 89개인데(기존 방안에
서는 영역 5개, 주제 18개, 내용 요소 37개), 특히 각 내용 요소들의 실제 크기가 얼마나 될
지는 나 스스로도 가늠하지 못하겠다. 지금 고등학교 교실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채택해서
가르칠 경우에 거기에 배당되는 수업 시간이 모두 102교시(50분×6단위×17주) 정도인데(교육
부, 1998: 7 표), 그 동안에 이 방안이 의도하는 내용을 얼마나 소화해서 가르칠 수 있을지 도
무지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다. 이 방안의 이론적 타당성은 젖혀두더라도, 그 현실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려면 내용 요소의 총수가 90개쯤으로 한정되도록 해서 주제별․영역별로 재배
분하고 각 내용 요소의 크기도 될 수 있으면 1개 교시 수업에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조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아비판을 해 보니, 이 방안은 아직 ‘대안’으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내용 구성 방안을 비판하면
서 내세웠던 주요 논점들을 최대한 투영하려고 애쓴 결과가 이것이다. 기껏 애쓴 결과가 이것
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지만, 더 고치고 다듬으면 점점 나아지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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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osing an Alternative Organization of Contents for Law
Related Education in High Schools

Jo, U-yeong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of South Korea(1997∼), the contents of law-related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under the subject title of 'Law and Society' are divided
into five parts, i. e. 'The Ideas of Law / Legal Rights and Obligations'(general
understanding of law), 'Private Life and Law'(private laws), 'Social Life and Law'(social
laws), 'National Life and Law'(public laws), and 'The Development and the Problems of
Legal Life', and those are arranged in such order. The division and arrangement of the
intermediate three parts seem to have followed a general practice among jurists and the
so-called 'Expanding Environments'. Such a division and arrangement is not suitable for
coherent and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current South Korean legal system, because
diverse public laws are quite heterogeneous and the social laws cannot be properly
understood without an understanding of the private and the public laws. Above all, the
present South Korean legal system is a 'constitutional' one which is organised after a
written constitut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 must be arranged before any other positive
laws. On the other hand, the Curriculum approaches the law along a dogmatic way and
lays some emphasis on the cramming of values. As such an approach is not desirable for
democratic civil education, so it should be changed into a social-scientific and critical one.
Conclusively, I propose an alternative organization of contents with following scope,
sequence and approach(The details are proposed in the body of this article.):

1.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social life and law, and some general natures
of law.
2. Understanding historical, soci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of the present South
Korean legal system.
3. Understanding hierarchial structure and substantial framework of the present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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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egal system.
4. Understanding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current South Korean Constitution.
5.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nature of peaceful-and-ordered domestic life, and
som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relevant laws(administrative laws, private
laws, and social laws).
6.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nature of domestic disputes, and som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relevant laws(procedural laws).
7. Understanding the limits of ruling domestic life with laws, and Criticising the
present South Korean legal system and law-related culture.
8.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nat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m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s focused on the problems relevant to
South Korea.
9. Understanding and Forecasting current and future change of human life and
relevant laws.

key words: law-related education, (the subject of) 'Law and Society', scope, sequence,
civil perspective, social-scientific approa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