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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7차 소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남 경 희1)

〈 요 약 〉
일본의 사회과는 민주주의의 구현을 담당하는 중핵적 교과로서 사회기능법과 동심원적 확대법
을 스코프와 시퀀스로 하여 지리적 내용, 역사적 내용, 공민적 내용으로 성립된다. 사회과의 궁극
적 목표는 공민적 자질의 육성으로, 공민적 자질은 1968년판 학습지도요령에서 나타나 사회과 교
육의 본질적인 개념으로서 정착하면서 충군․애국, 국기․국가와 같은 국가주의 색채를 강조해 가고
있다. 한편으로 인간주의 및 세계주의의 흐름을 반영하여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교과 목표의 핵심요소를 이루는 것은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
와 애정’, ‘공민적 자질의 기초’의 3가지이고, 학년 목표는 지도 내용과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
하고, 지적 목표, 태도 목표와 더불어 능력 목표를 기술하여 이해, 태도, 능력의 통일적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 3, 4학년은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5학년은 산업과 국토에 관한
내용으로, 6학년은 역사적, 정치적, 국제이해 학습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소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국가주의’, ‘인간주의’, ‘세계주의’의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유 교육과정의 흐름은 학력 저하라는 문제로 지금보
다 후퇴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기본법의 개정 등 내셔널리즘의 강화로 세계주의의 흐름 속에서도
국가주의적 요소는 계속 강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공민적 자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의 목표, 사회과의 내용, 여유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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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행 7차 교육과정은 여유 교육과정의 출발로 보는 1977년판의 학습지도요령 및 그 승
계로 보는 1989년판의 학습지도요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풍부한 인간성, 여유 있는
생활, 기초․기본적인 내용의 중시 및 개성화 등을 기치로 한 여유 교육과정의 바탕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자립 능력 및 주체성, 살아가는 힘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면서 1968판
학습지도요령에서 강화된 국가주의의 흐름 역시 현행의 교육과정은 승계하고 있다1).
일본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시퀀스(sequence)로서는 동심원적 확대법(환경확
대법 또는 지평확대법으로 명명됨)을, 스코프(scope)로서는 사회기능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1989년판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통합교과로서 ‘생활과’가 신설
됨에 따라 저학년 사회과가 폐지되어 사회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습이 시작된다. 또
한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합적 학습시간’
이 창설되고 주당 3시간씩 운영됨에 따라 사회과의 수업시간이 감소되고, 고등학교에서
지역과(地歷科)의 성립 등으로 사회과는 해체의 존립 위기까지 맞고 있는 실정이다(김보
림, 2007: 358; 남경희, 1995: 53).
여기에 여유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육성한다고 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사회
과 학습에 있어서도 지식․개념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활동 위주 학습으로
전환한 결과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남경희, 2007: 324). 2003년에
실시되고 2004년에 12월에 발표된 국제교육도달도평가학회(IEA)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국제학력비교조사 결과, 학생들
의 학력저하 경향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주체적, 적극적으로 생각
하고, 종합하여 판단 ․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자립적인 사회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초․기본이 되는 지식․기능을 익히게 하고,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힘으
로서 살아가는 힘을 강조하는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확실한 학력을 지향
하는 교육개혁의 와중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정의 변천 속에서 국가주의, 인간주의 및 세계주의가 일본의 사회
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행 7차 소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성립 배경과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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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7차 사회과 교육과정
1.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분류하는 형태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지만, 필자는
학습지도요령의 내용 변천을 기준으로 초기 사회과(1947년 및 1951년판 학습지도요령),
계통주의 사회과(1955년판, 1958년판 학습지도요령), 국가주의 사회과(1968년판 학습지도
요령), 국가주의․인간주의․세계주의 사회과(1977, 1989년 및 1998년판 학습지도요령)로 구
분하고자 한다.
가. 초기 사회과(1947년 및 1951년판 학습지도요령)
전후 초기 사회과는 1947년판과 1951년판의 학습지도요령 사회과편에서 나타나 민주주
의 구현을 담당한 중핵적 교과로서 학력 문제로 1955년판 지식․이해 중심의 계통주의 사회
과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사회과를 지칭한다. 초기사회과는 미국의 버지니아주 커리큘럼의
영향을 받아 사회기능법과 동심원적 확대법을 스코프와 시퀀스로 하여 사회과 커리큘럼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갔다. 여기서는 1930년대 미국의 지역사회학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
교육플랜과 학습방법으로서 죤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이론의 영향을 받은 문제해결학습2)
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였고(初期社會科實踐史硏究會編, 1986:31-45;白井嘉一
外,1988: 33-76; 小原友行, 1998:27-30), 이는 지금까지 일본 사회과에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나. 계통주의 사회과(1955년판, 1958년판 학습지도요령)
1952년의 미국과 일본의 강화조약 등과 같은 일본의 정치․사회적 변화는 보수주의 교육
정책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다가 경험주의와 문제해결학습을 바탕으로 한
초기 사회과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적이 없는 무국적의 교육을
한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1955년 및 1958년판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도덕이 특
설되고, 지리적․역사적 내용의 계통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소학교 사회과의 목표에 ‘향토와 국토에 대한 애정 등을 함양한다.’와 ‘선인의 업적
과 뛰어난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태도, 올바른 국민적 자각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
에 진력하는 태도를 함양한다.’와 같은 내용이 부가되는(白井嘉一 外, 1988: 99) 등 국가
주의 요소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3).
다. 국가주의 사회과(1968년판 학습지도요령)
고도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과의 각 영역이나 교과 목표에 일본적 시민으로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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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개념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등 국가주의 색채를 강화해 갔다. 1968년판 학습지도요령
에서 미국적인 민주시민의 이념 대신에 일본적인 공민 개념을 전면적으로 등장시키고 있
다(黃惠淑, 2000: 112). 이러한 공민 개념은 1966년의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 ‘후기 중등
교육의 확충 정비에 대하여’에서의 ‘기대되는 인간상’(齊藤 弘, 1991: 190-203)에 애국심,
천황에 대한 경애심, 우수한 국민성과 같은 표현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4).

라. 국가주의․인간주의․세계주의 사회과(1977, 1989년 및 1998년판 학습지도요령)
고도 경제 성장과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보화, 국제화, 가치
관의 다양화, 핵가족화, 고령화 등의 변화가 학생들의 생활과 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면서 풍부한 인간성, 주체적 자립 능력, 개성 중시 등의 인간화와
개성화 요소들이 중시된 시기이다(日本社會科敎育學會編, 1978: 15-16; 日本社會科敎育學
會編, 1992: 16-17; 山口幸男, 山本友和編, 2001: 15-19).
동시에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세계 속에서의 일본과 일본인의 역할이 크게 강조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서는 일본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애정과 일본인으로서
의 자각, 국기 및 국가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은 국민적 자질과 세계 속에서의 일본인이라는
시민적 자질이 이른바 공민적 자질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되기 시작한다.

2. 7차 사회과 교육과정(1998년판 학습지도요령)의 성립
현재의 7차 교육과정은 수험경쟁의 과열화, 집단 괴롭힘과 부등교의 문제, 생활경험의
부족, 국제화, 정보화 과학기술의 진전, 환경문제, 고령화, 소자녀화 등의 사회 상황을 배
경으로 성립하고 있다(山口幸男, 山本友和編, 2001: 15-17). 7차 교육과정은 1989년의 6
차 교육과정과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학생들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
화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기준의 개선 목표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敎育課程審
議會, 1997: 52-54; 文部科學省, 2006a: 1-5). 첫째, 풍요로운 인간성과 사회성, 국제사
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육성하는 것 둘째,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
하는 힘을 육성하는 것 셋째, 여유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에서 기초․기본의 확
실한 정착을 도모하고,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 넷째, 각 학교가 창의․궁리
를 살리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기준의 개선 목표에서 인간성, 여유, 개성, 자기주도력 등 인간주의
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일본인으로서의 자각 등과 같이 국가주의와 세계주의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개선 목표에 따른 사회과, 지리․역사과, 공민과 개선의 기본 방침은 다음의 2가지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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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된다(文部省, 2000: 2-4).
첫째, 일본과 세계의 제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면적으로 고찰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태도, 일본국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 국제협력 및 국제협조의 정신 등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국제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질과 능력을 육
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내용의 개선을 도모한다.
둘째, 학생의 발달 단계를 밟아 각 학교 단계의 특색을 한층 명확하게 하고 내용의 중
점화를 도모한다. 또한 지식 편중의 학습을 단순히 망라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함과 동시
에 사회 변화에 스스로 대응하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관점에서 기초․기본적인 내용으
로 엄선하고, 학습 방법 및 조사 방법의 학습, 작업 학습, 체험 학습과 문제해결 학습 등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을 한층 중시한다.
개선 목표와 마찬가지로 개선의 기본 방침에서도 학습자 주체의 학습, 일본국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같이 국가주의와 세
계주의 관점에서 공민적 자질을 추구하고 있다.

Ⅲ. 소학교 사회과의 목표와 특징
1. 소학교 사회과 교과 목표와 특징
가. 교과 목표의 구조
소학교 사회과의 교과목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일본국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기르
고,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민주적, 평화적인 국가․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기른다.’
교과목표의 전자는, 소학교 사회과 목표의 특색을 표시한 것으로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
를 도모하고, 일본국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소학교
단계에 있어서 사회과의 이해와 심정에 관한 지적 측면의 목표로 사회인식의 육성을 표시
한다. 또한 후자는, 초․중학교 사회과의 공통의 목표로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민주적, 평화
적인 국가․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기르는’ 것으로 태도 측면의
목표이다(文部省, 2000: 11-12; 山口幸男, 山本友和編, 2001: 20).
이처럼 초등학교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인식과 공민적 자질의 육성을 통일적으로 하여
일원론적 입장5)에서 사회과 교육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사회생활을 넓은 시야
로부터 포착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기르는 것을 궁
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공민적 자질을, 후자는 세계 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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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민적 자질을 지향하고 있다할 것이다6).

나. 교과 목표의 핵심 요소
교과 목표의 핵심요소를 이루는 것은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
와 애정’, ‘공민적 자질의 기초’의 3가지이다(文部省, 2000: 12-14).
첫째,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는 주로 공민적 내용으로, 사람들이 서로 여러 가지 관계
를 가지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사회생활에 적응하
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지향한다.
둘째,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은 주로 지리적, 역사적 내용으로, 지역사회와
일본국의 산업과 국토의 모습 및 선인의 활동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길러진다. 이는 일본
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해 갈 것을 지향한다.
셋째, ‘공민적 자질’은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민주적, 평화적인 국가․사회의 형성자, 즉
시민․국민으로서 행동하고, 일본인으로서 주체적,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질
을 의미한다7). 공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래도 국가․사회 수준의 개념으로 국제화시대
에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살아가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에 대응한 것이
다8).

2. 초등학교 사회과 학년 목표와 특징
가. 학년 목표의 구조
학습지도요령의 각 학년의 목표는 교과 목표의 의도 아래 지도 내용과 아동의 발달 단
계를 고려하고 지적 목표, 태도 목표와 더불어 능력목표9)를 기술하여 이해, 태도, 능력의
통일적인 육성을 지향한다(文部省, 2000: 14-18). 3, 4학년에서는 지역사회의 학습을 통
하여, 5학년에서는 일본국의 산업과 국토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6학년에서는 일본국의
역사와 정치 및 국제이해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아동에게 육성할 이해, 태도, 능력에 관한
목표를 구성하고 있다.

나. 학년별 이해, 태도, 능력 목표
각 학년의 이해, 태도, 능력에 관한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학년 목표
에는 교과 목표의 핵심요소를 이루는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 ‘공민적 자질의 기초’가 잘 반영되어 있다.
⑴ 이해에 관한 목표
이해에 관한 목표는 문장 말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를 깊게 하도록 한
다’로 기술하면서 사회사상의 지식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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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학년
① 지역의 산업과 소비생활의 모습,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 활동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역의 지리적 환경,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와 지역 발전에 힘쓴 선인의 활동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5학년
① 일본국의 산업 모습, 산업과 국민생활과의 관련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② 일본국의 국토의 모습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6학년
① 국가․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한 조상의 업적과 우수한 문화유산에 관해 흥
미․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도록 한다.
② 일상생활에서 정치 활동과 일본국의 정치 행태 및 일본국과 관계 깊은 나라의
생활과 국제사회에서 일본국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는 고장과 지역, 일본, 세계의 사회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
을 함양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구분

3, 4학년

이해목표

․ 지역의 산업과 소비생활
의 모습, 사람들의 건강
한 생활과 안전을 지키
기 위한 제 활동
․ 지역의 지리적 환경, 사
람들의 생활의 변화와
지역 발전에 힘쓴 조상
의 활동

5학년

6학년
․ 국가 ․ 사회의 발전에 커

․ 일본국의 산업 모습, 산
업과 국민생활과의 관련
․ 일본국의 국토의 모습

다란 역할을 한 선인의
업적과 우수한 문화유산
․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치
활동과 일본국의 정치
행태 및 일본국과 관계
깊은 나라의 생활과 국
제사회에서 일본국의 역
할

⑵ 태도에 관한 목표
태도에 관한 목표는 문장 말미를 ‘자각을 가지도록 한다’, ‘애정을 기르도록 한다’,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심정을 기르도록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로
기술하고 있다.
㈎ 3, 4학년
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도록 한다.
② 지역사회에 대한 자랑과 애정을 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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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학년
① 일본국의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②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관하여 관심을 깊게 하도록 하면서 국토에 대한 애정을
기르도록 한다.
㈐ 6학년
① 일본국의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심정을 기르도록 한다.
② 평화를 원하는 일본인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는 고장과 지역, 국가, 세계에 대한 자각, 애정, 관심, 심정, 공감과 같은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구분

3, 4학년

5학년

태도목표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
․ 지역사회에 대한 자랑과
애정

․ 일본국의 산업 발전에
관심
․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관하여 관심 및 국토에
대한 애정

6학년
․ 일본국의 역사와 전통,
나라를 사랑하는 심정
․ 평화를 원하는 일본인으
로서 세계 여러 나라 사
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자각

⑶ 능력에 관한 목표
능력에 관한 목표는 문장 말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사한 것을 표현하게 한
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로 기술하고 있다.
㈎ 3, 4학년
① 지역에서 사회적 사상을 관찰, 조사하고, 지도와 각종의 구체적 자료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고, 조사한 것을 표현하게 한다.
② 지역사회의 사회적 사상의 특색과 상호 관련 등에 관하여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
록 한다.
㈏ 5학년
① 사회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지도, 통계 등의 각종 기초 자료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고, 조사한 것을 표현하게 한다.
② 사회적 사상의 의미에 관하여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 6학년
① 사회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지도와 연표 등의 각종의 기초 자료를 효
과적으로 활용하고, 조사한 것을 표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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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 사상의 의미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여기서는 현대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능력, 표현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고 능력과 같은 요소들
을 강조하고 있다.

구분

능력목표

3, 4학년

5학년

6학년

․ 지역에서 사회적 사상을
관찰, 조사하고, 지도와
각종의 구체적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

․ 사회적 사상을 구체적으
로 조사하고, 지도, 통계
등의 각종 기초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

․ 사회적 사상을 구체적으

사한 것을 표현
․ 지역사회의 사회적 사상
의 특색과 상호 관련 등
에 관하여 생각하는 힘

사한 것을 표현
․ 사회적 사상의 의미에 관
하여 생각하는 힘

로 조사하고, 지도와 연
표 등의 각종의 기초 자
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고, 조사한 것을 표현
․ 사회적 사상의 의미를 보
다 넓은 시야에서 생각
하는 힘

Ⅳ. 초등학교 사회과의 내용과 특징
1. 초등학교 사회과 내용 구성의 관점
사회과의 내용구성 즉, 사회과의 커리큘럼을 편성할 때에 사용되는 관점은 스코프와 시
퀀스로 사회과에서의 각각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스코프의 원리로서 사회기능법과 학문체계
사회기능법은 사회생활의 경험을 교통, 통신, 소비, 생산, 교육 등의 사회기능으로 나누
고, 이들 각 기능을 사회과 학습의 내용으로서 구성해 가는 것이다10). 학문체계는 지리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학문이 정립한 지식내용을 사회과의 내용으로서 조직하여
간다.

나. 시퀀스의 원리로서 동심원적 확대법
환경 확대법 또는 동심원적 확대법은 아동의 주변으로부터 시작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대상 지역을 순차로 공간을 확대하여 가는 것 예를 들면, 가정․학교로부터 시작
하여 마을, 고장, 지역, 국가, 세계로 확대하여 가는 것이다. 이는 사회 이해의 공간적 원
리가 학년의 발달단계와 일치한다는 생각이다11). 이 원리에 따라 저학년(생활과)에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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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도까지의 공간을 대상으로, 3, 4학년은 지역 사회의 범위를 대상으로, 5학년은 일본
국의 국토를 대상으로, 6학년은 세계를 공간 범위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각각 취급하
고 있다.

2. 초등학교 사회과 각 학년의 내용과 특징
가. 지역학습으로서의 3, 4학년의 내용과 특징
소학교 3, 4학년의 학습은 지역학습으로, 학생이 거주하는 시정촌 및 도도부현 정도의
범위까지가 학습의 대상지역이다12). 종래는 3학년과 4학년을 별도로 취급하던 것을, 현행
학습지도요령에서는 3, 4학년의 목표․내용을 하나로 묶어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2개
학년을 통해서 지역의 실태에 부응하는 내용의 순서 및 교재 선정 등을 연구하여 지역에
밀착된 학습이 한층 탄력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7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서도 일본과 같은 통합 방식으로 중학년(3, 4학년) 학
습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있다.
3, 4학년의 지역학습에서는 사회기능법에 따라 지형과 지리, 생산과 판매, 건강과 안
전, 유물과 유적, 행사와 선인, 산업 등으로 나누어 지리적, 역사적, 공민적 영역의 학습
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리고 지역을 도구와 수단으로 한 사회사상의 이해는 5
학년의 산업․국토학습과 6학년의 역사․정치․국제이해학습으로 연계하면서 동시에 공간범위
를 확장하고 있다. 3, 4학년의 내용은 다음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文部省, 2000:
25-55).
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형, 토지 이용, 공공시설 등의 모습: 자신들이 살고 있
는 주변 지역과 시구정촌에 관하여 관찰, 조사하거나 백지도에 정리하거나 하여 조
사한다. 그리고 지역의 모습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⑵ 지역의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지역 사람들의 생산과 판매에 관하
여 견학하거나 조사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이들 일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궁리를 생
각하게 한다.
⑶ 지역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 활동: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음료수,
전기, 가스의 확보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견학하거나 조사하여 알아본다. 그리
고 이들의 대책과 사업은 지역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의 유지와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⑷ 지역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 활동: 지역사회에서 재해 및 사고로부터 사람
들의 안전을 지키는 궁리에 관하여 견학하거나 조사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계기관의 활동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궁리와 노력
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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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지역의 오래된 도구, 문화재와 연중행사, 지역 발전에 관한 선인의 구체적 사례: 지
역 사람들의 생활에 관하여 견학, 조사하거나 연표에 정리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사
람들의 생활의 변화와 원망, 지역 사람들의 생활 향상에 힘쓴 선인의 활동과 고심을
생각하게 한다.
⑹ 현(도, 도, 부)의 지형과 산업, 현 내의 특색 있는 지역: 현(도, 도, 부)의 모습에 관
하여 자료를 활용하거나 백지도에 정리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현(도, 도, 부)의 특색
을 생각하게 한다.
이와 같이 지역의 사회사상을 내용으로 지역 실태의 차이 및 특색, 사람들의 궁리와 노
력, 지역관련 사업의 취지, 선인들의 활동과 고심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여 시민적 자
질의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학년

3, 4
(지역학습)

항목수

6

항목
․
․
․
․
․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형, 토지이용, 공공시설 등의 모습
지역의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
지역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 활동
지역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 활동
지역의 오래된 도구, 문화재와 연중행사, 지역 발전에 관한 선인의
구체적 사례
․ 현(도, 도, 부)의 지형과 산업, 현 내의 특색 있는 지역

나. 산업 ․ 국토학습으로서의 5학년의 내용과 특징
5학년 사회과는 산업과 국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사상을 조사하고 각종
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해서 학습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도록 하고 있다. 산업학습은 일본국
의 산업의 실태를 이해함과 동시에 산업과 국민생활, 산업과 자신의 생활과의 관련을, 국
토학습은 국토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다룬다. 일본국의 농업, 수산업, 공업,
통신, 국토로 나누고 있는데 다음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文部省, 2000: 59-81).
⑴ 일본국의 농업과 수산업의 모습과 국민생활과의 관련: 일본국의 농업과 수산업에 관
하여 조사하거나 지도와 지구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이것들은 국
민의 식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연환경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영
위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
⑵ 일본국의 공업의 모습과 국민생활과의 관련: 일본국의 공업생산에 관하여 조사하거
나 지도와 지구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이것들은 국민생활을 지탱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
⑶ 일본국의 통신 등 산업의 모습과 국민생활과의 관련: 일본국의 통신 등의 산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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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견학하거나 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국민생활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정보의 유효한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
⑷ 일본국의 국토의 모습: 국토의 자연 등 모습에 관하여, 지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국토 환경이 인간 생활 및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산업과 국토가 일본 국민들의 생활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여 시민적 자질의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학년

항목수

5
(산업학습)

4

항목
․
․
․
․

일본국의
일본국의
일본국의
일본국의

농업과 수산업의 모습과 국민생활과의 관련
공업의 모습과 국민생활과의 관련
통신 등 산업의 모습과 국민생활과의 관련
국토의 모습

다. 역사․정치․국제이해학습으로서의 6학년의 내용과 특징
6학년 내용은 역사적 학습, 정치적 학습, 국제이해 학습의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文部省, 2000: 86-122). 역사적 학습에서는 일본국의 역사상의 주된 사상을, 정치적 학
습에서는 일본국의 정치의 움직임, 일본국 헌법의 생각을, 국제이해 학습에서는 일본국과
관련이 깊은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국제사회에서 일본국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⑴ 역사적 학습
㈎ 일본국의 역사상의 주된 사상에 관하여, 인물의 활동과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중심
으로 유적과 문화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알아보고, 역사를 배우는 의미를 생각하
도록 한다. 동시에 자신들의 생활의 역사적 배경, 일본국의 역사와 조상의 활동에
관하여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도록 한다.
㈏ 역사적 학습에서는 인물의 활동 및 대표적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학습이
한층 충실히 되도록 하고 있다.
⑵ 정치적 학습
㈎ 일본국의 정치 활동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고, 국민주권과
관련하여 정치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현재의 일본국의 민주정치는 일본국 헌법의 기본적인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
㈏ 정치적 학습에서는 추상적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의 공공시설 건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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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재해복구 체제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며, 정치 활동과
일본 정치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⑶ 국제이해 학습
㈎ 세계 속의 일본국의 역할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지도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알아보
고, 외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 습관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세계 평화의 중요성 및 일본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 국제이해 학습에서는 일본국의 국제교류 및 국제연합의 활동에 더하여 국제협력의
모습을 취급하되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과
공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 습관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일
본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살피게 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동시에 세계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인 공감과 공생 능력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학년
6
(역사․정치․국제
이해학습)

항목수

항목
․ 역사적 학습: 일본국의 역사상의 주된 사상

3

․ 정치적 학습: 일본국의 정치의 움직임, 일본국 헌법의 생각
․ 국제이해 학습: 일본국과 관련이 깊은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국
제사회에서 일본국의 역할

Ⅴ. 맺음말
일본의 사회과는 민주주의의 구현을 담당하는 중핵적 교과로서 사회기능법과 동심원적
확대법을 스코프와 시퀀스로 하여 지리적 내용, 역사적 내용, 공민적 내용으로 성립한다.
소학교 사회과의 특질은 지리, 역사, 공민의 각 내용을 계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합하여 사회를 인식하여 가는 데에 있다.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인식의 육성과 공민적 자질과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형성하여 갈 것을 지향한다. 즉 지적 측면의 목표와 태도 측면의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의 궁극적 목표는 공민적 자질의 육성으로, 공민적 자질은 1968년판
의 학습지도요령에서 나타나 사회과 교육의 본질적인 개념으로서 정착했다.
여기에서 공민은 국민과 시민의 양 개념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민의 개념이 성립할 당시에 검토된 1966년의 ‘기대되는 인간상’에서 충군, 애국과 같은
국가주의 색채를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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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이때부터 학습지도요령에서 국기와 국가 및 천황에 대한 존경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과의 교과 목표의 핵심요소를 이루는 것은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 ‘공민적 자질의 기초’의 3가지이다. 그리고 학년 목표는 지도 내용과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지적 목표, 태도 목표와 더불어 능력 목표를 기술하여 이
해, 태도, 능력의 통일적인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3, 4학년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
역사회의 학습을 통하여, 5학년에서는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일본국의 산업과 국토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6학년에서는 일본국의 역사와 정치 및 국제이해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아
동에게 육성할 이해, 태도, 능력에 관한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학교 3, 4학년의 학습은 지역학습으로, 학생이 거주하는 시
및 도나 현 정도의 범위까지가 학습의 대상지역이다. 종래는 3학년과 4학년을 별도로 취
급하던 것을, 현행 학습지도요령에서는 3, 4학년의 목표․내용을 하나로 묶어 학습의 탄력
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4학년의 내용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형,
토지이용, 공공시설 등의 모습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학년 사회과는 일본의
산업과 국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산업학습은 일본국의 산업의 실태를 이해함과 동
시에 산업과 국민생활, 산업과 자신의 생활과의 관련을, 국토학습은 국토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일본국의 농업과 수산업의 모습과 국민생활과의 관련’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6학년 사회과의 내용은 역사적 학습, 정치적 학습, 국제이해 학습의 3가지 항목으로 되
어 있다. 역사적 학습에서는 인물의 활동 및 대표적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정치적 학습에
서는 주변의 공공시설 건설, 지역 개발, 재해복구 체제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국
제이해 학습에서는 일본국의 국제교류 및 국제연합의 활동에 더하여 국제협력의 모습을
취급하되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1968년판, 1978년판, 1989년판 학습지도요령의 국가주의
사회과, 인간주의 사회과, 세계주의 사회과의 흐름과 성격을 모두 승계하고 있다. 향후에
도 이와 같은 흐름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유 교육
과정의 흐름은 일본의 ‘교육재생회의’의 보고서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력 저하라는 문제
로 어느 정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애국심과 같은 국가주의적 요소는 일본의 교
육기본법 개정 등을 계기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국제사회를 살아가
는 일본인으로서 요구되는 세계주의적 요소와 필연적으로 긴장관계를 조성해 갈 것이다.
아울러 이는 일본의 사회과교육학계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시민성 모색에 갈등을 조성하면
서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 예를 들면, 현행 소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제5, 6학년의 내용의 취급에서 국기, 국가에 대한 이해
와 존중, 천황에 대한 경애의 염을 강조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06b: 2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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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해결을 방법원리로 하는 학습론의 구조는 학습주체(아동)가 구체적인 활동과 체험을 통해 학습
객체(환경)에 작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가운데 사고력과 판단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일본의 사회과에 국가주의 요소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1950년대 초의 문교대신인 天野貞祐에 의
해서 국기, 국가의 강화, 수신과 특설, 교육칙어 재생, 도덕교육의 부활 등의 복고적 정책을 도모하려
고 시도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白井嘉一 外, 1988: 79-80).
4)‘기대되는 인간상’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개인으로서, 제2장 가정인으로서, 제3장 사
회인으로서, 제4장 국민으로서’로 되어 있다. 특히 제4장‘국민으로서’에서는‘1. 올바른 애국심을
가질 것, 2. 상징에 경애의 염을 가질 것, 3. 우수한 국민성을 신장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
우에‘상징’은 천황을 지칭한다.
5) 사회과의 본질 추구는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그 입장을 달리한다. 일원론은 가치지향적인 입장에서 사
회인식과 시민적 자질을 통일적으로 육성할 것을 추구하는 입장이고, 반면 이원론은 가치중립적인 입
장에서 과학적 사회인식을 추구하면서 사회인식 자체가 시민적 자질로 연결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6) 일본은 2006년 12월에 194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을 59년 만에 개정하였다. 개정 교육기본법에서는
ʻ공공의 정신ʼ ʻ일본국과 향토의 사랑ʼ 등과 같은 문구를 넣어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베신조(安倍普三)정권이 내셔널리즘을 강화한 결과라 하겠다.
7) 공민적 자질은 1968년의 학습지도요령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공민은 국민과 시민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국가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후 공민적 자질은 일본 사회과
교육의 본질적인 개념으로 정착하여 갔다.
8) 일본은 2002년 9월에 도입된 영국의 내셔널 커리큘럼의 중등학교 단계 필수교과인 ʻcitizenshipʼ 및
미국의 service learning에 대한 관심의 고조, 그리고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 등의 영향으로 citizenship에
대한 재정의(再定義)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宮薗衛, 2007:23-24).
9) 능력목표는 관점, 사고방식, 자료활용력, 관찰력, 표현력, 조사방법, 학습방법, 지도 등의 각종의 능력
과 기능을 의미한다. 능력목표는 1968년판 학습지도요령에 설정된 이래 중요시되고 있는 목표이다.
10) 사회기능법은 일상의 사회생활 경험을 분류하여 학습내용으로서 조직하여 가기 때문에 아동의 실태
에 대응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일상의 사회경험을 뛰어넘는 국가적․세계적인 사회사상과 과학․학문이
취급하는 제 문제에까지는 시야가 미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1) 동심원적확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세계에 관한 내용이 6학년에서 취급된다는 점이다. 국제화,
글로벌화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저학년부터 세계에 관한 내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적합하
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등에서는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저학년에서부터 세계에 관한 내용을 취급하도록 하는 비교커리큘럼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12) 1977년판 소학교학습지도요령부터는 지금까지의 향토라는 개념이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향토라는 개념은 본래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고도 경제 성장기를 맞이하여 인구 이
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의미가 급격하게 퇴색되었다. 더불어 정보화 사회에서는 향토가 가진 심정
적 측면보다는 객관성을 중시한 지역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하게 되었다.
13) 아베신조 정권이 구성한 ʻ교육재생회의ʼ는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의 증가 등 여
유 교육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나 아베 정권의 붕괴로 구심점을 잃어 향후 향방이 애매해졌으
나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31 -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12권 제1호)

참 고 문 헌
김보림(2007). 일본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적(史的) 고찰. 한일지적교류와 일본학연구. 한
국일본교육학연합회. 356-360.
남경희(2007). 일본의 학력저하 논쟁과 여유교육관의 변화 고찰. 일본학보, 제70집. 한국
일본학회. 319-334.
남경희(1997). 초등사회과 교육의 세계적 동향: 일본의 경우. 초등사회과교육, 제9집. 한
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37-56.
송인주(2000). 한․일 양국의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의 비교연구-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사회과교육, 33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45-282.
이명희(1999). 한일 초․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비교. 한․일 신교육과정의 비교. 한국일
본교육학회. 353-378.
黃惠淑(2000). 日本社會科敎育의 理念變遷硏究. 韓國敎員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 論文.
白井嘉一 外(1988). 社會科の歷史(その40年と今日の課題 上). 民衆社.
敎育課程審議會(1997). 中間まとめ全文と解說. 東洋館出版社.
小原友行(1998). 初期社會科授業論の展開. 風間書房.
齊藤 弘(1991). 公民科敎育への步みと課題. 富士敎育.
初期社會科實踐史硏究會編(1986). 初期社會科實踐史硏究. 敎育出版センタ-.
日本社會科敎育學會編(1978). 初等社會科敎育學槪論. 鳳文閣.
日本社會科敎育學會編(1992). 初等社會科敎育學槪論. 東洋館出版社.
宮薗 衛(2007). 일본におけるシティズンシツプ敎育. 東アジア的市民性の育成と社會科敎
育. 日本社會科敎育學會. 23-32.
文部科學省(2006a).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說 總則編. 東京書籍.
文部科學省(2006b). 小學校學習指導要領. 獨立行政法人 國立印刷局.
文部省(2000).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說 社會編. 日本文敎出版.
山口幸男․山本右和 編(2001). 小學校社會科敎育の探求. 學藝圖書.
岡崎 勝 赤田圭亮 偏(2007). わたしたちの敎育再生會議. 日本評論社.

- 32 -

일본의 7차 소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抄 錄

日本の社会科は民主主義の具現を担当する中核的教科として社会機能法と同心円的拡大法
を範! 囲と系列にして地理的内容、歴史的内容、公民的内容で成立する。
社会科の究極的目標は公民的資質の育成で、公民的資質は１９６８年版学習指導要領で現
れ社会科教育の本質的な概念として定着しながら忠君·愛国、国旗·国家のような国家主義色
彩を強調している。一方、人間主義及び世界主義の流れを反映して学習内容を精選して、国
際社会で生きてい廣日本人としての自覚を強調している。
社会科の目標の核心要素に成ることは＇社会生活についての理解＇、＇国土と歴史に対す
る理解と愛情＇、＇公民的資質の基礎＇の三つで、学年目標は指導内容と児童の発達段階を
考慮して、知的、態度的目標と伴って能力目標を記述して理解、態度、能力の統一的育成を
指向している。内容側面で３、４年生は地域についての内容で、5年生は産業と国土につい
ての内容で、6年生は歴史的、政治的、国際理解学習についての内容で構成されている。
現行の小学校社会科敎育課程の国家主義、人間主義、世界主義の流れはこれからも続廣と
予想されるが人間主義に基づいた餘裕教育課程の流れは学力低下という問題で今より後退す
ることになり、ナショナリズムの強化で世界主義の流れの中でも国家主義的要素は強化し続
ける見込みである。

主題語 : 公民的 資質, 學習指導要領, 社會科の目標, 社會科の內容, 餘裕敎育課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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