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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歷史 敎育課程 改定 節次와 內容 構成에 대한 

硏究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특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

로, 교육과정 총론 수준에서 결정된 방향과 내용이 역사 교육과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총론의 요구에 역사교육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역사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살펴

보았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특징을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

정, 수시 개정 체제, 총론 우위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정의 측면에서 검토

하였다.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계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유

발하였으며, 교육학자들의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대통

령자문기구·교육개혁기구에서 제시한 개혁안을 절차적으로 합리화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수시 개정 체제의 도입은 정치적 요구에서 비롯되는 주기적 개정, 빈번

한 개정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지적을 수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수시 개정 

체제는 정치적 영향력의 개입을 막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번

한 교육과정 개정을 정당화하고 이를 촉진함으로써 교과 교육과 학교 현장

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교과교육 연구자들을 ‘교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총론 개발에서 배제하였다. 이들은 중립성

을 내세우며 각 교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역할이

라고 규정하고, 총론에서 제시한 방향과 의도를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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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총론 우위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정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총론에서 추출해 낸 목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며 교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

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을 근거로 총론 개발에

서 교과교육 관련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영역을 확보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영역주의’라 볼 수 있으며, ‘총론’이라는 형식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총론 수준에서 결정된 사회과 통합 체제와 선택 교육과정 확대 정책은 

역사 교육과정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통합론자들은 통

합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할 당위적인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통합 교육과정

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나 경험적인 증거는 없었다. 게

다가 실질적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목표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사회과 통합의 강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과 

교사들은 비전공 영역을 가르치게 되었고, 이는 사회과 수업의 질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통합 지지자들은 사회과 통합을 반대하는 주

장을 교과 이기주의라고 비난하였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다. 사회과 통합에 관한 논쟁은 사회과의 목적,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상이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 부담 축소론은 총론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회과 통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사회과 통합과 같은 교과목 수 축소 조치는 학

생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교과목 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육 체제가 강

화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선택 교육과정 체제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대학 입시에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선택 편중 현상과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세

계사’를 포함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위축·왜곡을 초래하였다. 



- iii -

제3차 교육과정은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

다. 중·고등학교의 국사가 독립 교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조치 이후 국사 교육의 내용 선정과 서술에 있어서 정치 권력의 영

향이 커졌다. 이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이른바 ‘민주 진영’으로부터 국사 

교과는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된 ‘국책 교과’라는 혐의를 받는 빌

미가 되었다. 한편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는 문

화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중·고등학교 국사 교육의 계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처음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계열화 방향은 제6차 교육

과정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국사에는 정치사뿐만 

아니라 문화사 관련 내용도 일정 정도 포함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문화

사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아 교육과정 구성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역사교육계에서는 역사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역사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는 학문적인 측면과 사회

적·정치적 측면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국사교육의 반복성에 대한 총론 

연구진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교급별 국사 내용의 차별화가 중

요한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급별로 주제나 분야를 달리 설정

하는 계열화 방식을 바탕으로 역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열화 방식은 종합 학문이라는 역사학의 학문적 특성을 왜곡하는 방식으

로 기능하였으며, 역사 수업과 학생의 역사 이해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

시켰다. 세계사 영역의 경우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비유럽사를 추

가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왔으나, 이는 교과서 서술량의 증가, 

학습 부담의 가중을 야기하였다. 또한 역사교육계에서는 학교 역사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체계화하고,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역사적 사고력의 함양을 

강조함으로써 역사 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총론 우위

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역사 교과의 지

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중적인 논의 속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주장은 ‘국사’ 교육 강화로 치환되었고, 민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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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세계사 교육, 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및 이를 통한 

‘역사’ 교육의 가능성 문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민족·국

가 정체성에 대한 강조, 단일 내러티브를 기초로 한 정체성 유지에서 학교 

역사교육의 가치를 찾는 대중적 인식과 역사적 사고력, 다양한 역사 해석, 

역사화를 강조하는 역사교육 이론 연구는 서로 균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

다. 이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를 통해 역사교육을 정상화·강

화시키고자 한 그동안의 노력의 한계이기도 하다.

역사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

제’의 수정 보완,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개발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 체

제 구축, 총론의 역할의 점진적인 축소,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사의 참여 

비율과 역할 확대, 충분한 연구와 현장 검토을 위한 절차 마련, 역사 각 

과목의 성격과 내용 구성 방향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새로

운 이론의 신중한 적용, 상설 역사 교육과정 연구 기구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교육과정 개정 절차, 역사 교육과정 내용 구성, 사회과 통합, 선

택 교육과정, 계열성, 국사 교육 강화

학번 : 2007-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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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

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

히 절대적이다. 국가 교육과정 문서2)는 총론과 각론(교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론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학교급별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으로, 교과 교육과정은 각 교과

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

지 등의 문제가 모두 역사과 교육과정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학교 역사교육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역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 역사 교육과정 문서에는 역사교육의 목표, 내용 선정과 체계, 교수·학

습 방법, 평가 등 학교 역사교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

큼 역사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모든 연구 주제와 연

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역사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역사교육의 목표 

설정, 역사 과목의 편제와 계열성, 내용 선정과 조직에 관한 연구와 관련

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3) 역사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1)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

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

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이하에서 ‘교육과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국가 교육과정 문서’를 의미한다.

3)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의 목표 설정, 역사 과목의 편제와 계열성, 내용 선정

과 조직을 연구한 것으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여칠, ｢국사교육 목표의 연구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역사교육17, 

1975; 김한종·송상헌,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목표의 설정 방안｣ 역사교육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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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역사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교과의 편제와 시수, 그리고 전체적

인 서술 내용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4), 새로 개정된 역사 교육과정의 특

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는 연구5), 교육과정 

개정으로 신설된 과목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6)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7; 김철, ｢국사 교육과정의 계열성｣ 사회과교육7, 1974; 송춘영, ｢현행 국사

과 교육과정 특색과 그 목표의 계열성에 관한 소고｣ 문교경북63, 1979; 이병희, 

｢중·고등학교 국사교육편제와 내용의 계열화｣ 한국사론31, 2001; 방지원, ｢초·중·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의 계열화 분석｣ 호서사학44, 2006; 양정현, ｢2007 역사

과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 교사교육연구49(3), 2010(B); 양정현, 「2007, 

201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논리와 계열성｣ 역사교육』120, 2011; 방지원, ｢국사

교육에 나타난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역사교육연구7, 2008; 방지원, ｢2007년 

개정 역사 교육과정의 계열성과 교재구성방향｣ 사회과교육연구124, 2012; 김항

구·김한종,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의 선정 방안｣ 청람사학창간호, 1997.

4) 역사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흥수, 한국역사교육사, 대한교과서, 1992;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

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사, 2011; 이정인, ｢중·고

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의 변천과 배경｣ 역사교육29, 1981; 김항구, ｢중학교 국

사과 교육과정의 변천｣ 교원교육3(1), 한국교원대학교, 1987; 윤종영, ｢국사교육

의 변천과 과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2, 1991; 류승렬,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의 위치｣ 역사교육60, 1996; 이범직,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전망｣ 역사교육61, 1997; 김종철, ｢국사 교과과정의 변천과 

그 문제점｣ 역사교육 61, 1997; 김한식, ｢해방 이후 세계사 교육과정의 변천과 

문제점｣ 역사교육61, 1997; 김한종, ｢한국역사교육의 변천｣, 정선영 외, 역사교

육의 이해, 삼지원, 2001;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의 재고｣, 윤세철 교수 정년 

기념 역사학 논총 간행 위원회, 역사교육의 방향과 국사교육, 솔, 2001; 박평식,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과 역사교육｣ 역사교육87, 2003; 구난희, ｢세계사 교

육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역사교육93, 2005.

5) 새로운 교육과정의 특징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황오성, ｢새로운 역사 교육과정의 제문제｣ 역사교육8, 1964; 이민호, ｢세계사교

육과 교과과정의 문제점｣ 역사교육29, 1981; 윤종영, ｢신교육과정 사회과의 역사

학 내용의 특성｣ 사회과교육16, 1983; 최용규, ｢중학교 국사과 새 교육과정의 특

징｣ 사회과교육20, 1987; 주웅영, ｢제6차 교육과정 초·중고 사회과 국사영역의 

특징과 그 실현을 위한 전제｣ 역사교육논집19, 1995; 주웅영,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본 역사수업 환경의 구조와 성격｣ 역사교육논집26, 2000; 차미희, ｢7차 교

육과정기 사회과 역사영역의 편제｣ 교과교육학연구6(1), 2002; 김유리, ｢제7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세계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교육42(4), 2003; 

진재관, ｢2005년 중등역사과 공통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 체계｣ 역사교육
98, 2006.

6) 교육과정 개정으로 신설된 과목의 특징을 설명한 연구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진재관, ｢‘세계역사의 이해’의 특징과 새로운 변화｣ 역사교육104, 2007; 정하현, 

｢‘세계역사의 이해’의 내용 구성문제와 검토의견 -동양사 부분-｣ 역사교육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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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정리한 연구자들은 역사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사교육과 세계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

한 연구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국사 또는 세계사의 위상이 점차 낮

아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변화를 주도한 정치 

세력에 주목하기도 하였다.7) 또한 역사교육계 내부의 교육과정 논의를 통

사적으로 검토하여 어떠한 문제가 쟁점화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

졌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사회과 통합 문제, 국사의 

시각 문제, 세계사의 위상 문제가 쟁점화 되었음을 밝히고, 민주주의 담론

과 민족주의 담론, ‘민족 주체 의식 함양’ 담론, ‘학습 부담 축소’ 담론이 

역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드러냈다.8) 또한 국사과가 사회과

로 통합된 제6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사회과 통합이 전개된 과정을 정리하

고 사회과 통합의 논리와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사회과 통합을 둘러싼 쟁점

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과 통합을 비판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9)

역사 교육과정의 개정은 전체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 방식과 특징은 역사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이원적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총론을 확정하고, 총론의 방향에 따라 교과 교육과

정을 개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개정 방식 하에서, 하위 단계의 

개정 작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위 단계의 영향 또는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육과정 총론은 교과 교육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2007; 김창성, ｢‘세계역사의 이해’의 내용 구성문제와 검토의견 -서양사 부분-｣ 
역사교육104, 2007; 최종석,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한국문화사’의 성격 검토와 

내용진술 방향｣ 역사교육105, 2008.

7) 류승렬, ｢중등학교 역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역사와 현실6, 1991; 류승렬, 

앞의 논문, 1996; 김종철, 앞의 논문.

8) 강선주, ｢해방 이후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역사교육97, 2006.

9) 사회과 통합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윤세철, ｢사회과 교육통합의 본질｣ 역사교육50, 1991; 윤용혁, ｢중등학교 사회과 

통합과 국사교육｣ 역사와 역사교육1, 1996; 양정현, ｢사회과 통합 논의와 역사교

육｣ 역사교육 61, 1997; 김한종, ｢사회과 통합의 문제점과 국사교육의 위기｣ 역

사비평 49, 1999; 양호환, ｢교육과정에서 역사과의 위상에 대한 논의의 허실｣ 역

사교육 79, 2001 ; 최상훈, 앞의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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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0) 이로 인해 역사교육의 체제, 내용 선정과 조직 등 역사 교과와 

관련된 많은 부분이 총론에서 규정한 외부적 요인의 제약을 받게 된다. 교

육과정 개발 방식 자체가 역사 교과의 내용을 규제하는 ‘구조적인 제약 요

소’로 작용하는 것이다.1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역사 교육과정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며 역사 교육과정에 대

한 연구는 전체 교육과정 개정의 맥락 속에서 총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역사 교육과정을 전체 교육과정 개정의 맥락 속에서 검토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논리를 총론과 ‘교육과

정주의자’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속에서 역사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12) 또한 2009 개정 역사 교

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총론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역사 교육과정의 난맥상도 검토되었다.13) 그러

나 이 연구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절

차의 특징과 변천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위에서 이러한 개정 절차와 

총론 수준에서 결정된 개정 방향이 역사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제약을 가했는지, 그리고 역사교육계는 이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였

으며 어떻게 교육과정을 개정해왔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각 장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특징을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수시 개정 체제, 총론 

10) 이혁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21(3), 

2003(A), p.112; 이혁규,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

｣ 청주교육대학 논문집40, 2003(B), p.156.

11) 최주연, ｢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제도 연구 동향｣, 양호환 편, 한국 역사교

육의 연구 동향, 2011, p.123.

12) 양정현, ｢‘교육과정 리더쉽’론과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역사와 세계36, 

2009.

13) 김태웅, ｢2009 개정 역사 교육과정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의 난맥과 개발 과정

의 허실｣ 역사교육1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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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러한 개정 방식의 한

계와 문제점을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역사 교육과정 구성에 제약 요인

으로 작용했던 사회과 통합 정책의 도입 배경과 강행 과정을 살펴볼 것이

다. 또한 학습 부담 축소론과 선택 교육과정 확대론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이러한 정책이 역사, 특히 세계사 교육을 고사시키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4장에서는 그동안 역사 교육과정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왔는지, 그 변천 과

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사회과 통합과 시수 축소로 역사교육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

여 이를 타개하고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역사교육 연구자들이 어

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계열성의 모색, 

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성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보다 합리적이며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마련하고, 역사의 본질에 입각하여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학교 역사교육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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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특징과 문제점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와 특징은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도 영

향을 미친다. 역사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이루어진 전체 교육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이 어떠한 세력에 의해, 어떠

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

인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교육과정 개정 주도 세력이 편수관에서 연구 기

관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제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

속되고 있는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교육과정 개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 개정 체제가 도입되는 배경과 이로 인

한 혼란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총론 우위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

정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는 논리는 무엇이며 이러한 개정 방식의 한계는 

무엇인지 정리할 것이다. 

1.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1) 제1차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

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개정 주도 세력이 몇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문교부 편수관들이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편수관들이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본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미군정청 학무국에 의한 긴급조치

(1945~1946)와 교수요목에 따라 운영되었다. 미군정청은 1945년 9월 22일 ‘국민

학교 수업 시간 배당표’를 발표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중등학교의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표를 발표하였다. 1946년 2월에는 ‘교수요목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

요목 제정과 교과서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1946년 9월에 국민학교 교수요목을, 

1947년에 중학교 학제 변경에 따른 교과목별 주당 수업 시간표와 교과목별 교수요

목을 시달하였다(김정호 외, 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연구,  연구 보고서 

02-01,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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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 기초 연구, 초안 작성,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직접 담당하였으며, ‘교수요목제정심의회’, ‘교육과정심의회’, ‘교육과

정 및 교과서 개편 연구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마

련하였다.2) 

제1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교수요목제정심의회’3)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 및 기본 방침, 교수요목 개정의 취지 및 기본 태도, 각급 학교의 시

간 배당 기준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과정’을 작성하였다.4) 제2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던 1959년 교육과정 심의 기구로 ‘교육과

정심의회’가 신설되었다.5) ‘교수요목제정심의회규정’과 ‘교과과정연구위원

회직제’로 중복되어 있는 교육과정 심의 관련 규정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에는 ‘교수요목제정심의회규정’

을 개정하여 ‘교육과정심의회’의 설치목적, 조직과 운영 방법, 의결 정족수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였다. 이 규정에서는 ‘교육과정심의회’를 

2) 유위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2, pp.217~218.

3) 1949년 12월 제정된 교육법 제155조에서 “각 학교의 학과와 교과는 대통령령으

로, 각 교과의 교수요지, 요목, 수업시수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마련되

었다. 이에 문교부는 1950년 6월 ‘교수요목제정심의회’(문교부령 제9호)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교

육과정 제정 작업은 중단되었다. 이후 1951년 문교부 장학관실의 심태진 장학관이 

‘교과과정연구위원회’(문교부령 제16호)를 구성하여 시간 배당 기준령 초안을 작성

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제정 업무는 편수국 소관이라면서 장학실을 중심으로 하

는 교육과정 제정 작업에 편수국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결국 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1953년 기존의 ‘교수요목제정심의회’와 ‘교과과정연구위원회’를 합하여 새로이 

‘교수요목제정심의회(교육과정 제정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개발 작업을 

이어갔다(김용만, ｢제1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허강 외, 한국 편수

사 연구(Ⅰ),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pp.156~163).

4) ‘교수요목제정심의회’에서는 국민학교 교과를 생활영역에 따라 편제할 것이지 교과 

영역으로 편제할 것인지, 중학교에서 선택과목을 편성할 것인지 편성한다면 몇 학

년부터 편성할 것인지, 사회생활과·과학·수학을 통합으로 할 것인지 분과로 할 것인

지,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교과를 필수로 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였

다(홍웅선‧김재복, ｢한국교육과정 생성과정에 대한 재조명｣ 통합 교과 및 특별활동 

연구5(1), 1987, p.162).

5) ｢교육과정심의회규정’[문교부령 제81호, 1959.3.11,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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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는 기구로 규정하였다.6) 또한 ‘교육과

정’이라는 용어를 종래의 ‘교육과정 편제’와 ‘교과과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심의 대상이 총론과 각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7) 이러

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2·3차 교육과정 시기 ‘교육과정심의회’는 교육과정

의 심의뿐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 연구와 시안 작성, 세부 내용의 

조정이나 수정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8)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역시 편수관들이 주도하였다. 제2차 교

육과정 때에는 문교부 편수국에서 직접 교육과정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각국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9) 제3

차 교육과정 때에도 편수관들은 각 교과별로 위원들을 위촉하여 현행 교육

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하였

다.10) 제2차 교육과정 때에는 기초 연구가 편수관들 단독으로 이루어졌던 

6) 교육과정심의회는 운영 위원회, 학교별 위원회, 교과별 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현직교원, 교육전문가 또는 교육행정가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위

촉하도록 하였다. 이후 교육 정책 당국의 직제 개편 및 각급 학교 규정 등 타법 개

정으로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설치목적, 조직, 운영 방법 등의 본질적인 내용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05년 개정에서 심의회 위원의 위촉범위

를 확대하였다. 이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의 위촉 범위가 현직교원, 교육전문가 또는 교육행정가에

서 해당 교과 및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등으

로까지 확대되었다(｢교육과정심의회규정[국무원령 제132호, 1960.12.23., 제정]; ｢교육

과정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타법개정]｣; ｢교육과정심의회규정[대통

령령 제19193호, 2005.12.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7) 제1차 교육과정 시기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현재와 달리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활동의 편제”를 의미했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 1954.4.20,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각론에 해당하는 각 교과 교육과정을 의미할 때에는 ‘교

과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1960년의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현재와 같이 총론과 각론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8) 박선화 외,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RC 2007-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p.29.

9) 곽상만, ｢제2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허강 외, 앞의 책, 2000, 

pp.265~267.

10) 허강, ｢제3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허강 외, 앞의 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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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비해,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연구조정위원

회’를 통해 교육학자들이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11) 이 위원회

에서는 교육이념,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 국민학교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방침, 교육과정의 편성과 시간배당 기준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문교부 편수관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조정하고 결과를 종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론과 교과 교육과

정 작성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12)

이렇게 만들어진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편수관들이 교육과정 초안을 작

성하였으며,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수정 

조정하였다.13) ‘교육과정심의회’의 위원은 법적으로는 문교부 장관이 위촉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편수국의 담당 편수관이 추천한 인사

들로 선정 위촉되었다. 그리하여 편수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

의 위원을 잘 선정하고 이를 잘 운영하는 것이 편수관의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될 정도였다.14) 또한 편수관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의 교과별 

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하여 위원회를 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정 과목의 

필수 또는 선택 여부, 주당 배당 시수 등의 문제를 두고 관련 학자들 사이

에 논쟁이 벌어질 경우, 이에 대한 결정 역시 편수관 회의 또는 교육과정 

p.365.

11) 1970년 4월 강우철(이화여대), 유형진(건국대), 이규호(연세대), 이영덕(서울대), 

정범모(한림대), 함종규(숙명여대), 홍웅선(연세대) 7명의 교수가 ‘교육과정 및 교과

서 개편 연구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허강, ｢제3차 교육과정기｣, 한국 교

육과정·교과서 연구회, 인물로 본 편수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46.

12) 허강, ｢제3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허강 외, 앞의 책, p.365).

13) 제3차 교육과정 때에는 집필 위원 및 전문 위원을 위촉하여 교육과정을 집필하도

록 하였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강우철, 강윤호, 김기석, 박준희, 박한식, 이영

덕, 이용궐, 최영복, 함종규, 홍웅선, 오기형 11명으로 교육과정심의회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교육과정 시안은 이들 전문 위원과 담당 편수관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으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편수관들의 합동 회의에서 최종 

검토한 후 공포하였다(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1998 교육부 위탁 연구 과제 답신 보고, 1998).

14) 곽상만,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0, pp.265~314. 최영복, ｢편수 독백｣,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편, 편수의 뒤안길1, 1991,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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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에는 강습회를 열어 

교사들에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과 교과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편수관의 업무였다.15) 

이처럼 제3차 교육과정까지 편수관들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편수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편수관들은 여러 차례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

필을 담당했던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게 되었고, 이를 바

탕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주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위 ‘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인해 편수관 중심의 교육과정 개

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1977년 2월 교과서 검정과 관련하여 편수관

들과 교과서 출판사 사이에 비리 의혹 사건이 일어나자,16) 정부는 문교부 

편수관들에게 책임을 물어 이들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또한 1978

년 3월에는 문교부 편수국을 해체하여 장학실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교육과정 결정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편수행정 개혁 위원회’를 조직

하였다. 이화여대 교수였던 강우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문교부 차관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전문 연구기관을 따로 설치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업무를 위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1978년 6

월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정책을 심의 결정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기능 분담안이 확정되

었다. 이에 1979년 1월 교육과정 연구부와 그 하위 조직인 교육과정 연구 

조정실 및 9개의 교과교육 연구실을 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족하였다. 동

년 2월과 4월 교육과정 개편 주기와 사업일정,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양 

15) 최영복, 위의 글, 1991, p.56, 59; 최영복, ｢편수국 직제 임의변천 유감｣, 한국 교

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편, 편수의 뒤안길2, 1995, p.52.

16) 검정교과서 단일본화 정책 이후 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를 독점적으로 개발 공

급하고 있던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와 고등교과서주식회사가 문교부 담당자들과 

결탁하여 교과서 내용 수정,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탈세하였다는 명목으로 문교부 편수관들과 출판업자들을 구속 기소

한 사건이다. 이후 중등교과서주식회사와 고등교과서주식회사는 ‘부과금 취소’와 관

련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승소하였다(허강,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0, pp.45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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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사이에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협의회 결과 교육과정 개정 정책과 개정 계획 수립, 

심의 기구의 구성과 운영, 심의 기준 작성과 심의회 개최, 심의 결과 종합

과 시안의 수정, 보완, 확정, 교육과정 확정과 고시, 모니터링, 교원연수, 

장학은 문교부가, 현행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과 학교

급별 목표 작성, 학교급별 교육목표의 상세화,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은 한

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한 

‘연구 개발’ 방식이 확립된 것이다.17) 이로 인해 문교부 편수관을 중심으

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정 개발 

기능을 분담하는 이원적 체제로 변화하였다. 1970년대 이후 교육학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개발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교

육학자들로 구성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연구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시초였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은 설립 과정에서부터 비주체성과 경제 논리에 입

각한 교육 문제 인식이라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경제기획원과 미국 

AID(국제개발법, 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협의에서 우리나

라 교육체제의 혁신 방법에 대한 연구를 전문 연구 집단에 의뢰한다는 결

정이 내려졌다. 이 연구를 맡은 ‘플로리다 대학 연구 조사단’이 한국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

하면서, ‘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초·중학교 교육체

제 연구개발’을 추진할 연구기관(가칭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기관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었다(1972. 8. 30.). 즉 ‘플

17) 한국교육개발원, ｢부록: 기구 및 조직의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10년사, 1983, 

p.437; 홍웅선·김재복, 홍웅선·김재복, ｢한국교육과정의 생성과정에 대한 재조명｣ 
통합 교과 및 특별활동 연구5(1), 1989, p.213; 조승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결

정과정에 관한 연구 -통합 교육과정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pp.82~83; 정태범, ｢제4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허강 

외, 한국 편수사 연구(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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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다 대학 연구 조사단’의 보고서가 한국교육개발원 설립의 직접적인 계

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18)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이후의 교육 체제에 대한 구상, 교육 방향에 대한 판단까지 외국

의 학자들에게 일임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 교육 연구의 비주체성을 극명

하게 보여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립과 같은 교육 문제를 교육정책 

당국이 아닌 경제기획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플로리

다 대학 연구 조사단’의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립

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교육 문제

를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경제 개발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

이다.  

이미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초기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의 존재 의의와 역할

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종래의 연구 기관을 활용

하지 않고 굳이 새로운 기관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외국의 차관을 교육 

연구 개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교육 연구 개발 기구의 

설립을 제안한 외국 대학 연구팀의 건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고위 관료들 가운데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초·중학교 발전사

업’이 종결되는 5년 이후에는 없어질 기관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존립 기반은 확고하지 못했다.19)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기관의 유지를 확고히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수임해야 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 교육 활동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20)이라는 정관을 내세우면서 

18) 한국교육개발원 설립의 주축이 된 인사들은 이영덕(서울대 교수), 김호권(서울대 

교수), 신세호(미국 피츠버그대학 박사 학위), 이상주(서울대 교수), 김동철(이화여대 

교수), 구학봉, 장언효, 김효선, 변영계, 박도순(당시 중앙교육연구소 연구원) 등이

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원들에게 플로리다 주립 대학에 연수 또는 유학 기

회를 제공하면서 많은 연구원들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기도 하였다(한국교

육개발원 동문회, KEDI의 탄생과 성장 – 그 숨은 이야기, 1997, p.10, 19, 46; 

이동원, 한국 초등사회과의 형성과 변화,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108. 한국교육개발원, 위의 책, 1983, pp.20~28).

19) 한국교육개발원, 위의 책, 1983,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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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개발

원이 교육과정 연구 개발 업무를 위탁받기 이전부터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교육과정 보조 자료 개발,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기초연구들을 수행

했던 것은 바로 이후 교육과정 개발 기능을 수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교부는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전까지 “교육

과정 구성은 문교부의 고유 업무이고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재단법

인체에 그 업무를 넘겨 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교육과정 연구·개발 

업무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이양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자신들

이 교육과정 개발 권한을 갖지 못한 것은 ‘혁신에 대한 저항’ 때문이라고 

곡해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21) 

결국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 개발 기능을 위임받았지만, 그 권한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보장된 것

이 아니라 문교부의 권한 중 일부를 잠정적으로 위탁받은 것이었다. 실제

로 문교부는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때마다 이를 담당할 기관을 그때그때 

결정하였고, 교과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

한 여러 기관에 분산 위탁하는 경우도 많았다.22)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기관의 존립을 위해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23)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의 개정 

또는 개혁을 제기해야 했다.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바꾸어야만 연구 개발 

20) “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목적·내용·방법 등의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와 그 성

과의 보급, 활용을 위한 교육방송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을 

설립하고 이를 보호·육성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법률 제2616호 1973. 3. 14)｣, 한국교육개발원, 위의 책, 

1983, p.444.

21) 한국교육개발원, 위의 책, 1983, p.28, 34.

22) 안귀덕,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과정개발센터｣, 한국교육개발원 동문회, 앞의 책, 

pp.74~75.

23) 제4차 교육과정 개발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된 교육과정 기초 연구에 대

해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 업적을 이루어,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 연구 사업

을 계속 확보하려는 의도의 일환’이라는 당시 문교부 편수관의 평가는 이를 잘 보

여준다. 윤종영, ｢제5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허강 외, 앞의 책, 

2001, p.152, 16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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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정 

연구 개발을 위탁받은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 때문이다. 1978년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24)라는 문교부 답신 보고서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정 

개발을 연구 기관에 위탁할 것을 주장하고, 10여 년마다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개정 주기는 사회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길다면서 6년마

다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주기적 개정에 대한 주장은 결국 제5차 교육과정에서 현실화되었다. 제5

차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될 무렵 제5공화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

없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교육과정을 개정할 만큼 

현행 교육과정의 중대한 문제나 결점 등이 지적되지도 않았다. 이는 제5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문교부가 기본 개발 지침으로 ‘부분개정’을 제시하였

던 것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25) 그렇다면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을 발의

한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제5차 교육과정 개정 계획이 수

립된 시기가 1985년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85년은 제4차 교육과

정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업무가 거의 끝난 시점이었다. 

1980년 7‧30 조치 이후 본격화되었던 교육과정 연구 개발 업무는 1981년 

12월 31일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주요 교과의 교과서 개발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 

업무 역시 1982년에 국민학교 1‧2‧3학년 교과서, 중학교 국사와 도덕 교과

서, 1983년에는 국민학교 4‧5‧6학년 교과서, 1984년에는 그 외의 모든 교

과서를 각급 학교에 공급하면서 1984년 초 모두 완료되었다.26) 즉 1984

24) 1978년 3월 문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한국 교육의 장기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은 동년 12월 교육 발전의 전망과 과제

(1978-91)라는 답신 보고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문교부는 이 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중·장기 종합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홍웅선·김재복, 앞의 논문, 

p.212

25) 윤종영, 앞의 논문, 2000, pp.141~142.

26) 정태범,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1,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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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 개발과 관련된 업무가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결국 1985년 한국교육개발원은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교육부문보고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 개정을 건의하였다.27) 주기

적 개정이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정해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교

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6년 혹은 7년마

다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교육과정 개발의 토대

가 되는 학문 내용, 국가‧사회적 요구 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적절성, 적합

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성이 없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교육과

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주기적 개정을 주장

하며 그것이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주기적 개정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학문적인 타당성

에 더해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기관에 지속적으로 연구 대상, 사업 대상을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을 정

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28)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결국 주기적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제안이 문교부 편수관들에 의해 받아

들여지면서 1985년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실 주기적 

개정은 편수관들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문교부 내에서 편수 담당 

부서의 위상 역시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 <표 Ⅱ-1>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편수 담당 부서는 직제 개편 때마다 폐지, 통합, 부활 등 부침을 거듭

해왔다.29) 따라서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은 편수 담당 부서의 업무를 지

27)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교육부문보고서), 1985(허경

철 외, 제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의 연구·개발, 한국교육개발원, 1986, p.30

에서 재인용).

28) 허경철 외, 위의 책, 1986, p.30.

29) 1996년 이후 편수 조직의 기능은 크게 축소되었다. 교과서 검정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결정에 따라 편수국은 폐지되었고, 편수 인원 역시 

1990년대 초 60여명에서 2000년대 이후 20여 명으로 축소되었다. 김재복 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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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당국 내에서 편수 담당 부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기도 하였다.30)

 

연도 편수 직제 교육부 직제 편수 직제 개정

1948.11.~1961.9 편수국 1실5국22과
문교부 신설, 편수국 신설

(1948.11.)

1961.10.~1963.11.
학무국

(편수관)
4국14과

편수국 폐지, 편수관을 둠

(1961.10.)

1963.12.~1978.2. 편수국
2실4국14과

2실7국21과
편수국 부활(1963.12.)

1978.3.~1980.1.
장학실

(담당관)

2실8국25과

2실8국26과

편수국 폐지, 담당관으로 개편

(1978.3.)

1980.2.~1981.10. 편수국
2실8국30과

3실8국30과
편수국 부활(1980.2.)

1981.11~1994.4. 장학편수실
3실6국26과

3실5국25과

장학실과 편수국을 통합하여 

장학편수실로 개편(1981.11.)

1994.5.~1996.6. 편수국 3실4국23과
장학편수실을 장학실과 편수국

으로 분리개편(1994.5.)

1996.7.~2002.
학교(교육)정책실

(담당관/과장)

2실5국19과

2실4국32과

편수국 폐지, 학교(교육)정책실

에 담당관 배치(1996.7. 이후)

출처: 김재복 외, 편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2002-지정23, 교육인

적자원부, 2000, p.21.

<표 Ⅱ-1> 편수 직제의 변천 

문교부에는 주기적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편수관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

은 당시 문교부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이었다. 그는 “2종도서의 검정합격의 

유효기간은 최초 사용 학년도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2002-지정23, 교육인적자원부, 2000, p.21, 

41.

30) 홍후조,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정치학 -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을 중심으로-｣ 교

육정치학연구7(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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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과목별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2조(유

효기간)를 근거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

과서 개발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987년에는 새

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1986년에는 개정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은 이후 전체 편수관 회의에 회부되었

고 많은 논란 끝에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

해 당시 문교부의 한 편수관은 교과서 사용 유효기간 문제는 교육과정 개

정을 위한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하였으며, 교육과정 개정의 실질적인 목적

은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을 제도화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하였다.31) 

제5차 교육과정 시안 보고서 역시 주기적 개정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과

정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

과정 개정의 주기를 7년으로 설정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국가·사회

적 요구나 현행 교육과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교육과정은 7년마

다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즉 교육과정을 개정한지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이 주기적 개

정 체제를 확립하려는 시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32) 결

국 제5차 교육과정 시기, 주기적 개정 체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지속적인 

연구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다. 1970년대 후반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속적으로 주기적 개정 체제

의 확립을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별도의 연구 기관 또는 연구 위원회에 위

탁하는 정책은 제4차 교육과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5차 교육

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의 시

31) 윤종영,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1, pp.141~142.

32) 허경철 외, 앞의 책, 1986,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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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연구 개발을 담당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문교부 편수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하고 총론 개정안을 연구 개발하였다.33)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다시 교

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계획 수립과 심의·수정·확정 등을 담당하고, 시안의 

연구와 개발은 연구 개발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는 형태로 회귀

하였다.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34)이 개원함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던 교육과정 연구 개발 기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은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 개발하였다. 교육과정별로 총론 시

안의 연구 개발을 맡았던 기관은 <표 Ⅱ-2>와 같다. 

33) 이러한 개정 방식의 변화는 “교육과정 개정안 연구 개발에 참신한 신진 학자와 연

구자를 특정 지역과 대학, 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게 광범위하게 참여시키고 현장 

교원의 경험과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당시 정원식 문

교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제6차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을 위탁받기 위해 문교부 고위층과 접촉을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실패하였고 

문교부가 직접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였다(함수곤, ｢제6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허강 외, 앞의 책, 2001, p.269). 하지만 이 이면에는 교육과정 개정의 

주도권을 둘러싼 문교부 편수관과 한국교육개발원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문교부 

편수관들은 문교부 장관의 지시를 근거로 교육과정 개발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했던 

것이다.  

34) 1994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처음 제기되었

다. 현재 교육과정 연구 개발 업무와 평가 관련 업무가 각각 한국교육개발원과 국

립평가원으로 나뉘어 져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과 학업 성취의 평가는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이 제안이 교육개혁

위원회의 5·31 교육개혁안 보고서에 수록됨으로써 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이 공식화

되었다. 당초 5·31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교육과정평가원의 기능은 초·중등학교 교

육과정 연구 개발 및 평가 업무뿐만 아니라 학교평가와 대학평가 업무까지 포괄하

는 것이었으나, 이후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전자만을 주요 업무로 확정지었다. 1998

년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형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원하였고, 교육과정 연

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원들의 상당수가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으로 자리를 옮겼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년사, 2008, 

pp.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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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기관 및 연구 위원회

제4차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제6차 교육과정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제7차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7 개정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처: 신세호·곽병선·김재복, 교육과정 개정안(총론)의 연구·개발, 한국교육개발

원, 1981; 허경철 외, 제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의 연구·개발, 한국교

육개발원, 1986; 한명희 외,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의 체제 및 구조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1; 이돈희 외,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 96-30, 1996; 박순경 외,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

고 CRC 2006-4, 2006; 조난심 외, 2009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시안 개발 연구, 2009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연구 위탁과제 답신보고, 한

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표 Ⅱ-2> 교육과정별 총론 시안 연구 기관 및 연구위원회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체제는 교과 교육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었다.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은 

총론과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국사과·사회과 교육과정을 개발하

였다. 제6차 교육과정 국사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회과 교육

과정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발하였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한국교

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에서,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

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9 개정 역사 교육과정(2011년 고시)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발하였다. 

<표 Ⅱ-2>에서 보듯이 제4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총론의 연구 개발

은 초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독점해왔

다. 제6차 교육과정은 문교부 편수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에서 개발했지만, 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과 기초 연구 책

임자, 공동 연구자의 면면을 보면 제4·5차 교육과정을 개정했던 인사들과 

큰 차이가 없다.35)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원으로 제4·5차 교육과정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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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급

및 영역
개발기관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

제4차 

교육과정
초·중·고

한국교육

개발원
· ·

제5차

교육과정

초․중학교

사회과

국사과 

한국교육

개발원
김회목 장재현 최병모 최용규 정세구

고등학교

국사과 

한국교육

개발원

최용규

최석진
임미정 정세구

제6차

교육과정

국사과

(중·고)

한국교육

개발원
류재택 윤종영 이찬희 최석진 최완기 최용규

사회과

(중·고)

한국

교원

대학교

권오정 김용만 최병모 채희두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초·중·고) 

한국교원

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연구

위원회

김일기

<초등분과> 최용규 김용만 김재형 남상준 

서재천 한면희

<중등분과> 서태열 김은숙 김정호 류재명 

양호환 유흥식 이민부 이종룔 최현섭

<국사분과> 김광남 고은수 김동운 최병도 

최완기

<고등학교 심화선택 역사영역> 연구책임자 

김광남(국사편찬위원회) 정선영(충북대) 공

동연구자 고은수(충어중) 김동운(국사편찬

위원회) 김한종(한국교원대) 신영범(온곡중) 

전인영(이화여대) 조상제(교육부) 최병도(경

복고) 최완기(이화여대)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김정호

류재택 진재관 강대현 김학희 박은아 은지용

오정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양호환(서울대) 송상헌(공주교대) 김돈(서울

산업대) 방지원(대영고) 

류재명(서울대) 남상준(교원대) 조성호(중동고)

김왕근(춘천교대) 모경환(서울대) 이혁규(청

주교대) 천희완(구로고) 민윤(부천상일초) 

<표 Ⅱ-3> 국사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 기관의 변천

35) 총론 개정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한명희(동국대), 위원으로는 곽병선(한국교육

개발원), 김신복(서울대), 김재복(인천교육대), 허경철(한국교육개발원), 함수곤 등이 

위촉되었다. 기초 연구는 윤병희, 신세호, 차경수, 강신웅 등이 책임자, 한국교육개

발원 연구원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함수곤,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1, p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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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역사 

교육과정

초·중·고
국사편찬

위원회
김광운

강석화(경인교대) 고유경(원광대) 김경현(고

려대) 김태웅(서울대) 류한수(상명여대) 박

근칠(한서대) 박수철(서울대) 손준식(중앙

대) 오수창(서울대) 이근명(한국외대) 정문

상(경원대) 차미희(이화여대) 최병택(공주교

대) 김해용(영동일고) 박중현(양재고) 방대

광(고대부속고) 서인원(진선여고) 송미화(이

매중) 신범식(정목초) 양상진(삼괴중) 정연

(영락고) 조윤호(원묵초) 최재호(브니엘여

고) 하지연(마포고)

* 단 제4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연구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아 연구 책임자와 공

동연구자의 명단을 확인하기 어렵다. 

출처: 김회목 외, 제5차 초·중학교 사회과 및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개발

, 1986; 류재택 외,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 중·고등학교 국사

, 한국교육개발원, 1992;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 1997년도 교육부 위탁연구

과제 답신보고서, 1997; 김정호 외,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연구, 한

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5, 2005; 김광운 외, 2011년 역사

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2011. 

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직위와 직책이 

달라졌을 뿐 동일한 인사들에 의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발된 것이다. 또

한 기초 연구 책임자와 연구원들 역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인사들은 이후 대학으로 옮기고 난 후에도 교육과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

여하였다. 예를 들어 곽병선, 허경철, 박순경 등은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원으로서, 김재복, 윤병희, 김재춘, 홍후조 등은 

한국교육개발원에 근무하다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교수의 직을 갖고 반복

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을 특

정 연구기관 또는 연구위원회에 위탁한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방식

은 특정 인사들이 교육과정 총론 시안의 연구 개발에 반복적으로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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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연구·개발진

제4차

교육과정

<연구자> 신세호·곽병선·김재복(한국교육개발원)

<초안 작성 실무진> 곽병선·곽상만·김재복·박혜정·신세호·안귀덕·이연섭

(한국교육개발원) 강기주·문찬호·박용진·이병진·임덕순·함수곤(문교부) 

김종서·이돈희(서울대) 함종규(숙명여대) 황정규(고려대)

제5차 

교육과정

(중학교)

<연구책임자> 곽병선(한국교육개발원)

<업무주관> 허경철

<연구자> 김두정·박혜정·구자억·김양분·조영태·홍영란·박순경·조덕주·양

미경(한국교육개발원)

<시안 개발 실무진> 강기주·김성기·김진·김철연·양주석·이경환·전동기·백승

탁(문교부) 곽병선·김두정·신세호·허경철(한국교육개발원) 김재복(인천교대)

<학교급별담당자> 유치원: 박혜정, 초등학교: 김재복(인천교대), 중학교: 

허경철

<자문위원> 이영덕(서울대) 홍웅선(덕성여대) 강우철(이화여대) 김재복(인

천교대)

제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연구책임자> 허경철(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 구자억 조영태(한국교육개발원)

<자문교수> 김재복(인천교대)

제6차

교육과정

<연구책임자> 한명희(동국대)

<교육과정 2000 체제‧구조 개선 연구진>

곽병선·허경철(한국교육개발원) 김신복(서울대) 김재복(인천교대) 함수곤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연구 총괄 책임자> 이돈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곽병선(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 구자억·김재춘·박순경·신동로·유균상·유한구·이범흥·이찬희·최

석진·홍후조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36) 이돈희(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교육

철학) 곽병선(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교육과정) 유천근(교육부 교육과

<표 Ⅱ-4> 제4차 교육과정 ~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연구·개발진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

정 교육과정까지 총론 시안 연구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은 <표 Ⅱ-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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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의관, 교육과정) 김재복(인천교대, 교육과정) 윤병희(숙명여대, 교

육과정) 김기석(서울대, 교육사회학) 김종건(교원대, 교육과정) 허경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육심리) 장석민(한국교육개발원 직업교육

연구특임본부장, 직업교육) 성일제(한국교육개발원 학교발전연구본부

장, 교육과정) 강소연(학부모연대회의 사무국장, 학부모) 강신복(서울

대, 체육교육) 강영은(동덕여대, 영어교육/교육과정) 고학용(조선일보 

논설위원, 언론계)  김두정(충남대, 교육과정) 김정배(고려대, 한국사연

구회장) 김호권(영남대, 교육과정) 남상준(청주교대, 지리) 박도순(고려

대, 교육평가) 박범수(서울교대, 윤리) 박승안(서강대, 수학교육) 박승

재(서울대, 과학교육/물리) 박영목(홍익대, 국어교육) 서성옥(가동초, 

초등교육) 신상옥(중앙대, 가정교육) 신형식(이화여대, 역사) 윤양희(계

명대, 미술) 이규석(월곡중 교감, 지구과학) 이기숙(이화여대, 유아교

육) 이상혁(교원대, 기술교육) 정영권(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장학) 정

완호(교원대, 과학교육/생물) 조성희(강남공고 교사, 과학교육/생물) 지

태홍(산업기술정책연구소, 경영학) 차경수(서울대, 사회과교육) 한상국

(서울여상, 경제학)

2007 

개정 

교육과정

<연구책임자> 박순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 허경철·이광우·정영근·김진숙·민용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

두정(충남대학교) 이원춘(성남서고) 천경순(대구고산중) 이연옥(서울독

산초) 김대원(교육인적자원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책임자>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 김성열·박순경·이광우·이미숙·정연근·김진숙·민용성·이근호·백

경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경자(이화여대) 이원희(대구교대) 소경희

(서울대) 강현석(경북대) 홍후조(고려대) 김재춘(영남대) 이용순(한국직

업능력개발원) 진성운(경기외고) 이승미(인천 부흥초)

<연구협력관> 김동원·권영민(교육과학기술부)

출처 : <표 Ⅱ-2>와 같음.

특정 연구 기관, 특정 인사의 반복적인 교육과정 개정 참여는 교육과정 

36) 교육개정연구위원회의 구성은 광범위한 영역의 인사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기초연

구와 총론시안 연구의 과제 책임자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교

육과정 연구 개발과정에 대한 검토와 자문, 연구 실행 계획에 대한 검토와 조정, 교

육과정 연구 개발의 방향 협의와 조정, 연구산출물(기초연구 결과, 총론 시안)에 대

한 검토를 담당하였다(이돈희 외, 교육과정 2000 연구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연구보고 CR 96-30, 한국

교육개발원, 1996,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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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방향이 특정한 방향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야기하였다. 제4차 교

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통합,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축소, 선택 교육과정의 

확대와 같은 특정한 정책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된 것은 그 증거이

다. 예를 들어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시도된 교육과정 통합은 한국교육

개발원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

안한 국민학교 저학년 통합 교육과정에 대해 문교부 편수관들의 대부분이 

통합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부족, 통합 교과의 구성과 실행의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37) 결국 문교부 책임자인 김

상준 장학편수실장의 제안에 따라 교육과정은 분과 형태로 개발하는 대신 

교과서는 통합 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38) 이러한 부분적인 통

합이 결국 제5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통합으로까지 진전되었었고,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민학교 저학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다른 과목

에서도 지속적으로 통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5~6년을 주기로 계속된 교육과정의 개정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존립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연구자들

에게 교육과정 기초 연구 및 시안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 경험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 개발을 맡은 

연구 기관 또는 연구 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수립하고 내용 구

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

으로 시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연구기관과 연구원에게 교육과정 정책의 연구 개발과 후속 연구를 수행하

37) 당시 편수관들이 통합 교과서 개발에 반대하며 내세운 근거는 크게 두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통합을 처음 시도하면서 충분한 기초 연구도 없이 성급하게 

실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둘째, 교과는 그 자체로 학문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과 교육 원리상 교과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오랫동

안 이어진 교과 교육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최현섭, ｢정진권 선생님

과 ‘바른생활’ 교과서｣,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편, 편수의 뒤안길4, 2003, 

p.34; 김용만, ｢국민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편찬｣,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편, 

편수의 뒤안길6, 2005, p.71.

38) 이동원, 앞의 논문, 2003, p.77, 114.



- 25 -

고, 교육과정 연수에 참여하는 등 막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39) 또한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개정 참여 

경험을 교육과정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성과 등치시킴으로써, 이후 교육과

정 개정 관련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결국 ‘연구 개발

형’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교육학자들로 하여금 교육과정 개정에서 핵심 

의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

에서의 발언권을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한편 기존의 교육과정 개정과 다른 방식으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이 이

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나타났

다. 즉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을 맡았던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질적인 연

구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

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을 합리화하고 이들 기구에 의해 주도된 

교육과정 개정을 절차적으로 합리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40)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가 개정의 발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41) 교육개혁위원회가 보고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소위 ‘5·31 교육개혁안’(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5.31.)으로부터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것과 교육과

정 개선을 위해 교육개혁위원회 내에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 말까지 교육과정 기본 골격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42) 이 제안

에 의거하여 <표 Ⅱ-5>와 같이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교육

39) 유위준, 앞의 논문, p.185.

40)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

에서 상술할 것이다. 

41)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소

경희는 이러한 개정 체제를 ‘삼원 개발 체제’로 명명하고 있다. 소경희, ｢총론 연구

자의 관점에서 본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 교육연구와 실천

79, 2013, p.90.

42)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5.31. 제2차 대통령보고서, 1995,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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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는 1996년 2월 9일 제3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제안하고 세부 개정 지침을 제시

하였다. 1996년 2월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정 작

업이 본격화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시안의 연구 개발을 위탁받았다.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호권 영남대학교 사범대학장

위원

김우창 고려대학교 영문학 교수

박웅서 삼성석유화학사장, 전경련 산업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방 서울 영훈초등학교 교장

엄규백 양정고등학교 교장

유재건 교육민회 공동대표

이돈희 한국교육개발원장,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이범주 성수중학교 교장

이용태 정보산업협회장

장회익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연구위원

강충열 서울 인헌초등학교 교사,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김남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영식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

박희송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

허경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정영권 교육부 교육과정담당관실 교육연구관

황규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출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

서, 1996, p.941; 김영일, ｢제7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허강 외, 앞의 책, p.367.

<표 Ⅱ-5> ‘교육과정특별위원회’ 위원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를 구

성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와 총론 시안 개발 연구가 시작

되었다. 1996년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 기간 동안 기초연구팀이 ‘현행 교

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초·중등학교 교육과

정 개정요구 조사’, ‘통합 교과의 교육과정·교과서 구조개선 연구’를,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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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개발팀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 연구’,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연구’,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체제·구조 개선연구’, ‘기타계 고교 교

육과정 체제·구조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43)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들이 실제로 ‘연구’의 기능

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권위는 

매우 막강하였다. 정권 창출에 공헌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를 활용하여 교육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제시

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안에는 교육과정 개정 방향 등이 상당히 세밀

한 정도로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원들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향과 요구를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었다. 결국 5‧31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1)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2)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3)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시라는 교육과정 개

선 원칙, 이후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1)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체

제 설정 등의 신교육과정 편제, 2)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로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3) 능력중심의 목표 진술 

등의 교육과정 각론 개발 주요 지침, 4)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확립 등의 

세부 지침44)은 제7차 교육과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결국 한국교육

개발원의 기초 연구는 실제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지 

못했고, 여타의 ‘교육과정 체제 구조 연구’ 역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하는 선에 그쳤던 것이다. 

당시 교육과정 연구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회고에도 이러한 실상

이 잘 나타난다.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이 이미 “개정의 주요 특징과 편

제표의 기본 골격”까지 정해진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자들은 “보다 좋은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숙의하기보다는 교

43) 박선화 외, 앞의 책, p.35.

44)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앞의 책, 1995, p.49;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Ⅱ, 1996.2.9. 제3차 대통령보고서, 

1996,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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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을 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45)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참여했던 또 다른 연구자 역시 비슷한 경

험을 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중

점적으로 다루자, 일부 연구자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냈으며, 일부 연구자

들은 ‘소신있고 용감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하였다고 한다.46) 수준별 교육

과정은 5·31 보고서부터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기간의 설정과 함께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 지적이 ‘문제시’되었으며, 이것이 ‘소

신’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행위로 간주되었다는 점은 교육개혁위

원회에서 제안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시가 이미 새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이를 수

정, 변경,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게다가 교육개혁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이명현 교육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교육과정 시안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개혁위원에서 제시했던 취지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시

안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결국 교육부는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 참여

했던 인사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안을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47) 

이는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인사들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하나의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러 연구들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

한 의제나 제안의 타당성, 적절성, 실천 가능성, 현장에 적용했을 때 나타

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45) 김재춘, ｢국가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육과정연구
20(3), 2002, p.80.

46) 홍후조, 앞의 논문, 2000, p.113.

47) 김영일,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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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제7차 교육과정은 개정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자, 교과 교육

과정 개발진, 교사 단체의 비판 역시 무시된 채 강행되었다. 수준별 교육

과정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이 있었을 뿐이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도, 수준별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를 각 교과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48) 이러한 연구 수준을 고려할 

때 수준별 교육과정을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학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의미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수준별 교육과정은 이 

정책의 시행과 연계된 시설 및 재원 확보 방안, 평가도구 개발 방안, 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 시험과의 연계 방안, 교과서 제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 없이 강행되었다.49) 또한 교과 교육의 측

면에서 보았을 때, 수준별 교육과정이 사회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진의 주장 역시 무시되었다.50)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학교에서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유보해

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51)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48) 류재명·서태열, ｢제7차 지리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

제｣, 지리·환경교육5(2), 1997, p.2; 김재춘, ｢다시 생각해 본 수준별 교육과정 –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편성, 운영 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교

육과정연구15(2), 1997, p.43.

49) 곽병선,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회고와 발전전망｣ 교육과학

연구33(2), 2003, p.10.

50) 이혁규,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조영달 편, 

교육과정의 정치학, 교육과학사, 2001(A), p.148.

51) ｢(기획,연재) 7차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1)시설‧공간｣ 한겨레 2000.1.14.; ｢
(기획,연재) 7차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3)교과서(하)｣ 한겨레 2000.1.17.; ｢
(기획,연재) 7차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4)교원정책｣ 한겨레 2000.1.18.; ｢(이

슈점검) 7차교육과정 / (下)대안은 무엇인가｣ 한겨레 2000.1.14.; ｢(이슈점검) 7

차교육과정 / (下)대안은 무엇인가｣ 문화일보 2000.11.6.; ｢“교사들 7차 교육과정 

부정적 견해 심각”｣ 매일경제 2000.11.8.; ｢“7차교육과정은 ‘귀족교육’ 조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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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5‧31 개혁안의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이라는 의제는 이론적 연구 수

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는 수준별 교육과정 시행의 근본

적인 한계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였다. 결국 수학과 

영어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국어, 사회, 과학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이 결정되었다. 각 교과는 이 지침에 입각하여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했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드러냈다. 이에 교육 정책 

당국은 2006년 8월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여 관련 지침을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고 변경하였다. 사실상 수

준별 교육과정을 폐기한 것이다.52) 시행 6년만의 일이었다.  

연구 기관을 통한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장

기간에 걸쳐 축적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연구,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

점 분석, 국가·사회·학생·학부모 의견 조사, 외국 교육과정과의 비교 연구 

등의 기초 연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연구 성과가 교육과정 개정

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사례들은 기존의 교육

과정 ‘연구·개발’이 교육과정 개혁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있는 분석과 

비판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오히려 개정 시기와 개정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루

어진 이러한 기초 연구들은 교육과정 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

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외형적 요건을 

구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53)

려”,교사들 불복종운동｣ 경향신문 2001.6.5.; ｢교총 “고교 7차교육과정 2004년으

로 연기를”｣ 동아일보 2001.6.22.

5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2006. 8. 29.)｣, 국가교육과

정정보센터(http://ncic.re.kr/).

53) 김재춘, 앞의 논문, 2002, p.86; 홍후조,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의 전

환(1), -전면 개정형에서 점진 개선형으로｣ 교육과정연구17(2), 1999; 류재명·서

태열, ｢제7차 지리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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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차 교육과정 시기 도입된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현재까지 지속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연

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교육과정 개정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육학자들의 발언

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과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듯 교육과정 ‘연구  개발’ 체제는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대통령자문기구· 교육개혁

기구에서 제시한 개혁안을 절차적으로 합리화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2. 수시 개정 체제의 도입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정권의 성격 변화 혹은 교체 시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54)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미군정 하에서 만들

어진 과도적이고 임시적인 교수요목 체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55) 이후 5·16 군사 정변의 영향 속에서 제2

차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새 정부가 

‘빈곤에서 탈피하는 교육, 인간 개조를 위한 교육’을 주장하며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하였고, 이에 1961년 교육과정 개정 계획이  

수립되었다.56) 제3차 교육과정은 유신체제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57) 교육이 유신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구

현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며,58) 교육과정 역시 

환경교육5(2), 1997.

54) 홍후조, 앞의 논문, 1999, p.222, 215, 218; 홍후조, 앞의 논문, 2000, p.113; 윤

종영,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1, p.137.

55) 윤종영,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1, p.137.

56) 곽상만,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0, p.265~267.

57) 김정호 외, 앞의 책, 200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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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59) 1969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이다.60)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7･30 교육개혁 조치61)와 제5공화국의 성립을 배경으로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7･30 교육개혁 조치의 하나로 제시된 ‘초·중등학교 교

육내용의 양의 축소와 수준의 하향 조정’이라는 항목이 교육과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문교부가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1980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제4차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 개발을 위탁

하면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62) 

제6공화국 이후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이러한 현상

이 반복되었다. 1988년 수립된 노태우 정부가 1990년 제6차 교육과정 개

정 계획을, 1993년 수립된 김영삼 정부가 1996년 제7차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안 개발을 위탁하였던 것이다. 2003년 수립된 노무현 

정부와 2008년 수립된 이명박 정부 역시 각각 2005년과 2009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 계획울 수립하고 시안 개발을 

위탁하였다.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는 김

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수립되기 불과 몇 달 전인 

1997년 12월 30일자로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교육과정 시기별 개정 계획 수립년도, 공포·고시년도, 적용년도는 <표 Ⅱ

-6>과 같다.

58) 이에 따라 1973년 이후 문교부 장관의 중요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교육 내용의 

유신’, ‘실업 교육 시설의 확충’, ‘새마을 교육 사업의 적극 추진’, ‘국민 정신 교육의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이승구, ｢제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신·개편과 

그 뒷이야기｣,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편, 편수의 뒤안길4, 2003, p.233.

59)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민 교육 헌장 선포 제4주년 기념 박정희 대통령 치사｣ 한

국 교육 정책의 이념, pp.316~319; 최영복 외,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학도

서(주), 1973, pp.19~20; 허강,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0, p.363.

60) 허강,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0, p.355.

61) 1980년 7월 30일 발표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7·30 교육개혁조치)’

은 대학 본고사 폐지와 고교 내신성적의 반영, 초·중등 교육과정의 축소 조정, 졸업 

정원제 실시, 전일수업제 대학의 운영, 대학입학인원의 확대, 교육방송실시, 방송통

신대학의 확충, 4년제 교육대학으로의 개편, 과열과외 추방 캠페인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문교부, 문교40년사, 1988, pp.489~501.

62) 정태범,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1,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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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과정 개정 계획 수립년도 공포·고시년도 적용년도

교수요목기 1946.2. 교수요목제정위원회 조직 1946.9.1.

제1차

교육과정

1951 ‘교과과정연구위원회’ 구성

1953.3. ‘교수요목 제정심의회’ 구성
1954.4.20. 1954

제2차

교육과정
1961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구성 1963.2.15.

(국) 1964

(중) 1965

(고) 1965

제3차

교육과정
1969 교육과정개정기본계획 수립

(국) 1973.2.14. (국) 1974

(중) 1973.8.31. (중) 1975

(고) 1974.12.31. (고) 1976

제4차

교육과정

1980 7·30 교육개혁조치

1980.10. 시안 개발 위탁
1981.12.31.

(국) 1983

(중) 1984

(고) 1984

제5차

교육과정

1985.3. 문교부 계획 수립 

1986.2. 시안개발 위탁

(국) 1987.6.30. (국) 1989

(중) 1988.3.31. (중) 1989

(고) 1988.3.31. (고) 1990

제6차

교육과정

1990.6. 기본계획 수립

1990.12. 시안개발 위탁

(국) 1992.9.30. (국) 1995

(중) 1992.6.30. (중) 1995

(고) 1992.10.30. (고) 1996

제7차

교육과정

1995.5. 5·31교육개혁안

1996.3.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 수립

1996.3. 시안개발 위탁

1997.12.30.

(초1･2)

2000

(중) 2001

(고) 2002

2007

개정

교육과정

2003.10.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도입계

획 발표

2004.12. 교육과정 개정 요구 수렴

2005.3. 교육과정개정 기본계획 수립

2005.4. 시안 연구 개발 위탁

2007.2.28.

(초1･2)

2009

(중) 2010

(고)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9. ‘미래형 교육과정(안)’ 발표

2009.9. 교육과정개정 기본계획 수립

2009.9. 시안개발 위탁

2009.12.23. 201163)

출처: 김동원, ｢‘2009 개정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과정과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7(3), 2010, p.38; 홍후조, 앞의 논문, 1999.

<표 Ⅱ-6> 교육과정별 개정 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고시·적용 년도

 

63) 단,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 화법과 작문Ⅰ·Ⅱ, 독서와 문법Ⅰ·Ⅱ, 문학Ⅰ·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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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4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과정 개정

이 정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렸다고 하더라도 대략 8~10년 마다 이루어졌

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5년을 주기로 대통

령 선거와 정권 교체가 발생하면서 교육과정 개정 주기도 빨라졌다. 노태

우 정부에서 개정한 제6차 교육과정은 제5차 교육과정 고시 후 4~5년 만

에,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 고시 후 5년 만에 고시된 것이다. 

이렇게 개정 주기가 빨라지다 보니 현행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교육과정을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였다.64)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에 시안 개발을 위탁했던 1990년은 제5차 교육과정이 국민학교와 중학교

에서 적용된 지 1년여 지났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막 제5차 교육과정

을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반

복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시발이 되었던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

된 1995년은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제6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고 고등

학교는 아직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지도 않고 있던 시점이었다. 교육과

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시안 개발을 위탁하였던 

1996년 초까지도 아직 고등학교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되었던 것은 정권 교체, 

문민정부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정권이 교체된 후, 

새 정부는 사회의 각 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

며, 교육 부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교육 개혁의 흐름 속에서 

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

와 사상,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 운동과 건강 생활, 스

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과 삶, 미술 감

상, 미술 창작,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

보, 독일어Ⅰ·Ⅱ, 프랑스어Ⅰ·Ⅱ, 스페인어Ⅰ·Ⅱ, 중국어Ⅰ·Ⅱ, 일본어Ⅰ·Ⅱ, 러시아어

Ⅰ·Ⅱ, 아랍어Ⅰ·Ⅱ, 한문Ⅰ·Ⅱ는 2012년부터 적용하였다.

64) 김종건,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통합교육과정연구
1, 2007,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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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었던 것이

다. 게다가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입시지옥의 해소와 인간

중심의 교육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총 66개의 교육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

으며, 교육개혁을 전담할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약하였

다. 당선 후에도 “나는 재임 중 대담한 교육개혁을 단행할 생각”이며, “교

육개혁위원회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담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65) 대통령의 지지를 등

에 업은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교육부 관료들의 반발66)

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2000년을 전후하여 교육과정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육과

정 개정 방식, 개정 주기에 대한 비판이 대두하는 배경이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 급에 적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7차 교육과정 개

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안을 연구 개발하였던 점,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비판을 촉발하는 직

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들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존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주기적 개정, 전면적 개정, 일시적 개정으로 규정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교

육과정 개정은 제4차 교육과정까지는 10년을 주기로, 그 이후로는 5~6년

을 주기로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이를 확

65)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 제1집, 

1996, p.296; 김성열, ｢대통령자문 교육개혁기구의 역할과 재조명: 교육개혁위원회

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9·10, 2003, p.38.

66) 1994년 교육부 편수국장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선정한 개혁 과제 중에 ‘교육과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 제6차 교육과정

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감만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개정 작업이 강행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이 편수관들을 중심으로 개발

되었던 만큼 편수관들은 제6차 교육과정에 대해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 급에 시행해 보기도 전

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과 당혹감’을 느꼈으며 교

육과정 개정 요구를 ‘외압’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김영일,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1, p.370, 377; 한명희,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과 허상｣, 한국 교육과정·교

과서 연구회 편, 편수의 뒤안길4, 2003,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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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너무 짧은 개정 주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주기적인 개정 방식을 재

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과정 개정은 모든 

학교급, 모든 교과 교육과정의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전면적 개정 방식은 각 학교 및 교과의 특수성을 교

육과정에 반영하기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정한 기간 

내에 총론,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등 모든 개정 작업을 완료하는 일시적 

개정 방식 하에서는, 짧은 일정과 불충분한 인력, 예산으로 인해 기초 연

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급박한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해도 다음 교

육과정 개정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수시 개

정, 부분 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67)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적인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정치권에 수용되면서 수시 개정 체제의 도입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

되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일괄 개

편·전면 수정 체제’에서 ‘수시 개정·상시 개편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후 이 공약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 정

책으로 정책화되었다. 그리하여 2003년 10월에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

제’ 도입 계획이, 2005년 2월 25일에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

성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수시·부분 개정 체제가 확

립되었다.68) 일정한 주기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의 

67) 홍후조, 앞의 논문, 1999; 이혁규, 앞의 논문, 2001(A); 허경철, ｢국가수준 교육과

정 개정방식의 개선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21(3), 2003; 김재춘, ｢국가수준 교

육과정의 부분·수시 개정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교육과정연구21(3), 

2003(A); 모경환,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체제 및 개정방식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

연구38(2), 2006. 

68)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수시개선체제 구축

｣ 업무추진 계획, 2003; 허경철 외,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 설정 연구, 2004

년도 교육과정 기초연구 위탁과제 답신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pp.23~24

(소경희, ｢국가 교육과정 개혁 과제 탐색 : ‘2007 교육과정’의 검토와 반성｣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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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수시로 개정하겠는 것이

었다.69)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가 정치적 요구에서 시작되는 주기적 개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기적 개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수

시 개정 체제의 도입 역시 타당한 해결 방안은 아니었다. 물론 교육과정 

개정에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언

급했듯이 이러한 빈번한 개정에는 정치 권력에 더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기관의 존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편수관과 같은 교육 정책 당국자와 한국교

육개발원 등의 교육연구기관,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의 참여와 교육

과정 개정을 연구 과제로 활용하여 학문적 성과로 삼고 전문성을 확대하고

자 하는 교육학자나 교육과정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구조적 요소가 개재되

어 있다. 즉 정치 권력뿐 아니라 교육 정책 당국, 연구 기관, 연구자의 이

해 관계가 합치하면서 만들어진 연대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연대 

구조는 끊임없이 교육 또는 교육과정의 문제를 문제로서 만들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혁, 또는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유지

되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

는 것이다.70)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다. 2005년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시작하면서 교육부는 ‘수시·부분 

개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교육과정은 ‘8차 교육과정’이 아닌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고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부분 개정의 형태로 개발되

었다. 이에 따라 10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1·12학년의 선

택중심 교육과정, 재량활동 운영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은 

아교육연구8(2), 2007, p.138에서 재인용).

69) 김종건, 위의 논문, p.155.

70) 이경식, ｢한국에서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격원문제｣, 윤세철교수정년기념 역사학논

총간행위원회, 역사교육의 방향과 국사교육, 솔, 2001,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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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71) 이렇게 2007 개정 교육과정

의 총론이 부분 수정의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에서 총론 

연구진들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이전

과 달리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대대적인 연구 프로젝트

의 참여, 이에 따르는 추수적인 연구 과제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반면 교

과 교육과정은 총론과 달리 모든 교과에서 새로운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를 개발하면서 전면 개정의 형태72)를 취하였기 때문에, 총론 연구진, 교육

과정 연구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부분 수정의 형태로 개정한 것에 대

해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내부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교육과정 선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

부가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자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

조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계획이 발표되자 교과 교육 연구자

들과 일선 교사들은 현행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2년도 채 안되어 다시 교

육과정을 개정하겠다는 발상에 크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 정치적 요구에 의해 개정이 발의됨으로써 야기되었던 교육과

정의 빈번한 개정 체제를 비판했던 김재춘, 홍후조73) 등의 교육과정 연구

자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에 참여

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

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의 추진을 요구했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이었던 이돈희 역시 제7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위

원이자 한국교육개발원의 원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의 원인을 정치 권력 때문으로만 규정하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 

빈번한 주기적 개정에 대한 비판 속에서 도입된 수시 개정 체제는 오히

71) 김재춘·부재율·소경희·양길석,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2010, p.71, 

75.

72) 소경희, 앞의 논문, 2007.

73) 이들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원으로서 기초 연구와 

시안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홍후조, 앞의 논문, 2000; 김재춘, 앞의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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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09 개

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계

획이 수립되고 새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된 2009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에만 2007 개정 교육과정(총론)이 적용되었을 뿐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직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2009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 개발과 검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기도 

하였다.74)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도 

전에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2년여 만에 새로 고시된 것이다. 이를 정당화했던 것이 바로 수시 개정 

체제였다. 

게다가 수시 개정 체제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정치 권력의 개입도 배

제하지 못했다. 원래 수시 개정 체제 도입의 취지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

여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나, 국민의 요구라

는 것은 규정하기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요구도 국민의 요구로 치환

될 수 있다. 그 결과 수시 개정 체제는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소수의 관료

와 특정 세력의 주장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을 용이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75) 

수시 개정 체제를 명분으로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명박 정부

의 수립과 정치 권력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

술자문회의 산하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

상’(2009.9.8.)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을 위탁하였다.76) 그러나 한국

74) 다만 영어와 수학의 경우 2006년 8월 29일자로 부분 개정 고시한 영어·수학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개발한 교과서가 2009년부터 초1·2, 중1, 고1에 사용되기 시작하

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0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

정 해설(Ⅰ) 총론, 특별활동, 한솔사, 2008, p.89, 96.

75) 강대현·모경환,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과 양상 –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와 실천79, 서울대학교 종합연구원, 2013, p.2.

76) 홍후조,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학년군, 교과군 개념의 교육과정적 의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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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평가원이 시안 개발을 위탁받은 것이 2009년 9월, 2009 개정 교

육과정이 고시된 것이 동년 12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개월의 기간동

안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학년군과 교과

군의 도입, 집중 이수제의 활성화를 통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 창

의적 체험활동 신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기간의 단축, 고등학교 교육

과정 편제의 조정 등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의 내용77)은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개정 방식은 대통령자문기구인 교

육개혁위원회의 발의로 시작되고 교육과정 연구 개발 기구인 한국교육개발

원이 실질적인 연구 기능을 할 수 없었던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즉 2009 개정 방식은 수시 개정 체제의 도입을 주장했던 

이들이 비판했던 제7차 교육과정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되었던 것

이다.78)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제7차 교육과정의 바로 이

러한 측면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매우 아이러니

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기간은 1년도 채 안된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이 완료

되기도 전인 2011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짧은 연구 개발 기간

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고, 교과 교육과정·교과서가 

개발되기도 전에 교육과정 총론을 단위학교에 먼저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임

기 중에 정책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과시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가 반영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79) 그 결과 2011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교육과정연구27(4), 2009, p.47; 김재춘,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의 가능성과 

한계 탐색｣ 교육과정연구28(3), 2010, p.58, 62.

77) 조난심 외, 앞의 책, 2009, p.24.

78) 또한 개정의 특징적인 내용이었던 수준별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과 집중 이수

제(2009 개정 교육과정)가 이후에 실시된 부분 개정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다는 점도 

동일하다.

79)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에는 통상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 하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교육과정이 해당 정권 시기에 모두 완료

되어 적용까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 시기에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 개발은 대통령 임기 말기인 1997년 12월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제7차 교

육과정은 다음 정권인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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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7차 교육과정, 2학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 1학년은 2009 개정 교

육과정이 적용되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은 

2011년, 이에 의거한 교과서 검정은 2012년에 완료되었다. 그로 인해 

2011년부터 2년간은,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2007 개

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교과서가 사용되는 이중 체제가 지속되

었다. 이는 정부가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수시 개정 체제가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외부의 정치적 요구에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수시 개정 체제가 도입된 이후 

이루어진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80) 2007 개정 사

회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 28.) 고시 이

후 2년 만인 2009년에 사회과 교육과정이 부분 수정되었다(교육과학기술

부 고시 제2009-10호, 2009. 3. 6.). 이는 고등학교 1학년 ‘사회’의 경제 

영역 축소에 대한 경제학 전공자들과 경제 교육 전공자들의 반발과 수정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2007 사회과 교육과정의 고1 ‘사회’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사회 내의 여러 영역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경제 교육이 축소되었다. 경제 살리기를 주요 의제로 설정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경제 영역이 축소되었다는 경제학 전공자들과 경제 교육 전공

자들의 비판이 받아들여지면서, 경제 교육 강화 방침에 의거하여 고1 사회

는 배경 학문별로 대주제(대단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주제 

중심 교육과정은 이전 정부의 ‘경제 및 경제 교육 홀대 정책의 결과’였다

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81)

음 정권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즉 노무현 정부 시기에 개정 작업이 시작된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시 임기말인 2007년에 고시되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 2011년부터 각급 학교에 적용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를 경험한 이명박 정부는 

학교에서 겪게 될 혼란을 무릎쓰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임기 중인 2011년부

터 적용하는 정책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김재춘, 앞의 논문, 2010, p.79.

80) 김태웅, ｢2009 개정 역사 교육과정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의 난맥과 개발 과정

의 허실｣ 역사교육124, 2012, p.67; 강대현·모경환, 앞의 논문, p.2

81) 강대현·모경환, 위의 논문,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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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2011.8.9.) 고시 이후, 사회과 교육과정은 다시 2번이나 부

분 수정되었다. 먼저 2011년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고1 ‘사회’와 ‘생활경제’

가 폐지된 것에 대한 일반사회 교육 연구자와 경제학 및 경제 교육 분야 

연구자들의 비판이 힘을 얻으면서, 교과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사회

과교육 활성화 TF’가 구성되었고, 2012년에는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고1 

‘사회’를 다시 일반선택과목으로, ‘생활경제’는 ‘실용경제’로 과목명을 변경

하여 부활시켰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2012.3.21.). 또 2012

년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으로 ‘인성 교육 강화’를 내세웠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

에 사회과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부분에 인성 교육과 관련된 요소를 수정, 보완, 추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7.9.).82)

이처럼 수시 개정 체제는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막지

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을 야기함으로써 교

과 교육과 학교 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단축, 학년군·교과군제의 도입 등 대대적인 변화

를 가져온 전면 개정이었다. 총론의 전면적인 개정은 도미노처럼 교과 교

육과정의 개정과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을 촉발하였다. 특히 10학년(고1)까

지 편성되어 있던 국민공통교육과정을 9학년(중3)으로 축소 조정하고 고등

학교 전 기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하

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과는 2007년에 교과 교육

과정을 전면 개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교과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총론의 변화는 역사 교육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0학

82) 강대현·모경환, 위의 논문,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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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의 공통과정 및 10학년에서의 ‘역사’ 과목 필수를 상정하고 개발되

었던 2007 역사과 교육과정의 체계는 존립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게

다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이 2011년에 완료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학년군· 교과군의 설정 및 집중 

이수제를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83) 이로 인해 2007 교육과정 총

론에 따라 만들어진 역사과의 과목 편성 및 학년별 과목 배치 체제는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5월 역사 

교육과정을 부분 수정한 2010 역사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0-24호)을 고시하였다. 고등학교의 전 과목이 선택과목화 됨에 따라 

중학교 ‘역사’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게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이에 

따라 전근대사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 근현대사 

부분을 추가하였다. 반면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고등학교 ‘역사’는 

‘한국사’로 과목명을 변경하고 전근대사를 보강하였다. 그러나 2010 역사

과 교육과정이 고시될 무렵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역사’

는 이미 검정 중에 있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

에 한하여 이를 ‘한국사’로 개칭한 후 전근대사 단원을 2개 단원으로 늘리

고, 근현대사 단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한 

달여 정도의 시간 동안 교과서를 재집필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마련된 역사교육의 계열

성이 무너지고 학습 내용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84) 즉 중학

교는 전근대사 중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이라는 계열성이 무너지면

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를 통해 반복

적인 역사 학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총론에

서 요구해왔던 반복적인 내용의 배제, ‘교육내용 적정화’에 배치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83) 양정현, 「2007, 201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논리와 계열성｣ 역사교육120, 

2011.

84) 양호환, ｢중등 역사 교육과정 개발의 현안과 역사교육 개선 방안｣ 역사교육1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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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론의 경우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 현재까지 4년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개정이 두 차례

나 더 발생하였다. 먼저 2012년의 부분 개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간주되었던 집중 이수제를 사실상 폐지하였다. 학생

의 학습 부담 증가 등 집중 이수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중‧고
등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지침에서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제외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던 것이다. 이

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집중 이수제 실시 2년 만에 학교 교육과정을 재

편성해야 했다. 2013년 또다시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명분 하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필

수 이수단위를 기존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하였고 과목별 이수단위의 

증감범위를 기존 5±1에서 5±3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학교 체육을 활성화

한다는 명분 하에 고등학교 체육 필수 이수 단위를 10단위 이상, 매 학기

마다 편성하도록 하였고, 중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한국사 수업 시수 확대도 이루어졌

다. 기존의 5단위 1개 학기로 편성되었던 한국사 수업 시수를 6단위, 2개 

학기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85) 2012년의 부분 개정과 2013년의 

부분 개정 모두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다. 

이로 인해 2013년까지도 단위학교에서는 매년 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고 

있으며 각 학년별로 상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

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제대로 개발하는 것도, 제대로 시행해보는 

것도 어렵게 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은 현행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6·7

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을 1년여 정도 시행한 

상태에서, 학교 급에 따라서는 전혀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85)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3-7호(2013.12.18.)｣,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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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이 학교에

서 어떻게 적용·운영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거의 이

루어지 못하였고 이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 개발을 어렵게 하였다.86)

수시 개정 체제의 도입은 종래의 주기적 개정, 전면적 개정, 일시적 개정 

방식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수용된 결과였다. 특히 정치적 요구

에서 비롯되는 주기적 개정, 빈번한 개정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지적은 수

시 개정 체제의 도입에 주효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이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못하였다. 도입 취지와

는 달리 수시 개정 체제는 오히려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을 정당화하고 

이를 촉진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성이 중요

하다.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을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바꾸어

서는 안된다. 교육과정 개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꼼꼼한 연구를 거쳐, 실제 학

교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뒤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시 개정 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교육의 본질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 체제의 마련이 시급하다. 

3. 총론 우위 하향식 교육과정 개정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총론을 개발하고 난 후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과서를 집필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87) 총론에서 규정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편제와 시간배

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 지침 등이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예를 들어 필수과목인지 선택과목인지, 초·중·고 몇 학년에 몇 

86) 김재춘, 앞의 논문, 2002, p.86.

87)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예외적으로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을 동시에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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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씩 배당되었는지,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의 기간이 언제까지인

지에 따라 내용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총론이 먼저 

개발될 뿐만 아니라 총론이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을 제약한다는 점에

서 총론 우위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88)

그런데 교과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에 미치는 총론의 영향력이 매우 큼에

도 불구하고 교과교육 연구자들이 점차적으로 총론 개발에서 배제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각 교과 담당 편수관들이 총

론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 ‘연구 개발형’ 

개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과정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총론 개발이 이

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교과 관련자들도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나

마 총론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89) 그러나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 총론 

개발에서는 교과교육 연구자들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오히려 각론 개발 

지침을 통해 교과교육 연구자들의 영역이 교육과정 연구자들에 의해 통제

되었다.90)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총론 개발에서 교과교육 연구자들이 배제되었던 것은 교과교육 연구자들

은 ‘교과 이기주의’적 성향을 지니며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중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91) 이는 제6차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제6차 교육과정은 제

4․5차 교육과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제4․5차 교육과정은 교육부

가 한국교육개발원에 개정 연구를 위탁하여 교육과정 시안을 연구 개발했

던 반면, 제6차 교육과정은 문교부의 교육과정 담당관실이 주도가 되어 

88) 이혁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7~8학년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32, 2001(B), p.278; 이혁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방

식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21(3), 2003(A), pp.111~112; 이혁규, ｢사
회과 교육과정 개발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 청주교육대학 논문집40, 

2003(B), p.156; 김두정, ｢한국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개정 방식과 개선 방향｣ 
2006 춘계 학술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

89) 김용, 제6차 교육과정 결정 과정의 정치적 성격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1998, p.92.

90) 이혁규, 앞의 논문, 2001(A), p.123.

91) 이혁규, 위의 논문, 2001(A), p.159; 김용, 앞의 논문,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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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총론을 

개발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교부 교

육과정 담당관실의 편수관은 당시 정원식 문교부 장관이 교육과정 개정을 

지시하면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지금까지의 개정과 같이 분칠만 하는 

개정이 아니라 교육개혁 차원의 아주 근본적인 개정이어야 하며, 교육과정 

개정안 연구 개발에 참신한 신진 학자와 연구자를 특정 지역과 대학, 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게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교부 장관이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은 “편수 업무 담당자들이 ‘과목주

의’라는 고정 관념에 빠져 있어서 이들에게 개정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92) 즉 기존의 교육과

정 개발 방식이 교과교육 관련자들의 이해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교

육과정 개정 주도 세력의 평가가 총론 개발 과정에서 교과 관련자들의 참

여 배제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 결과 교육과정 연구자들만으로 ‘교육과정

총론개정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93)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식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된 것은 교육과정 체제 및 구조 결정 과

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영향과 교과의 이익추구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는 ‘교육과정총론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의 주장도 이를 잘 보여준다.94)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과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둘러싼 논쟁을 각 교과의 ‘교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였다.95) 더 나아가 교과들 간의 영역과 수업 시수 확보를 위한 경쟁

92) 함수곤,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1, pp.268~269.

93) 김용, 앞의 논문, p.97. ‘교육과정총론개정연구위원회’는 한명희, 곽병선, 김신복, 

김재복, 허경철로 이루어져 있었다(한명희 외, 앞의 책, 1991.).

94) 한명희,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과정학회 92년도 연차학술

대회 발표논문 토론집, 한국교육과정학회, 1992, p.64.

95)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이수 과목을 축소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모

든 사람들이 동의하면서도 막상 교과 편제를 작성할 때에는 교과 전문가들이 자기 

교과의 과목을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하여 과목의 축소는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사회과와 과학과에서 심하였다.” 허경철 

외, 제5차 고등학교(일반계) 교육과정 총론 시안의 연구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보고 RR 87-45,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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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과정 개선이나 총론에서 의도한 교육과정 개정의 본래 목적, 예를 

들어 교과의 통폐합이나 학습량의 감축과 같은 것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해 

왔으며,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과 삶의 기회에 대한 배려를 유실시켰

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96) 필수과목 수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교과 전공자들이 기득권의 유지와 확대를 위하여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서 교육개혁위원회가 비워 놓은 편제표의 빈칸

을 채우기 위하여 불과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

면 안되었을 것이다.”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p.291.

96) “이제까지 교육과정이 그 구성방향과 교육의 본질적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 

각 교과 사이의 이해갈등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힘의 역할에 의하여 조정되고 좌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의 교육과정은 개선되지 못한 누적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략) 이러한 이해갈등이 집단적 압력으로 

화할 때 교육과정 개혁은 무산되고, 이들 소수 이해 집단 때문에 한국의 모든 청소

년의 시간이 가장 필요한 학습보다는 이들 내용의 학습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에 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명희, ｢제6차 교

육과정 개정 연구의 경과, 필요성, 목적 및 방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에 대한 제1차 공청회 자료집, 교육과정 연구 위원회, 1991, p.11.

     “지난 27일 발표된 제6차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시안을 둘러싸고 과목이 폐지되

거나 수업시간이 축소되는 일부 교과의 교사, 유관단체와 학회, 대학의 관련학과 등

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긴 하나, 반발의 강도가 예상보다 크고, 그 중에는 꽤 설득력이 있

는 주장도 있어 시안작성을 주도해온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한명희 동국

대교수)와 교육부를 적지 않게 괴롭히고 있다. (중략) 이처럼 분분한 논의에 대해 

연구진과 교육부측은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 만큼 일리가 있는 주장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렴할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기득권 유지 차원이나 고질적인 

영토주의에서 기인하는 요구는 기필코 배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육과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편수관리관실의 한 관계자는 ‘건국 이후 5차례 있었

던 교육과정 개편이 전체 교과 편제 면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구태의연한 골격을 

유지해온 것은 교과별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다시 그

런 관행을 되풀이 한다면 우리교육은 영영 후진성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사 한문 교련교사-학회반발/“교육과정 시안”싸고 논란｣ 조선일보 1991. 10. 2.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과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을 둘러싼 각 교과의 ‘이기

적 열정’에 끌리는 소란은 결과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학생들의 학습과 

삶의 기회에 대한 배려를 유실시키게 된다. 즉 교육과정 개정의 서두는 대학 교육 

전문가들 사이의 독과점 경쟁 상태에서 한치 양보 없는 힘의 게임을 벌여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과정이 되곤 하였다.” 홍후조, 앞의 논문, 1999, pp.224~225.

     “총론에 해당하는 교과 편제 및 시간(단위) 배당에 있어서 교과들 간의 영역과 

수업 시수 확보를 위한 경쟁이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총론에서 의도해 왔던 교과의 

통·폐합이나 학습량의 감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지적이 있다.” 

소경희,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연구18(1), 2000,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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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개정을 시작하였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필수과목 수가 

오히려 증가했던 반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필수과목의 수가 축소되고 

일부 교과의 수업 시수가 감축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과교육 연구자들

을 총론 시안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능하였다는 주

장97)도 있다. 

교육과정 개발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한 연구에서는 교과교육 연구자, 교

육부 내의 교과 편수관, 교사 등을 교과교육 관련 집단에 포함시키며, 이

들은 집단의 이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이익단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게다가 이들의 강고한 조직력을 교육과정 개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한다. 반면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특정 교과에 속해 있거나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과의 영역 다툼에서 벗

어나 공정하게 교과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중립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

한다. 한 교육과정 연구자는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중립성’을 교육과정 개

발에서 그들이 갖는 하나의 ‘자원’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중립성’은 교육

과정 연구자들의 총론 개발, 더 구체적으로는 편제와 시수의 결정을 정당

화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98) 

또한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교과교육 연구와는 구별되는 탐구대상과 영역

을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해 나갔다. 이것은 ‘교과’라는 개념

     “특정 대상과 분야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그 결과를 집대성해 놓은 학문이나 거

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과는 자기 지위와 비중을 강화하기 위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인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기에는 교과

의 이런 노력은 더욱 활발해진다. 모든 교과는 자기 교과가 중요(重要)하므로, 독립

(獨立)된 영역을 설정해서, 모든 학습자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필수(必修)로 학

습자들이 아직 어릴 때부터(早期), 적어도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오래도록(長期), 해

당 분야가 포괄하는 것을 가급적 많은 내용과 시간 분량(多量)을 가르치고, 이를 공

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시험(試驗) 과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단히 

줄여서 중독필 조장다시(重獨必 早長多試)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교과 관계자의 

이해가 개입될 경우 교과의 요구가 학습자나 사회의 요구보다 강렬하다는 측면을 

드러낸다.” 홍후조,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 전환(Ⅲ): 교육과정 개정에

서 총론과 교과 교육과저의 이론적·실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24(2), 

2006(A), p.191.

97) 김용, 앞의 논문, p.92.

98) 김용, 위의 논문, p.78, 81; 이혁규, 앞의 논문, 2001(A),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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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고 교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맡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교육과정’이라는 연구 분야는 기존의 교과중심 교육과정

을 비판하면서 학생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교육내

용으로 바꾸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99)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여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교육과정의 핵심 

질문라고 할 때,100) “각각의 학문 영역으로부터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다

고 판단되는 내용을 뽑아내어 그것을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라는 교육

내용 조직의 준거에 따라 가르친다.”라는 학문중심 교육과정 하에서는 교

과교육 연구자들의 전문성은 크게 발휘되는 반면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거

기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학문과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으며 이는 ‘교과’라는 개념의 

설정으로 이어졌다. “교과는 교육목적과 학생의 발달, 사회적 요구 등의 

필요와 교육적 관점에 의해 필요한 것만을 계통을 세워 선정, 조직해 놓은 

것으로, 학문의 조직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같은 명칭의 교과라도 학습대

상에 따라서 한 시대, 사회, 학문의 변화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101)는 주장은 이를 잘 보여준다. 즉 “학자들이 탐구를 통해 생산한 

지식을 체계화한 것”이 학문이라면, 교과는 “학문 중에서 초중등학교 학생

들이 익히면 좋은, 즉 교육적 수련적(discipline)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학교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 학교 여건

에서 교수학습이 가능한 것들을 체계화한 것”이다. 즉 ‘교과’는 학문과 동

일한 것이 아니며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를 분석하여 도출해낸 교육의 일

반목표를 잘 달성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를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묶은 것’

이다. 이러한 ‘교과’ 개념 속에서는,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

99) 김수천, ｢교육과정학의 성격: 주요 문제와 탐구방법-교육과정학의 역사를 중심으

로｣ 교육과정연구 22(2), 2004, p.9; 김재춘, ｢교육과정에 관한 하나의 담론으로

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교육혁신연구회 편, 한국 교육과정의 새로운 좌표 탐색, 

교육과학사, 2000, p.225. 

100) 진영은, 교육과정, 학지사, 2002, p.171.

101) 함수곤, 앞의 책, 1994,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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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교육의 일반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

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을 어떠한 교과로 묶어서 어떠한 비중으

로 가르칠 것인지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102) 이러한 과업은 바로 교육

과정 연구자들의 역할로 규정된다. 결국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문과 구분되

는 ‘교과’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이론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더 나아

가 탈학문적인 통합 교과를 만듦으로써 교육과정 연구자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서 ‘총론’이라는 형식은 이를 뒷받침해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교육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총론의 역할

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는지,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은 없는지 등의 문제에 답하는데 있다. 즉 현행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교과 가운데 삭제할 교과, 비중을 축소하거나 강화해야 할 교과, 신설해야 

할 교과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 교과 교육과정은 개별 교과의 특수한 

목표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는 교과 교육과정

이 아닌 총론에서 대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에서 유

래한 교육의 일반목표를 추출하고, 이에 의거하여 교과들의 성격, 목표, 내

용, 기능 등을 비교 평가하여 교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업은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몫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총론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

는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교과의 종류와 명칭, 위상과 지위, 역할, 비중, 보

다 구체적으로는 각 교과를 독립교과로 편제할 것인지, 필수과목으로 편성

할 것인지 선택과목으로 편성할 것인지, 학교급별로 수업 시수는 얼마나 

배당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

게 한다. 즉 현행 교육과정 개정 방식 하에서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역할은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를 대변하여 교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

102) 홍후조, ｢교육과정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탐구 영역의 규명과 그 정당화(I): 기

본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2(2), 2004, p.34, 38, 41; 홍후조, 앞의 논

문, 2006(A),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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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103)

이러한 논의 구도 속에서 교과의 가치는 ‘학습자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

육의 일반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교

육과정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는 총론에서 평가된다. 이는 반대로 각 교과

는 해당 교과가 교육과정에 포함될 만큼 가치가 있음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현행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총론 우위’의 교

육과정 개정 방식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은 가치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육과정 

연구자들 역시 서로 다른 가치관, 이념, 학문적 배경, 경험 등을 갖고 있으

며 이것은 교육과정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객

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으며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의 영향 

속에서 결정된다.104) 더 나아가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 지

식이며, 무엇이 가르칠 만한 지식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교육과정 개발

은 “지식의 위계를 결정짓는 일”이며 따라서 항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

다.105)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학습자와 사회의 교육과정적 요구를 확인하고, 이

를 반영하는 절차를 개발하면, 교육의 일반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전제

한다.106) 그리고 교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준거를 개발하면 객관적으

로 교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가정한다. 실제로 <표 Ⅱ-7>과 같

이 교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준거표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각각의 과정에 고

려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면 합리적이고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다는 주장은 신화에 가깝다. 

예를 들어, 학습자 집단 간의 상충하는 요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103) 홍후조, 위의 논문, 2006(A), p.192.

104) 이원희, ｢미래사회에서의 교육과정 결정체제｣ 교육과정연구 19(1), 2001, 

p.39.

105) 김재춘, 앞의 논문, 교육혁신연구회 편, 앞의 책, p.222.

106) 홍후조, 앞의 논문, 2004, p.34, 3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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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준거 평가 지표

학문과의

관계

교육성: 교과의 내용과 활동은 교육적·수련적 

가치가 있는가?

논리적 정합성

경험적 실증성

기술적 효용성

사회적 합의성

개인적 덕성

국제적 교류성

예술적 심미성

신체적 건강성

실천가능성: 교과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서 실천가능한가?

학생의 학습가능성

교사의 교수가능성

교육 여건과 환경에서

실천 가능성

교과

내부의

특성

정확성: 교과의 내용은 오류나 거짓이 없으

며 참인가?

실증된 정도

논증된 정도

학문공동체내 합의 정도

체계성: 교과 내 지식과 활동 등은 난이도, 

복자도 등에 따라 순차적·위계적으로 정비되

어 있는가?

횡적 범위

종적 계열

횡적 통합성

종적 계속성

교과내 전체적 연계성

교과내 전체적 균형성

교과내 전체적 통일성

중핵성: 교과 내 지식은 주변적이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인가?

중요도

공통 필수성

다른

교과와의

관계

정체성: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탐구 

방법(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에서 나름대로 

독특하며, 다른 교과들과 구별되는가? 인적

교과와 중복되지 않고 배타적인가?

교육목표의 차별성

교육내용의 차별성

교수학습방법의 차별성

교육평가의 차별성

상보성: 교과는 교육과정의 전체적 측면에서 전체 교육과정에서

<표 Ⅱ-7> 교과의 교과다움을 재는 보편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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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과 및 교과외 활동과 상보적으로 조

화하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차지하는 비중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지위

교과간 전체적 연계성

교과간 전체적 균형성

교과간 전체적 통일성

학습자와의

관계

분화성: 교과의 내용과 활동은 학습자의 요

구를 존중하여 차례대로 분화되어 있는가?

소질과 적성 반영도

발달과 능력 반영도

직업 진로 반영도

유의미성: 교과의 내용과 활동은 학습자가 

그것을 배울 때 공감적 이해를 유발하는가? 

교과는 학습자에게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경

험을 초래하는가?

학습자 경험 반영도

학습 흥미와 동기 유발도

학습 과정의 즐거움 정도

학습 성과에서 오는 보

람 정도

성취가능성: 교과의 내용과 활동은 최소, 공

통, 필수적으로 정련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

습자들이 학습하여 성취할 수 있는가?

학습 범위

학습 수준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국제 학업성취 비교

개인적 유용성: 교과의 학습 내용과 활동을 

학습자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가? 교과는 전이가가 높은가?

실생활 유용도

후속 학습과 연계정도

직업 생활 활용도

5.

사회와의

관계

적합성: 교과는 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

치나 제도에 적합한가?

지역사회 적합도

국가사회 적합도

국제사회 적합도

신뢰성: 교과는 대다수 성원들로부터 교과답

다고 지지를 얻고 있는가?
일반인의 지지도

사회적 유용성: 교과의 내용과 활동은 그 사

회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사회 개선 기여도

사회 혁신 기여도

자기 갱신성: 변화상응성/성장성, 교과는 사

회의 과학기술, 사상과 문화의 발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 성장, 발전에 따라 계속적

으로 변화, 성장, 발전하는가?

사회 추세 반영도

학문 발전 반영도

출처: 홍후조, 앞의 논문, 2006(A), pp.197~198.

어떠한 것을 배제할 것인지, 사회 내의 여러 집단 간의 상충하는 요구를 

어떻게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지,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가 상충하는 경우 

어디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이를 비교하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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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절차를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각각의 학습자, 여러 사회 

집단의 요구 가운데 어떠한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해

야 하며, 여기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교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준거표의 경우도, 이러한 평가지표가 자동

적으로 교과의 가치, 교과의 우선 순위를 도출해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교과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 가

운데 어떠한 것을 더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 Ⅱ-7>의 ‘교육성’이라는 

평가 준거 가운데 ‘논리적 정합성’과 ‘사회적 합의성’ 가운데 어떠한 것이 

어느 정도 더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논리적 정합성’을 추

구하는 수학과 ‘사회적 합의성’을 추구하는 사회 가운데 ‘논리적 정합성’의 

추구가 교육의 일반목표에 비추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교과 시수에서는 어떠한 비중을 차지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도 객관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 정합성’이 가치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가르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각 학년에서 몇 시간씩 가르쳐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

국 가치 판단의 몫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총론은 다양한 학습자, 사회, 교과가 요구하는 지식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 개발 

영역에 ‘중립성’을 근거로 교과교육 관련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107) 

또한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총론을 통해 추출해 낸 교육의 일반목표, 즉 

총론의 ‘방향’과 ‘목표’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표 Ⅱ-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추구하는 인간상’에

서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전인적인 사람, 개성

107) 김재춘, 앞의 논문, 교육혁신위원회 편, 앞의 책,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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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람 등을 제시하였다. ‘목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과정

에 제시된 방향과 목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로 점철되어 있으며, 

‘좋은 말’은 다 들어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108) 

108) 윤병희,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총체적 분석: 정책과 설계를 중심으로｣ 한

국교육과정학회 92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토론집, 한국교육과정학회, 199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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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구하는 인간상

제4차

교육과정

-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음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

-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제5차

교육과정

-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

인 사람

제6차

교육과정

-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도덕적인 사람

제7차

 교육과정

·

2007 개정

교육과정

-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009 개정

교육과정

-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3차 교육과정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 역시 별도의 항목이 설

정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출처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

<표 Ⅱ-8> 교육과정별 추구하는 인간상

  

  일례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미래의 사회를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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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

이라 이해한다면,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추출해낸 사회의 특성과 필요라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개괄적이어서 그들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거의 드

러나지 않는다. 또한 총론의 ‘방향’과 총론의 ‘목표’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즉 ‘방향’에서 설정한 내용이 ‘목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방

향’이나 ‘목표’ 설정과 ‘교과의 편제와 시간 배당’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109) 제4차 교육과정

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목표는 <표 Ⅱ-9>와 같다.

결국 이론적으로 총론에서는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학교 교

육에서 추구해야 할 일반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교과의 가치를 평

가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론에서 추출해 낸 목표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며, 교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

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중립성’을 가진 교육과정 연구자들만 참여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러한 현실은 교육과정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가치 중립적인 교육과정’이라는 관념은 교육과정 

지식이 항상 객관적이며 타당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선택되고 만들어진 

것으로서 의문시되고 분석되어야 하며, 다양한 논쟁과 의사소통을 거쳐야 

할 대상임을 은폐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편 총론 우위의 하향식 개정 절차 속에서 교과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야 한다. 반면 총론에서 결정된 내용을 교과 교육과

정에서 수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

하는 교과교육 연구자들은 총론에서 정해진 방향이나 지침이 교과의 입장

에서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실현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교육

과정 개정에 참여하는 이상 기술적으로 그것을 구현하도록 강제된다. 예를 

들어 제7차 교육과정 개발 당시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방향으로 설

정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총론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을 심화 보충형

109) 윤병희, 위의 논문,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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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구하는 인간상

제4차 

교육과정

1)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가지며,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적응하게 한다. 

2) 건전한 취미를 길러 여가를 선용하고, 풍부한 정서 생활을 하게 한다. 

3) 언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지게 한다. 

4) 자연과 사회현상에 대한 기초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며,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5) 생활에 유용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게 하며, 평생 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게 한다. 

6)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

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7) 민주적 제도와 생활 원리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한다. 

8) 우리의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주체적인 국가관과 연대 의식을 가지

게 한다. 

제5차

교육과정

1) 신체와 정신의 급속한 성장, 발달에 대응하여 성숙한 자아의식과 조

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하고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가지게 한다. 

2) 건전한 집단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고 국가 사

회 발전과 인류 행복 증진에 봉사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3) 언어, 수리 등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능을 신장시키고 논리적

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4)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초 원리를 이해시키고 정보 처리 능력과 탐구 능

력을 길러, 합리적이고 진취적으로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한다. 

5)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 풍부한 정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흥미와 관심의 폭을 넓혀 다양한 개성을 가지게 한다. 

6) 생활에 유용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시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게 하여, 평생 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게 한다.

제7차 

교육과정

·

2007 

개정 

교육과정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

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3)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

험을 가진다. 

4)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에 발전시키려는 태

도를 가진다. 

<표 Ⅱ-9> 제4차 교육과정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목표 

으로 편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진 중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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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

식을 익힌다. 

2009 

개정 

교육과정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

한 이해를 넓힌다.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출처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

는 이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사회과의 내용은 수준별로 구성할 만큼 계통

성이나 위계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 수준별 교육과정은 평등성에 어긋난

다는 점, 충분한 연구 없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수준별 교육과정의 시행은 이미 총론에서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진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과 교육의 목적과 특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수

준별 교육과정의 시행은 사회과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진의 주장은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위계화된 구조”로 인해 전혀 반영되

지 못했던 것이다.110)  

반면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총론에서 제시한 방향과 의도를 교과 교육과

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명분으로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개입하

였다.111) 즉 총론에서 제시한 방향이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교과 교육과정을 검토 평가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교과 교육과정을 규제하고 간섭하였던 것이다.112) 총론보다 교과 

교육과정을 먼저 개발하게 되면, 교과 교육과정에 총론의 취지를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론팀에서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 여부를 체크할 수 

110) 이혁규, 앞의 논문, 2003(A), pp.111~112; 이혁규, 앞의 논문, 2001(A), p.148.

111) 이혁규, 위의 논문, 2003(A), pp.123~124.

112) 이돈희 외,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한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정연구위원회 연구보고 CR97-36, 1997,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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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주장, 총론에서 어떠한 결론이 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교

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는 결과적

으로 교육과정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주장은 이러한 시각을 잘 반영

한다.113) 

이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제안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교과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보고서의 ｢교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 및 제시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침을 상세화하고 있다.114)

7차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를 최소화하고

그 내용을 학생의 성취 능력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적인

암기 학습을 지양하고 고등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7차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

방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 내용 제시 방식은 교사가 가르쳐야 할 주제 중심의 정보 나열

형을 지양하고 학생이 학습 결과 드러내 보여야 할 성취 능력 중심으

로 진술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의 시민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

의 혁명과 인권 선언과 같이 교사가 가르쳐야 할 주제만을 나열하는

것 대신에 이러한 주제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학습 능력이

강조될 경우, 학교는 영국의 시민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의 혁

명과 인권 선언 모두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들 중 하나에 대

한 심층 지도를 통하여 혁명과 민주 사회의 탄생에 대한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다.

113) 홍후조,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이론적·실제적 연계에 관한 연구｣ 
2006년도 춘계 학술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B), pp.570~571.

114) 이돈희 외, 앞의 책, 1997,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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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든 내용을 동일한 시간 동안 가르치는 것 대신에 학교나 교

사가 선택하여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교

과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영국, 미국, 프랑스의 혁명

모두에 대해 가르치는 것 대신에 교사가 그 중 하나를 택하여 심층적

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은 피상적인 학습을 지양하고 보다 사회 역

사적인 맥락 속에서 혁명과 민주 사회의 탄생에 대한 관계적인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다. 우리 역사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처럼 삼국 (고

구려, 백제, 신라) 모두를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간 동안 학습하는 것

대신에 삼국에 대한 간략한 소개 다음에는 학교나 교사의 선택에 의해

한 나라에 대해서 심층 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삼국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그리고 관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15)

 

이 보고서는 암기 위주의 지식교육을 비판하면서 고등 사고력의 육성을 

교과 교육의 주된 목표로 보고 있다. 또한 역사를 배울 필요는 있지만 모

든 역사를 총망라해서 통사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으며, 사고력이나 기능을 

길러주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국의 시민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의 혁명 등 개개의 역사적 사실보다 “혁명

과 민주 사회의 탄생에 대한 관계적 사고”를 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

표로 인식된다.

이러한 견해는 역사교육의 특수성과 가치에 대한 오해를 잘 드러낸다. 

즉 인간 행동의 유사성․일반성에 관심을 갖고 일반적 법칙을 해명고자 하

는 사회과학과는 달리 역사학은 인간 행위의 특수성, 개별적인 역사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역사학에서는 개별적인 과거 사실들을 중시하며,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116) 이것은 역사교육에서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역사교육의 목표로서 제시되는 역사적 사고는 다음의 세 

115) 이돈희 외, 앞의 책, pp.7~8. 이 보고서는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방향’, 

‘교과 교육과정 내용 및 제시 방식’, ‘교수-학습 자료의 방향과 지침’, ‘수준별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16) 김한종, ｢역사학습에서 상상적 이해의 방안｣,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

법, 삼지원, 1997, 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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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과거 사건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추체험하는 것이다. 둘째, 사건의 유사성보다 개별성, 다양성에 관심을 둔

다. 셋째, 시간 속에서 계속성과 변화를 추구한다.117) 따라서 역사교육에서

는 사회적 법칙이나 원리보다는 인간생활의 고유하고 특수한 성격을 중시

하며, 사회에 대한 과학적 설명보다는 인간행위의 동기와 성격에 대한 이

해를 더 중시한다.118) 

또한 사고나 기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그 자체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역사적 사고력이나 역사의식의 육성

을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파악, 이를 기초로 한 시대의 흐름 및 역

사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역사학습에서 사실적 역사 지식

은 지식 체계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논리적인 사고력의 육성에도 필수적이

다.119) 이런 의미에서 역사의 구조나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필수적인 

중요한 사실의 경우, 그 자체를 아는 것도 역사교육에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120) 종래의 역사수업이 과거 사실로서의 역사를 중시하고 역사지식의 

습득과 축적을 강조하였다면, 일방적인 주입식 지식교수방식이 잘못된 것

이지 역사지식의 습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역사학의 본질적 성격과 역사교육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위의 보

고서에서 예로 든 혁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사회과학에서는 혁명의 일

반성에 관심을 갖지만 역사학에서는 혁명의 특수한 성격에 관심을 갖고 이

를 해석하고 연구하게 된다. 따라서 지리나 일반사회를 학습할 때에는 프

랑스 혁명과 같은 구체적 사실들이 특정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역사에서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학습의 

본질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내용 제시 방식으로 설정된 성취기준은 다양한 역사

117) 김한종, ｢역사적 사고력의 개념과 그 교육적 의미｣, 양호환 외, 위의 책, p.318.

118)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p.24.

119) 이원순․이정인, 역사교육- 이론과 실제, 정음문화사, 1985, pp.24~26.

120) 김한종, ｢사회과 통합의 문제점과 국사교육의 위기｣, 역사비평 49, 1999,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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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교육적 관점 및 개성을 지닌 교사들에게 형식적․내용적 굴레로 작용

할 수 있다. 위의 보고서에서 예시한 시민 혁명의 경우, ‘시민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음을 말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기준이 제시될 수 있

을 것이다. 이 경우 교사는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을 

통해 민주 사회가 발전하였다는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는 

교사의 역사관과 역사 이해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교사의 설명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역사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역

사 사실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교사 자신의 역사 이해를 변형하

여 창출하는 과정이다.1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역사적 사건(주제, 

토픽)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특정한 능력이나 이해를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

는 것은, 교과서에 주어진 내용을 넘어서서 가르칠 내용을 선택하고 결정

하는 교사의 역할을 부정하고 교사를 단순히 주어진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

달하는 전달자로 국한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이처럼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개입과 규제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보다는 각 교과의 특수한 성격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

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중립성’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영역에, ‘비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을 내세워 규제하고 간섭하

는 총론 우위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교과교육 연구자들을 ‘교

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총론 개발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반면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중립성

을 내세우며 교육과정 개발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왔다. 더 나아

가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역할은 각 교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총론에서 제시한 방향과 의도가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총론 우위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정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121) 양호환, ｢역사학습의 인식론적 모색｣ 역사교육75, 2000,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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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총론 우위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정 체제는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총론 

개발을 전유하고 교과 편제 이외의 다른 영역까지 규제하고 간섭할 수 있

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의 전 과정에서 교육과정 연구자들

의 영역을 확대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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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역사 교육과정 구성의 제약 요인

총론에서 결정되는 교과의 편제는 역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토대이자 

이를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한다. 국사 혹은 세계사를 초·중·고 어떤 학교급

에서 가르칠 것인가, 몇 학년에서 몇 시간씩 가르칠 것인가, 필수 과목으

로 가르칠 것인가 선택 과목으로 가르칠 것인가와 같은 문제는 역사 교육

과정의 내용 선정과 조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 사

회과 체제와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 체제는 역사 교육과정 구성을 제약

하는 구조로 작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사회과 통합이 강행되는 과정을 총

론의 측면과 사회과 내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의 특징은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과 통합의 강행의 토

대가 되었던 ‘학습 부담 축소론’의 허구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이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선택 교육과정 확대론’의 이

론적 근거와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이후 나타난 현실 사이의 괴리, 이러한 

체제가 역사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1. 통합 사회과의 강행

우리나라의 사회과 체제는 1946년 9월 미군정청 학무국이 발표한 ‘국민

학교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에서 ‘사회생활과’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

었다. 1947년에 발표한 중학교 교수요목에서도 역사, 지리, 공민은 사회생

활과 속에 편성·조직되었다. 사회생활과는 종전에 공민․지리․역사로 나누어 

가르치던 것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교과로 만든 것으로, ‘통합’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사회생활과는 도입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고, 중등

교육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사회생활과 도입을 주장했던 이들은 앤더슨(Paul. S. Anderson: 미군정 

편수국 고문관), 오천석(문교부 차장), 김상철(문교부 중등교육과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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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편수국 번역사, 후에 편수관), 장리욱(서울대 사범대학장) 등이었다. 

이들은 획일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일제 시기의 전제적 교육에서 벗어서

나 민주주의 교육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1) 반면 문교부 편수사였던 황의돈과 고석균을 비롯하여 각 대학의 

사회생활과를 담당해야 했던 교수들은 사회생활과 도입에 반대하였다. 이

들은 사회생활과는 우리와는 사정이 다른 미국의 교과를 무비판적으로 모

방하는 것이며, 학문 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계통성을 파괴

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생활과 도입을 반대하였다.2) 

그러나 사회생활과를 찬성했던 논자들은 교과의 통합, 통합 교과로서의 

사회생활과가 진보적이라는 기본 관점을 갖고 있었다. 기존의 역사, 지리, 

공민의 분과주의적인 과목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였던 것

과 달리 통합적인 사회생활과는 학생의 경험과 생활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생의 경험과 생활을 중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진보적인 것이라는 것이었다.3) 이들은 학문적 계통성을 중시하고 학

문의 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분과주의적인 것이며, 이것은 곧 일제의 잔재

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사회생활과가 진보적인 것이며 발

전적이라는 관념은 사회과 도입을 주도하고 후원했던 집단4)이 교육학 전

1) 이진석, 해방 후 한국 사회과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1992, p.62. 

2) 이진석, 위의 논문, 1992, p.60; 홍웅선, ｢미 군정하 사회생활과 출현의 경위｣ 교

육학연구 30(1), 1992. p.123.

3) 학생의 경험을 중심하는 사회생활과가 진보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글로는 다음

을 참고할 수 있다. 

    “학생의 심리적 특성이 미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의 시대 정신이 종합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분과주의를 배격하고 교과통합을 시도한 사회생활과는 학

생심리와 시대조류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윤정석, ｢현금 초등교육에 가장 적

절한 교수법의 기초원리｣ 조선교육, 1947(이길상․오만석 공편, 한국교육사료집성

- 미군정기편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106).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後進國인만큼 先進國의 것을 많이 유입할 必要가 있습니다. 

結果的으로 제 意見을 말씀드리면 社會生活科는 至今 朝鮮敎育에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社會生活科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世界的으로 보아서 가장 

進步된 새敎育 思潮에서 出發하고 새 方法으로 實現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심태진, ｢사회생활과교육론｣, “제일회 민주교육연구강습회속기록”, 조선

교육, 1946(이길상․오만석 공편, 위의 책, pp.49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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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로서의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5) 또한 미군정의 지배라

는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한 미국적 가치와 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강한 신

념 역시 사회생활과가 진보적이고 발전적이라는 관념을 뒷받침하였다.6) 이

로부터 사회과 통합을 개혁․진보로 간주하는 인식이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생활과의 도입은 교과로서의 적합성에 학문적 검증 과정이 

결여된 채 하나의 당위로서 받아들여졌다.7) 이후 ‘사회생활과’라는 명칭은 

‘사회과’로 바뀌었다.8) 역사·지리·공민을 통합한 교과로서의 ‘사회과’는 제

1·2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통합 사회과 체제는 제3차 교육과정 

시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중·고등학교의 국사과가 사회과로부터 분리되

어 독립 교과로 편제된 것이었다. 이 조치는 1972년부터 추진된 국사교육

강화 정책, ‘민족 주체성 확립’ 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의지가 직접적으

로 발현된 것이었다.9) 물론 국사과를 독립시키고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필수로 가르치게 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민족 자주 

확립에 대한 요구와 국사 정상화의 요구에 연원을 둔 것으로서, 국민의 역

사인식과 국가의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 지극히 필요한 일이었다.10) 그러나 

이는 민족 사관 교육을 통해 반공체제와 유신 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집권 세력의 의도가 개입되면서 변질되었다. 정부가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국사 교육의 내용 선정과 서술에 있어서 정치 권력의 

4) 오천석, 장리욱 등을 비롯하여 미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석, 박사급 교육학자들을 

핵심 인물로 꼽을 수 있다.

5) 이경호, ｢한국 사회과 성립을 둘러싼 집단간 갈등에 관한 연구｣ 21세기에 대응하

는 사회과교육과정의 논리와 쟁점,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0, p.356.

6) 이진석, 앞의 논문, 1992, pp.60~62.

7) 이진석, 위의 논문, 1992, pp.60~62.

8) 고등학교는 1954년 제1차 교육과정 개정 때, 초·중학교는 1963년 제2차 교육과정 

개정 때 ‘사회과’로 변경되었다. 홍웅선, 앞의 논문, 1992, p.121.

9) 윤종영, ｢국사교육강화정책｣ 문명연지2(1), 2001, pp.274~275.

10) 이경식, ｢한국 근현대사회와 국사교과의 부침｣ 사회과학교육1, 1997;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교육과

학사, 2011, p.25; 서의식, ｢한국사 인식과 국사교육의 목표｣, 역사교육76, 200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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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커지게 된 것이다.11)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이른

바 ‘민주 진영’ 측으로부터 국사과는 ‘국책 과목’으로서 유신 체제를 정당

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12) 1980년

대 후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국정 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정 국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논자들은 크게 두 입장으로 나뉘

어진다. 먼저 국사를 ‘국책교과’로 매도하면서 독립 필수 교과로서의 국사

과의 지위를 비난하고 이를 구실로 사회과로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이었

다. 또 다른 이들은 국사 본연의 위치와 지위는 살려두되 국사 교육에 대

한 정부의 간섭과 간여를 배제하고 국사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사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후자였

으나, 교육과정 개정을 주도하는 세력은 전자였기에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

여지면서 국사과는 독립 교과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회과로 통합되고 말았

다.13) 

‘국사과’가 다시 사회과로 통합된 것은 1992년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

서였다. 그러나 국사의 사회과 통합 문제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갑자기 등

장한 것은 아니었다. 총론 차원에서는 이미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국사과

와 사회과의 통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을 전후로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을 주도하게 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속적으로 교과목

을 통합하고 통합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총론 개발을 주도한 교육과정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정책을 계승하였다. 

통합 교육과정 구성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국민학교 저학년의 통합 교

과, 중·고등학교의 사회과와 과학과였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과정 연구

자들에 의해 주도된 통합 교육과정 구상을 현실화하는 과정 속에서 국사과

의 사회과로의 통합이 강행되었던 것이다.

11) 김한종,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2006, pp.38~40.

12) 제3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13) 이병희, ｢국사교과서 국정제도의 검토｣ 역사교육91, 2004, pp.88~90; 서의식, 

｢국사교육의 목표와 진로｣ 국사교육의 안정화와 역사교육의 향방, 2012년도 역사

교육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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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통합안이 처음 제시된 것은 1979년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

행한 교육과정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였다. 1979년 2월 열린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국민학교 저학년의 교과 통합안이 처

음 발표되었다.14) 이 때 제시된 통합안을 보면, 1학년은 국어와 산수, 사

회와 자연과 미술, 음악과 체육, 사회와 도덕을 통합하여 4개 과목으로 줄

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2학년은 6개 과목, 3․4학년은 7개 과목, 5․6학년은 

9개 과목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었다.15) 이후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연

구’ 보고서에서는 1학년은 국어․도덕․사회, 산수․자연, 체육․음악․미술을 통합

하고, 2학년은 국어․도덕․사회, 체육․음악을 통합하고, 3학년은 도덕과 사회

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16) 이 통합 방식은 제4차 교육과정 시안 보

고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즉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교과목 간의 통합 운영이라는 아이디어는 ‘국민학교 교육

과정 개선연구’에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제4차 교육과정 총론 시안 보고

서에서 공식적인 개정 방향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17)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안한 국민학교 저학년 교과 통합안 개발에서 핵심

14) 이 세미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1978년 공식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업무

를 위탁받은 후 교육과정 연구와 관련하여 시행한 첫 사업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민학교 저학년 통합안과 함께 제4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되는 ‘인간중

심 교육’을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자는 주장이 처음 제시되었다. 이 세미

나에는 문교부 관계자, 대학교수, 시·도 교육위원회 관계자, 교장, 교사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세호·이병호·김재복, 교육과정의 방향탐색, 한국교육개발원, 1979. 

15) 황정규·신세호, 현행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및 개선방향의 탐색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1979. 신세호,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교육적 측면에서｣, 신세호·이병

호·김재복, 위의 책. 

16) 이 연구는 197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여 동안 진행되었다. 국민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제4차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

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영덕 외,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한국교

육개발원, 1979; 김재복,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서｣, 한국교육개발원 동문회, 

KEDI의 탄생과 성장 – 그 숨은 이야기, 1997, pp.65~66.

17)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당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팀의 주 책임자 7인(신

세호, 김재복, 이대규, 한면희, 김진락, 한종하, 유삼태)과 연구원 3인은(박천환, 김

춘일, 진권장)은 1981년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연구에서도 주책임을 맡았다. 

이것은 1979년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보고서에 제시되었던 교과를 통합

하려는 아이디어가 1981년에 확정된 교육과정에서 구체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홍웅

선 외, 국민학교 교육과정개정안, 한국교육개발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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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신세호, 이영덕, 김재복 등의 교육학자들이었다. 이

들 통합 교육과정 지지자들은 국민학교 저학년의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문적 체계가 아니라 학생의 경험이며, 통합 교육과정은 학

생의 통합된 경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들은 학문적 구조에 따라 교과를 편제한 제3차 교육과

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순수 지식, 추상 지식을 절대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국민학교 저학년 교과목에 너무 어려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는 점이다. 둘째, 학문의 구조에 따라 구분된 수업은 아동의 흥미를 일으

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학문 영역에 따른 지식의 탐구를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문

제의 탐구는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18)

통합 교육과정 지지자들은 국민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

문의 구조에 따라 분리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내부에서 

학습 경험들이 의미있게 합쳐지고 해석되어 통합된 성장을 하도록 해야 한

다.”19)고 주장하였다.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의 구분에 얽매

이지 않고 유사한 학습 내용을 서로 관련지어 학습하게 하는 통합 교육과

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된 경험의 중요성에 더해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 교과 운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는 점에

서 그 정당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18) “지식의 학문적 성격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에서 학문간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

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부터 교과로 분리된 지식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교과목 위주의 교육은 수업을 아동의 다양한 흥미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

며 탐구과정을 분산된 지식영역의 범주안에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보다 적절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탐구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교과의 학문적 구조와 발견탐구학습을 강조한 결과로 수학 과학 등 일부 교과에서 

학습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순수지식, 추상적 지식을 거의 절대

적으로 강조하여 저학년 교과목에서부터 어려운 개념이 도입되거나 탐구학습을 강

조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제시함이 없니 탐구문제만을 제시한 데서 온 결과로 지적

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의 실용적인 측면을 소흘히 하여 일상생활과 관련한 문제해

결이라는 측면은 소홀히 되고 있다.” 신세호·곽병선·김재복, 교육과정 개정안(총론)

의 연구·개발, 한국교육개발원, 1981, p.17.

19) 진권장, ｢효율적인 통합지도 방안연구｣ 교육개발30(6-3), 1984, p.44.



- 72 -

첫째, 통합 교육과정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고는 아직 미분화 단계에 있으며 이론적인 분석을 어려워

하기 때문에, 학습과제와 활동 역시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학습 효과를 높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시기의 아동은 학습에 있어 지속성이 부족

하고 흥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과제와 활동 제시가 필요하다

는 점이다. 교과의 통합적 운영은 하나의 주제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의 특성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셋째, 교과의 통합 

운영은 주변의 소재로부터 학습과제를 도출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학교라는 

제도 속에 들어온 아동이 쉽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다. 넷째, 교과의 통합 운영은 언어능력, 수리능력, 공간지각능력 등을 다

양한 활동 속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 학습 기능 

습득에 유리하다는 점이다.20) 

국민학교 저학년의 교과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교과교육 연구

자들과 문교부의 교과 담당자(편수관)들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다.21) 통합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는 속에서, 문교부 담당 

국장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현장이나 교육과정 개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

다면서, 교육과정은 분과 형태로 개발하는 대신 교과서는 통합 형태로 개

발하는 절충안을 제안하였다.22) 결국 제4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1, 2학

년의 교과의 편제는 교과별로 하되 시간 배당은 도덕·국어·사회, 산수·자

연, 음악·미술·체육의 3개 군으로 묶어 각 군별로 통합하여 배당하고, 국

어, 도덕, 사회를 통합한 ‘바른생활’, 자연, 산수를 통합한 ‘슬기로운 생활’,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합한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

20) 김재복,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한국교육개발원,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
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종합 세미나 보고서, 1981, p.36.

21) 한국교육개발원 각 교과연구실 연구원도 이와 비슷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

나,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이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내세운 입장에서 그들은 이

에 대해 쉽게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2)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민학교 통합 교과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재복은 

제4차 교육과정 최종 고시문에서 교육과정은 통합하지 않고 분과 형태로 제시하고, 

교과서만 통합한 형태로 개발한 것은 바로 교과 관련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회

고하였다. 김재복, 앞의 논문, 한국교육개발원 동문회, 앞의 책,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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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 다만 과학 관련 전문가들이 통합을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슬기로

운 생활’은 1학년에만 적용하고, 2학년은 산수와 자연으로 분리하기로 하

였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제3차 교육과정은 교과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국어와 한문, 사회 과목, 실과계 과목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

장이 1979년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24) 이러한 과목 통합안은 1981년 3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출한 제4차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보고서에서 그대로 계승되었다. 중학교 교과 편

제에서 한문을 국어에, 국사를 사회에, 기술과 가정을 생활기술로 통합하

는 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고등학교 시안 개발 보고서에서도 기존의 독

립교과였던 국사과를 사회과에 통합하여 편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25) 그

러나 시안에서 제안된 통합안은 이후 여러 차례의 검토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 변경되어, 국사와 한문은 종전대로 독립 교과를 유지하였

다.26)

중·고등학교 교과 통합의 구실은 통합 교육과정이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

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통합 교육과정 지지자들은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장차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

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23) 이후 통합의 대상이 되는 영역은 여러 차례 변화하였으나, 국민학교 저학년은 통

합 교과를 설정하여 운영한다는 원칙 자체는 제4차 교육과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

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학교 저학년의 경우 교과 통합은 ‘정착’되었다고 보아도 무

방할 것이다. 

24) 이러한 연구 보고서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장석우 외, 중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9.12; 이용걸 

외,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0; 신세호 외,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0.12.

25) 신세호·곽병선·김재복, 앞의 책, p.74, 82, 95, 97. 1981년 7월에 문교부에 제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의 단위 배당 기준표에서는 사회과 안에 역사(Ⅰ·Ⅱ), 일

반사회(Ⅰ·Ⅱ), 지리(Ⅰ·Ⅱ)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신세호 외,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한국교육개발원, 1981, p.33;

26) 홍웅선, ｢(특집) 5차 교육과정 개정: 5차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사업의 흐름｣ 교

육개발42(8-3), 198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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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잘 드

러난다.

“불확실한 장래를 학생들에게 준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오늘

우리 기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대로 많

이 전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보다 10년, 20년 후 미래 사회에서 그들이

무슨 문제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사고하는

방법의 통찰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문제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모든 영역의 지식이나

탐구과정을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

려될 수 있다. 즉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교과중심주의를 재고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수 있다.”27)

“각과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교과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 교과의 학

문적 체계에 집착하여 복잡한 현대생활에 필요한 문제해결력 및 창의

력이나 미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은 소

홀히 하고 백과사전식의 많은 지식의 주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28)

이들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교과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여러 교과들이 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증

진시키기 위한 교과 지도 역시 분리된 교과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여

러 교과를 통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29) 또한 고도로 복

잡화되고 다변화된 미래 사회를 살아나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력

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문 체계로 구분된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

로는 부족하며,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27) 곽병선,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1981, p.51.

28) 진권장, ｢특집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 :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편방향｣ 교육개발10, 1981, p.38.

29) 김재복, 앞의 논문,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1981,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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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어 탐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편제 역시 

기존의 교과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있는 여러 

관련 교과를 합치는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총론 연구자들은 분과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30)을 문제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과 내부의 영역 통합에 대한 주장은 이

미 197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중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리, 세계사, 일반사회가 학년별

로 분리되어 있는 제3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에 대해 “학문적 체계보

다 통합된 경험과 탐구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교과목을 조정하여 사

회 과목을 “실질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 결국 제4차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사회과는 한 학년에 두 영역의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단

원 편성이 바뀌었다. 사회1에는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 사회2에는 세계사

와 지리 영역, 사회3에는 일반사회와 세계사 영역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다.32) 제4차 교육과정 총론 시안 발표를 겸한 세미나에서 연구진들은 학

30)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사회과와 국사과 교육

과정도 학문별로 영역 구분이 명확한 형태로 편제되어 있었다. 국사과는 중·고등학

교 모두 독립교과였으며, 중학교 사회의 경우 1학년은 지리, 2학년은 세계사, 3학년

은 일반사회로 구성되어 있었고, 고등학교 교과목 역시 국토지리, 인문지리, 세계사, 

정치·경제, 사회·문화와 같이 학문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강선주, ｢해방 이후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역사교육97, 2006, p.106.

31) 이 보고서에서는 1980년대에는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이

에 맞추어 교과목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과목 재편성의 구체적인 방

안 중 하나로 사회과목의 통합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김성연, ｢중학교 교육의 개선

방안｣, 장석우 외, 앞의 책, 1979, p.53.

32) 사실 이러한 통합적인 영역 구성이 어떠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제4, 5차 사회과 교육과정·교과서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 

내의 사회과교육 연구실에서 주관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총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사회과의 통합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리 영역이 계속해서 중학교 1학년에만 편제되는 것에 

지리 영역 연구진들이 반발하면서 지리영역의 편제가 1학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육과정 편성을 못하겠다고 항변함에 따라, 한 학년에 두 개의 영역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안천, ｢통합 교과로서의 

‘슬기로운 생활’과의 성립과 발전｣ 슬기로운 생활과의 발전 방향 탐색, 서울교육

대학교 사회과교육과, 1997, p.4(이혁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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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문제 해결력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 내용을 통합한 통합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통합 교육과정을 구현한 것이 

바로 사회과 교육과정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분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문제 또는 중요 주제를 중심

으로 통합하여 구성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 따라 1학년 사회는 ‘국토의 환경과 국민생활’, 2학년은 ‘세계생활과 

역사’, 3학년은 ‘현대사회의 특징과 우리의 제 문제’를 중심 주제로 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육과정 시안의 발표를 맡

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총론 연구진은 기존의 “하위과목 분과 중심에서 탈피

하여 사회생활의 제 문제를 통합적으로 조직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강

조하면서 “성패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안이 정

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33) 

1984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사회과 담당 연구원 역시 지리, 역사, 공민의 삼

분법에서 탈피하여 교과 내용을 통합한 것은 “사회과의 오랜 숙원”이었다

면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새 교육과정은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34) 

이처럼 제4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총론 개발진들은 통합 교육과정을 이

상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할 

지향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4차 교육과정 당시 총론 시안에서 

제시했던 교과목 통합이 좌절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아쉬움을 느꼈다. 특히 

국사를 사회과에 통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직접적으로 아쉬

움을 표명하였다.35) 

총론 개발진의 통합에 대한 지향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

문화기술적 연구: 7~8학년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32, 2001(B), p.264에서 재

인용)).

33) 곽병선, 앞의 논문,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1981, pp.51~52.

34) 김회목, ｢중학교 사회과 교육의 배경 및 과제｣ 교육개발32(6-5), 1984, p.72.

35) 곽병선, 앞의 논문,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1981, p.4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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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차 교육과정 개발 역시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국민

학교 저학년의 교과 통합의 경우, 교육과정은 통합하지 않은 채 교과서만 

통합함으로써 나타난 제4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교육과정 자체를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

거운 생활’의 통합 교과가 설정되었다. 다만 교과 통합으로 인해 기초 학

습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국어와 산수는 통합 교과에서 제외

하였다. 중학교 시안 개발 과정에서도 사회과 통합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

의되었다.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검토,36)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총

론 초안의 검토를 위한 협의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자들은 국사를 

사회과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7) 그러나 국사는 ‘국민정신교육’, 

‘민족의식’, ‘애국심’의 고양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결국 

종전과 마찬가지로 독립 교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에서는 교과목 통합 문제, 특히 사회

와 과학의 경우 관련 과목을 통합하여 개론적인 성격의 통합 과목을 만들

고 이를 공통 필수과목으로 부과하는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되었다.38) 이들

은 “최근의 교과 편제와 구성 방식은 대체로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사한 내용의 

교과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과와 사

회과의 경우, 통합을 보다 진전시켜 “학습자의 탐구력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진정한 의미로 통합된 과학, 통합된 사회과의 표본”을 탐색해야 한다

36) 현장교원 17인, 문교부 9인, 한국교육개발원 9인이 참석한 이 협의회에서는 국사

와 사회과 통합 방안 외에도 생활기술과 가정의 통합 방안, 국어·한문 통합안, 체육

시간 축소 방안, 자유 선택시간 배당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37) 허경철 외, 제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의 연구·개발, 한국교육개발원, 1986, 

p.159, 161.

38) 고등학교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시 해결되지 못하고 남겨진 

문제 중 하나로 교과목 통합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통 필수 교과가 제 역할을 하

기 위해서는 통합된 일반 교과의 형태, 예컨대 사회과라면 ‘현대사회 문제’나 ‘사회

과학개론’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었어야 했는데, 각 과목의 전공자들이 자신들의 전

공 과목을 모두 공통 필수로 부과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실현되지 못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경철 외, 제5차 고등학교(일반계) 교육과정 총론 시안

의 연구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87-45, 1987,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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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39) 이러한 인식하에 총론 연구자들은 사회과의 경우 교과의 세

분화는 “각 과목의 학문적 깊이를 추구하여 결과적으로 학습 내용이 어려

워지며 학생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세분된 교과를 

공통 필수로 할 때 학생의 흥미를 지나치게 묵살하게” 되므로 “사회, 지

리, 세계사 내용 중 기초 개념, 사실, 그리고 사회적 안목 및 태도의 함양

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통 과목으로 단일화 사회 과목을 설정”할 것을 제안

하였다. 즉 사회 교과 안에 포함된 전 과목을 일반 교양 수준의 내용으로 

통합하여 가칭 ‘사회과 개론’과 같은 과목을 신설하여 전계열 공통 필수로 

하고, 일반계 인문사회 과정의 경우에는 일반사회, 지리, 세계사 등의 과목

을 과정별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40) 총론 연구자들의 통

합안은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변화되었다. 

국사교육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합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였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은 획기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

을 모색한다는 개정 방향에 따라 최종 시안 보고서에서는 기존 교과 영역

이 그대로 인정되었으며 중·고등학교의 국사 역시 종전대로 독립 교과로 

편성되었다.41) 

제4, 5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에 제시되었던 교과목 통합안은 제6

차 교육과정에서 현실화되었다. 1991년 제6차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청회

에서는 고등학교에 통합 과목인 ‘현대과학과 인간’, ‘현대사회와 시민’을 신

설하여 공통필수과목으로 부과하는 안이 발표되었다. ‘현대과학과 인간’은 

화학, 지구과학, 생물을 통합한 과목이고, ‘현대사회와 시민’은 국사를 비롯

한 사회과의 여러 과목을 통합한 과목이다. 또한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의 

국사과를 폐지하여 사회과에 통합하고, ‘현대사회와 시민’을 필수과목으로 

부과하는 대신 필수과목이었던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발

표되었다. 이 통합안은 사실 제5차 교육과정 시안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사회과 개론’, ‘과학과 개론’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안과 거의 동일한 것이

39) 한종하, ｢교육과정의 기초연구｣ 교육개발16, 1982, p.20.

40) 허경철 외, 앞의 책, 1987, p.138.

41) 허경철 외, 앞의 책, 1986, pp.21~22, 3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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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2) 이로써 이전까지 교육과정 시안 개발진 내부에서만 논의되던 통합

안이 외부에 공개적으로 발표되면서 사회과 통합 문제는 공론화되었다. 시

안의 교과목 통합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고등

학교에서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바꾼다는 시안의 내용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여

론이 확산되었다. 역사교육계에서도 “소위 사회과 통합의 문제와 역사교육

의 진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비판하였다.43) 

그러나 교육 정책 당국은 통합안을 강행하였다. ‘현대사회와 시민’, ‘현대

과학과 인간’의 통합 과목을 신설한다는 안은 과목명만 ‘공통사회’와 ‘공통

과학’으로 바꾼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사회와 지리, 세계사 

영역의 일부를 통합한 ‘공통사회’가 고등학교 공통 필수과목으로 신설되었

다.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한다는 안은 여론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철

회되었지만, 국사과를 사회과로 통합하는 안은 그대로 관철되었다. 그 결

과 국사는 중·고등학교 모두 독립 교과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회과에 편입

되었다. 다만 국사 교과서는 사회 교과서와는 별개로 편찬하여 필수로 가

르치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학교 저학년, 사회과, 과학과 이외의 다른 교

과에도 통합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을 개발했던 ‘교육과정개정위원회’에서는 기초 연구로 통합 교과

의 교육과정·교과서 구조 개선 연구를 선정하여 통합 교육과정을 더욱 확

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학습이 학습효

과가 높고 실생활과 잘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

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과정에서 통합학습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학습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학습의 효율성은 그만큼 낮

42) 한명희 외,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1.

43) “소위 사회과 통합의 문제와 역사교육의 진로”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 대회에서 발

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윤세철, ｢사회과 통합의 본질｣ 역사교육50, 1991; 류

재택,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역사교과의 비중｣ 역사교육50, 1991; 김홍섭, ｢현행 

중학교 통합 사회과교육의 실태｣ 역사교육5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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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면서 실질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44) 외국에서는 실질적인 통합 학습 내용의 구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통합적인 학습이 학생들로 하여금 실생활과 관련된 의

미있는 학습을 하게 할 뿐 아니라, 각 교과와 관련된 학습 효과 자체도 높

여준다는 사실이 점차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통합 교과의 설정을 통해 통합을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소

위 ‘통합 교과’라고 불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슬기로운 생활’, ‘즐거

운 생활’과 중학교의 ‘사회’, ‘과학’, 고등학교의 ‘공통사회’, ‘공통과학’ 등에

서만 통합적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한다. 즉 ‘통합 

교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서도 통합학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45) 또한 기존의 교과를 특정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없애고, 대신에 

통합 교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교과 통합 방식은 항

상 교과교육 연구자들의 반대로 인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 

“총론에서 어렵게 ‘통합 교과’를 설정한 경우에도 실제 교과 교육과정의 

구성은 각 교과 전문가들이 개발한 교과별 교육과정을 병합시키는 것에 그

치고,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한 부분씩 나누어서 각 교과전문가들이 가르치

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통합의 효과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실효성 있는 교과통합방식은 “각 교과 내

에서 가능한 한 통합적인 학습내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서는 총론에 “각 교과의 학습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뚜렷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6)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4차 교육과정 이래 총론 연구진들은 지속적

으로 교과목의 통합, 통합 교육과정을 추진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

음 제안된 교과목 통합안은 5차 교육과정까지는 시안 연구 개발 논의에만 

4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통합 학습의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

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45) 김종건 외, 통합 교과의 교육과정·교과서 구조 개선 연구,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

회, 1996.

46)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제6차 교육과정을 중

심으로, 1996,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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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과의 사회과 통합과 사

회과와 과학과의 통합 과목 신설로 현실화되었다. 게다가 제7차 교육과정

에서는 교과목의 통합에서 더 나아가 각 과목 내에서 실질적으로 통합 교

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합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이를 현실화하고자 노력했던 것

이다.

 통합 사회과 체제는 총론 뿐만 아니라 사회과 내부에서도 강행되었다. 

총론 차원에서의 통합이 국사를 포함한 사회과 각 영역을 ‘사회과’로 편제

하고 통합 과목을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사회과 내부에서는 ‘사

회’ 과목 내에서 역사, 지리, 일반사회의 내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내용 통합 작업은 주로 중학교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3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에서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 영역이 사회과 

안에 편제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교과 편제와는 달리 실질

적인 내용 조직은 사실상 분과적으로 운영되었다.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

육과정 시기 중학교 사회생활과는 매 학년마다 지리, 역사, 공민을 나누어 

조직하여 이른바 ‘川’자 형의 배열을 이루었다. 제2차 교육과정 시기47)에

는 지리, 역사, 공민의 과목명을 사회Ⅰ(1학년), 사회Ⅱ(2학년), 사회Ⅲ(3학

년)로 변경하고, 사회Ⅰ에 지리, 사회Ⅱ에 역사, 사회Ⅲ에 공민을 배치하여 

이른바 ‘三’자형의 배열을 이루었다. 특히 2학년 사회Ⅱ의 역사 영역은 국

사와 세계사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였

다.48)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을 전면적으로 받아

들이고,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을 표방하면서 국적있는 교육을 강조함

에 따라,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 편제되었던 국사 영역을 국사과로, 반공․도
덕 생활을 도덕과로 분리 독립하였다. 이로써 교과 편제 상 사회과의 통합

47) 한편 제2차 교육과정 때에는 사회생활과 안에 속해 있던 반공․도덕 내용이 ‘반공․
도덕 생활’ 영역으로 분리되었다. 

48) 통합 지지자들은 이러한 내용 구성은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후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교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88,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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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49) 역사에서 국사 영역이 분리되어 독

립 교과가 됨에 따라 중학교 사회는 1학년 지리, 2학년 세계사, 3학년 공

민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학년의 사회 영역이 역사에서 세계사로 변경

된 점을 제외하고는 제2차 교육과정과 동일한 구성이었다. 

사회과 내용 조직의 측면에서 본격적인 통합화가 이루어진 것은 제4차 

교육과정이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를 각 학년별로 2개의 

영역으로 편성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격을 강화하였다. 1학년은 공민과 한국

지리, 2학년은 세계지리와 세계사, 3학년은 세계사와 공민으로 내용을 배

열한 것이다. 이는 “영역 간에 관련되는 학습 내용을 같은 학년에 배치함

으로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50)으로, 2학년의 경우 아시아·아

프리카 지리 단원 다음에 동양사 단원을, 유럽·아메리카 지리 단원 다음에 

서양사 단원을 편제하였다. 이후 학년별로 통합되는 영역에는 차이가 있지

만 한 학년에 2개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하는 방식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까지 계속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통합되는 영역을 1학년은 지리와 세계

사, 2학년은 세계사와 공민, 3학년은 공민과 지리 영역으로 변경하였다. 

학년별 영역 배열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51) 다만 제5차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국민학교에서 세계사

를 학습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국사 학습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1학년에 배

49) 다만 국사과의 지도상의 유의점에 “국사과는 항상 사회과 및 도덕과와 면밀한 관

련 아래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3학년의 제3단원은 세계사적 차원에서, 제8단원은 

사회과 및 도덕과와 긴밀히 관련지어 지도하여야 한다.”고 하고, 사회과의 지도상의 

유의점에 “지리부분, 역사부분, 정치․경제․사회 부분 등으로 세분하지 않고 넓게 사

회를 고찰하는 과정의 정신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어느 일부분에 편파되지 않은 학

습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부분에서 국사과와의 관련을 긴밀히 하는 동

시에, 사회과 전 과정을 통하여 민족 주체 의식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여, 통합

의 정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문교부, ｢문교부령 제32호(1973.8.31. 개정 공

포)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

(1946~1997), 2000, p.290, 295).

5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2008, p.266.

51) 김홍섭, 앞의 논문,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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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52)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학습 영역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53)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예를 들어 1학년 학생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세계사가 일반사회 영역보다 더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

의가 필요하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통합적 성격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국

사가 다시 사회과로 통합됨에 따라 별도로 설정되었던 국사교육의 목표가 

삭제되고, 사회과의 성격과 목표 아래 국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내용 조직에 있어서도 한 학년에 편성되는 영역 수가 증가

하여 2학년에는 역사·지리·일반사회 세 영역이 모두 편성·배열되었다. 즉 

사회1은 지리·세계사, 사회2는 세계사·지리·일반사회, 사회3은 일반사회·지

리 영역으로 구성하여 이른바 ‘π’형의 구조를 취했다. 이렇게 내용을 조직

한 근거로는 “1, 2학년에서 공간(지리)과 시간(역사) 관련 현상을 인식한 

후, 2, 3학년에서 사회 구조 및 사회 문제를 학습하도록 조직한다.”는 원

칙이 제시되었다.54) 

제7차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영역 편성은 제5차 교육과정과 동일하

며, 1학년은 지리와 세계사, 2학년은 세계사와 일반사회, 3학년은 일반사

회와 지리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영역 구성에 대해 당시 교육부 편

수관은 사회과의 두 가지 특징, 즉 “시민성 함양 교과로서의 통합성과 사

52) 문교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88, pp.109~112.

5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2008, p.266.

5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2008, p.267. 당시 교육부 편수관에 따르면 중학교 사

회의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진들은 두 개의 안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1학년은 사회과 도입-향토 및 국토(종합)-역사와 사회, 2학

년은 세계지리-세계사-사회현상, 3학년은 현대 사회의 구조와 문제-사회 생활의 

문제 파악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둘째는, 1학년 사회 생활의 기초, 2학년 사회의 

시·공간적 배경, 3학년 현대 사회의 문제와 인류에 대한 이해로 구성하는 안이다. 

최종적으로 교육과정 시안 개발 책임자인 권오정 교수의 의견에 따라 지리 영역과 

역사 영역을 통합하고, 그 위에 일반사회 내용을 위치시키는 파이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병모, ｢제6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어떻게 했나?｣, 한국 교육과

정·교과서 연구회 편, 편수의 뒤안길7, 2007,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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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 교육의 계통성” 사이의 조화와 절충을 추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즉 내용의 통합성은 그대로 추구하되, 그 수준은 지리, 역사, 사회과학의 

개념적 체계를 깨지 않는 선으로 조정하였다는 것이다.55) 제1차 교육과정

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회과 내용 조직의 변천과정은 <표 Ⅲ-1>

과 같다. 

이처럼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중학교 ‘사회’는 통합적 교과라는 점을 분

명히 하였으며, 이는 한 학년에 두 영역을 병렬적으로 통합하여 배열하는 

내용 구성에서 더 나아가 통합 단원을 구성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제5

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과가 통합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

확히 제시하면서 “지리, 역사, 공민의 여러 분야를 관련지어 종합적인 관

점에서 지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사회의 첫 단원

을 통합 단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단원은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인간 생활과 환경, 인간 생활의 변천, 

인간 생활과 사회, 사회 현상의 탐구, 민주 시민이 되는 길의 내용을 다루

고 있다.56) 원래 이 단원을 설정한 목적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및 사회 

현상을 다각적인 시각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문

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교과서 서술은 지리, 역

사, 일반사회 별로 사회과 교육의 개념과 성격을 설명하고, 학습방법과 자

세를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내용 서술 역시 추상적인 수준에 머

무르고 있다.57) 이처럼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앞 부분의 사회과 도

입 단원을 통합 단원으로 설정하여 통합적인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전반부에 지리 영역을, 후반부에 세계

사 영역을 편제하였는데, 이것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지

리 단원 다음에 동양사 단원, 유럽·아메리카 지리 단원 다음에 서양사 단

55) 최병모,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방안｣ 사회과교육학연구4, 2000, 

p.13.

56) 문교부, ｢문교부 고시 제87-7호(1987.3.31. 개정 고시)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2000, p.178, 320, 

330).

57) 정선영 외, 앞의 책,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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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교과
내용 영역 및 시수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교수

요목기

사회

생활과

이웃나라[동양사](2) 먼나라[서양사](2) 우리나라[국사](2)

이웃 나라 생활(2) 먼 나라 생활(2) 우리 나라 생활(2)

공동사회(1) 민주주의 정치(1) 경제생활(1)

제1차

교육과정

사회

생활과

우리나라 역사(2) 세계의 역사(1) 세계의 역사(1)

우리나라 지리(1)
우리나라 지리·

다른 나라 지리(2)
다른 나라 지리(1)

공동생활(1) 국가생활(1) 국제관계(1)

제2차

교육과정
사회과 지리(3~4)

역 사 [ 국 사 · 세 계

사](3~4)
공민(2~4)

제3차

교육과정

사회과 지리(3) 세계사(2~3) 공민(2~3) 국사 

교과 독립국사과 국사(2) 국사(2)

제4차

교육과정

사회과 공민․한국지리(3)
세계지리․세계사

(2~3)

세계사․공민

(2~3)

국사과 국사(2) (2)

제5차

교육과정

사회과 지리․세계사(3) 세계사․공민(2~3) 공민․지리(2~3)

국사과 국사(2) 국사(2)

제6차

교육과정
사회과

지리․세계사(3)
지리 ․세계사 ․공민

(2)
세계사․공민 국사과 폐지

사회과 통합
국사(2) 국사(2)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지리․세계사(3)
세계사 ․일반사회

(2)
일반사회․지리(2)

국사(1) 국사(2)

2007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지리·일반사회(3) 지리·일반사회(2)
역사 

과목 독립
역 사 [ 국 사 · 세 계

사](3)

역 사 [ 국 사 · 세 계

사](2)

2009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역사[국사·세계사], 사회[지리·일반사회]

(사회(역사포함)/도덕군 15)58)

사회(역사포함)/

도덕군 설정

* ( )안의 숫자는 주당 수업 시수 

출처: 문교부, 문교부고시 제87-7호(1987.3.31)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p.24; 교

육부, 교육부고시 제1992-11호(1992.6.30.)에 따른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4;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pp.280~281; 국가교육과정정보

센터(http://ncic.re.kr/)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표 Ⅲ-1> 중학교 사회과 및 국사과 내용 영역 구성의 변천

원을 편제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단원 배열이라는 측면에

58) 사회(역사포함)/도덕군의 기준 시수는 3년간 15시간이며, 각 교과군별 수업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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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았을 때 이전 교육과정보다 통합적 성격이 후퇴한 것59)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 통합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 

정립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6차 교육과정 역시 1학년의 처음 두 단원을 통합 단원으로 설정하는 

등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통합의 정신을 살리”60)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보다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사회과 교육과

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학교 사회의 통합적 성격을 보다 발전시

켜 “주제적 접근을 통한 완전 통합으로 발전”시킨다는 지침을 제시하였

다.61) 이에 따라 ‘사회1’에 ‘지역과 사회 탐구’라는 통합적 성격의 단원을 

설정하여,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지도, 지역의 내력과 역사 자료, 지역 사

회의 기구와 기능, 지역 사회의 문제와 해결 등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

다. 이 단원은 “사회 현상의 지리, 역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여러 측면들

을 서로 관련시켜 학습시킴으로써 통합적 시각으로 사회를 인식”62)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단원을 더욱 확대하여 각 학년마다 통합 단

원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1학년에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통합 단원

인 ‘지역과 사회 탐구’, 2학년에는 세계사와 일반사회의 통합 단원인 ‘현대 

세계의 전개’, 3학년에는 지리와 일반사회, 역사의 통합 단원인 ‘지구촌 사

회와 한국’을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학년 첫 단원과 3학년의 마지막 

단원은 완전 융합형,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때에는 앞, 뒤의 

2개 단원을 해당 두 영역의 상관형 통합으로 구성하고자 시도한 것이라는 

평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63) 제5차 교육과정 ~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기준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59) 김홍섭, 앞의 논문, p.154.

60) 문교부, 문교부고시 제87-7호(1987.3.31.)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88, 

p.109.

61) 최병모, 앞의 논문,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편, 앞의 책, 2007, p.100.

62)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1992.6.30. 개정고시) 중학교 교육과정｣(교육

부, 앞의 책, 2000, p.350).

63) 최병모, 앞의 논문, 2000,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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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과서의 통합 단원은 <표 Ⅲ-2>와 같다.

교육과정 학년 대단원 중단원

제5차

교육과정
1학년 Ⅰ. 인간생활과 사회현상

1. 인간생활과 환경

2. 인간생활의 변천

3. 인간생활과 사회

4. 사회발전과 민주시민

제6차

교육과정
1학년 Ⅰ. 지역사회 탐구

1. 지역사회의 이해

2. 지역사회의 환경

3.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

4. 지역사회의 주민활동

제7차

교육과정

1학년

Ⅰ. 지역과 사회탐구

1. 지역의 지리적 환경

2.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

3. 지역사회의 구조와 문제해결

Ⅷ. 인간사회와 역사

1. 역사와 과거

2. 인간과 자연환경

3. 문화의 교류와 사회의 발전

2학년

Ⅳ. 현대 세계의 전개

1.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

2.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

3. 현대 사회의 변화와 시민생활

Ⅴ.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1. 현대사회의 과제

2.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할

3학년

Ⅳ.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1. 현대사회의 변동특성

2.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3. 현대사회의 사회문제

Ⅶ. 지구촌 사회와 한국

1. 지역간의 교류와 갈등

2.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응

3.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제

* 분석에 사용된 교과서는 제5·6차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제7차 교육과정 

교학사의 ‘사회’ 교과서이다. 

출처: 박소영,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통합 편성 분석｣ 교육사상연구21(3), 

2008, pp.94~95.

<표 Ⅲ-2>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통합 단원 구성

  

우리나라에 통합 교과로서 사회과가 도입된 것은 교수요목기였으나, 실

질적으로 사회과 통합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의 경우 제4차 교육



- 88 -

과정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중학교 사회과의 통합적 성격에 대한 강

조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그 결과 한 학년에 두 영역이 배치되었고 통

합단원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회과 통합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

대 주장도 표면화되었고, 이후 사회과 통합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본격

화되었다.

그러나 통합 교육과정, 즉 총론의 교과 통합 정책과 사회과 내부의 병렬

적 통합 정책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 경험적인 증거를 

갖춘 위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 무렵 국내

에서는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인 연구는 1980년에 발표되었고,64)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제4차 교육과정 개발 이후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제4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에는 통합의 이점이 무엇인지, 교과목을 어떻

게,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

었다. 즉 제4차 교육과정의 국민학교 저학년 교과서 통합은 학문적 이론적 

논거없이 추진된 셈이다.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제4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에

야 본격화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민학교 통합 교과서 개발이 마

무리된 후, 한국교육개발원은 1982년 통합 교과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하였

다.65) 1983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통합 교육과정의 

개념, 구성방법, 학습지도, 평가, 학교운영, 국민학교 저학년 교과통합지도

를 다룬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물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제4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 통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64)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통합을 주도했던 김재복은 통합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

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1980년 교육과정 통합 이론을 고찰한 논문(김재복, ｢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용도서 통합의 정당성과 통합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
7(1), 1980.)을 발표했는데, 그는 이것이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과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논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재복, 앞의 논문, 한국교육개발원 동문회, 앞의 

책, p.68.

65) 한종하, 앞의 논문, 1982,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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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복은 통합 교육과정을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66) 

이처럼 교육과정 통합의 목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제4차 교육과

정이 고시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통합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합 교육과정은 계속적인 연구 주제를 제공함으로

써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기관의 존립 토대를 확보하는 기능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사회과 내부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총론에서의 통합 교육과정 

개발과 마찬가지로 제4차 교육과정 이후의 중학교 사회과 내용의 통합적 

구성,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통합 과목으로서의 ‘공통사회’ 과목

의 신설 역시 구체적인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제

4차 교육과정 개발 전까지 사회과 통합에 대한 논의는 제 사회과학 연구

에 있어서 “협동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나, 사회과 내용의 선

정과 조직에 있어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삼분법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교과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67)는 선언적인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세구는 광복 이후 미국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으

로 통합 교육과정의 이상이 널리 받아들여지긴 하였으나, “분과위주의 교

육관”과 “전공 학문분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제4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교과간의 통합은 물론이고 교과 내 영역간 통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68) 게다가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중심 교

육과정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까지 통합 사회과에 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일련의 교육학자들에 의해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69) 제4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통합을 보다 

66) 김재복,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4.

67) 정세구, ｢신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의 특성｣ 사회과교육16, 1983, p.11.

68) 정세구, ｢초·중학교 사회과의 통합적 접근법｣ 한국교육12(2), 1985, p.73.

69) 교육학자들에 이루어진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영덕·곽병선 외, 통합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개발사, 1983; 김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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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과 통

합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곧 추진 예정

에 있던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있어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통합 교육과정의 

의미, 논리적 근거, 구성 방법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과 통합의 필

요성과 방법, 통합의 유형,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등

을 제시하였다.70) 하지만 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통합을 위한 실질적

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많지 않았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통

합의 장점으로 제시하였던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을 통해 학생의 경험

을 통합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통합 방식에 대한 기초 연구, 통

합을 위한 모형을 제시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제5차 

교육과정까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통합은 사회과 전체의 목표를 제시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강조하는 것, 중학교 사회 교육

과정의 경우 한 학년에 두 영역을 배치하고 통합적인 단원을 구성하는 것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중

반 이후라고 볼 수 있다.71) 제6차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사과

의 폐지와 사회과로의 통합, 고등학교 통합 과목으로서 ‘공통사회’의 신설

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과 통합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의 국사과가 폐

지되고 사회과에 통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는 통합 과목으로서 

‘공통사회’가 신설됨으로써 통합이 한층 더 진전되었다. 

이후 통합에 대한 찬반 논쟁과 통합 과목의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난점

통합 교육과정의 이론과 적용 -통합 교과의 지도-, 교학연구사, 1983.

70) 1980년대 후반 발표된 사회과 통합과 관련된 연구 성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

다.

   정세구, 앞의 논문, 1985; 강용옥, ｢사회과의 분화와 통합의 형태 및 방식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9(1), 1985.

71) 이진석,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의 국내외 동향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25, 

1997,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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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통합 교육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이

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통

합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및 모형 탐색, 통합 단원의 개발과 같이 통합 교

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72) 교육부 역시 통합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4년부터 3년에 걸쳐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내용구성 연구’를 수행하였다.73) 이 연구는 이후 사회과 통합에 대한 연구

가 본격화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연구는 제7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사회과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

다.74) 

이처럼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구성 역시 총론과 마찬가지로, 통합 교과

72)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구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진석, ｢사회과 학습 목표로서 ‘시민성 원리’와 내용 구성 방법으로서 ‘통합성 원

리’에 대한 사적 고찰｣ 시민교육연구20, 1995; 정호범, ｢국민학교 사회과 주제 

중심 통합 단원의 구성｣ 사회과교육연구2, 1995; 한상윤,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 

모형의 탐색 -일반사회 영역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역사, 지리 내용의 통합적 구성-｣ 
사회과교육연구3, 1996; 한면희, ｢사회과 탐구 과정 중심의 통합에 관한 연구｣ 
논문집29, 1996; 김경자·조연순,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 구성｣ 교육학연구
34, 1996; 박은아, ｢사회과에서의 통합 교육과정｣ 녹우연구논집36, 1996; 차조

일,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모형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27, 1998; 김재형, ｢
통합 지향적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사회과교육연구5, 1998; 은지용, ｢
‘반성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모형에 관한 연구 -‘주제 스트

랜드’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73) 1994년의 연구는 사회과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인 연구이고, 1995년의 연

구는 고등학교 현장 교사 중심의 이론과 실제를 겸한 연구였다. 1996년의 연구는 

각 영역과 관련된 사실, 개념, 원리를 바탕으로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과 외국과의 비교 연구를 토대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초·중·고 학

교급별 내용 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74) “본 연구는 제7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지리, 역사, 일반사

회 영역이 완전 통합된 통합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 오늘의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통합적 접근의 당위성

과 함께 사회과의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 구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 또한 통

합적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당

시 교육부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 진행된 중학교 ‘사회’의 통합에서 나아가 고등

학교까지 완전한 통합 체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

육부,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내용구성 연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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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념, 통합의 방법, 통합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등 통합 교

육과정 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일단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한 뒤 이를 정당화하고 더 진전시

키기 위한 방향에서 통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통합 교육과

정에 대한 지향 속에서 만들어진 통합 교육과정과 통합 단원은 실질적으로 

통합적으로 구성되지 못했으며, 이는 애초에 기대했던 통합의 효과를 창출

해내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제4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 통합이 꾸준히 진전되면서 통합 교육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심화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통합 방식

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전개되었다. 이후 총론 개발진, 교육과정 연구자들

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나 분과적인 교육과정보다는 통합 교육과정을 보다 

우월한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융합형 통합 교육과정을 이상

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따

라서 주제 중심 통합 이외의 통합 형태는 다소 불완전하거나 미진한 형태

의 통합으로 인식되었고, 주제 중심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

력해야 한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제5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담당한 한국교

육개발원의 사회과교육연구실은 제4차 교육과정의 통합에 대해 각 단원의 

내용이 각 학문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통합이 아니

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주제를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이 주제에 적

합한 여러 사회과학 지식을 “완전하게 융합”하여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5) 제7차 교육과정 총론 개발 때에는, 6차 교육과정의 통합은 

여러 과목의 내용을 단순 병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하나의 주

제를 중심으로 여러 과목의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주제 중심의 

통합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한 재량 시간을 이러한 “주제 중심의 통합적 학습”

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때 통합 학습을 위한 주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

정에서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다양하게 선정할 

75) 김회목, 앞의 논문,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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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76)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감축하기 위

해 교과목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목표와 더불어 통합 교육과정을 

이상적인 형태로서, 지향해야 할 당위로 삼고 있던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인식으로 인해 교육과정 총론 개발 논의 속에서 역사와 사회과는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역사를 독립 교과로서 사회과와

는 구분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역사교육 연구자들, 역사가들과의 갈등을 유

발하였다. 

총론 차원에서의 통합 교육과정 논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통합 교육과정의 장점, 통합의 다양한 유형과 방식을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과목간의 통합은 해당 과목들의 내용

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시

행이 되어야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각각의 독자적인 체계에 기반하여 발

전한 학문 영역을 중·고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하나의 통합 과목으로 재구

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중학교 사회과에서의 통합이 한 학

년에 두 영역을 배치하는 병렬적 통합과 일부 통합 단원의 설정 이상으로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통합 교육과정 구성이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보여준

다. 총론에서는 교과 통합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각 교과 연구자들

이 자기 학문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교과 이기주의’ 때문인 것으로 매

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은 그 이상과는 달리 거

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통합 과목으로 신설된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의 사례에 잘 드러난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총론 연구진들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을 통합한 ‘공통과학’을 신설하였다. 총론 연구진들은 이들 

영역이 모두 과학의 한 영역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하

나의 통합 교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실험과정을 

76)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앞의 책,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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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관찰하고 분류하며 추리하고 예상하는 탐구과정이 같기 때문에 과

학이라는 교과로 묶은 것이다. 그러나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이들 영역 사

이에는 방법론상의 공통점은 있지만 교과 내용과 개념 상으로는 상당한 차

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과학’의 신설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공통과학’의 신

설은 총론에서 정책적으로 강행하였기 때문에 과학교육 연구자들 역시 이

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공통과학’ 교육과정 연구진들은 이미 ‘공통

과학’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진 만큼 과목 설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공통과학’ 개발 연구진들은 네 영역의 공

통분모를 찾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개념이 아니라 탐구과정 중심으로 교

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탐구과정의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실험 설계 등을 위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

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탐구과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 과목을 만

들고자 한 이들의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다. 10여 년간 과학과 편수관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바탕으로 당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통

합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

았다고 회고한다. 그 결과 ‘공통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네 영

역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즉 물리의 힘, 화학의 물질, 생물의 생명, 지구

과학의 지구라는 개념을 하나씩 넣고, 네 과목의 공통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에너지와 환경, 방법적인 면의 과학의 탐구, 그리고 현대과학과 기술 등으

로 단원을 구성하였던 것이다.77) 

통합 교과 구성의 어려움은 ‘공통사회’의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역

사, 지리, 일반사회 영역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통합 교육과정·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임이 드러났다. 여

기에 역사, 지리, 일반사회 영역의 균형 있는 과목 배열을 바라는 여론, 통

합에 반대하는 지리교육계의 반발이 더해지면서, ‘공통사회’는 일반사회 영

역을 다루는 공통사회(상)과 한국지리 내용을 다루는 공통사회(하) 두 권의 

77) 정완호, ｢편수와 관련된 단상｣,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편, 편수의 뒤안길
3, 2000, 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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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나뉘어 개발되었으며 단위 수도 별도로 배당되었다.78)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사회’의 일반사회 영역을 “사

회현상에 관한 통합적 이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제 중심의 완전 통합” 

형태로 구성하였던 것이다.79) 이에 따라 일반사회 영역의 대단원은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이라는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주제 중심의 완전 통합 원칙에 따라 개발된 고1 사회의 일반사회 영역 교

육과정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하였다. ‘(6) 문화’를 주

제로 구성된 다음 성취 기준은 이를 잘 보여준다.

(6) 문화

문화가 정치, 경제, 법 등 사회 각 영역의 중요한 토대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 현상을 탐구한다. 문화를 통해 복합적 사

회 현상을 효과적으로 이해한다.

① 사회 현상의 토대로서 문화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정치 현상을 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③ 경제 현상을 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④ 법 현상을 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⑤ 문화 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근거하여 사회적 쟁점을 해결

하는 방안을 문화의 관점에서 모색한다.

이 성취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진술되어 있어 각 성취기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교육과정 

문서는 이후의 교과서 집필과 수업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성취기준으로는 교과서를 집필하기 

78)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사회’의 과목명을 ‘사회’로 변경하고 한 권의 책으로 

통합 편찬하였으며, 일반사회 영역과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에서 세계사 관

련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술부 고시 제 

1997-15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사회, 1997, pp.4~9.

79) 김정호 외,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5, 2005,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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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2009년 초 경제 교육 강화

요구를 수용하여 사회 교육과정을 부분 수정하게 되자, 이를 기회로 주제 

중심의 통합 구성 방식을 폐기하고 학문 영역에 따라 대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회귀하였다.80) 대단원을 사회문화 영역, 법 영역,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 학문의 구조와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81) 이것은 배경 학문에 기초하지 않고 주제를 중심으로 내

용을 완전 통합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제적인 연구 성과없이 통합 교육과정을 무조건 추진해야 할 당위적인 것

으로 인식하고 그에 의거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

지를 잘 보여준다.

게다가 통합 교육과정, 사회과 통합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되었다. 처음으로 중학교 내용 영역을 

통합하였던 제4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학교 현장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특히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체

제는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 더 나아가 통합 사회를 가르칠 수 있

는 교사가 전혀 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실 교육과정 개정에 참

여했던 관계자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들은 보다 실질적인 통합, 완전 융합형의 통합을 지

향하고 있었으나, 교원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 현장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일단 통합을 시도라도 해

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4차 교육과정과 같은 과도기적 구조를 취하

게 되었다는 주장82)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교사들은 통합 교육과정에 

80) 강대현,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결과에 대한 반성 - 2007 개정 사회과 일

반사회 영역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29(1), 2010, pp.90~91.

81) 각 대단원은 사회문화 영역인 ‘사회 변동과 문화’, 법 영역인 ‘인권 및 사회 정의

와 법’, 정치 영역인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경제 영역인 ‘경제 성장과 삶의 

질’과 ‘국제 거래와 세계화’로 구성되었다. 은지용 외,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위탁과제 답신보고,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2009,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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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영역을 가르치게 되었고, 

문교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각 학교의 교사 전공 현황에 따라, 한 학년을 전공

이 다른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하거나, 한 학년에 배치된 두 영역을 학기

별로 나누어 다른 교사가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전

공한 영역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허용하였다.83) 

이는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사회과 통합, 즉 사회과 각 영역

을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혼란과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하

고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없이 자신들의 안을 강행하였음을 잘 보여준

다.84)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한 학년을 2명의 교사가 담당하기는 어려

웠다. 주당 2시간이 배정된 2·3학년의 경우, 영역별로 주당 1시간씩 편성

하게 되면 진도 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임을 맡은 반 수업이 일주일

에 한 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학급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주당 3시간이 배정된 1학년을 2인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에는 주당 시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도 모호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도와 

시험범위의 조정, 일관된 학생지도, 수업시수 편성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전공 영역에 상관없이 한 교사가 한 학년을 전담하는 체제로 변화되기 시

작하였다.85) 

이러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84년 이후부터 사범

82) 문교부, 중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연수자료), 1982, p.67; 정세구, 앞의 논문, 

1985, p.84.

83) “학교에서는 영역별, 단원별로 가르치도록 교사를 배치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학기별로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와 같이 영역별로 가르친다는 고정 관념이 있는 이상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에서는 영역별 전공 교사를 배치하여 교과서

의 단원 전개를 학교 실정에 맞추어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사

회과(지리, 역사, 일반사회) 자격을 가진 교사라면 어느 학년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는 원칙 아래 적절히 배치하여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문교부, 앞의 책, 1982, 

p.70.

84) 김한종, ｢사회과 통합의 문제점과 국사교육의 위기｣ 역사비평49, 1999.

85) 김홍섭, 앞의 논문,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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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의 학생들에게 인접 영역

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원 자격 검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

한 1990년에서 1991년까지 2년에 걸쳐 1988년 이전 대학 졸업생들에 대

한 교사 재교육, 즉 ‘사회과 연수’를 실시하여, 자신의 전공 영역을 제외한 

타 영역의 강좌를 연수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연수가 시행된 것은 

1990년 1월로, 제4차 교육과정이 중학교에 적용된 지 이미 6년이 지난 후

였다. 즉 제4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약 6년 간 사회과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과 영역에 대한 학문적 이해나 정확한 지식 없이 학생을 지도

해 왔던 것이다.86) 그러나 사범대학의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

교육과 교육과정에 인접 영역의 학점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경우, 수강

해야 하는 인접 영역의 학점은 6학점 정도에 지나지 않아 이를 통해 타 

영역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는 결국 통합 사

회과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내보이기 위한 ‘형식

적 조치’에 불과하였다.87)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통합 사회과가 확대 강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1997년 12월 표시과목 ‘공통사회’ 교원자격을 신설하였다(교원자

격검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01호, 1997.12.9.). ‘공통사회’ 교원자격을 취

득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 세 영역 각각에서 4과목 정도를 이

수하면 된다.88) 그러나 공통사회를 복수 전공한 학생들은 공통사회 전공 

과정이 사회과에 대한 통합적 지식이나 사회과를 구성하는 세 영역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을 획득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공

통사회 전공 과정의 교육내용 역시 분과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

라, 각 학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있는 학습이 불가능하고, 전공과

목의 내용 수준은 고등학교에서 다룬 내용과 범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89) 결국 여전히 통합 사회과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86) 김홍섭, 위의 논문, p.156; 김한종, 앞의 논문, 1999.

87) 김한종, 위의 논문, 1999.

88) 강환국, ｢공통사회교사의 자격검정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 및 논의｣ 사회과 교육

41(3), 2002, pp.60~6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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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성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통합 사회과 교육은 이를 지도할 교사도 제

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통합 교육과정 실행의 성패는 통합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교사가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그

것을 실행할 만한 교사가 없다면 교육과정의 변화가 수업의 변화로까지 이

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90) 통합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통합 사회과는 그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중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수업’을 양산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사회

과 교사들은 전공하지 않은 영역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

다.91) 그런데 교사들은 자기 전공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수업 전문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비전공 영역의 내용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영

역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성격, 내용 구조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하다. 따

라서 해당 영역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

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92) 결

국 교사의 비전공성은 사회과 수업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93) 

89) 김유리, ｢공통사회 교사양성 교육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분석｣ 사회과 교육
43(2), 2004, pp.123~124; 황상주,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학생들의 관점에서 본 

공통사회 전공의 의미｣ 한국교원교육연구21(2), 2004.

90) 박선미, ｢통합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화해 가능성 탐색｣ 한국지리환

경교육학회지12(2), 2004(A), pp.283~284.

91) 박선미·류재택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영역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중학교 사회과 교사는 전체 설문 교사의 93.3%에 달했다. 박선미·류재택, 중

학교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3-4, 2003.

92) 교사들은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영역을 가르칠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해당 영

역의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부족하고, 해당 영역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해당 영역의 기능을 이용하여 수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박선미·류재택, 위의 책, p.621.

93) 이혁규, ｢중학교 사회과 수업의 교과 변환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초등 사회과 

논총1, 1999; 류재명·서태열, ｢제7차 지리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지리·환경교육5(2), 1997. p.6; 박선미, ｢비전공 교사에 의한 지

리 수업 운영의 특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39(4), 20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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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하지 않은 영역을 가르칠 경우 교사들은 그 영역의 체계나 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

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학습내용을 재구성하지 못한 채 거의 전적으로 

교과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94) 이렇게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학

생들은 사회과를 재미없고 암기할 것이 많은 어려운 교과로 인식하게 만든

다.95) 즉 사회과 통합은 교수·학습에 있어 혼란과 비전문화를 야기하였으

며,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할 교과 내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과 학습의 전문성과 질적 후퇴”를 초래였던 것이다.96) 

특히 사회과 통합의 결과 역사전공 교사는 주로 ‘국사’를 가르치게 됨에 

따라, ‘사회’는 지리와 일반사회 전공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사회’ 교과서 속에 포함된 세계사는 역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비전공자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늘어났

다.97) 2005년도 중학교 1학년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 중 역사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18.7%, 중학교 2학년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 중 역사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25.9%에 불과했다.98) 세계사의 경우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넓고 

어렵기 때문에 지리나 일반사회 전공 교사들은 세계사를 가르치는 것을 기

94) 지리 수업의 경우 지리 전공 교사는 핵심 개념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반

면, 일반사회 전공 교사와 역사 전공 교사는 지리적 사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보다는 교과서에 제시된 각 사실들의 특성을 읽어주고 단어의 뜻을 풀어

주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일반사회 수업의 경우에서, 일반사회 전공 교사는 교과

서의 서술 방식을 비판하면서 일부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거나 배제하는 것에 비해, 

지리전공 교사는 수업 내용 선정에 있어서 매우 교과서 의존적인 의사 결정을 하였

는데, 이러한 교과서 의존적인 의사 결정은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

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선미, 앞의 논문, 2004(B); 

이혁규, 앞의 논문, 1999, pp.93~94; p.629; 김한종, 앞의 논문, 1999.

95) 박선미, 앞의 논문, 2004(B).

96) 윤용혁, ｢중등학교 사회과 통합과 국사교육｣ 역사와 역사교육1, 1996, p.12.

97) 김유리, ｢제7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세계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교

육42(4), 2003, p.133.

98) 반면 국사의 경우 역사전공자가 가르치는 비율은 중학교 2학년은 56.4%, 3학년은 

59.0%였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사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2005.4.(김한종, 앞의 

책, p.12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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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세계사는 “공공연히 누구

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러나 아무도 가르치고 싶어하지 않는 과목”이 되었

다.99)

해당 교과의 기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지 못한 

교사가 학생들을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전공

교사들은 개념간의 상호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하며 역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에 대한 시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교과서의 내용을 재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지 못

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도 어려워한다.100) 따라서 이들을 통해 세

계사 영역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힘들며, 그 결과 고등

학교에 진학한 뒤 세계사를 선택하지 않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졌다.101) 이

러한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역사 교사 스스로가 

관점과 해석을 통해 가르칠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102)을 바라는 것은 난망

한 일이었다.

이처럼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사회과 통합은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에 대

한 연구 수준 및 현실적인 교사 수급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

어 왔다. 그러나 사회과 통합에 대한 사회과 각 영역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일반사회 영역 연구자들은 가능한 한 통합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역사와 지리 영역 연구자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영역 간 인식의 차이는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서 각 영역 연구자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논쟁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서 통합을 지지하는 총론 및 일반사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에 대한 

반대는 자기 학문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교과 이기주의’에서 발로된 것이

99) 최재호, ｢세계사 교육의 현황과 대안｣ 역사교육47, 1999, p.25.(김유리, 앞의 논

문, 2003, p.133.에서 재인용.)

100) 김유리, 앞의 논문, 2003, p.134.

101) 최재호, ｢세계사 교육과정의 미래｣,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

르칠까, 휴머니스트, 2008, p.223.

102) 양호환, ｢역사 서술의 주체와 관점 : 역사교과서 읽기와 관련하여｣ 역사교육
68, 1998,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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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103) “사회과로 통합되는 것은 각 영역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이며 독립 교과를 유지하는 것이 교과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

이라는 인식 때문에 역사 및 지리교육 연구자들이 사회과 통합을 반대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사회과 내부의 교육과정 논의는 “보다 

나은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려 하기보다는 “통합이라는 어쩔 수 없는 틀 

안에서 각 영역이 독립된 영역을 유지하고 균등한 지위 혹은 위상을 유지

하고, 가능한 한 더 많은 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

었으며, 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는 통합과 분과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영역 간 파워 게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다.104) 

그러나 사회과 통합에 대한 반대가 과연 교과 이기주의 때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사회과 내부의 내용 영

역 통합에 관한 논쟁은 교육과정 철학, 교과 설정의 근거, 사회과의 본질

103)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를 잘 보여준다.

    “도덕(국민윤리), 국사가 분리된 후 작은 사회과가 된 이후에도 구조적인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고 각 영역별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내용 구성을 하고 있

는 이유는 이처럼 각 영역의 배경 학문들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각각 자신들의 학문

체계를 고집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그들은 아직도 학문의 성과‘로’ 사회‘를’ 

가르치는 것이 사회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의 사회과에 대한 이

해부족과 자기 영역고수라는 소아병적인 이해타산은 사회과 교사 양성체제를 엉망

으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사회과 교육학하면 될 것을 일반사회, 역사, 지리로 나누

어 놓고 만 것이다. 교사양성체계가 분과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이 설사 통

합적으로 구성된다 해도 이를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범대학 교수들의 학문영역별 이해관계 때문에 분과된 사회교육과 

계통의 학과 설립은 사회과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강환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 교과목 교사의 양성 및 자격증 제도 개선 방안｣, 이윤식 외, 1990, p.260.)

   “사회과의 비참한 해체를 가능케 한 것은 무모한 국가주의 착상이었다. 그러나 도

덕․국민윤리교육, 국사교육의 강화를 지시한 권력자가 교육과정의 구조까지 구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도덕․국민윤리, 국사교육의 

강화는 사회과의 체계 안에서도 가능했겠지만 이들을 독립시켜야 했던 것은 권력자

의 의사라기보다 이들을 독립시킴으로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세력들이 있

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회과 해체 운동의 근원은 무모하고 

폐쇄적인 국가주의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것은 국

가주의와 유착된 또 하나의 폐쇄적인 세력, 관변의 학자들이었다는 것이다.”(권오

정, ｢사회과 교육의 변신 가능한가｣ 새교육427, 1990, pp.79~80.)

104) 강대현, 앞의 논문,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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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적,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사회과의 본질에 대해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시민성

을 육성하는 교과라는 관점과 사회과학 교육을 위한 교과라는 관점이 대립

하고 있다.105) 사회과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사회과 교육

의 목적은 사회과학적 지식을 가르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

로서의 자질을 육성”106)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이 필

요”107)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은 “급격한 사회변

동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합리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108), “사회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

제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109), 즉 문제 해결

력, 반성적 사고력을 갖추는 것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능력을 육성하는데 

있어 분과적 교육과정보다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간주된

다.110) 즉 시민성 함양이라는 사회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통합 교

육과정이 더 효율적이므로 가능한 한 통합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논리인 것

105) 백승훈, ｢사회과 교육과정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2007 개정 초등 사회

과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3. 반면 차조일

은 사회과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논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사회과

의 목적을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관습이나 가치, 규범에 순응하고 이에 따

라 행위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전통으로 굳어진 역사, 지리, 공민과 관련된 지식과 행위”를 학습내용으로 보며 이

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사회과의 목적으로 보는 입

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개인의 흥미와 필요, 사회적 쟁점을 교육내용으로 보고 반성

적 탐구 과정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사회과학적 지식

과 탐구 방법의 습득을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탐

구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사회과의 목표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

장에서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들의 학습을 중요시한다(차조

일, 앞의 논문, 1998, pp.140~141).

106) 이진석, 앞의 논문, 1997, p.342.

107) 은지용, 앞의 논문, 1999, p.12.

108) 은지용, 앞의 논문, 1999, p.12.

109) 이진석, 앞의 논문, 1997, p.342.

110) 최병모, 앞의 논문, 200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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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11)

이와 같이 통합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사회과의 궁극적 목적인 시민 교

육적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문의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도 각 영역의 내용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과의 이념과 목표에 맞추어 내용을 ‘완전 통합’해야 한다고 본

다.112) 

통합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교육목표, 내용의 통합 정도, 내용의 조직 방

식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113)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학문이나 교과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문

이나 교과를 서로 관련시켜 통합을 시도하는 학문형과 시민성 함양을 목적

으로 실생활의 경험을 재조직하여 통합을 시도하는 시민형으로 구분한다. 

내용의 통합 정도에 따른 통합 유형은 교육과정 유형에 따라 다시 구분

된다. 즉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을 때에는 통합의 정도에 따

라 분과형, 상관형, 융합형(광역형) 또는 합산적, 기여적, 융합적, 기능적 

통합으로 분류하며, 학문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경우에는 학문기

초형,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 통합으로,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111) 이러한 주장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을 통해 학

생의 경험을 통합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는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사회과의 목표가 교육의 일반목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12) 최병모, 앞의 논문, 2000, p.32.

113) 통합의 방식과 정도, 통합 교육과정의 유형에 대한 논의는 통합을 주장하는 연구

자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통합은 국가 교육과정 개발부터 학습 자료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교과와 교과의 통합부터 단원과 단원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과 통

합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의 방식이나 유형은 대동소이하며, 교육학에서 논의되는 

것과도 거의 동일하다. 이는 대부분의 통합 논의가 주로 교육과정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여 통합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강용옥, 앞의 논문, p.6; 차조일, 앞의 논문, 1998, pp.132~138; 은지

용, 앞의 논문, 1999, pp.12~28; 최병모, 앞의 논문, 2000, pp.4~8; 김왕근, ｢사회

과 통합 문제와 역사, 지리, 일반 사회의 관계｣ 통합 교육과정연구3(1), 2009, 

pp.26~32; 강대현, 앞의 논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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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한 경우에는 중핵형과 활동형으로 분류한다. 분과형은 각 과목이 

다른 과목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형태, 상관

형은 각 과목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개 이상의 과목을 서로 관련지

어 조직하는 형태, 융합형은 각 과목의 공통 요인을 추출하여 교과를 재조

직하는 형태이다.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통합에서는 각 학문의 독립

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각 학문들의 내용을 서로 연

관시켜 조직하는 반면,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통합에서는 학문들 사

이의 경계선을 허물고 공통적인 개념, 주제, 방법, 절차 등을 중심으로 내

용을 추출하여 재구성한다. 탈학문형(transdisciplinary) 통합은 학문의 독

립적인 영역을 초월하여 관심있는 주제, 문제,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중핵형은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문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

이며, 활동형은 ‘활동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다.

내용 조직 방식에 따라서는 개념·주제(theme) 중심의 통합, 이슈·문제 

중심의 통합, 스트랜드(strand) 중심의 통합으로 분류한다. 개념·주제 중심

의 통합은 “아동의 흥미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중심이 되는 개념이나 

주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체 학습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며, 이슈·

문제 중심의 통합은 “다양한 관련 지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쟁점이

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여기서 이슈는 찬성과 반대

로 나뉘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문제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이

슈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스트랜드 중심의 통합

은 “사회과 교육의 핵심 요소인 스트랜드를 추출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 주제, 쟁점, 사고 방식 등을 결합”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스

트랜드는 사회과 교육의 영역에 있는 개념, 주제, 문제, 이슈, 일반화, 법

칙, 가치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과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

을 종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준거를 의미한다. 

그런데 ‘완전 융합형’의 통합에 대한 주장 속에는 통합의 여러 유형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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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교과·학문적 경계가 사라지고 완전히 융합된 형태의 통합이 보다 발전

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즉 “통합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좋다.”라는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114) 따라서 통합을 찬성하는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통합은 ‘제대론 된 통합’이라고 볼 수 없으며115) 지

리, 역사, 공민의 내용이 ‘화학적으로 융합’되어 어느 한 영역으로 환원되

지 않는,116) “완전한 융합형의 통합”을 지향점으로 삼아 통합을 더욱 진전

114) 박선미, ｢사회과 내용의 통합 수준과 구성 방안｣ 사회과 교육42(2), 2003, 

p.35.

115) 권오정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은 “의사(pseudo) 통합 교육과정”일 뿐 

실질적으로는 통합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과 교육과정 구

성의 취지나 편제 면에서는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구성에 있어서

는 각 분과의 내용들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합산적인 통합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

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영석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제

7차 교육과정까지 사회과의 내용 배열은 영역별로 관련 있는 내용을 묶어 학년별로 

배치한 것이며, “각각의 단원들이 지리, 역사, 공민의 어느 한 영역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이라기보다는 과목상의 연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는 이러한 방식의 통합을 “영역의 내용들을 산만하게 흩어놓는 분산적 통합”

이라고 명명한다. 김영석은 통합이란 “영역 간의 내용들을 섞었는가”의 여부에 따

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나의 드라마틱한 스토리 구조” 즉 “일관된 내용 구조”에 따라 내용

들을 배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과에서 

“통합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

회과 교육과정이 어떤 통합 유형에 속하는 가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은지용

은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의 역사, 지리, 공민 영역 등 관련 교과를 나열하여 사회

과를 만든 경우를 융합형 통합으로 보는 반면 차조일은 상관형 통합으로 본다. 최

병모는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마지막 단원은 완전 융합형으로, 

각 학년의 영역에서 영역으로 넘어갈 때의 앞, 뒤 2개 단원은 상관형 통합으로 평

가하고 있다. 권오정,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의 전제 조건｣ 고등학

교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내용구성 연구, 교육부, 1994; 이진석, 앞의 논문, 1997, 

p.332; 차조일, 앞의 논문, 1998, p.126; 김왕근, 앞의 논문, 2009, p.21; 김영석, ｢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과의 해체｣, 사회과교육연구12(2), 

2005, p.21; 최병모, 앞의 논문, 2000.pp.13~14.

116) 류재명은 ‘완전 융합형’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을 “통합 문제에 있어서의 ‘근본

주의자’”로 명명하고, 이들이 인식하는 ‘제대로 된 통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교과서가 과목별로 분리되지 않고 ‘한 권의 교과서’로 편찬

되어야 하며, 각 단원과 주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둘

째, 지리, 역사, 일반사회 중 어느 한 영역을 전공한 교사가 아니라, 세 영역의 기본 

지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 류재명, ｢국가 교육

과정과 사회과 교과체제 구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2005,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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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117)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학문 영역을 

포괄”해야 하며, 학문의 독립적인 경계선을 허물고 주제, 문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초학과적인 방향에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8) 

반면 통합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체계성을 갖는 역

사, 지리, 일반사회를 하나의 교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영역은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119)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의 

형식이라는 것은 독특한 개념과 탐구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서

로 다른 지식의 형식을 갖는 서로 다른 학문을 통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120) 또한 이들은 학교 교과를 “인류가 역사를 축적해 온 현상

을 이해하는 방식의 총체”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의 구조나 지식

의 형식을” 교육 내용으로 하여 “해당 학문의 구조적 특징을 충실하게 가

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121) 이러한 교과에 대한 인식

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학생의 개인적 필요, 사회적·

국가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 것

117)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사회과 초기에는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핵심적인 교과로

서 생활·문제·학습자 중심으로 통합 사회과를 지향하고 있으나 체계화, 정련화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사회과의 발달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은 학문의 지식 체계

를 중심으로 2개 이상의 학문 간에 추출한 공통적인 개념, 주제, 문제, 탐구기술, 

고급사고력 등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학제적 통합의 단계를 모색하고 부분적으

로 실천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들 학문의 독립적인 영

역을 넘어 주제, 문제,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한 초학과적 접근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진석, 앞의 논문, 1997, p.342.

118) 이진석, 위의 논문, 1997, p.332; 최병모, 앞의 논문, 2000, p.21.

119) “역사는 과거 인간 경험을 총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통합성을 간

직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역사 나름의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내용을 풀어서 통합 사회과의 소재로 삼거나 어정쩡한 형태로 

사회과에 붙여서는 과목으로서의 역사의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양정현, 앞의 논

문, 1997, p.197.

     “국사가 사회과에 통합되려면 두 교과의 목적과 방법이 공유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과학과 역사학의 학문체계나 사고체계가 같다는 것을 전제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다.” 김한종, 앞의 논문, 1999, p.229.

120) 조덕주,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16(2), 1999, 

p.191.

121) 유한구, ｢교과통합의 인식론적 고찰｣ 통합 교과 및 특별활동 연구6, 1990,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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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실제적 유용성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재편, 통합, 삭제가 가능한 것

으로 보는 시각, 즉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대립된다.122) 즉 사회과 통합에 

대한 상이한 인식은 근원적으로 서로 다른 교육과정 철학적 입장에서의 기

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합 반대론자들은 사회과의 본질을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보다

는 ‘사회과학적 사회과’의 입장에서 파악한다. 이들은 사회과학 각 영역의 

지식과 탐구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며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을 사회과 교육의 목

표로 규정한다. “교과로서 역사가 사회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가

르치는 역사로서 시민교육의 성격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교과의 의미와 가

치상 통합된 사회과의 일부로서의 역사는 그 기능과 성격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이런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않다.”123)는 주장은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또한 사회과의 본질이 시민교육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

회과 통합, 융합형 통합만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통합 교육과정을 위한 내용 조직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통합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

과 교육에서 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사결정능력, 문제해

결능력, 참여능력을 기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리교

육이나 역사교육, 정치교육을 깊이있게 학습하는 방식으로도 사회를 종합

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합 교육과정만이 

민주시민 교육에 적합하며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

은 경험적, 실제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124) 또한 이들은 사회과의 목적

을 사회현상과 사회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고 이에 대처할 수 

122) 유한구, ｢교육내용 선정의 두 기준: 교육내용 선정의 문제와 발전과제｣ 교육과

정연구16(1), 1998, p.59.

123) 양호환, ｢21세기 사회변화와 역사교육의 방향｣ 21세기 한국 사회과 교육의 방

향, 제8차 사회과 교육과정 기초 연구 공개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p.24.

124) 박선미, 앞의 논문, 2003,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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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의사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등사고 능력과 참여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다고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학문적 지식 체계에 기반하지 

않은 채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본질

적으로 서로 이질적인 학문을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성취하기 힘든 목표이

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완전 융합형의 통합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합 방식 중에서 현

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통합안을 마련해야 하며, 따라서 다른 영역간의 통

합을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영역 내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한

다는 제안으로 이어진다. 먼저 각 학문 영역내의 다양한 내용과 지식을 학

생들의 고등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통합하고, 사회과 교육의 목적

에 부합하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역사, 지리, 일반사회의 영역 

간 통합을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일반사회 영역 내의 통합, 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의 개념과 원리를 우리 사회의 문제, 쟁점과 관련시켜 

통합적으로 조직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이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 편제와 시수 등에서 독립적인 장을 차

지하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25)

이렇게 볼 때 통합에 대한 찬반은 사회과의 본질, 내용 구성 방식에 대

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통합만을 유일선

으로 규정하고 통합에 대한 반대를 ‘교과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126)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과 통합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사회과 통합의 실태와 문제

점, 이론적으로 논의되던 통합 교육과정의 효과와 실제 나타난 결과와의 

차이, 통합 교육과정과 통합 단원 구성의 어려움, 비전공 영역을 교수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수업 전문성의 결여와 이에 따른 수업 질의 저하 등에 대

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제7차, 2007 개정 교육과정 사

회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진은 영역 간 통합보다는 영역 내 통합에 의

125) 박선미, 앞의 논문, 2004(A), p.280.

126) 최병모, 앞의 논문, 2000,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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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한 학년에 한 영역을 배치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진들 사이

에서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영역 구분을 없애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자

는 입장과, 각 영역을 학년별로 구분하고 각 영역 내에서는 통합적으로 내

용을 구성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연구진들은 한 학

년에 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합의하였고,127) 이후 열린 공청회

에서도 이러한 학년별 영역 분리안에 의거하여 1학년은 지리, 2학년은 세

계사, 3학년은 일반사회로 구성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 

편수관은 이러한 분리안은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128) 결국 연구진들은 이러한 교육부

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연구진들이 제출한 최종 시안 

연구·개발 보고서에 제시된 중학교 사회과 편제는 이전의 ‘상관형 통합’ 방

식, 즉 한 학년에 두 영역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회귀하였고 이

는 이후 큰 변화없이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었다. 게다가 이 

보고서에서는 “통합의 정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학년의 첫단원과 3학

년의 마지막 단원은 완전 융합형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매 학년마다 2개 

영역을 융합한 단원을 두어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도록 하였다.129) 즉 사

회과 통합에 대한 학문적·현실적 비판,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들의 초기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제7차 교육과정은 통합의 방향이 보

다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었다. 2007 사

127)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연구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받아들인 것은, 

통합으로 인해 교사들은 비전공 영역을 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질 낮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불완전한 통합을 할 바에

는 학년별로 나누고 중심이 되는 영역 내에서 통합 정신을 관철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었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한다. 이혁규, 앞의 논문, 

2001(B), p.267.

128) 제7차 교육과정 당시 교육부 사회과 담당 편수관의 인터뷰(이혁규, 위의 논문, 

2001(B), p.267에서 재인용).

129)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 1997년도 교육부 위탁연구과제 답신보고서, 1997,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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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했던 연구진들은 통합 사회과에 대한 교사의 설

문 조사, 외국의 사회과 편제 현황 등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찬성하지 않으며,130) 영역 융합

형 통합 모형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특수한 모형이라 진단하고,131)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은 학년별 영역 집

중 학습제를 도입하여 영역내 통합 체제에 따라 교과를 편제하는 안을 제

시하였다. 즉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역사로, 세계지리와 한국 지리를 

연계하여 지리로 제시하고, 한 학년에 한 영역만 배치하는 것이다.132) 당

시는 교육부의 역사교육강화 방침에 따라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로 통합하

여 과목을 분리한다는 방침이 확정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분리

안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연구진들의 영역 분리안

은 2005년 12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2006년 4

월~5월에서 걸쳐 수행된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토’에서도 영역내 통

합(중․고등학교 1학년) 원칙에 따라 중학교는 국사영역, 세계사영역,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습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진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영역 분리안은 교육부

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경 묵살되었다. 2007년 2월 사회과 교육과

정심의회에 제출된 중학교 사회과 편제는 <표 Ⅲ-3>과 같이 중1 역사(3시

간), 중2 지리·일사(3시간), 중3 지리·일반사회 및 역사(4시간), 고1 지리·

일반사회(3시간), 역사(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시안 연구 단계 이

후 계속 논의되어 온 ‘학년별 영역 집중제’가 사라지고 이전의 한 학년의 

130) 2003년에 조사된 통합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조사에서는 ‘매우 찬성한다’ 1.4%, 

‘찬성한다’ 25.8%, ‘반대한다’ 51.5%, ‘매우 반대한다’ 21.2%로 반대하는 의견이 높

게 나타났다(박선미·류재택, 앞의 책). 2005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사와 교수

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등 사회과를 구성하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교수 체

계’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8%가 ‘세 개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독자적

으로 가르치는 것’에 응답하였다(김정호 외, 앞의 책, 2005, pp.29~30).

131)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의 사회과 과목 편제를 분석한 

결과 사회과를 ‘지리·역사’와 ‘시민교육’으로 나누는 경향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따라서 통합을 지향하는 경우 지리와 역사를 연계시킬 수는 있으나 일반사회를 묶

어 통합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김정호 외, 위의 책, 2005, pp.31~33).

132) 김정호 외, 위의 책, 2005,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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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교과서에 지리와 일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

다. 이는 교육부 사회과 담당 연구관 주도 아래 교육부 자체의 집중 작업

에 의해 수정된 것이었다.133) 결국 이 문제는 사회과 심의 위원의 대규모 

사퇴 사태를 초래하였다. 심의 위원들은 1차 심의회에서 17:1이라는 압도

적인 차이로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이루어지도록 학부모, 학교현장교사, 

전문가들이 요구한” “학년별 영역 집중제”를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2차 심의회의에서도 교육부의 안이 제

시된 것에 반발하였다. 결국 20명의 심의 위원 가운데 심의 위원장을 포함

한 13명의 심의 위원들은 “교육과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심의 과정이 형식적

인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퇴하였다.134)

구분 중1 중2 중3 고1

영역 역사 지리·일반사회
지리·일반사회

역사
지리·일반사회 역사

시수 3 3 4 3 3

출처: 사회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사회과 교육과정 정상화

를 위한 관련 단체 공동 의견서｣, 2007. 2. 5.

<표 Ⅲ-3> 교육과정심의회에 제출된 사회과 편제안

이후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전국사회교사모임, 전

133) 사회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사회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

한 관련 단체 공동 의견서｣, 2007. 2. 5.

134) 심의위원들은 사퇴 이유로 다음과 같은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국민공통 기본교과인 사회과의 심의위원은 법적으로(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3조) 사회과 전 영역이 참여해야 하는데, 과목으로만 독립한 역사영역을 배제하

여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최종 심의단계에서는 역사영역 심의위원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심의 내

용과 심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

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전형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태열·김진석·구정화·박평식·이만영·김원태·전경화·한주연·

이강원·우기서·류현종·정용고·박선미, ｢사회과(국민공통) 교육과정 심의위원을 사퇴

하며｣, 사회과(국민공통) 교육과정 심의위원 사퇴 공동 성명서, 200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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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리교사모임은 ‘사회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

성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사회과 통합안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교육부의 안

은 비전공 교사의 수업으로 인한 사회과 수업의 파행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현장 적합성 검토, 사

회과 교육과정 개정 토론회, 총론 공청회, 사회과 심의회의 공통된 의견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전공 교사가 전공 내용을 가르칠 수 있

도록 사회과 내의 세 영역을 분리하여 한 학년에 한 영역을 배치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135) 즉 영역을 분리하여 영역 내의 통합을 이룬 후, 영역 

간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 위원들의 주장이나 사회과 연구 단체와 교사 단체의 

주장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교육부의 연구관은 “과

목을 또 분리하면 통합 틀이 무너질 수 있다.”136)면서 “학년별 영역 집중

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듯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진

의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정 시안의 일부 내용은 교육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묵살되었다. 교육과정을 고시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며, 따라서 사회과 통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 역시 교육부

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합 교육과정의 도입과 유지에 교육부의 의

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 연구진

들이 합의한 영역별 분리안에 대해 당시 교육부 편수관의 다음과 같은 주

장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137)

“교육부에서 4차에서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쭉 발전시켜서

7차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학년별 분과를 하자는 것은 3차 이전으로 돌

아가자는 이야기이다. 교육과정의 전체 정신이 통합을 지향하고 발전시

135) 영역 분리를 위해, 영역별로 교과서를 따로 제작하고 교과서에 각 영역명(지리, 

일반사회)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 앞의 의견서.

136) ｢고2·3 선택과목 늘어 “학습부담 가중” 논란｣ 한겨레 2007. 2. 8.

137) 제7차 교육과정 당시 교육부 사회과 담당 편수관의 인터뷰(이혁규, 위의 논문, 

2001(B), p.26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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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인데 연구개발진들의 합의는 이런 원칙에 어긋난다. 한 마디로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각론 교육과정 개발은 지침

을 중심으로 총론의 정신에 따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합을

지향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통합을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진에

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연구진이 연구하는 과정에 편수관은

100% 참여하게 되어 있고 지침이나 총론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

을 할 때는 개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과 통합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통합이 계속

하여 존속 확대될 수 있었던 기제를 잘 살필 수 있다. 즉 교육과정 총론이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한, 총론에 의거하여 개발되는 교과 교육과정은 이

를 충실히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총론과 교

과 교육과정의 하향적 관계가 교육과정 내용 구성에 미치는 구속력을 분명

히 보여준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교육부 편수관과 시안 연구·개발

진의 이원적이고 갈등적인 관계 역시 잘 드러난다. 교육부 편수관의 학문

적 성향 역시 통합 사회과의 강행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

다. 사회과 통합을 지지하는 편수관이 제5차 교육과정 이후 계속 교육부 

편수관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함에 따라 사회과 통합이라는 방향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총론 연구자들은 지속적으

로 통합 교육과정을 추진하였으며, 사회과 내부적으로도 꾸준히 내용 구성

의 통합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사회과 통합은 이상과 달리 여러 가지 혼란

과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특히 사회과 통합의 강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

회과 교사들은 비전공 영역을 가르치게 되면서 나타난 사회과 수업의 질을 

저하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통합 지지자들은 사회과 통합을 반대

하는 주장을 교과 이기주의라고 비난하였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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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부담 축소론과 선택 교육과정 확대론

제4차 교육과정 이래 총론 연구진들은 학습 내용이 지나치게 많고 어려

워 학생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

다도 필수과목 수,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많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통합적이며 심층적인 학습”에 다가서지 못한 채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암

기학습”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다.138) 제5차 일반

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총괄했던 한 연구자는 “연구자들의 정열을 

이끌어간 문제의식”은 현행 교육과정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본 성격에 비

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가와 같은 “차분하고 냉정한 이론적 분석”에 터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터무니없이 과중한 수업의 

질곡 아래 찌들어 가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현장 교육자들의 절규”에 있었

다면서 과도한 학습 부담의 문제를 강조하였다.139)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범위, 양, 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학습 부담 축소론’은 제4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

향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며 교과 편제 조정의 근거로 기능하였다.140)

특히 처음으로 교과 통폐합을 통한 교과 통합안이 제안된 제4차 교육과

정 개발 때에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교과목 축소를 요구하였다. 1978년 

문교부는 ‘중․장기 교육계획’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와 교육내용의 정선 및 구조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제 변화의 일환으로 교과목의 통폐합을 통해 교과목 수를 줄여

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41) 또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138) 한명희 외, 앞의 책, p.12.

139) 허경철, ｢(특집)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안의 개정｣ 교육개발48(9-3), 1987, p.30.

140) 김재춘, ｢국가 교육과정 개정 담론의 비교 분석(1): 제4차에서 제7차에 걸친 ‘교

육내용의 적정화’ 담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21(2), 2003(B).

141) 이종재 외, 교육 발전의 전망과 과제(1978-‘91), 한국교육개발원,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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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 위원회는 ‘7․30 교육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문교부에 교과목 

수를 축소하고 내용의 수준을 낮춘 교육과정 구성을 제의했다.142) 이에 따

라 문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과정 개발을 위탁하면서 교과목 수의 

축소와 내용 수준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였다.143) 

제4차 교육과정의 시안을 개발했던 연구진은 제3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으로 학습내용의 과다,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교

육, 기초교육·일반교육의 소홀, 전인교육·인간교육의 미흡 등을 지적하였

다.144) 이에 따라 수업시간과 교과 내용의 양을 줄이고 수준을 하향 조정

하여 학습부담을 줄이고 여가활동의 시간을 늘림으로써 전인교육을 강화하

는 것을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145) 이를 위해 

시안 개발 연구진은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수의 축소와 주당 수

업시수 및 이수단위 수의 감축을 제안하였다. 이수 과목 수의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중학교 국어와 한문을 국어로, 사회와 국사를 사회로, 기술과 가

정을 생활기술로 통합함으로써 중학교 1학년 교과목수를 11개에서 10개

로, 2·3학년은 기존 13개에서 10개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

과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의 발달정도, 유용성, 흥미와 만족, 학습기

회, 전이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적절한 양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각론의 편성지침에 마련하였다.146) 시안 개발 연구진의 제안 가운데 수업

pp.43~47.

142) 문교40년사 편찬위원회 편, 문교 40년사, 문교부, 1988, p.480.

143) 정태범, ｢제4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허강 외, 한국 편수사 연

구(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pp.29~31.

144) “가르쳐야 할 내용이 너무 많게 되면 결국 학습시간을 연장시키며 일정 기간 내

에 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수 수준을 ‘평균학생’에 두게 되므로 학습 부진아의 

보충학습이나 우수 학생의 심화학습은 소외당하게 된다. 과밀 학급 내에서 과다한 

학습내용을 취급해야 하는 학습 조건은 암기식·주입식 교수 방법을 유도하게 된다.” 

    “교과의 학문적 구조와 발견·탐구학습을 강조한 결과로 수학·과학 등 일부 교과에

서 학습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순수지식·추상적 지식을 거의 절

대적으로 강조하여 저학년 교과목에서부터 어려운 개념이 도입되거나 탐구학습을 

강조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제시함이 없이 탐구학습만을 제시한 데서 온 결과로 지

적되고 있다.” 신세호·곽병선·김재복, 앞의 책, pp.16~17.

145) 문교부, 앞의 책, 1982, pp.10~15.

146) 김재춘, 앞의 논문,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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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 축소안은 실제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되어 중학교의 주당 수업 시간이 

1시간씩 축소되었으며, 고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는 연간 36주에서 34주

로 2주 감축되었다.147) 그러나 교과목 통폐합을 통한 이수 교과목 수 축소

라는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148)

제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는 

부분개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개발진은 개정의 기본 방침 

중 하나로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제시하고,149) 이것의 하위 항목으로 이수

과목의 축소,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 교과목의 조정, 개발과정의 효율화

를 설정하였다. 개정 작업 중 교과목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사과의 폐지 

문제, 기술과 가정의 통합 문제가 제시되었다. 이 제안은 많은 논란을 불

러 일으켰으나, 결국 국사과는 필수 교과를 유지하고, 기술과 가정의 통합 

문제는 기술과 가정 외에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

다.150)

제6차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진은 제5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교육 

경험의 질적 부적절성과 학생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지적하였다.151) 이런 

바탕에서 지나치게 과다한 필수 교과목 수와 한 학기당 이수과목 수, 학생

의 교육 경험 세계의 왜곡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52) 이에 따라 

147) 정태범,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1, p.50.

148) 고등학교 공통필수 교과의 수는 15개로 변함이 없었으며, 인문과정의 경우 3년

간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수도 23~24개로 제3차 교육과정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 

정태범, 위의 논문, 허강 외, 위의 책, p.132.

149) 제5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은 교육과정의 적정화, 교육과정의 내실화, 교육과정

의 지역화였다.

150) 윤종영, ｢제4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허강 외, 앞의 책, 2001, 

p.145.

151)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연구 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중앙 집권화와 획일성의 문제였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결정

에 있어서 국가․사회 요구의 지나친 중시 문제, 교육과정의 획일화와 대다수 학생의 

소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교육 경험의 질적 부적절성과 학생의 과중한 학

습 부담 문제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시대적, 사회적 유용성과 적절성 문제였다. 넷

째, 현행 교육과정 결정의 과정과 구조의 적절성 문제였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총론

의 방향과 과리된 각론의 내용 구성 문제, 교과 교육과정과 교육 현장과의 괴리 문

제, 교과 사이의 이해와 갈등과 교육과정 결정 과정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함

수곤,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1,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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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교육과정 중점 사항의 하나로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라는 항목이 

설정되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학습 부담의 경감, 학습량과 학습 수준의 

조정, 이수 내용의 성차별 철폐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진은 학습자 부담의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통 필수과목의 축소 및 필요와 능력수준에 따른 

과목 선택의 확대, 주당 수업시수와 학기당 이수과목 수의 축소, 유사과목·

중복교과의 통폐합, 교과 구조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이전과 달리 시안 

개발 연구진의 이러한 제안은 상당 정도 받아들여졌다. 중학교의 수업시수

가 주당 34~36시간에서 34시간으로 축소되었고, 사회과(지리, 세계사, 공

민)와 국사과 2개의 교과가 사회과 한 개의 교과로 통합되었다. 고등학교

에서는 3년간 총 이수단위를 204-216 단위에서 204 단위로 조정하였고, 

학기당 이수과목 수도 18~20과목에서 12과목 내외로 감축하였다.153)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개발했던 연구진은 제6차 교육과정의 한계 

가운데 하나로 “교과목 수의 과다와 일부 교과의 내용 난해로 인한 학습 

경험의 피상성”, “학교급간, 학년간 연계성과 교과간 내용 중복”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학생 일 인당 이수과목 수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이수과목 수를 기본 교과 10개로 한정하였

다. 또 최소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교과 이수 시간을 제시하고, 이를 교과

서 내용 구성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으로써 교과서 내용의 과다와 이로 인

한 학생의 과도한 수업 부담을 방지하고자 하였다.154)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일부 국면에 대해서만 수정·보완하는 ‘부분·수시’ 개정 방식에 따라 

152) “학교에서 개설하는 교과나 과목의 수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적은 편이지만, 학생

이 필수적으로 택해야 하는 과목 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실정이며, 그것

도 한 학기당 이수해야 하는 과목 수가 많음으로서 통합적이며 심층적인 학습은 이

루어지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피상적 암기학습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명

희 외,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1, p.12.

153) 함수곤, 앞의 논문, 허강 외, 앞의 책, 2001, p.295, 327.

154) 이돈희 외,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96-30, 1996, p.24, 2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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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따라서 주당 수업 시수155) 이외에 학기당 이수과목 수, 교과

목 편제 및 시간 배당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7 교육과정 총

론 개정 시안 개발 연구진 역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내실화’를 교육과

정 개정의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교과 및 영역별 수업 시수의 합

리적 조정, 교육 내용의 적정화 및 중복 해소, 국가·사회적 요구 정선과 관

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다.156)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진은 “학생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

지 못하는 경직된 교육과정, 학기당 12개 이상의 이수 교과(목)로 인한 과

중한 학습 부담과 학습 흥미도 저하, 비교과 활동의 형식적인 운영 및 활

동 영역 중복”을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고질적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교

육과정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하였다.157) 연구진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교육과정 개정의 최우선 방향으로 내세

웠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학년군과 교과군을 설정하여 학생의 학기당 이

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였다.158) 중학교의 경우 기존의 

10개 교과를 8개 교과군으로 재편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덕과 사회가 

사회/도덕군으로, 과학과 기술가정이 과학/기술가정군으로, 음악과 미술이 

예술군으로 설정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4개 교과 영역과 8개 교과

(군)로 구성되었다.159)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시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

155)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대비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

어,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수를 축소하여 주당 2시간을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박순경 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수정보완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6, p.403.

156) 박순경 외, 위의 책, 2006, p.25.

157) 2009 교육과정 개정 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의 배경은 3가지로 세계 환경과 국가 

위상의 변화, 인재 육성 전략의 재조정 요청, 고질적 문제 해소로 유연하고 창의적

인 학교교육 실천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2009 개정 교육과정: 개

정의 방향과 총론 시안(2차)』, 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2차) 자료집, 2009, 

p.3.

158) 학년군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성되며, 교과군은 공통 교육과정 10개 

교과를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

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여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앞의 책, p.8.

159)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위의 책,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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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집중 이수의 실시 역시 학습 부담의 감소, 즉 

‘교육 내용의 적정화160)’의 맥락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교육내용 적정화’ 담론은 제4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국가·사회적 요구, 개정의 필요성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면서 교육

과정 개정과 교과목 편제 조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의 측면에서 ‘교육내용 적정화’는 주로 교육내용의 하향 조정이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161)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

색되었다. 하나는 학생의 이수과목 수와 연간․주당 수업 시수를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교과 내용의 분량과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다. 전자는 교육과정 총론의 교과목 편제를 통해서, 후자는 교과 교육과정

의 성취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총론 연구진들은 학생의 부담을 

감축한다는 명목 하에 학생의 이수과목 수와 주당․연간 수업 시수의 축소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교육내

용의 감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학기당 이수과목 수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교과 편제의 개편과 시

수의 조정을 요구한다.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

르치던 교과목, 특히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교과목 중 일부를 편제

160) 교육과정에서는 집중 이수제의 도입 배경을 “학생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교과목

수를 줄여 학습을 적정화하고 교육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국가교육과정정보센

터(http://ncic.re.kr/)).

161) ‘교육내용 적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진전되면서 ‘교육내용 적정화’의 목적은 

학생의 부담 축소를 위한 것에서 “분석, 종합, 평가 등의 고등 사고능력이나 능동적

인 탐구활동” 등과 같은 “바람직한 교육 경험의 회복”, “창의적인 인재 개발 및 다

양한 교수 학습”을 위한 것으로 확대되었다(황규호, ｢교육내용의 적정화 기준 탐색｣ 
교육과정연구23(2), 2004, pp.5~8, pp.17~18). 또한 ‘교육내용 적정화’를 단순히 

교육 내용의 분량 및 난이도의 축소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내용이 교과 목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합성’을 지니는가를 탐색하고 이에 

비추어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 즉 교육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

기되었다(정영근·박순경,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 적정화 담론 고찰｣ 
교육사상연구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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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가르치던 교

과목을 전혀 가르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던 과목을 선택과목화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교과·과

목을 통합하여 한 과목으로 만듦으로써 과목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과간의 통합 방식, 즉 “공통의 학문적 기

반과 학습경험을 공유하는 개별 과목들을 하나의 교과 영역으로 묶는 방

식”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앞으로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습득해야만 

하는 실제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에 근거하여 여러 교과 지식을 묶는 방

식”을 통해 교육과정을 간소화함으로서 교육내용을 적정화하는 방안이 제

시되기도 하였다.162) 하지만 필수과목의 선택과목화 및 과목간 통․폐합은 

각 과목 관련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교육과정 총론 시안 연

구에서 제안된 안이 그대로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학생의 부담

을 줄인다는 명분 하에 필수과목 수의 축소와 과목간 통폐합을 통한 이수 

교과목 수의 축소와 관련된 논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통폐합 혹은 선택과목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중·고등학교의 한문, 

국사, 기술과 가정, 고등학교의 교련이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제4차 교육

과정 시안 연구 개발진은 중학교 국어와 한문을 국어로, 사회와 국사를 사

회로, 기술과 가정을 생활기술로 통합함으로써 이수과목 수를 중학교 1학

년은 11개에서 10개로, 2·3학년은 기존 13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안은 각 과목 관련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

고, 결국 초안 그대로 교육과정에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교육

과정 개정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 하

에 필수과목 수의 축소와 과목간 통폐합을 통한 이수 교과목 수의 축소 주

장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결국 몇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학

기당 이수과목수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163) 이 과정에서 기술과 가정은 

162) 소경희, 「교육내용 적정화 방안 탐색을 위한 논의-체육, 음악, 미술, 실과(기술·

가정) 교과를 중심으로」,『교육과정연구』22(3), 2004, p.39.

163) 중학교의 경우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수과목이 1학년 11~12과목,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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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가정으로 통합되었으며, 한문은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었다.164) 역사 

영역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독립 교과였던 국사과가 사회과로 통

합되어 중학교 국사 내용은 ‘사회’ 과목의 한 영역이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사회(역사 영역 포함) 과목이 사회/도덕군으로 편

성되었다. 

이처럼 학생의 학습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축소해

야 한다는 총론 연구진의 주장은 교과목 통폐합, 선택과목화를 통한 교과 

편제 개편으로 이어졌다.165) 따라서 국사의 사회과 통합은 바로 교육내용 

적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내용 적정화’ 담론은 총론 개발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편제의 

조정을 통해 역사 교육의 외형적 형태, 즉 필수/선택, 교과 독립/통합, 시

수를 규제하는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이 과연 과도한 학기당 이수

과목 수 때문이었는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수 차례에 걸친 

12~13과목, 3학년 12~14과목이었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학년 12과목, 제7

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학년 10과목,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학년 8과목으로 축

소되었다. 김재춘, 위의 논문, 2003(B), p.114.

164) 기술과 가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으로 통합되었으며, 한문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었다. 

165)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과목

을 통폐합하고 필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제6차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현행 고등학교의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현행 

18~20개에 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12개 정도로 줄이고자 하였다. 사실상 

단위학교에서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18~20개로 편성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교과 편

제가 학년제가 아닌 단위제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시간 배당은 학년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과 시수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

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할 과목과 단위를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나

름대로 각 과목에 배정된 단위를 어떤 학년에서 몇 단위씩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편성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5차 교육과정 하에서도 각 학교는 교육과정을 편성

하는 방식에 따라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12개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

분의 학교에서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방식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즉 고등학교 

3년간 운영해야 할 전과정을 실제로는 2년에 끝내고 3학년에서는 입시를 대비하여 

반복, 복습할 수 있도록 입시 관련 과목을 3년에 걸쳐 분산 배치하였고 이로 인해 

학기당 이수과목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목을 통폐합하는 조치는 학

기당 이수과목 수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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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당위로서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이수과

목 수가 학생의 학습 부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

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주장으로는 학기당 이수과목

의 과다로 인해 “통합적이며 심층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피상적 암기학습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166) 그러나 “통합적

이며 심층적 학습”, “단편적이고 피상적 암기학습”은 교수·학습 방법의 문

제이다. 교과 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단편적이고 피상적 암기학

습”의 원인을 굳이 교육과정에서 찾는다면, 각 과목에 배정된 시수보다 가

르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학기당 이수과목 수가 많기 때

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로 제한하는 조치를 강행했던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 정책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주당 10개 과목, 중·고등학생은 11~13개 과목을

학습하며, 사회, 과학 등 통합 교과의 경우 과목별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어 실제 학생의 학습 부담은 더욱 과중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학습

부담 과중은 학습 흥미도와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

은 학년 간 단절로 매 학년 매 학기에 모든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학년(학기)당 이수과목 수 과다는 학생의 학습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으

며, 학습 집중도 저하로 비효율을 초래하며, 학년별 교사 및 교과간 협

력이 어려워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167)

여기서도 학기당 이수과목 수의 과다가 학생의 학습 부담 과중을 초래하

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의 실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학생의 과중한 학습 부담의 원인은 학기당 

이수과목 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상급학교의 입시, 궁극적으

로는 대학 입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학기당 이수과목 수는 입시와 연계

166) 한명희 외, 앞의 책, p.12.

167) 조난심 외, 2009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시안 개발 연구, 2009 교육과

정 개정 후속지원연구 위탁과제 답신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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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해할 때에만 그 의미를 갖는다. 즉 상급학교 입시에서 내신을 얼마

나 반영하는가의 여부, 어떤 과목의 내신을 얼마만큼 반영하는가와 관련있

는 것이다. 상급학교에서 전과목의 내신을 동일 비율로 반영하지 않는 한 

학기당 이수과목 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큰 관련이 없다. 학기당 이수

과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목들의 성적이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되

지 않는다면, 또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비율이 작아 큰 의미가 없다면 학

기당의 입시 과목 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거의 관련이 없을 것이다. 오

히려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에서의 비중이 작은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

은 ‘숨통을 트여 주는’ 역할을 한다. 극단적으로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줄이

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만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부

담이 축소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는 학생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도 학생들은 시간표에 소위 주요 과목이라 일컫는 국

어, 영어, 수학 비중이 많은 요일을 힘겨워 한다. 사실상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소위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 체제

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학기당 이수과목 수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과중한 학습 부담의 본질적 원인은 과도한 이수과목 수가 아니라 

대학입시 위주의 수업 문화라는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학기당 이수과목 수의 축소가 실질적으로 학생의 부담을 축

소시킬 수 있는가, 학생의 과중한 학습 부담은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때

문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는 이미 제5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도 지적되었다.168) 그러나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이에 대한 진지한 논

의 혹은 경험적인 연구없이, 이수과목 수 축소 정책을 강행하였다. 결국 

지금까지의 학습 부담 감축 정책은 문제의 원인 진단도 그에 대한 처방도 

168)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전체 단위수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수과목 수만을 축

소하여, 적은 과목 수를 깊이 있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르치는 것이 적은 

단위수로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것보다 과연 학생들의 학습에의 심리적·정신적 부

담을 감소시켜 주느냐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오늘의 

학생들의 수업에 시달리는 것은 과목수와 시간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문화

의 구조적 특이성에 기인한 입시제도 문제 때문이 아니냐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허경철, 앞의 논문, 1987,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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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30여 년 동안 계속

되어 왔다. 이는 결국 학기당 이수과목 수 축소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 이수제의 강행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

라 학기당 이수과목 수는 8개 이내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반대

를 무릅쓰고 강압적으로 실시한 집중 이수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였

다. 그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역사, 사회, 도덕 과목이었다. 국어, 영어, 

수학은 집중 이수제와 상관없이 매학기마다 편성되었고, 음악, 미술의 경

우 매학년 매학기마다 1시간씩 배당되는 것보다는 특정 학기에 2시간씩 

배당되는 것이 수업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역사’의 

경우 집중 이수제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한 학기에 5시간씩 배정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책 반권에 해당하는 시험범위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와 도덕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매 학년마다 편제되어 있던 도덕의 경우 

3권의 교과서로 발행되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도덕을 한 학

년에 집중 이수제로 편성한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책 한권이 

시험범위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이렇게 과도한 시험범위는 오히려 학

생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초래하였고 학생들은 해당 과목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체육, 

예술(음악/미술)은 학기당 8개 편성 교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단위학교에서는 학기당 이수과목을 11개까지 편성하는 것이 가

능해졌다. 2011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실시된 집중 이수제는 결국 학교 현

장에 많은 혼란만을 야기한 채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폐기되고 말았던 것

이다. 집중 이수제의 실패는 그동안의 학기당 이수과목 수 감축 정책이 잘

못된 진단과 처방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감축한다는 명분 하에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초교육을 강화

시킨다는 명분 하에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육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

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제6차 교육과정이다. 학기당 이수과목을 감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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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는 명분하에 사회과 통합을 강행하여 국사과를 사회과로 통합하고, 한

문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동시에, 영어, 수학, 

과학 시수를 증대시켰다. 이의 명분은 기본학습능력의 함양, 기초과학교육

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 있었다. 그 결과 <표 Ⅲ-4>에서와 같이 수학, 과

학은 2학년에서 1시간씩, 영어는 2학년과 3학년에서 각각 1시간씩 증가하

였다. 일부 교과의 시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타 교과의 시수 감축을 야기한

다. 결국 제6차 교육과정 시안 연구진들은 수학, 과학, 영어 시수를 증가시

키기 위해 기술/가정, 음악, 미술의 시수를 감축하였다. 음악과 미술의 시

수 축소에 대해 연구진들은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체 최대 표준 수

업시간의 축소, 교육과정 결정 및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자유 선택시간의 

확보,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 과학교육(수학, 과학)의 강조, 국제화

에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의 중시”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재량 활동 시간을 신설함에 따라 일부 교과목의 시수를 감축하였다. 

그 결과 국어, 도덕, 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의 시수가 감축되었

다. 그러나 감축 비율을 보면 국어, 수학, 과학, 영어는 각각 14, 12, 12, 

12시간에서 13, 11, 11, 10시간으로 축소된 것에 비해 도덕과 국사는 각

각 6시간, 4시간에서 5시간, 3시간으로 축소되었다. 국어의 경우 약 7%가 

축소된 것에 비해 국사는 25%가 축소된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교에

서 재량활동 시간을 영어, 수학에 배정함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 중심 체

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의 각 교과군별 기준 시수는 제7차 교육과

정, 2007 개정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학교 재량으로 각 교과군별로 시수의 20% 증감을 허용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수학의 시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6단위로 편제되어 있던 ‘국사’

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5단위로 편제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1단위가 

감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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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2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2007개정

교육과정

2009개정

교육과정169)

국어 14~18 14 14 14 14 13 13 13

도덕
3

(반공·도덕)
6 6 6 6 5 5

15(사회(역사

포함)/도덕)국사
8~12

4 4 4 4

7

3

7

5(역사)

사회 7~9 7~9 7~9 5

수학 8~12 10~12 10~12 11~13 12 11 11 11

과학 8~12 10~12 10~12 11~13 12 11 11

19

(과학

/기술·가정)

기술·

가정

11~23

(실업·

가정)

 9

(기술

/가정)

7~9

(생활기술

/가정) 

7~9

(기술/가

정/기술·

가정)

4

(가정)  8

(기술·

가정)

8

(기술·

가정)6~11(농·

공·상·수산

업·가사 )

5~7(농·공

·상·수산업

·가사) 

4~6(농·공

·상·수산업

·가사)

5

(기술·산업

)

체육 8~12 9 9 9 9 8 8 8

음악 5~6 4~6 5 5~6 4~6 4 4 8(예술(음악/

미술))미술 5~6 4~6 5 5~6 4~6 4 4

한문 3~5 3~5 3~5

영어 8~15 8~14 10~14 10~14 12 10 10 10

선택
0~3

(자유선택)

0~6

(자유선택)

3~6

(선택)

12

(재량활동)

9

(재량활동)

6

(선택)

특별

활동
8% 6 6 6 3~6 6 6

9(창의적체험

활동)

* 제5차 교육과정은 최소와 최대 시간으로 급간을 정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최대 시간은 한 두 교과 외에는 큰 의미가 없

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최소 시간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

는 많은 교과의 경우 제5차 교육과정의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교과 시

수를 배정하였다. 

자료출처: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

<표 Ⅲ-4> 중학교 과목별 시간 배당의 변천

(3년간 배당 시간)

학생의 학습 부담은 바로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 체제에 

169) 단위학교에서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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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감축시킨다는 명분 하에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축소하는 정책과 수학, 영어의 시수를 증가시키고 

국사,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의 시수를 감축하는 정책은 상호 모순적

이다. 실질적으로 학기당 이수과목 수 감축은 학생의 학습 부담과 관련이 

없다. 오히려 과도한 학기당 이수과목 감축으로 인해 특정 학기에 특정 과

목의 시수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게 됨에 따라 학생들은 해당 과목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기당 이수과목 수 축

소 정책과 병행된 국어, 영어, 수학의 비중 강화 정책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국사의 사회과 통합 근거

로 작용했던 학기당 이수과목 수 축소 정책은 학생들의 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기보다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총론 개발진에 의한 교과 편

제의 조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택 교육과정 확대론’은 역사 교육과정의 구성을 제약하는 또 다른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선택 교육과정 확대론’은 단위학교와 학생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의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선택 교육과

정 확대론’은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 강행의 근거로 기능하였을 뿐만 아니

라 역사, 특히 세계사를 포함한 사회 교과 전체의 위축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선택 교육과정 확대론’이 처음 가시화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이었다. 제

6차 교육과정 총론 시안 연구진들은 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

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제5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단순한 

이수과정과 과다한 필수과목으로 인해 개별 학교나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

와 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수과정을 다양화하며, 필수과목 수를 축소하고 선택과목 체제를 도입함으

로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당시의 ‘선택 교육과정 

확대론’은 ‘학습 부담 감축론’과도 연계되었다.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로 지

적되고 있는 과다한 이수과목 수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것이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 필수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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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자신들의 필요나 능력

에 맞지 않는 많은 과목들을 강제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의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학생이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되면 그만큼 학습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다.170)

선택과목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수과목 수를 축소해야 

한다.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 총론 시안 연구진은 기존의 공통 필수 교과 

가운데 계속하여 필수 교과로 유지할 교과와 필수과목에서 제외할 교과를 

선정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해야 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1)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 2) 가능한 한 생활의 넓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과목, 3) 차기 학습이나 자율학습의 기본적인 도구 역

할을 하는 과목, 4) 삶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활용되는 해석체제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과목”을 공통 필수 교과의 자

격 요건으로 규정하였다.171) 

이 기준에 근거하여 시안 연구진들은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 과학, 체

육, 음악, 미술의 8개 영역을 필수 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영역을 대표

하는 하나의 과목을 선정하고 이를 공통 필수과목으로 부과하기로 하였

다.172) 다만 ‘윤리’는 사회과와 “경험의 질과 형식”이 구분된다는 점을 내

세워 필수과목으로 부과하였다. 

여기서 윤리를 필수교과로 선정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안 연구

진들은 이 결정의 근거로 윤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과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사회과 경험과는 그 경험의 질과 형식이 어느 정도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리고 윤리가 사회과와 구분된다는 논리적 근거

로 피닉스(Phenix, 1964)의 ‘의미의 영역(realms of meaning)’을 제시하

였다. 피닉스는 “인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지적인 문화유산을 학문과의 

170) 한명희 외, 앞의 책.

171) 한명희 외, 위의 책.

172) 고시문에서는 국어, 윤리, 한문, 수학, 사회,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실업·

가정, 외국어를 보통교과로 하였으며, 국어, 윤리, 공통수학, 공통사회, 국사, 공통과

학, 체육, 음악, 미술, 공통영어를 공통 필수과목으로 편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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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에” 6개의 ‘의미의 영역’, 즉 상징적 의미, 경험적 의미, 심미적 의

미, 실존적 의미, 윤리적 의미, 총괄적 의미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에 

의하면 ‘윤리적 의미’는 사회과학 전반을 포괄하는 ‘경험적 의미’와 구분”

된다는 것이다. 

이후 제6차 교육과정 확정안에서 윤리과는 독립 교과를 유지한 반면 국

사과는 독립 교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시안 보고서에서는 교육과정 편제

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윤리’와 ‘국사’ 모두 “독립된 교과로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원래의 학문적 영역인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귀속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173) 또한 1990년 수행된 교육부 위탁연구 중간보고서인 교육과정 편

제와 운영 개선 연구에서도 90.5%(38명/42명)의 교사가 ‘국민윤리’를 사

회과에 환원시키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

과 통합에서 ‘윤리’는 제외하고 ‘국사’만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시안 연구 개발 보고서에서는 ‘윤리’와 사회과의 관련성에 대해 이

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필수 교과의 선정에 있어서는 ‘윤리’와 사회과

가 구분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시안 곳곳에서 윤리와 사회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의 내용선정과 관련된 각론 지침

으로 고등학교에 신설된 ‘윤리’는 이전의 ‘국민윤리’와 달리 시민 윤리적 

173) 사실 도덕과는 제3공화국 이후 정책, 국가 사회적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교과

였다. 국민 학교 도덕 교과서인 ‘바른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새마을 정신과 

유신이념이었으며, 이외에 1968년 공포된 국민교육헌장, 바른 생활 습관의 형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덕목들,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부처

에서는 저축의 필요성(재무부), 문패의 중요성(체신부), 국토방위의 신성함(국방부), 

반공교육(중앙정보부) 등 해당 부처의 중요 정책을 교과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

다. 또한 고등학교의 ‘국민윤리’와 ‘자유수호의 길’ 역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빈번

하였다. ‘국민윤리’에 유신이념(한국적 민주주의)과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은 ‘당위적 과제’로 인식되었다. 1974년 청와대 특보실에서는 기존 고등학교 ‘국

민윤리’ 교과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철학사상과 윤리 내용에 대해 국

적없는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교과서 개편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는 계획에 없

던 교과서 개편으로 이어졌다. 안귀덕, ｢도덕과 교과서 개편｣, 한국 교육과정·교과

서 연구회 편, 편수의 뒤안길3, 2000, p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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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시민 윤리적 성격은 ‘현대사회와 시민’과 중복

됨으로, ‘윤리’ 교과는 “인생관, 세계관, 직업윤리 등을 포함하는 도덕철학

적 사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윤리’와 ‘현대사회와 시

민’의 중복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과와 과학과의 시수 배분

에 대해 논의할 때에도 윤리과를 사회과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국사를 필

수로 지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회과 영역의 필수과목은 ‘현대사회와 인간’, ‘윤리’, ‘국사’ 3과목에 

18단위인 반면, 과학과는 ‘현대사회과 과학’ 한 과목에 8단위로 배정돼, 사

회과가 과학과에 비해 2.25배나 많은 시간과 3배나 되는 과목수가 배정되

어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6차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현대사회와 시민’과 ‘현대과학과 인간’

을 신설하고 이를 사회과와 과학과의 공통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진들은 ‘현대사회와 인간’의 성격을 “현대사회 문제의 역사적 측면, 지리적 

측면, 정치·경제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보

통시민으로서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로 규정하였다. 즉 ‘현대사회와 시민’을 통해 정치·경제, 한국지리, 역

사 등 사회과 전반을 포괄할 수 있으리라 가정하였던 것이다. ‘현대과학과 

인간’ 역시 “과학의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과 과학적 탐구능력 및 문제해

결능력의 신장”을 통해 “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한 과목

으로 규정되었다.174)

이렇게 “필수과목 수는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 “하나의 필수 영역에서

는 하나의 필수과목만 선정한다.”, “각 필수 영역 간에는 가능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원칙(특히 사회과와 과학과의 균형문제)에 따라, 독립

교과였던 국사과는 사회과에 통합되었으며, 제5차 교육과정 하에서 필수과

목이었던 ‘국사’, ‘한국지리’, ‘정치·경제’는 필수과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

나 국사의 선택과목화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면서 고등학교 국사는 

다시 필수과목으로 환원되었지만 교과의 지위는 상실하였다. 결국 제6차 

174) 한명희 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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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필수과목을 2개 줄였는데, 

이는 ‘교련’을 폐지하고 ‘한국지리’와 ‘정치·경제’를 통합하여 ‘공통사회’를 

신설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의 사회과 통합, 국사

의 독립 교과 지위 상실은 공통 필수과목 수를 축소하고 선택과목 수를 확

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175)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선택과목 체제 하에서, 선택과목의 

결정권은 학생이 아닌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있었다. 즉 애초에 내세

웠던 학생의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

학교 교과 이수 전체 단위 수인 188단위176) 가운데 68단위를 교육부가 

공통 필수 교과목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120단위는 선택교과목으로 편제

하여 지방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 교육청은 

96단위(선택교과목 총 이수단위의 80%), 단위학교는 24단위(선택교과목 

이수 단위의 20%)를 선택하게 되었다. 즉 교과단위 전체 188단위를 놓고 

보았을 때 교육부가 36%, 시·도 교육청이 51%, 단위학교가 13%의 결정

권을 갖게 된 것이다.177)

실질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체제는 그동안 교육부가 독점하

고 있던 교육과정 편제 결정권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위임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편제 결정권을 지역화, 분권화, 자율화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반면 학생의 경험, 적성, 취미, 진로 등 다양한 개인차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이수과정의 다양화’였다. 시

안 연구진들은 현행 교육체제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장치는 문

과와 이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수 

과정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즉 제5차 교육과정의 3가지 이수과정(인문·사

175) 시안 연구진들은 국사를 필수과목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사를 필수 

교과에 포함시키게 되면 공통 필수과목수가 많아져서 ‘교육과정의 경직성과 획일성’

의 문제가 심화되고, 과학과와 사회과의 균형이 파괴되어 과학과의 불만이 커질 것

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176) 제6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 전체 이수 단위는 204 단위이며, 이 가운데 

특별활동에 16단위, 교과에 188 단위가 배정되어 있다.

177) 한명희 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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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자연, 직업과정)을 8가지(인문, 사회, 자연Ⅰ(이공계), 자연 Ⅱ(의약, 간

호, 농수산, 가정계), 체육, 예술, 외국어, 직업, 기타과정)로 확대하자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권장사항, 허용사항으로만 제시하였으며, 제6차 교

육과정 확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178) 

제6차 교육과정 시안에서 국사를 사회과로 통합하고 선택과목화해야 한

다고 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공통 필수과목 수를 축소하고 선택과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선택 교육과정 확대론’에 있었다. 그리고 선택과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는 학생의 다양한 흥미와 적성, 진로를 반영해야 한

다는 명분에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권

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즉 ‘선택과목 확대론’의 명분과 실제가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정책 당국의 정책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였으며,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교과목을 차

별화하고 사회과 전체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선택과목 체제는 이후 사회과 전체의 위상 

약화, 특히 ‘세계사’ 교육의 약화를 야기한 시발점이 되었다. 제5차 교육과

정에서 ‘세계사’는 인문·사회과정과 자연과정의 과정별 필수과목이었고, ‘세

계지리’와 ‘사회·문화’는 인문·사회과정의 과정별 필수과목이었다. 즉 직업

과정을 선택한 일부 학생을 제외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대다수 학생들(인

문·사회과정과 자연과정)은 필수적으로 세계사를 이수해야 했던 것이다. 그

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 ‘윤리’, ‘공통사회’만 필수과목으로 지정

되었고, ‘공통사회’의 내용구성에서 ‘세계사’ 영역이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사’는 선택과목으로만 존재하게 되었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선

택에 따라 이수 여부가 결정되었다. 게다가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999 수능부터는 ‘국사’, ‘윤리’, ‘공통사회’만 필수과목으로 출제되었다. 인

문·사회계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 1과

목만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하였다. 자연계열에서는 ‘국사’, ‘윤리’, ‘공통

178) 한명희 외,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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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즉 제5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8 수능까지는 인문·사회과정과 자연과정 모두에서 필수로 출제

되었던 ‘세계사’가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9 수능부터는 자연과정에

서 아예 출제되지 않고, 인문·사회과정에서도 사회과 선택 6과목 가운데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출제되었던 것이다.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서 선택과목 체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2~3학년에 선택 교육과정이 도입되었

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발이 되었던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수요자 중심

의 교육’을 내세우며,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

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179) 

교육개혁위원회의 3차 보고서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고등학교 2~3학년

에는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택 영역과 선택과목에 대한 예시로서, 인문 영역으로 국사Ⅰ·Ⅱ, 역사Ⅰ·

Ⅱ, 세계사Ⅰ·Ⅱ, 미술사, 인문고전, 윤리, 철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논리

와 컴퓨터, 종교 등, 사회과학 영역으로 한국지리Ⅰ·Ⅱ, 세계지리Ⅰ·Ⅱ, 정

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을 제시하였다. 이 안에서는 학생

들의 다양한 흥미, 적성, 진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 영역과 

난이도에 따라 가능한 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180)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

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2~3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

하였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도입한 근거는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전문성을 심화시키며 다양한 학습을 할 기회”를 주는 데 있었다. 그

179)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보고서, 1995, pp.49~50.

180)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 
1996,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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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고등학교로 교육이 종결되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후자는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심화과목을 이수할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사회과 선택과목으로 일반 선택과목인 ‘인간

과 사회’, 심화 선택과목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8단위), ‘경제지리’, ‘정

치’, ‘법과사회’, ‘경제’, ‘사회·문화’, ‘한국근·현대사’, ‘세계사’를 제시하였

다.181) 시안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준별로 개설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개혁위원회의 3

차 보고서보다 선택과목의 수가 축소된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교육과정 체제가 보다 확대되었다. 이

전의 국민공통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던 고등학교 1학년을 선택 교육

과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전학년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고, 각 교과군별로 최소 이수 단위만 제시함으로써 원칙상 고등학

교에서는 필수과목이 사라졌다. 또한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의 수를 축소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

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재

조정의 대상이 된 것은 국어과와 사회(역사)/도덕군이었다. 2007 개정 교

육과정에서 국어과의 선택과목은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

체언어’로 편제되었는데, 이 중 ‘문법’과 ‘화법’의 선택비율은 5%도 안되었

다. 윤리에는 ‘현대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가, 사회과에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

시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 중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의 선택 비

율은 10%도 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을 재조정하여 국어과는 

181)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각 교과의 선택과목이 어떠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었는지

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이돈희 외, 교육과정 2000 연구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연구보고 CR 

96-30, 한국교육개발원, 1996,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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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과 작문Ⅰ·Ⅱ’, ‘독서와 문법Ⅰ·Ⅱ’, ‘문학Ⅰ·Ⅱ’ 수준별로 재구성하고, 

사회과는 영역별로 통합 재조정하여 종전의 13과목을 9과목으로 축소하였

다.182) 즉 제7차 교육과정까지 학생의 다양한 홍미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

해 가능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다양한 선택과목의 개설이 오히려 “학생에게 혼란을 가중시키”

며, 일부 과목의 선택률은 5%도 안되기 때문에 선택과목의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선택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 

확대한 것은 ‘학생의 다양한 흥미와 진로’를 반영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

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택 교육과정 체제는 의도했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학 입시와 수능에서의 유·불

리 여부이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 총론에서 의도한 목적은 대학 입시와 수

능이라는 변수에 의해 다른 방향으로 굴절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는 선택 

교육과정 체제에도 적용된다. 학생들은 선택과목을 선택할 때 자신의 흥미

와 적성,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대학 입시와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즉 학생의 과목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은 해당 

과목이 수능에서 높은 점수, 높은 등급, 높은 백분율을 얻기에 유리한가의 

여부이다. 수능에 유리한 과목은 학습의 용이성 또는 효율성과 수능 응시

자 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과목이다. 전자는 학습할 내용의 절대량

이 많지 않으며 이해하기 쉬운 과목,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후자는 해당 과목의 응시자 수가 

표준점수와 등급제, 백분률 산출에 불리하지 않은가의 여부를 의미한다. 

응시자 수가 너무 적으면 백분율 및 등급 산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은 중위권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응시자수가 적은 과목은 정말 그 과목에 흥미가 있고 자신있는 학

182) 조난심 외,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시안 개발 연구, 2009 교육

과정 개정 후속지원연구 위탁과제 답신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35,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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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선택한 만큼 상위권의 비중도 높다는 점도 고려된다. 

여기에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의 용이성이 또 다른 선택 기준으로 추

가된다. 즉 단위학교에서는 소수의 학생들만 선택하여 하나의 반을 편성하

기 어려운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과목을 

선택한 학생을 설득하여 다른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과목을 개설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된 반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도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선택 교육과정 체제는 수능체제와 결합하면서 더 많은 폐단을 낳고 있

다. 먼저 학생의 선택 과목이 특정 과목으로 편향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

능 사회탐구의 과목별 응시자 수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표 Ⅲ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 수능부터 2013 수능까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한 과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근·현대

사, 윤리의 선택률이 가장 높다. 특히 사회·문화는 인문계열 학생들의 70% 

정도가 응시할 정도로 선택률이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열의 

대다수 학생들이 사회·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가장 많으며, 이들이 모

두 사회·문화와 관련된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문화

에 대한 선택률이 높은 것은 사회·문화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과 사실의 양

이 다른 과목보다 적어 학습하기 쉽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수능 응시자수

가 많은 만큼 표준점수나 백분율, 등급 산정에서도 불리함이 적을 것이라

는 점도 많은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하도록 만든다. 

반면 선택률이 낮은 ‘세계사’와 세계지리는 다른 과목에 비해 학습할 내

용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암기해야 한다는 인

식이 강하다. 이로 인해 선택과목 도입 초기부터 이들 과목의 선택률은 저

조했다. 이후 수능에서 ‘세계사’는 쉽게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백분율이나 등급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학

생들이 선택을 기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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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2005

수능

2006

수능

2007

수능

2008

수능

2009

수능

2010

수능

2011

수능

2012

수능

2013

수능

2014

수능

윤리 179,697 158,584 161,421 165,127 171,001 188,966 200,806 152,976 150,657

생활과윤리

137,054

윤리와사상

71,114

국사 159,052 100,189 69,507 57,570 58,635 69,704 63,838 43,441 43,918
한국사

42,529

한국지리 232,370 211,526 214,499 221,773 220,083 248,246 238,620 187,941 172,165 112,459

세계지리 29,614 33,346 37,917 40,047 40,551 49,094 56,531 43,840 38,151 37,684

경제지리 29,671 47,784 54,286 52,925 54,104 61,375 52,890 29,999 20,498

한국근․현대사 171,591 172,706 168,414 174,834 193,905 233,487 236,487 167,236 158,269
동아시아사

36,982

세계사 30,006 32,816 33,120 34,838 33,549 38,785 42,428 31,158 29,683 28,772

법과사회 54,911 62,584 62,434 57,009 56,111 63,735 63,520 46,838 39,032

정치 98,856 102,487 106,392 108,958 113,083 127,937 124,623 92,602 82,766
법과정치

38,203

경제 84,485 86,666 88,068 84,239 80,559 84,837 75,372 41,726 32,701 13,420

사회․문화 229,100 225,633 227,422 231,950 247,329 280,470 287,918 239,665 221,473 155,249

사회탐구 

응시자수
339,278 320,209 316,490 317,014 326,947 372,113 387,887 368,438 341,931 337,134

총응시자수 574,218 554,345 551,884 550,588 559,475 638,216 668,991 648,946 621,336 606,813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보도자료

<표 Ⅲ-5> 수능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별 응시자수 

예를 들어 2011 수능의 경우, ‘세계사’의 1등급 비율은 7%였으며 1등급

의 컷은 50점 만점이었다. 또한 만점을 받고도 백분위는 96%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역사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국사나 ‘세계사’보다는 학습량이 적은 한국근·현대사를, 지리에 관심이 있

는 학생들은 한국지리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능의 선택과목 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세계사’나 세계지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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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2014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를 2개로 제한

한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2011 수능까지 최대 4과목, 

2012~2013 수능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하던 때에는 수능에 유리한 과목

과 자신이 관심있는 과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

과목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된 불리한 조건을 무릅

쓰고 단순히 흥미와 관심에 입각하여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대학 입시를 

두고 모험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 교육과정 

체제는 애초에 의도했던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에 실패했을 뿐

만 아니라, 특정 과목으로의 편중 현상을 야기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있는 

학습을 어렵게 하고 사회과의 일부 과목을 고사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결

과만을 초래하였다.

결국 선택 교육과정 체제는 학교 현장의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상에 커다

란 왜곡을 야기하였다. 현행 선택 교육과정 하에서는 사회과 각 과목들이 

학생들의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즉 선택 교육과정 체

제는 사회과 내부의 각 영역 상호 간의 끊임없는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

이다. 게다가 이러한 경쟁 체제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 세 영역 사이의 경

쟁뿐 아니라 각 영역 내의 과목간 경쟁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역사 영역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 하에서 역사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근·현

대사’를 선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계사’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는 ‘한국근·현대사’ 과목 대신 ‘동아시아사’가 신설되

면서 역사 영역을 선택한 많은 학생들은 ‘세계사’보다는 학습부담이 적다

고 생각되는 ‘동아시아’를 선택하였다. 게다가 <표 Ⅲ-5>에서 보듯이 전체

적으로 역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도 크게 감소되었다. 2012~2013 

수능에서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한 학생수는 16만명 내외였었으나, 2014 

수능에서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학생 수는 36,000 여명에 불과했다. 응시 

학생 수가 1/3로 줄어든 것이다. 2014 수능에서 탐구 영역의 응시 과목 

수를 2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모든 과목에서 응시자 수의 감소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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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 역사 영역 응시자 수의 축소 비율

은 매우 크다. 이는 ‘동아시아사’가 ‘한국근·현대’사에 비해 학습 분량이 많

고 학습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각 영

역, 각 과목의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한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를 위해 과목의 편제에 있어 

단일 과목을 두 과목으로 분리하거나 해당 과목의 내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난이도가 높은 개념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해당 과목의 내용 선정, 내용 범위의 결정에 있어 해당 과목의 본질적 

교육적 목표나 학문의 구조적 특징보다는 학생의 선택 비율에 대한 고려가 

개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목 간 경쟁은 단위학교 수준에서도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사회과 선택과목 10개를 모두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개설 과목의 수에 제한을 두게 된다. 이는 역사 영역의 선택

과목을 모두 개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즉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부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를 모두 개설하여 학생들

이 이를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선택 교육과정 체제가 사회과와 과학과를 비롯하여 교과 영역별로 구분

되어 운영되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에도 다양한 선

택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은 이들 과목 중 일부를 선택하여 이수한

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되는 수능에서 국어 영역은 ‘국

어’로 출제하지 국어과의 선택과목인 ‘문학’, ‘화법’, ‘작문’ 등으로 과목을 

세분하여 출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선택과목 결정에서 ‘문학’, ‘화법’, ‘작

문’의 선택은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183) 이로 인해 단위학교에서는 

외견상 선택 교육과정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문학’과 ‘작문’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동

일한 내용을 가르치거나 교과서와는 별도로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을 가르

183) 실상 국어과 내부적으로는 수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학’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문학’을 편성하고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화법’ 

선택률이 5%에도 미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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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국어 교사 양성 과

정이 ‘문학교육’, ‘화법교육’, ‘작문교육’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지 않고 

‘국어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어과 내부의 선택과목 개설은 교사에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는 영어과와 수학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

게 볼 때, 학생들이 선택 이수한 과목에 따라 수능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교과는 사회과와 과학과뿐이다. 결국 제대로 된 선택 교육과정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선택 교육과정 체제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육체제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사회과와 과학과의 최소한의 입지마저 위협하고 있다. 선택 교육

과정이 도입된 이래 수능에서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선택과목 수가 지

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5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1998 수능까지 인문계열에서는 사회과의 모든 과목이 출제되었고, 자연계

열에서도 5개의 사회과 과목(국사, 국민윤리, 한국지리, 정치·경제, 세계사)

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9 수능부터는 선택과

목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에서 출제되는 공통필

수과목은 국사, 윤리, 공통사회(한국지리+ 일반사회) 3과목으로 축소되었

다. 또한 인문계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5과목 

중 1과목만 택하여 응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 수능부터

는 모든 사회과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어, 학생들은 11개의 사회과 

선택과목(국사, ‘세계사’, 한국근·현대사, 윤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중 최대 4과목까지 선택하여 응시하

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탐구영역은 과목별 선택제를 도입하여 사회/과학/직

업탐구 가운데 1영역만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을 동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더이상 수능에

서 사회탐구를 응시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후 사회탐구 영역의 최

대 응시 과목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2005 수능에서 2011 수능까지

는 최대 4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12 수능에서 2013 수능까지는 

최대 3과목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 수능에서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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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으로 축소되었다. 

공통필수과목

(인문계열+자연계열)

인문계열

필수과목
인문계열 선택과목

적용

교육과정

1994 수능
국사, 국민윤리, 한국지

리, 정치·경제, 세계사
없음 없음

제5차

교육과정1995 수능~

1998 수능

국사, 국민윤리, 한국지

리, 정치·경제,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지리
없음

1999 수능~ 

2004 수능

국사, 윤리, 공통사회

(한국지리+ 일반사회)
없음

5과목 중 택1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제6차

교육과정

2005 수능~

2011 수능

없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동시 응시 불가능)

없음

11과목 중 최대 4과목 선택 

(국사, 세계사, 한국근·현대

사, 윤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과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제7차

교육과정

2012 수능~

2013 수능

없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동시 응시 불가능)

없음

11과목 중 최대 3과목 선택

(국사, 세계사, 한국근·현대

사, 윤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과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2014 수능

없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동시 응시 불가능)

없음

10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

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

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

리와 사상, 생활윤리) 

2009 개정

교육과정

출처 : ｢<대입개편>해방 후 16번 변경 …파란만장 대입변천사｣ 연합뉴스 
2013.8.27.;｢<위크엔드>탐구 영역 변화로 본 수능 20년｣ 헤럴드경제 
2013.11.1.  

<표 Ⅲ-6> 수능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의 변천

<표 Ⅲ-6>에서 볼 수 있듯이 수능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의 선

택과목 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이의 명분은 학생의 부담을 축소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있었다. 외견상 수능에서 선택과목 수의 축소는 

학습 부담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실

제적으로는 한 과목 1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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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입학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정해져 있고 현실적으로 

대학의 서열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대학 입시라는 것은 상대평가

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선택과목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생

의 실질적인 학습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줄어든 과목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그 과목들을 더 많이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

어, 영어, 수학을 더 많이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수능에서 탐구 영

역의 선택과목 수 축소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의 입시 비중을 

더욱 강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사회과의 비중은 계속하여 축소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과 전체 교과목, 특히 ‘세계사’는 고사 위기에 처하

게 되었다.

수능에서 각 교과목의 출제 비중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단위학교에서는 수능의 비중이 큰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이다. 각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만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2009 개정 교

육과정은 이러한 경향을 보다 심화시킨다. <표 Ⅲ-7>의 2014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반고는 평균적으로 국어‧영어‧
수학은 88.1 단위로 편성한 반면 사회 영역은 27.5 단위로 편성하였다. 일

반고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의 필수 이수단위가 45단위, 사회교과군의 필수 

이수단위가 15인 것을 고려한다면 학교 자율로 국어‧영어‧수학은 43.1단위, 

사회교과군은 12.5단위를 추가하여 편성한 것이다. 각 과목의 기본 이수 

단위는 5단위이므로 학생들은 사회과 선택과목 중 5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것이다. 자사고의 경우 이러한 국어‧영어‧수학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대학 입시에서 내신의 반

영 비율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이처럼 수능에서 사회과의 비

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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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초 교과
탐구

교과

체육·예술 

교과
생활·교양 교과

전

문

교

과

소계
국

어

수

학

영

어
계

사

회

과

학

체

육

음

악

미

술
계

기

술

가

정

한

문

제

2

외

국

교

양
계

일반고 29.3 29.2 29.6 88.1 27.5 25.2 10.5 5.0 5.0 20.5 5.6 4.3 5.9 4.7 20.5 ․ 181.8

일반고

(자율)
30.3 30.4 30.8 91.5 28.1 25.0 9.7 4 3.9 17.6 5.2 3.8 5.9 5 19.9 ․ 182.1

자공고 31 32.3 32.1 95.4 26.0 25.1 9.9 4.1 3.8 17.8 5.5 3.4 5.7 2.9 17.5 ․ 181.8

자사고 32.9 36.5 33.3 102.7 26.7 23.4 8.9 2.9 2.7 14.5 3.5 3.4 6.7 3.7 17.3 ․ 184.6

과학고 17.4 14.3 17.2 48.9 10.3 14.1 5.7 3.3 2.1 11.1 3.3 1.7 2.7 4.5 12.2 87.8 184.4

외국어고 21.0 20.9 10.1 52 16.9 10.3 5.3 3.0 2.8 11.1 3.3 1.3 1.1 7.0 12.7 80.0 183.0

국제고 17.7 25.2 10.5 53.4 13.0 11.7 5.2 3.8 1.7 10.7 1.7 0 8.0 2.8 12.5 85.0 186.2

출처: 교육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발표(안), 교육부 보도자료(2013.10.29.), 2013.

<표 Ⅲ-7> 고교유형별 교육과정 편성 현황

(2012년 4월, 1학년 기준)

국어·영어·수학 편향성 강화 현상은 2013년 12월 18일 고시된 2009 개

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

용은 일반고 교육과정의 필수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

하여 학교자율과정 이수 범위를 자율학교 수준으로 확대(64단위→94단위)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

나 실질적인 의도는 일반고에서 국어‧영어‧수학 이수 단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표 Ⅲ-7>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학교자율과정 이수 범위가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어‧영어‧수학 이수 

단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대학입시에서 국어‧영어‧수학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은 자사고에는 유리하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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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

에 일반고의 필수이수단위를 축소하고 학교자율과정 이수 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일반고에서도 국어‧영어‧수학 이수 단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다. 

또한 사회(역사/도덕포함) 교과군과 과학 교과군의 필수이수단위는 각각 

15단위(탐구영역 전체 35단위)에서 각각 10단위씩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20단위) 및 생활·교양영역(16단위)

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표 Ⅲ-7>에서 나타나듯이 일반고

의 경우 이들 영역은 이미 최소 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고에서 

국어‧영어‧수학의 이수 단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탐구영역인 사회‧과학의 

이수 단위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따

라 기초교과(국․영․수)가 과중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초 교과 

이수단위는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상 기초 교과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단

위의 50%(90단위)까지 편성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

하다. 게다가 이 규정은 일반고에만 해당하며 자율학교는 이 규정을 ‘권장’

한다고만 하여, 이미 56%(102.7 단위)에 이르는 자사고의 교육과정 편성

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184) 결국 2013년의 부분 개정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명분 하에 국어‧영어‧수학 중심 체제

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를 포함한 사회교과 전체의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6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선택 교육과정’ 

체제는 이후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확대되었다. ‘선택 교육과정’의 명분은 

단위학교에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흥미와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선

택 교육과정’ 체제는 대학입시, 수능체제와 결합하면서 왜곡 굴절되었다. 

184)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 - 일반고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역사 교육 강화, 학교 체육 활성화, 논술 기초 교육 근거 마련, 교육부 보도

자료(2013.12.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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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대학입시의 유리한 정도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진로

와 흥미에 따른 과목 선택’이라는 ‘선택 교육과정’ 도입 취지는 유명무실했

다. 또한 수능에서 선택과목 수를 축소하여 국어‧영어‧수학 비중이 확대됨

에 따라 단위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를 국어, 영어, 수학 중

심의 교육과정 편성에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계사’를 포함한 사회과

목은 고사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 교육과정

의 폐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 당국은 이를 시정할 의지

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4 수능 체제 개편이나 2013 부분 개정

에서 보이듯이 오히려 국어, 영어, 수학 중심 체제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교육에서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교육을 정

상화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 당국이 교육의 본질

보다는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추구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

생의 진로와 흥미,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는 그저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선택 교육과정의 도입과 이를 토대로 한 국어, 영어, 수학 중심 체제로의 

개편은 교육을 본질로써 인식하지 않고 수단화하는 기능적인 접근 방식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 부담 축소론과 선택 교육과정 확대론은 역사 교육과정의 

구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사회과 통합을 강행하는 근거

가 되었던 교과목 수 축소 조치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보다는 국

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육 체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었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선택 교육과정 체제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진로에 따

른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대학 입시에 유리한 특정 과

목으로의 선택 편중 현상,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확대, 

‘세계사’를 포함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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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역사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난맥과 개선 방향

의 모색

앞 장에서는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특징, 사회과 통합의 강행과 선택 교육과정 체제의 확대 과정과 이

로 인해 나타난 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역사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

성되어 왔으며 어떠한 특징과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먼저 중·고

등학교 국사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단원 구성의 변화, 계

열성 확립 노력과 서구중심성의 극복의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또한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역사 교육의 위상이 약화되는 추세 속에서 역

사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역사 교육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학문적인 측면과 사회·정치적인 측면

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사 교육과

정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역사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변천과 개선 노력의 한계

역사 교육과정은 교수요목기 이래 국사와 세계사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중학교 국사의 경우 제2차 교육과정까지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 운영되었

다. 교수요목기에는 3학년, 제1차 교육과정기에 1학년에 편제되었으나, 제

2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줄곧 2·3학년에 편제되었다. 고등학교 국사는 교수

요목기부터 필수 과목으로 운영되었다. 중학교 세계사 영역의 경우 교수요

목기에는 ‘이웃나라 생활(동양사)’과 ‘먼나라 생활’(서양사)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1, 2학년에 2시간씩 편제되어 있었다.1) 동양사와 서양사를 분리하여 

1) 교육부, 교육부고시 제1992-11호(1992.6.30.)에 따른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

설, 1994(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www.ncic.re.k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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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1차 교육과정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세계의 

역사’라는 명칭으로 2, 3학년에 1시간씩 편제되었다. 고등학교 세계사는 

교수요목기 ‘인류문화사’라는 명칭으로 필수 과목으로 편제되었다. ‘인류문

화사’라는 명칭은 제1차 교육과정 시기 ‘세계사’로 바뀌었다. 제1차 교육과

정기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었던 세계사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필수 과

목으로 바뀌었다. 이후 고등학교 세계사는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 사이에서 

부침을 거듭하였다.2) 제2차 교육과정 시기 국사와 세계사로 분리 운영하

던 역사 교육과정 편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역사 영역을 다루고 있는 

중학교 ‘사회Ⅱ’ 과목을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예를 들

어, ‘2. 삼국시대와 고대 세계의 생활’ 단원은 ‘(1) 고대 동양의 생활’, ‘ 

(2) 고대 서양의 생활’, ‘(3) 삼국시대의 생활과 대외관계’로 구성하였다.3)

중학교 국사는 대체적으로 왕조사를 중심으로 대단원을 구성하였다.4)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조를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이를 하

나의 대단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단원의 명칭도 왕조명을 사용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은 우리 역사를 부족 국가 시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 이전 시기, 일제 강점 이후부

터 6·25 전쟁까지의 7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를 하나의 대단원으로 구성

하였다. 총 7단원 중 3단원이 고대사로, 이후의 단원 구성과 비교할 때 고

대사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2차 교육과정까

지 이어졌다. 제2차 교육과정은 국사와 세계사가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기

는 하였지만 고대사의 비중이 여전히 컸다.5)

중학교 국사의 중단원은 주로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제1차 

교육과정은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각 대단원별로 그 시대의 사회

2)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 세계사는 계속하여 선택과목으로 편제되고 있다(최

상훈, ｢역사과 교육과정의 재고｣, 윤세철 교수 정년 기념 역사학 논총 간행 위원회, 

역사교육의 방향과 국사교육, 솔, 2001, p.171).

3) 교육부, 앞의 책, 2000, p.271.

4) 제3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은 대단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지 않고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5) 교육부, 앞의 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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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2학년

(1) 부족 국가 생활

(2) 세 나라로 뭉친 사회

(3) 신라 통일 사회

(4) 고려의 재통일 사회

(5) 유교 중심의 조선 

사회

(6) 근대화하여 가는 

조선 사회

(7) 민주 대한

1. 인류 문화의 시작

2. 삼국 시대와 고대 

세계의 생활

3. 민족의 통일과 세계

의 발전

4. 우리나라와 세계의 

근대화

5. 대한민국의 발달

6. 오늘의 세계와 우리

의 할 일

(1) 우리 역사의 시작과 

부족 국가의 생활

(2) 삼국의 생활

(3) 통일 신라와 발해

(4) 고려 시대의 생활

(5) 조선의 성립

(6) 민족 문화의 융성과 

양반 사회의 발전

(7) 민족의 항쟁과 사회 

경제 생활의 진전

가) 한국사의 시작

나) 삼국의 성장과 민

족의 통일

다) 통일 신라와 발해

라) 고려의 사회와 문

화

마) 조선의 성립과 발전 

가)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나) 고대 왕국의 성립과 

발전

다) 고려 사회의 발전

라) 조선 사회의 발전

3학년

(1) 근대적 문화의 새 

기운

(2) 정치의 양상과 농

민의 자각

(3) 개화 척사 운동과 

동학 혁명

(4)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5) 근대 문화의 성장

(6) 일제의 침략과 독

립 투쟁

(7) 민족의 해방과 대

한민국의 수립

(8) 제3공화국과 오늘

의 우리

가) 조선 사회의 변화

나) 근대 사회의 전개

다) 민족의 독립 투쟁

라) 대한민국의 발전

가)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나) 근대화의 시련과 민

족의 자주 운동

다) 일제의 침략과 민족

의 독립 운동

라) 대한민국의 발전

구분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2007 역사 교육과정 2010 역사 교육과정 2011 역사 교육과정

2학년

(1)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의 생활

(2) 고조선의 성장

(3) 중앙 집권 국가의 

형성

(4) 통일 국가의 성립

(5) 귀족 사회의 변천

(6) 북방 민족과의 전쟁

(7) 양반 사회의 성립

(8) 사림 세력의 집권  

(1)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2) 삼국의 성립과 발전

(3) 통일 신라와 발해

(4) 고려의 성립과 발전

(1) 문명의 형성과 고

조선의 성립

(2) 삼국의 성립과 발전

(3) 통일신라와 발해

(4) 고려의 성립과 발전

(5) 고려 사회의 변천

(6)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문명의 형성과 고

조선의 성립

(2) 삼국의 성립과 발전

(3) 통일신라와 발해

(4) 고려의 성립과 발전

(5) 고려 사회의 변천

(6)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문명의 형성과 고조

선의 성립

(2) 삼국의 성립과 발전

(3)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4) 고려의 성립과 변천

(5) 조선의 성립과 발전

(6) 조선 사회의 변동

<표 Ⅳ-1> 중학교 국사 영역 대단원 구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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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 실학의 발달

(2) 농촌 사회의 동요

(3) 서민 문화의 발달

(4) 근대화의 추구

(5) 근대 국가 운동

(6) 국권 회복 운동

(7) 대한민국의 발전

(5) 조선의 성립과 발전

(6) 조선 사회의 변동

(7) 개화와 자주 운동

(8) 주권 수호 운동의 

전개

(9) 민족의 독립 운동

(10) 대한민국의 발전

(1) 조선 사회의 변동

(2) 근대 국가 수립 운동

(3) 대한민국의 발전

(1) 조선 사회의 변동

(2) 근대 국가 수립 운동

(3) 민족 운동의 전개

(4) 대한민국의 발전

(1)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과 국권 수호 운동

(2) 민족 운동의 전개

(3) 대한민국의 발전

출처: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200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re.kr).

생활과 문화를 다루는 중단원을 하나씩 포함하였다. 전체적으로 1/4정도의 

분량이다. 제2차 교육과정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영향 탓으로 각 중단원

명에서 ‘생활’이 강조되었다. 각 중단원의 제목은 ‘삼국 시대의 생활과 대

외 관계’,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고려 시대의 생활’, ‘조선 시대의 생활’

이다. 그러나 <표 Ⅳ-2>에서 볼 수 있듯이 중단원의 하위 주제(소단원)는 

정치사와 사회사, 문화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회사와 문

화사의 비중도 증가하여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생활과 문화 부분을 

합하여 하나의 중단원으로 구성한 것에 비해,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생활과 문화를 분리하여 각각 하나의 주제로 구성하였다.6) 

  제3차 교육과정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역사 교육과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

난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 편제 및 시수 배정 뿐만 아니라 역사 교

육과정의 내용 구성을 포괄하였다. 먼저 제3차 교육과정으로 중·고등학교

의 국사는 사회과에서 분리되어 독립 교과가 되었으며 필수 과목으로 운영

되었다. 반면 역사 영역의 일부인 세계사는 그대로 사회과에 잔존하게 되

었다. 이로 인해 국사는 국사과에, 세계사는 사회과에 편제되는 기형적인 

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체제의 문제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학교 사회 교육과정이었다. 학생들은 국사는 독립된 ‘국사’ 교과서로 배

우는 반면, 세계사는 일반사회, 지리와 함께 ‘사회’ 교과서로 배우게 된 것

이다. 이로 인해 국사와 세계사의 연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형적인 형태는 제7차 교육과정까지 지속되었다.

6) 교육부, 위의 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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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4) 고려의 재통일 사회

 1. 고려는 어떻게 

하여 후 삼국을 

통일하였나?

 2. 고려는 북방 민족

의 침입을 어떻

게 막아냈는가?

 3. 고려는 어떻게 하

여 쇠망하였는가?

 4. 고려의 사회 생

활과 문화는 어

떠하였는가?

(3) 고려 시대의 생활

 ① 고려의 발전

 ② 고려의 사회 생활

 ③ 동양 여러 나라

의 변천

 ④ 고려의 대외 관계

 ⑤ 고려의 문화

(4) 고려 시대의 생활

 (가) 고려의 건국과 

국가 체제의 정비

 (나)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다) 고려 전기의 

사회와 문화

 (라) 고려 사회의 동

요와 무신 정권

 (마) 고려 후기의 

대외 관계

 (바) 고려 후기의 

사회와 문화

라) 고려의 사회와 문화

 (1) 민족의 재통일

 (2) 고려의 발전

 (3) 고려 사회의 동요

 (4) 고려 문화의 발달

다) 고려 사회의 발전

 (1) 민족의 재통일

과 정치의 안정

 (2) 귀족 중심의 사

회와 문화

 (3) 귀족 사회의 동요

 (4) 몽고의 침입과 

민족의 항쟁

 (5) 사회․문화의 새

로운 변화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2007 역사 교육과정 2011 역사 교육과정

(5) 귀족 사회의 변천

 (가) 문벌 귀족

 (나) 귀족 문화

 (다) 귀족 사회의 

동요

 (라) 무신 정변

(6) 북방 민족과의 

전쟁

 (가) 거란 여진과의 

전쟁

 (나) 몽고에 대한 

항쟁

 (다) 자주성의 회복

 (라) 팔만 대장경

(가) 고려의 발전 

(나) 무신 정권의 성립

(다) 몽고와의 전쟁과 

자주성의 회복

(4) 고려의 성립과 발전

 ① 고려의 통일은 후삼국 통합

과 발해 유민 포용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이해한다.

 ② 고려 전기의 제도 정비를 통

해 귀족 중심 사회가 형성

되었음을 인식한다.

 ③ 고려 전기의 특징적인 사례

를 통해 각 신분의 일상생

활을 추론한다.

 ④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고려 

전기의 문화적 특징을 파악

한다. 

 ⑤ 고려의 대외 관계를 전재오

가 문물 교류의 양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4) 고려의 성립과 발전

 ①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태조의 정책을 통해서 고려

의 통일이 지니는 의의를 

파악한다.

 ② 고려 전기 정치 제도의 정비

를 통해서 귀족 중심 사회

가 형성되었음을 이해하고, 

대외 관계를 전쟁과 교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③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 봉기

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고

려의 지배 체제가 동요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④ 대몽 항쟁의 과정, 원 간섭

기 권문세족의 성장과 반원 

자주화의 노력을 이해하고, 

고려 사회의 개혁 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였음을 

파악한다.

 ⑤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를 고려청자, 불교 예

술, 인쇄술, 역사서 편찬 등

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출처: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200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re.kr).

<표 Ⅳ-2> 중학교 국사 영역의 중단원 구성 변화(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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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교육과정기 국사과의 독립은 ‘민족 주체성의 확립’, ‘국적있는 교

육’이라는 정부 차원의 의지와 관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민족 주체성 확립’

에 대한 강조는 1960년대 이후 사회 전반에서 부상한 민족 자주의 개혁 요

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였으나, 실상은 경제개발 정책을 명분상 뒷받침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7) 이것은 1968년 국민교육헌

장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국민교육헌장에서는 ‘국적있는 교육’을 표방하면서 

민족 중흥을 위해 전통과 개혁을 조화시키면서 주체성을 확립할 것을 강조

하였다. 정부는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구현한다는 명분 아래 1969년 제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과 제3차 교육과정 개정을 단행하였다. 국민교육헌장

에서 제창된 ‘국적있는 교육’은 국사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고, 이를 토대로 

제3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과가 독립 교과화되었던 것이다.8) 

제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서는 중학교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하

여 학문 체계에 따라 지도하고,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

였다. 이에 따라 국사와 세계사가 병렬적으로 통합되어 있던 중학교 ‘사회

Ⅱ’ 교과서를 1단원에서 6단원까지는 국사로, 7단원부터 10단원까지는 세

계사로 분리하여 편성하였다. 이는 기존의 국사와 세계사의 통합 구성은 

실제로 가르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사 교육이 소홀히 취

급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원의 구성비

로 볼 때 세계사보다 국사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적있는 교육’이라는 이념에 맞추어 ‘민족 주체

성의 확립’이 강조되었다. 중‧고등학교 국사과의 목표에서는 ‘주체적 입장

에서의 민족 발전사 파악’, ‘세계사적 차원의 인식을 통한 민족사의 특성 

파악’, ‘우수한 민족 문화를 창조한 민족의 역량 이해’, ‘민족 문화 후예로

서의 자긍심 고양’,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태도’ 등이 강조되었다. 

‘민족 주체성 확립’의 강조는 ‘민족과 문화의 긍지와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의 강조로 나타났다. 중학교 2, 3학년의 단원 목표에서는 전근대 

7) 서의식, ｢한국사 인식과 국사교육의 목표｣ 역사교육76, 2000, pp.47~48.

8) 김한종,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2006, pp.38~40.

9) 김한종, 위의 책, p.39.



- 153 -

시기의 이민족의 침입과 국권의 상실이라는 시련과 이를 극복해낸 민족 정

신을 강조하였다.10) 또한 중학교의 경우 ‘근대적 문화의 새기운’이라는 단

원이 새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외세에 의한 개항으로 근대화가 시

작되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근대화가 실학으로부터 우리 내부에서 자생적

으로 시작되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었다.11)

1972년 소위 ‘10월 유신’이 단행되면서 ‘민족 주체성의 확립’은 ‘10월 

유신’ 정신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집권 세력은 국사 

교육을 통해 반공체제를 확립하고 유신 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하고자 하였

다. 1973년 단행된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은 이를 실질적

으로 뒷받침하였다.12) 국정화 정책의 의도는 교과서에 정부의 시책을 쉽게 

반영하고 이를 통해 체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데 있었다.13) 

1972년 7월 문교부가 발행한 중·고등학교 독본용 국정 교과서인 ‘시련과 

극복’은 대표적인 정부 정책 홍보물이었다. ‘시련과 극복’은 국난을 극복하

기 위한 정신 자세를 강조하면서 대외 전쟁사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서

술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비상사태 선언’(1971년 12월)을 ‘역사적 의

의를 가진 커다란 영단’으로 ‘10월 유신’은 ‘우리 국민의 의지를 나타낸 것

이며,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서술하고 있다. 

10)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교육과학사, 2011, pp.89~90.

11) 윤종영, ｢국사교육강화정책｣ 문명연지2(1), 2001, p.291.

12) 국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사교육강화위원회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반대

하였다. 반대 이유를 보면, 국정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

서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는 점, 국정 교과서는 하나의 역사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획일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수의 학자들의 공동 집필을 통해 학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객관

적인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 교과서의 내용을 통일함으로써 국론을 통일하

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점, 사회 정세가 급변할 경우 교과서 내용을 조속하게 개

편하는 데에 수월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국정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구정으로 바뀌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검정 체

제를 유지하였으나 검정 교과서 단일화 조치에 따라 한 종류의 교과서만 발행되었

다(류승렬, ｢국사교과서 편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역사교육76, 2000, p.82; 윤

종영, ｢국사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고찰｣ 문명연지1(2), 2000).

13) 김한종, 앞의 책,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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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유신 체제를 강화하고자 한 의도인 

것이다. 1969년의 부분 개정에 따라 1973년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는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서술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사 부분에 베

트남 파병,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국가 비상사태 선언, 남북 

대화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5‧16 군사혁명’이라는 용어를 ‘5‧16 

혁명’으로 바꾸어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14) 

이러한 경향은 제3차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제3차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4·19 의거, 제2 공화국의 성격, 5‧16 혁명의 배경과 그 의의, 

제3 공화국의 발전상을 파악”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서는 제2 

공화국 하의 사회 혼란 속에서 5‧16 혁명이 일어났으며, 이후 수립된 제3 

공화국은 근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0월 유신’과 농촌 근대화, 

새마을 운동을 통해 민족 중흥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방향으로 서술

하고 있다.15) 이처럼 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서 국사 교육의 내용 선정

과 서술에 있어서 정치 권력의 영향이 커졌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이른바 ‘민주 진영’ 측으로부터 국사과는 ‘국책 과목’으로서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 

또한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조선시대와 근대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

다. 이것은 국사 교과를 통해 정권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와 한

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가 독립교과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시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Ⅳ-3>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를 

2·3학년에 편제하고 각 학년에 2시간씩, 총 4시간을 배당하였다. 국사 시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제3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이 

증가된 시수를 근대 시기의 학습에 할당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조치

의 명분은 학생들에게 근대화의 개념과 근대화 과정을 이해시키고 이를 통

해 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를 강조한 

14) 김한종, 위의 책, pp.38~40.

15) 차미희, 앞의 책,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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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의도는 “현재 우리의 근대화 과업과 관련시켜 강렬한 유신 정신

을 고취시킨다.”16)는 3학년의 학년 목표에 대한 해설에도 드러나듯이 유

신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조선 후

기를 근대 사회로의 이행기로 규정하고 중학교 3학년에서 이 시기를 학습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3학년 내용은 모두 근·현대사로 구성되었고,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시기 학년 시수 비고

교수요목기 3학년 2

제1차 교육과정 1학년 2

제2차 교육과정 2학년 3~4 국사·세계사 통합

제3차 교육과정 

~ 제6차 교육과정

2학년 2
3학년 시수 증가(제3차 교육과정)

3학년 2

제7차 교육과정
2학년 1

2학년 시수 감축
3학년 2

2007 개정 교육과정
2학년 3

국사·세계사 통합
3학년 2

2009 개정 교육과정 ·
5

(기준 시수)

학년군제 도입으로 단위학교에 이수 

시기·이수 시수 편성 재량권 부여

출처: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re.kr).

<표 Ⅳ-3> 중학교 국사 영역 학년 편제 및 시수의 변천

이것은 광복 이후 축적된 한국사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결과

이기도 하였다.17) 1960년대 후반 식민 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주체

적 내재적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

다. 특히 조선 후기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전되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사회는 농업 발전, 농민의식의 성장, 신분제도의 변

동 등 내재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실학의 등장으로 이어졌

다. 따라서 조선 후기는 중세 사회가 해체되고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

16) 교학도서편집부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학도서, 1973.(국가교육과정정보

센터 http://www.ncic.re.kr 자료)

17) 김철, ｢국사 교육과정의 계열성｣ 사회과교육7, 1974, p.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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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되었다.18) 제3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연구 성과

를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하였다. 이에 구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실학, 개화 

운동, 동학 등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었고,19) 자

연히 이와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20) 그 결과 총 15개 단원 

가운데, 조선시대가 5개 단원,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 이전까지를 다룬 단

원이 3개 단원을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2·3학년을 구분

하는 단원 구성 체제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되었다.21) 

한편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초·중·고의 계열화 문제가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 문제로 처음 제기되었다. 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국

사를 필수 독립교과로 편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육

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한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국사 교육

에 나타나는 내용 반복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사실 

국사교육의 반복성에 대한 비판은 1970년대 초부터 학계 내부에서 제기되

고 있었다.22) 또한 국사교육강화위원회에서는 중·고등학교의 국사를 독립

교과화 하여 국사교육을 체계화하고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문교부의 정

책에 대해, 이보다는 동일한 역사 사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반

복하여 가르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23) 이에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학교는 생활사 중심,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 고등학교

18) 근대사연구회 편,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 한울, 1987(차미희, 앞의 책, 

p.75에서 재인용). 

19) “구석기 시대의 존재, 신석기 시대의 사회와 문화, 우리 민족의 형성과 성장 과정, 

청동기 문화의 성립 등을 살피고”, “실학의 발달, 서민 의식의 성장에 따라 서민 문

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근대 문화의 성장을 파악하게 한다.”, “개항 과정, 

위정 척사 운동의 성격, 개화를 위한 노력, 동학 혁명, 근대적 개혁 등을 이해시키

고, 이 시기에 발양된 자주적 노력을 인식하게 한다.”는 단원 목표는 한국사 연구 

성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을 잘 보여준다.

20) 차미희, 앞의 책, p.55.

21) 교육부, 앞의 책, 2000.

22) 1971년 변태섭은 국민학교 6학년에서 국사를 계통적으로 가르치고, 중학교 2학년

에서는 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도 국사와 세계사 각각 6단위로 교

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계통적인 학습이 3번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

다(변태섭, ｢국사교육의 문제와 방향｣ 역사교육14, 1971, p.161).

23) 윤종영, 앞의 논문, 2001,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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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사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초계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24) 

이는 교육과정 개정 이전 학계에서 제안된 안을 수용한 것이었다. 1971년 

변태섭은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는 문화사 또는 사회경제사 중심으로 개

편하자고 제안하였으며, 1972년 7월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1차 건의서에서

도 고등학교 국사교육은 “문화사적 접근을 통하여 각 시대의 정신 문화의 

유산과 사회 경제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여 고등학교는 문화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25) 이후 

초등학교는 생활사·인물사,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는 문화사를 중심으로 

하는 계열화 체제는 큰 변화없이 제6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중학교를 정치사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정치사 이외의 내용

이 모두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표 Ⅳ-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 대

단원마다 그 시대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일정 정도 포함되었다. 즉 중학

교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되 문화사의 내용이 일정 정도 포함된 형태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하

려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중학교 국사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사 관련 내용을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족 문화의 융성과 양반 사회의 발전’, ‘근대

적 문화의 새 기운’, ‘근대 문화의 성장’ 등 문화 관련 내용을 하나의 단원

으로 편성하는 등 문화사 관련 내용이 상당히 강조되었다.26)

한편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 제3차 교육과정 이후 문화사를 중심으로 구

성한다는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때 ‘문화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더 

나아가 중·고등학교의 계열성 확립을 어렵게 하였다. 사실 ‘문화’라는 용어

는 매우 다양한 의미와 개념을 갖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와 구분되는 문

학, 예술, 종교, 학문 등을 지칭하기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을 

포괄하는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는 좁은 의미에

24) 김철, 앞의 논문, pp.6~7.

25) 윤종영, 앞의 논문, 2001, pp.280~281.

26) 교육부, 앞의 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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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문화, 후자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제1차 교육과정은 <표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사’가 매우 강조되었다. 대단원명에 모두 ‘문화’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단원의 구성에서도 교육, 신앙, 학술, 예술, 유학, 불

교 등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사 중심의 구성은 제2차 교육과정 개정 시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27) 이에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교과의 지도 목표로 내

세웠고, 문화의 비중을 축소하고 정치, 사회·경제, 문화의 비중이 어느 정

도 균형을 이루도록 중단원을 구성하였다.28) 

대단원
3. 삼국 시대의 

문화

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문화
5. 고려의 문화

6. 조선 전기의 

문화

중단원

(1) 삼국의 성립과 

국제 관계

(2) 삼국의 정치와 

사회

(3) 삼국의 교육과 

학술

(4) 삼국의 신앙과 

화랑도

(5) 삼국의 예술

(1) 신라의 삼국 

통일과 민족 통

합 정책

(2) 통일 신라의 

정치와 경제

(3) 통일 신라의 

신앙과 학술

(4) 통일 신라의 

예술

(5) 발행의 흥망과 

문화

(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후의 

변천

(2) 고려의 정치 

경제

(3) 고려의 교육과 

학술 발달

(4) 고려의 신앙과 

사상

(5) 고려의 예술

(1) 조선의 성립과 

국제 관계

(2) 조선의 사회 

조직

(3) 조선 전기의 

정치와 경제 생

활

(4) 국문의 제정과 

문예의 발달

(5) 유학의 발달과 

불교의 쇠퇴

출처: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2000.

<표 Ⅳ-4> 제1차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정의 단원 구성 

  

  그러나 제3차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던 문교부 편수관은 문화사를 중

27) “구 국사과 교과 과정에서 문화사에 치중했던 것을 지양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

화 생활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문교부, (고등

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1963.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www.ncic.re.kr 자료)

28) 교육부, 앞의 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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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사에 치중한” 제1차 교육과정을 비판했던 제2차 교육과정과 정반대

의 방향인 것이다. 그러나 제3차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문화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교육과정 문서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던 문교부 편수관이 제3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설명한 논문

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문화사’ 개념은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사로 한정하기

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29) 목표나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각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시대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사로서의 문화사의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처럼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고

등학교는 문화사를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정치사 중심으로 구성한 중학교

와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실상 문화, 문화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분명하게 개념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계열화 원칙은 실질

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또한 문화사 중심의 구성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 종합사로서의 문화사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국

29) 제3차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국사과의 목표로 “각 시대의 특성을 그 시대의 규범 

체제와 문화 현상을 통하여 종합적, 발전적으로 파악시킴으로써,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기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다

음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보

다 문화사적이며, 주제 중심적인 각도에서 지도하도록 한다. 나. 국사의 주체가 항

상 그 시대의 국민 전체임을 인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

도록 한다.”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위의 책, 2000). 문교부 편수관이었던 김철은 

고등학교 내용 구성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학교가 정치사 중

심의 연대사라면, 고등학교는 각 시대의 종합적인 문화사 중심이다. 즉 중학교가 될

수록 많은 사실을 학습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학습한 많은 사실을 자

기 나름대로 비판하는 과정이다.” “고등학교의 내용을 보기로 하자. 첫째는 종합적

인 체제이다. 즉 중학교에서는 되도록 많은 사실을 주려고 했던 것을, 고등학교에서 

전체를 하나로 크게 보려고 한 것이다. … 둘째는 문화사적인 측면의 강조이다. 즉, 

중학교에서 ‘○○ 생활’ 하던 것을 고등학교에서는 ‘○○ 사회’로 표시하여 그 시대

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고려하였다. 셋째는 각 시대의 특징의 발견이다. … 끝

으로 중학교의 내용이 고등학교의 내용보다 자세하다고 항간에 말한다. 이것은 설

명한 바와도 같이 중학교에서 학습한 사실은 되도록 피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본질적이고 사상사 내지는 문화사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김

철, 앞의 논문, p.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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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5. 고려의 문화

(1) 고려의 후삼

국 통일과 그 

후의 변천

(2) 고려의 정치 

경제

(3) 고려의 교육

과 학술 발달

(4) 고려의 신앙

과 사상

(5) 고려의 예술

(5) 고려 시대의 

생활

① 후삼국과 민

족의 재통일

② 고려의 정치

③ 고려의 사회, 

경제

④ 고려의 문화

⑤ 고려의 대외 

관계

나. 고려 사회

(1) 고려 사회의 

성격과 제도의 

발전

(2) 유불 사상의 

조화

(3) 고려 사회의 

민족적 시련

(4) 고려 문화의 

독자성과 세계성

2) 중세 사회의 

성장

㈎ 중세 사회의 

성립

㈏ 귀족 중심의 

경제 생활

㈐ 불교 중심의 

문화

㈑ 귀족 사회의 

동요

㈒ 중세 문화의 

변절

3) 중세 사회의 

발전 

⑴ 중세 사회로

의 이행

⑵ 중세의 정치

적 변천

⑶ 중세의 사회

와 경제

⑷ 중세 문화의 

발달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2007 역사 

교육과정

2010 역사 

교육과정

2011 역사 

교육과정

(4) 중세 사회의 

발전

(가) 중세 사회로

의 전환

(나) 중세의 정치

적 변화

(다) 중세의 사회

와 경제

(라) 중세 문화의 

발달

(4)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

㈎ 고대의 경제

㈏ 중세의 경제

㈐ 근세의 경제

㈑ 경제 상황의 

변동

⑴ 우리 역사의 

형성과 발전

(단원구성의예)

① 선사 문화와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고조선 건국

에서 삼국의 

발전까지 국가

의 성립과 변

(2) 고려와 조선

의 성립과 발전

① 고려의 건국

과 민족 융합 

과정을 동아시

아의 정세 변

화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② 고려 통치 체

제의 정비 과

정과 정치적 

(2) 고려 귀족 사

회의 형성과 

변천

① 고려의 건국

과 발전 과정

을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관련지어 파악

한다.

② 고려 시대의 

경제 제도와 각

<표 Ⅳ-5>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정의 중단원 구성 변화(고려시대)

사를 문화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은 중·고등학교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

복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종합사로서의 문화사라는 것은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므로, 중학교에서 학습했던 정치, 문화 관련 내용이 고

등학교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Ⅳ-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고등학교의 국사 교육과정의 중단원들은 각 시대의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문화사’ 개념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문화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는 원칙은 이후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제4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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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과정을 이

해한다.

③ 통일 신라와 

발해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④ 고려의 정치 

변동과 대외 관

계, 사회의 성

격을 설명한다.

⑤ 조선의 성립 

및 집권 체제 

정비 과정과 

사회의 특징을 

파악한다.

변화상을 이해

한다.

③ 고려의 대외 

관계를 통해 

고려 사회와 

문화의 다원성

과 개방성을 

살펴본다.

④ 조선의 건국

과 통치 체제

의 정비 과정

을 이해한다.

⑤ 조선 전기 민

족 문화의 발

달, 사림 문화

의 발전 과정 

등을 살펴본다.

⑥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양 

난의 전개와 

영향 등을 동

아시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이해한다.

종 산업의 모습

을 이해한다.

③ 신분 제도를 

바탕으로 친족 

제도, 혼인, 풍

속, 여성의 지

위 등을 파악

하고 이를 통

해 고려 시대

의 사회 모습

을 파악한다.

④ 고려 시대의 

사상적 특징을 

유교, 불교, 풍

수지리설 등을 

중심으로 파악

한다.

⑤ 이민족과의 대

립 외에도 다

양한 교류를 

통해 고려가 

다양성과 개방

성을 가지는 

사회로 발전하

는 상황에 대

하여 파악한다.

출처: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200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re.kr).

육과정에서는 “문화사와 사회 경제사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민족사를 지

도”해야 한다는 점을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제시하였다.30) 제5차 교육과정

에서도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문화 및 사회·경제면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게 한다.”31)고 하면서, 고등학교 국사는 “한국사의 

발전과 문화의 특성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목표로” 하며 “문화사와 사회경

제사를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32) 그런데 제4·5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30) 문교부, 고등학교 새교육과정 개요(연수자료) 1982, p.53.

31) 교육부, 앞의 책, 2000, p.463.

32) 문교부,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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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사회 경제사’를 병기함으로써, 문화의 개념을 사회·경제 이외의 분야

로서의 문화로 한정하고 있다. 즉 종합사로서의 문화사보다는 분야사로서

의 문화사적인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역사의 각 시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계속하여 중시되었으며, 이는 중학교와 

구분되는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로도 활용되었다. 제4차 교

육과정에서는 “문화사와 사상사의 중심개념을 파악하여 각 시대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33)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제5

차 교육과정에서도 교과 목표로 “한국의 역사를 구조적으로 평가하여 그 

발전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34) <표 Ⅳ-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3차 교육과정 이후로 고등학교는 시대 구분에 따라 

대단원을 구성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당시 한국사학계에서 시대 구

분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단원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왕조사에 입각한 교육과정 구성을 시정해야 하며, 교육과정 구성에 시대 

구분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35) 이에 제3차 교

육과정에서는 고대사회, 고려사회, 조선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단원을 

구분하였다. 다른 시대와 달리 고려와 조선은 왕조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시대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에 대해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6)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려시대는 중세로, 조선시대는 근세로 규정함으로써 

시대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37) 이러한 시대 구분은 이후 교육과정

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33) 문교부, 앞의 책, 1982, p.53.

34) 교육부, 앞의 책, 2000.

35) 변태섭, 앞의 논문, 1971, p.161; 차미희, 앞의 책, p.60.

36) 이우성, ｢고려시대｣, ‘특집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 창작과 비평9(2), 1974, 

p.432.(차미희, 앞의 책, p.60.에서 재인용.)

37) 교육부, 앞의 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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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1. 선사 시대의 

문화

2. 부족 국가 시

대의 문화 

3. 삼국 시대의 

문화

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문화

5. 고려의 문화

6. 조선 전기의 

문화

7. 조선 중기의 

문화

8. 조선 후기의 

문화

9. 현대 문화와 

윌의 사명

(1) 역사의 시작

(2) 부족 국가 시

대의 생활

(3) 삼국 시대의 

생활

(4) 통일 신라 시

대의 생활

(5) 고려 시대의 

생활

(6) 조선 시대의 

생활

(7) 조선의 근대

화 운동

(8) 민주 대한의 

발달

가. 고대 사회

나. 고려 사회

다. 조선 사회

라. 근대 사회

마. 현대 사회

1) 고대 사회의 

성립과 발전

2) 중세 사회의 

성장

3) 근세 사회의 

발전

4) 근대 사회의 

맹아

5) 근대 사회의 

전개

6) 현대 사회의 

발전

1) 선사 문화와 국가

의 형성

2) 고대 사회의 발전

3) 중세 사회의 발전 

4) 근세 사회의 발전

5) 근대 사회의 태동

6) 근대 사회의 발전

7) 민족의 독립 운동

8) 현대 사회의 전개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2007 역사

교육과정

2010 역사

교육과정

2011 역사

교육과정
(1) 한국사의 바

른 이해

(2) 원시 사회와 

국가의 성립

(3) 고대사회의 

발전

(4) 중세 사회의 

발전

(5) 근세사회의 

발달 

(6) 근대 사회의 

태동

(7) 근대 사회의 

전개

(8) 민족의 독립

(1) 한국사의 바

른 이해

(2) 선사 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3)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4)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

(5)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6) 민족 문학의 

발달

⑴ 우리 역사의 

형성과 발전

⑵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

⑶ 동아시아의 변

화와 조선의 

근대 개혁 운

동

⑷ 근대 국가 수

립 운동과 일

본 제국주의의 

침략

⑸ 일제의 식민지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2) 고려와 조선

의 성립과 발

전

(3)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

(4)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 개혁 운

동

(5) 근대 국가 수

(1) 우리 역사의 형

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2) 고려 귀족 사회

의 형성과 변천

(3) 조선 유교 사회

의 성립과 변화

(4) 국제 질서의 변

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5) 일제 강점과 민

족 운동의 전개

(6) 대한민국의 발전

과 현대 세계의 

변화

<표 Ⅳ-6> 고등학교 국사의 대단원 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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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9) 현대 사회의 

발전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⑹ 전체주의의 대

두와 민족 운

동의 발전

⑺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

의 수립

⑻ 대한민국의 발

전과 국제 정

세의 변화

⑼ 세계화와 우리

의 미래

립 운동과 일

본 제국주의의 

침략

(7) 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 

운동의 발전

(8)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

의 수립

(9)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출처: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200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re.kr).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3차 교육과정 이후로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 

고등학교는 문화사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중·고등학교 국사 교육

의 계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국사 교육의 목

표로써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현실 속에서 문화사 관련 내용을 

배제하고 정치사로만 중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고등

학교의 경우 문화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문화사라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도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과정에

서 표방한 학교급별 계열화 방향은 교과서의 내용 구성이나 서술에 제대로 

구현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단원

명은 다르지만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거의 유사한 경우도 많았다.38) 결국 

제5차 교육과정까지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특성을 분명

하게 드러냈다거나 계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것

은 이후 총론 연구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가르친다

38) 예를 들어 제5차 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의 ‘삼국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 단원과 

고등학교의 ‘고대 사회의 성장’ 및 ‘고대의 정치적 변천’ 단원, 중학교의 ‘민족문화

의 창달’과 고등학교의 ‘근세 문화의 발달’ 단원은 내용 구성 상 큰 차이가 없었다. 

방지원,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의 계열화 분석｣ 호서사학44, 2006,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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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굳이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국사를 필수로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과 통합, 국사의 선택교과화, 국사 시수 감축을 주장하는 

빌미가 되었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역사교육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과는 독립교과의 지위를 상실하

고 사회과에 통합되었으며, 고등학교 세계사는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 

국사의 사회과 통합은 국사교육, 더 나아가 역사교육의 독자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초·중·고별로 일관되고 발전적인 논리에 따라 학습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사회과 통합의 결과 중학교 ‘국사’는 ‘사회’

의 한 영역으로, 고등학교 ‘국사’는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편제되었다. 이

로 인해 교육과정 문서상 국사와 ‘세계사’의 성격, 목표, 교수방법,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지 못하고 ‘사회’의 해당 내용이 역사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중학교 국사는 독립적인 평가 권한도 상실하였

다. 국사 내용은 ‘사회’ 과목 내에서 50%의 비중으로 출제되며, 사회 내용

과 함께 합산되어 ‘사회’ 성적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 등의 과목도 독립된 과목으로서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국사의 지위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부담을 축소시킨다는 명분 아래 전체적인 수

업 시수를 축소하였고, 중학교 ‘사회’ 시수도 제6차 교육과정의 11시간에

서 10시간으로 축소하였다(<표 Ⅳ-2> 참조). ‘사회’에서 줄어든 1시간은 

바로 국사 영역의 시수였다. 그 결과 중학교 국사 영역의 시수는 종래의 4

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6단위로 편성되어 

있던 고등학교 ‘국사’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4단위로 축소되었다. 이는 

종래에 비해 1/3이 줄어든 것으로 다른 어떤 과목보다 감축의 폭이 컸

다.39) 시수의 축소는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중

학교 국사의 경우 종래 2·3학년 각각 2시간에서 2학년 1시간, 3학년 2시

간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중학교에 2학년에서 조선 전기까지 학습하고 3

39) 김한종, 앞의 책,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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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학습하는 종래의 단원 구성 체제를 변경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중학교 단원 구성 체제는 2학년에서 고려시대

까지 학습하고, 3학년에서는 조선 시대부터 학습하도록 바뀌게 되었다.40) 

이는 고려와 조선사회의 계속성에 대한 인식을 어렵게 하고 역사학습의 단

절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1)

제6·7차 교육과정으로 인한 역사의 위상 약화는 총론의 교과 편제와 시

수 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총론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역사교육

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과 통합과 국사의 시수 축소를 정당화하였다. 

총론 연구진들이 지적한 국사·역사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

행 역사교육은 단편적인 사실, 지식을 암기하는 데 치우쳐 있으며,42) 수업 

방식의 측면에서도 학문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고 주입하는 데 그치고 있

어,43) 학생들에게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현행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사회의 유기

40) 중학교 국사의 학년별 시기 구분 방식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변경되었

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역사’ 과목이 신설되면서 ‘역

사’ 시수가 2학년에 3시간, 3학년에 2시간씩 배정되었고, 그 결과 2학년의 시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7 역사 교육과정은 3학년(‘역사(하)’)에서 조

선 후기부터 학습하는 체제로 환원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제와 

교과군제의 도입으로 각 과목들의 이수 시기와 이수 시수를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학년별 시수에 따른 단원 구성 방식이 더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다만 2007 역사 교육과정의 ‘역사(하)’에서 한국사는 조선 후기, 세계사

는 근대 시기부터 다루는 시기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 역사 교육과

정에서는 ‘근대이전’(‘역사①’)과 ‘근대이후’(‘역사②’) 두 시기로 나누고, ‘역사②’는 

한국사는 개항기부터, 세계사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부터 다루도록 하였다. 

41) 김한종, 앞의 책, p.108.

42) “학교 현장에서는 학문 내용의 주입,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 교사 중심의 사회과

학 이론의 전달에 그치고 있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인간을 육성해야 하

는 사회과의 목표를 전혀 달성할 수 없다.” 교육부 편수국장, ｢머리말｣, 교육부, 고

등학교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내용구성 연구, 1995.

43)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한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한국 사람을 만드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다. 초중고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임금의 이름, 전쟁 이름, 책이름 등과 같은 비슷한 옛날 이야기를 늘 

반복해서 가르치고 외우게 한다 해서 훌륭한 한국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기 때문이

다.” 이명현, ｢(시론) 교육과정 개정시안 비판｣ 조선일보 199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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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인데, 국사를 사회과 속

에서 가르치지 않고 독립 교과로 가르침으로써 이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이다.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국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편협한 역사의식

을 갖게 되었고, “자폐적인 우물안 개구리”로 자라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44) 또한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 국사교육은 중·고등

학교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45) 이것은 “학습 시

간의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과도하게 많은 필수과목이 우

리나라 교육의 커다란 문제임을 고려할 때, 동일한 내용을 중·고등학교 모

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

운다는 것이다.46) 또한 국사보다는 수학, 과학 교육이 국가 발전에 더 중

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 전체 교육과

정에서 사회과의 비중이 증가하는 대신 수학, 과학의 비중이 축소되는 결

과를 가져오는데,47) “사회과보다는 수학, 과학이 민족의 발전에 더 많은 

44) 곽병선, ｢교과의 논리와 가치에 대한 한 성찰｣ 교과교육연구1, 이화여대 교육대

학원, 1992.

45) “교육과정 연구 위원회에서 국사를 사회과에 통합하기로 시안을 마련한데는 나름

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사 내용을 비

교해보면 고등학교가 조금 자세합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도 있지요.” 김재복, ｢제6차 교육과정 개편안, 이대로 좋은가(토론｣ 우리교육21, 

1991, p.97.

   “국사교육이라는 게 계속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쳐지

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반복이 너무 많아요. 반복이 많다보니까 아이들이 국사의 의

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그게 그건가 보다 생각합니다. …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적 사고능력을 길러주는데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지겹기만 한 

교육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사회과의 다른 내용과 통합적인 내용편성이 되면 살아

있는 역사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사의 사회과 통합에 대한 제6차 교

육과정 총론 책임자의 인터뷰 내용(김영석, ｢제6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국민에서 시민으로｣ 사회과교육연구20(2), 2013, p.23.에서 

재인용.).

46) 곽병선, 앞의 논문, 1992.

47) “물론 교육부지정 필수 9개 교과 내에 국사를 넣을 수도 있겠으나, 그 경우 3개 

교과가 사회과 영역 과목이 됨으로써 공통교과의 3분이 1이 사회과 편중이라는 불

균형 교과 구조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더구나 우리의 생존문제와 국제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목은 늘리지 못하는 형편에서 사회과만 그렇게 

비대해도 좋으냐는 반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명희(교육과정 개

정위원회 위원장), ｢(특별 기고) 「국사 사회과목 통합」 역사 흐름 종합적 이해에 



- 168 -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에서도 이들 과목이 더 중시되어야 하

고, 이를 도외시하는 것은 자폐적 교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48) 총론 연

구진들은 국사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사 과목이 

반드시 독립 교과, 필수 교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전개된 사회과 통합과 중·고등학교 국사의 시수 

축소는 지금까지 당위적으로 여겨졌던 학교 교과로서의 역사교육의 위상을 

크게 위협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역사학자 및 역사교육 연구자들

은 역사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역사교육의 유용성, 자국사교

육의 당위성을 이론적·학문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위상을 회복하

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국사교육이 초·

중·고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총론 연구자들

이 고등학교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중·고등학교 국사 시수를 축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근거로 이용되었다. 동일한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문제는 역사교육계

에서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하였다.49) 

따라서 계열성 확보 문제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중요한 의제가 되

었고 역사교육의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제3차 교육과정 이래 역사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는 생활사·인물사,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는 문화사를 중심으로 하는 

계열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국사의 선

택·필수화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이 과정에서 역사교육의 계열화 문제

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 시안 연구자들은 “중·고

등학교의 내용 중복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제 및 학습요소상의 차이를 

두는 것”을 국사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도움｣ 동아일보 1991. 10. 19.

48) 곽병선, 앞의 논문, 1992.

49) 김한종, ｢역사교육 계열화를 위한 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 구성 방안｣ 호서사학
40, 2005,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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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는 중단원 체제, 핵심 개념 체제, 정치사 중심 체제로, 고등학교는 

대단원 체제, 시대사 체제, 분류사 체제(영역별 심층 탐구)로 구성하였

다.50) 정치사에서 문화사로 이어지는 계열화 기준과 함께 단원 조직 방식

을 달리함으로써 중·고등학교 내용을 차별화하고자 한 것이다.51) 이에 따

라 중학교 교육과정은 <표 Ⅳ-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래의 대단원 

체제에서 중단원 체제로 바뀌었다. 고등학교는 문화사와 사회경제사를 중

심으로 구성한다는 종래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중단원 수준에서 분야사

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대단원별로 

각 시대의 정치적 변화, 사회와 경제, 문화의 발달을 중심으로 중단원을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화 방식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제7차 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했던 연구진들 역시 개정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학년별 교육과정을 어떻게 차등화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다. 국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2차 협의회에서는 교육과정 개

정 방향으로 8‧9학년(중학교 2·3학년)은 역사적 사건(주제)을 중심으로, 10

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분류사 형태의 사회‧경제사, 문화사 중심으로, 11‧
12학년(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정)은 주제 중심의 시대사로 구성하기로 

협의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계열화 방식과 거의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3차 협의회에서는 돌연 10학년은 “분류사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자는 

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10학년에서는 정치사 내용을 감축하기로 협의

하였다. 시안 작성을 위한 유의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학년별 중복성

을 피하면서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8‧9학년은 

왕조명에 의거하여 대단원을 편성함으로써 초등과의 중복을 피하자는 합의

가 이루어졌다. 이후 4차, 6차 협의회에서도 10학년의 시안을 검토하면서 

8‧9학년과의 중복을 지양하고, 분류사 형태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이 지

속적으로 강조되었다.52) 

50) 한국교육개발원,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안 중학교 국사과, 교육부보고용, 

1992, p.3.

51) 방지원, 앞의 논문, 2006,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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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고등학교의 국사 내용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제7

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인물사·생활사,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는 분

류사(분야사) 체제에 기초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고등학교의 분류사 체제

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로 대단원을 구분하고, 각 단원은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의 4개 중단원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중학교 국사의 사회사·문화사 관련 내용을 대폭 삭제함으로써, 고등학

교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하는 방법을 통

해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외형적으로 중학교 국사와 고등학교 

국사는 이전의 어느 교육과정보다 차별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였다.53) 

그러나 이러한 계열화 방식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중학

교 국사의 경우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정치사 이외의 경제, 사

회, 문화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되는 “기형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

러한 구성 방식은 “역사의 종합적인 본질을 망각한 것”으로 중학교 역사교

육의 파행을 야기했다.54) 예를 들어 통일신라시대의 경우 정치사가 아니라

는 이유로 불교, 불국사와 같은 문화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반면, 진주농민

봉기와 같은 경우에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 ‘유계춘’과 같이 고등학교에도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인명까지 지나치게 자세하게 서술되었던 것이다. 또

한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학교 국사와 고등학교 분야사의 한 부분인 

정치사는 다루는 범위와 접근 방식, 내용요소, 학습내용의 깊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55) 

반면 고등학교 국사는 동시대에 일어났던 사실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로 분류하여 이를 단원

에 따라 분리하여 서술함으로써 관련된 사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이

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교과서 서술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각 분야

52)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

안 연구·개발, 1997년도 교육부 위탁연구과제 답신보고서, 1997, pp.453~455.

53) 김한종, ｢역사교육 계열화를 위한 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 구성 방안｣ 호서사학
40, 2005, p.93.

54) 최상훈, ｢역사과 독립의 필요성과 내용 조직 방안｣ 호서사학35, 2003, pp.217.

55) 김한종, 앞의 논문, 2005, p.9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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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혹은 각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통일신라 초기의 왕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고대의 정치, 고대의 경제, 

고대의 사회 단원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귀족의 경제생활과 같은 주제 

역시 고대의 경제 생활, 중세의 경제 생활, 근세의 경제 생활 단원에 반복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등학교 분류사 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분절적으로 나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역사적 사건이 전개된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

다.56) 게다가 고등학교의 분류사 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

로 고대에서 근세를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

다. 이에 더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수 백 년 동안 이어진 각 나라의 역

사를 매우 짧은 시간에 학습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이들 국가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건국과 멸망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하여 역사적 변화를 

가볍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다.57) 또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 당시 분야사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 못했다. 그 결과 

교과서 집필에 참고할 수 있는 개설서나 연구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

과서 집필이 이루어지면서 부정확한 내용 서술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사회사 부분은 연구 성과가 많지 않아 교과서 분량을 채우는 데에도 어려

움을 겪을 정도였다고 한다.58)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계열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지

적이 잇따르자 2007 개정 교육과정 연구진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

식의 계열화를 모색해야 했다. 여기에 8~10학년에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

한 ‘역사’ 과목이 설정되면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2007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 모두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라는 동일한 시간

적 범위를 반복해서 가르치되, 학교급에 따라 중점을 두는 분야나 내용을 

다르게 하는 계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급에 따라 중점을 두는 시간

적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화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56) 김한종, 앞의 논문, 2005, pp.90~93.

57) 신유아, ｢역사 교육과에서 계열성 구현의 난점｣ 역사교육120, 2012, p.110.

58) 최상훈, 앞의 논문, 2003, p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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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한국사 영역은 전근대사 중심으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율을 

7:2정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치사 중심에서 벗어나 정치사뿐 아

니라,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를 포괄하는 통사 형태로 구성하였다. 반면 

고등학교 10학년 ‘역사’는 근현대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근대 부분은 개

관 성격의 단원을 한 단원 두었을 뿐이다. 이는 공통교육과정은 10학년까

지 설정되어 있으나, 10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학교급이 바뀐다는 점

을 고려한 편성이었다. 세계사 영역은, 8~9학년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서로 관련지어 이해하는 데, 10학년에서는 세계사적 맥락에

서 우리 근현대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59)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과 고등학교의 차별성을 확보했지만, 초등학

교와 중학교의 차별화에는 실패했다. 초등학교의 국사내용이 통사형태로 

구성되고 중학교 역시 정치사와 함께 사회경제사나 문화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60)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육과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급박하게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2010 역사

과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으로 개정 원칙과 체제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을 9학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10학

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을 상정하고 개발되었던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해

야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9학년 ‘역사’에서 근현대사 단원을 한 단원 추

가하고, 10학년 ‘역사’는 과목명을 ‘한국사’로 변경하고 전근대사 단원을 

한 단원 추가하고 현대사 단원을 한 단원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근대사

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중학교 ‘역사’는 7:3, 고등학교 ‘한국사’는 3:6으로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2007 개정 때 구축된 계열화 체제는 완전히 무너

졌다. 교과서 개발 역시 2010 역사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2007 역사 교육과정은 시행도 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 결과 2010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는 아무런 계열화 논리도 갖지 

59) 양정현, ｢2007 역사과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 교사교육연구49(3), 2010, 

p.225.

60) 김한종, ｢중학교 국사교육의 의미와 내용 구성｣ 역사교육124, 201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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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편제되었고, 중·고등학교의 내용 반복 문제는 이전 교육과정보다 

더 커지게 되었다.

순번 성  명 소속기관 / 직위 전 공 비  고

1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사상사, 여성사 위원장

2 최광식 문화재청 청장 한국고대사

3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고려시대사

4 오 성 세종대 역사학과 교수 한국근세사

5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조선시대사

6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한국근대사

7 이영호 인하대 사학과 교수 한국근대사

8 김점숙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한국현대사

9 전인영 이화여대 사범대학 사회생활과 교수 동양사

10 박근칠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동양사

11 박 단 서강대 사학과 교수 서양사

12 김경현 고려대 사학과 교수 서양사

13 양호환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교육

14 방지원 신라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교육

15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 역사교육

16 김현목 연화중학교(인천) 교감 현장교원

17 민윤 도일초등학교(경기) 교사 현장교원

18 하지연 마포고등학교(서울) 교사 현장교원

19 김숙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획과장
교과부 담당자

20 박홍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국사편찬위원회

담당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체계적인 역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

위원회’발족,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2. 14.), 2011.

<표 Ⅳ-7>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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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역사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구

성 방향을 둘러싸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자문 기구로 구성된 ‘역사교육

과정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발 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사이에, 또한 ‘추진위

원회’ 위원들 사이에 상당한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2011년 역사과 교

육과정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는 3월  <표Ⅳ-7>과 같이 ‘역사 교육

과정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61)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

위원회’였고, ‘추진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 사항을 제시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실상 역사과 교육과

정 개발은 역사 영역 각 과목 간의 계열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정책위원회’의 첫 회의 역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

교 ‘한국사’의 계열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였

다. ‘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은 큰 논란 없이 중학교는 정치사(문화사) 중심

의 통사로 구성하되 꼭 필요한 경우 사회경제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고

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전근대사 포함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62) 그러나 ‘정책위원회’와

는 별도로 운영된 ‘추진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을 둘러싸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주장과 통사63)로 구성

하자는 주장이 대립하여 상당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위원들은 중·고등학교 모두 통사로 구성하면 반복 학습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 지침으로 제시된 ‘학습량 감축’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 배정된 시수

로는 효과적인 통사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시대를 좁혀서라도 역사적 통찰

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통사로 구성할 것을 

61) 교육과학기술부, 체계적인 역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

원회’발족,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2. 14.), 2011.

62) 김광운 외, 2011년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 국사편찬위원

회, 2011, pp.340~345.

63) 여기서 ‘통사’로 구성하자는 주장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전 시대를 포괄하여 

구성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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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위원들은, 통사 체제는 연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학생들이 역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른 역사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한 구성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수

능에서 근현대사만 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통사 체제로 

구성하게 되면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며 분량 감축이라는 교과부의 지

침도 따를 수 없게 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의 반복은 다른 과목

도 마찬가지이며, ‘추진위원회’에서는 분량 감축을 요구하는 교과부의 지침

에 얽매이기보다는 ‘한국사’의 고교 필수화와 시수 증가를 이루어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립 끝에 ‘추진위원회’에서는 결국 

초·중·고등학교 모두 통사로 구성하는 안을 채택하였다.64) 

초등학교 통사(성긴 통사), 중학교 통사(정치사, 문화사), 고등학교 통사

(전근대사 60% + 근현대사 40%, 혹은 균등 안배)로 한다는 ‘추진위원회’

의 결정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지침 협의안’이라는 교과부 지침 형태로 

‘정책위원회’에 전달되었다. 이는 ‘정책위원회’의 기존 합의 사항과 상충되

는 것이었다. ‘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은 ‘추진위원회’의 안에 대해 총론 측에

서 요구한 ‘학습량 감축’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초·중·고 반복 문

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배정된 5단위의 시수로는 

통사 교육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책위원회’는 ‘추진

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학교급별로 어떠한 분야·주

제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책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검토와 결정이 있은 후에야 방향을 확정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추진위원회’의 안에 따라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적인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2011 역사 교육과정의 

계열화 방안은 ‘추진위원회’의 안에 의거하여 ‘정책위원회’의 안을 수정하

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추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이원적인 체

제로 인해 계열화 방향은 3차 ‘정책위원회’ 이후에야 확정되었다. 또한 중

64) 오수창, ｢2011 역사 교육과정과 ‘자유민주주의’의 현실｣ 역사와 현실81,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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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경우 정치사·문화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정치사와 관련

된 대외관계사 내용은 완전히 삭제해야 하는지, 사상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실학을 서술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결정도 ‘추진

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65)  

결국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1 역사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인

물사, 중학교는 정치사·문화사,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대외관계사를 중심

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이전의 체제로 회귀하였다. 시간적인 범위는 모든 

학교급에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전시대를 포괄하였으며, 전근대사와 근

현대사의 비중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두었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

은 초등학교는 4:2, 중학교 ‘역사’의 국사 영역은 6:3, 세계사 영역은 3:3, 

고등학교 ‘한국사’는 3:3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열화 방식은 모든 학교급에

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포괄함으로써 여전히 동일한 내용이 초·중·고

에서 3번 반복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초·중·고에 모두 포함되

어 있는 정치사·문화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영역과 세계사 영역이 통합된 ‘역

사’ 과목이 신설된 이후, 세계사 영역의 계열화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였다. 

그동안 한국사 영역에 비해 세계사 영역의 계열화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

았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의 세계사 영역이 

‘사회’ 과목 안에 통합되어 있었으며, 고등학교 ‘세계사’는 선택과목이었기 

때문이다. 2007, 2010, 2011 역사 교육과정 모두 중학교 ‘역사’의 세계사 

영역과 고등학교 ‘한국사’(2010 교육과정의 경우 ‘역사’)의 세계사 영역,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 각각의 내용 조직 논리 및 이들 상호간의 위계화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특히 교육과정 문서 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성취기준은 위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표 Ⅳ-8>의 19세기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민족운동을 다루고 있는 중학교 ‘역사’ 영역과 고

등학교 ‘세계사’의 성취기준은 이를 잘 보여준다.

교육과정에서 위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토대로 집필되는 

65) 김광운 외, 위의 책, pp.346~390.



- 177 -

교과서의 서술도 위계화되기는 어렵다.66) 그 결과 중학교 ‘역사’의 세계사 

영역과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은 전혀 위계화되지 못하였다. 고등

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중학교에 없는 몇몇 주제가 추가되거나, 중학교 내

용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역사’ 중 세계사 영역 고등학교 ‘세계사’

(5)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① 제1, 2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 양

무와 변법, 의화단 운동과 신해혁명 등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대해 파악한다.

② 일본이 문호개방 이후 메이지 유신과 천

황제 국가의 확립을 거쳐 점차 제국주의 

국가로 변화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③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침략

에 대한 저항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는 사실을 이해한다.

④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전개된 

개혁운동과 민족 운동에 대해 파악한다.

(6)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 운동

① 제국주의의 침략과 아시아 아프

리카, 아메리카 식민화에 따른 국

제 관계의 변동을 파악한다.

② 서구 열강의 식민지에 저항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난 민족주의 

운동, 특히 국민 국가 건설 운동

의 사례를 탐구한다.

③ 서구 열강의 식민통치에 맞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일

어난 민족주의 운동, 특히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의 사례들을 파악

한다.

출처: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

<표 Ⅳ-8> 중학교 ‘역사’ 세계사 영역과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의 

비교(사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운동’)

  

 <표 Ⅳ-9>의 태평천국운동에 대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세

계사’ 교과서의 서술은 이를 잘 보여준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

교 ‘세계사’ 교과서의 가장 큰 차이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비밀결사의 명

칭인 ‘상제회’, ‘난징’이라는 지명, 증국번·이홍장의 인명, 단련·향용 등의 

의용군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태평천국운동

의 배경에 대한 설명에서 청의 위신 손상,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세금 증

대, 크리스트교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

66) 양정현, ｢초·중·고 역사과 교육과정 계열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미래사회 대비 

역사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연구자료 ORM 2013-73, 2013,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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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인명의 표기가 위계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남아

시아·아프리카사와 같은 단원은 이러한 경향이 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서

술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경우도 많다. 즉 교육과정상 분명한 위계성·계열성

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학습의 문제가 세계사 영역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67)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세계사

 난징 조약 체결 이후 정부가 아

편 전쟁의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

해 세금을 늘리자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에 대한 불

만이 높아지면서 각지에서 비밀 

결사가 일어났다.

 중국 남부의 광시 성에서 비밀 

결사를 이끌던 홍수전은 태평천국

을 선포하고 만주족이 세운 청 정

부 타도와 한족 국가 수립, 토지 

균등 분배, 남녀평등을 주장하였다

(태평천국 운동, 1851~1864). 많

은 하층민의 지지를 받은 태평천

국 운동은 남부 지방에서 큰 세력

을 이루고 청 정부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지도층이 분열하면서 세력

이 약화되고, 한족 출신 지주 신사

가 조직한 의용군과 서양 군대의 

공격으로 막을 내렸다.

 아편 전쟁의 패배로 청의 위신은 크게 손상

되었다. 또한, 막대한 전쟁 비용과 배상금을 

내기 위해 청 정부가 세금을 늘려 생활이 어

려워진 농민들은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수전은 크리스트교의 영

향을 받아 상제회라는 비밀 결사 단체를 조직

한 뒤 농민들과 유민들을 규합하여 태평천국

을 세웠다(1851). 태평천국은 만주족을 타도

하고 한족 국가를 세울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토지의 균등 분배와 남녀가 평등한 사회의 건

설을 주장하여 민중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이후 태평천국군은 난징을 점령하고 

한때 베이징을 위협할 정도로 크게 세력을 떨

쳤다.

 그러나 증국번·이홍장 등 한인 신사층이 조직

한 단련·향용과 외국인이 조직한 군대가 청군

과 함께 태평천국군을 공격하였고, 홍수전 사

후 지도층 내부의 분열이 더해져 결국 태평천

국 운동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1864).

출처: 주진오 외, 중학교 역사2, 천재교육, 2013, p.145; 김덕수 외, 세계사(전

시본), 천재교육, 2013.

<표 Ⅳ-9>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의 

비교(사례: ‘태평천국운동’ 관련 서술) 

67) 졸고, ｢‘초·중·고 역사과 교육과정 계열화’에 대한 토론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

의 책, 2013,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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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역사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계열성68)에 관한 논의는 학교급별로 

내용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데에 집중되었다. 이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다

면 국사를 굳이 모든 학교급에 독립된 형태의 필수교과로 편제할 필요가 

없다는 총론 연구자들 및 사회과 내부의 통합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급별 내용의 차별화에 최우선의 가

치를 두는 교육 내용 구성 방식 논의, 그리고 기존의 계열화 방식과는 다

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돕기보다는 

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교급별로 주제나 분야를 달리 설정함으로써 차별성을 확보하는 기존의 

계열화 방식이 과연 이론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는 여전히 빈약하다. 초등학교 인물사, 중학교 정

치사, 고등학교 문화사로 차별화된 계열화 방식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을 

뿐, 이러한 계열화 방식이 학생의 역사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학

생들이 배워야 할 정치사나 문화사, 혹은 사회경제사의 내용이 ‘실제로’ 무

엇이어야 하는지,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해야 할 것인지에 대

한 논의 역시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교과서

에 서술된 정치사는 “왕조의 흥망성쇠를 줄기로 삼아 지루하기 짝이 없는 

제도사나 사건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사는 학문, 사상, 종

교, 예술(미술, 음악), 기술 등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유물과 유적을 나열

적으로 제시하면서 “‘아름답다’, ‘세계최고다’ 등의 가치판단을 덧붙이는 방

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서술된 교과서는 교사에게 어려운 단어와 

개념을 풀이하고 해설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학생에

게는 끝없는 사건과 사실의 암기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69)

68) 원래 계열성이란 “선행 경험이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경험이나 내용이 전개

되어 점차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덕, 교육의 과정, 배영

사,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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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생활사, 인물사, 정치사 등의 분야 자체에는 위계가 설정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인물사는 그 자체로 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 접근 방법, 교수학습 방법, 수준 등

에 따라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방식으로도, 대학생에게 적합한 방식으로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인물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중등학교에서는 인물과 역사 상황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학교에서는 인

물을 시대 구조와 연계시키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인물이 어떠한 가치판

단, 의사결정을 했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70) 

사실상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교육과정 상에서

는 가능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2011 중학교 역사 교육과

정의 경우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사회사 관련 내용이 

탈각되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이 각계각층 사람들의 삶과 활동의 결과 

이루어진 산물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때, 여러 신분에 속한 사람들

의 삶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이해 없는 수업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71) 

반대로 특정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당시의 경제나 문화

를 설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내용 구성방식은 정치적 변

화가 사람들의 사회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당시의 사회

상이 예술 작품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역사

적 사건이 전개된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72) 

 즉 학교급별 차별화를 위해 시도했던 기존의 계열화 방식은 종합 학문

이라는 역사학의 학문적 특성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였으며, 역사 수

업과 학생의 역사 이해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특정 학교급에서 특정 주제가 강조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을 중심으

로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하며, 학교급에 따라 내용을 어떻

69) 진재관 외, 미래사회 대비 국가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 –역사-, 연구보고 

CRC 2013-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p.23.

70) 송상헌, ｢초등학교 역사교육 편제와 내용의 계열화 문제｣ 역사교육87, 2003.

71) 진재관 외, 앞의 책, 2013, p.25.

72) 김한종, 앞의 논문, 2005,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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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차별화할 것인가보다는 학생의 역사 이해에 적합한, 그리고 학생의 역

사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 구성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계열화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교육과정 개

정 때마다 새로운 계열화 방식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새로

운 방식이 충분한 이론적 토대 및 현장 검토 없이 시행되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계열화 방안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학교 현장

에 어려움만을 가중시켰다. 또한 계열화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역사

교육 연구자들도 나름의 계열화 방식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

의 계열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연구자 나름의 계열

화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성 방식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계열화 방식이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될 

수 있으며 교실 수업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

이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성을 결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과정 계열화에 대한 압박감은 과목 편제 이외의 다른 중요한 문제를 

소홀하게 결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한정된 시간 속

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역사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 과정의 대부분이 

과목 편제 및 계열화 방식 대한 논의에 소모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과목

에서 가르쳐야 할 주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학습량을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를 진전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한편 세계사 영역의 경우, 교육과정 상에서 차지하는 세계사 교육의 위

상 약화와 더불어 세계사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 이래로 세계사 교육과

정이 유럽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었다. 교육과정에서 유럽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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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기준으로 시대구분과 내용 구성이 이루어지고 비유럽사는 이 기준과 

틀에 맞추어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세계사 교육과정은 점차적으로 

‘아시아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아시아 여러 문화권을 균형적으로 서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73) 

중학교 세계사 영역의 대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서양사와 아시아사

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사는 주로 중국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점

차적으로 인도 및 동남아시아사와 서아시아사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표 

Ⅳ-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세기 이전의 인도 및 동남아시아사, 서

아시아사 역사를 통틀어 하나의 중단원으로 구성하던 것에서, 점차 각 지

역의 역사를 2개의 중단원, 3개의 중단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이다. 2007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인도사와 서아시아사를 3시기로 구분하고 이를 모두 별개의 중

단원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사와 같이 서술되어 오던 동남아시

아사도 독립적인 중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인도 및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사의 근대화 운동의 경우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제

4·5차 교육과정에서는 두 지역의 근대화 운동을 묶어 하나의 중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각 지역의 근대화 운동을 

각각 하나의 중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2007 역사 교육과정에서는 서아

시아에 더해 아프리카의 근대화 운동이 추가되었다.74) 

73) 오병수, ｢‘동아시아’ 인식과 세계사교육의 내용구성｣, 윤세철 교수 정년 기념 역사

학 논총 간행 위원회, 앞의 책; 강선주, ｢세계사교육의 ‘위기’와 ‘문제’: 역사적 조망

｣, 사회과교육42권 1호, 2003; 정선영, ｢지구적 시각에 기초한 세계사 교육에의 

접근방안｣, 역사교육85, 2003.

74) 교육부, 앞의 책, 200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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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리아·

쿠샨왕조

굽타

왕조

동남

아시아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이슬람제

국의 형성

고대

서아시아

인도의

민족운동

서아시아

민족운동

제1차

교육과정
인도의 고대는 어떠하였는가?

서남 아시아의 변동

은 어떠하였는가?

이슬람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제2차

교육과정
그 밖의 여러 나라의 생활

이슬람 세계의 발전과 동서 문화

의 교류

인도 및 

일본의 변

천

·

제3차

교육과정

고대 동양의 생활

(중국,인도의 고대)

근세 동양의 발전

(명,청,오스만제국)
이슬람 세계의 발전 ·

제4차

교육과정
동남 아시아와 인도 이슬람 세계와 그 문화

그 밖의 여러 나라의 

근대화

제5차

교육과정

인도 및 동남 아시

아의 고대 문화

인도 및 동남 아시

아 사회의 변천

이슬람 세계의 발전과 동서 문화

의 교류

아시아 여러나라의 근

대화

제6차

교육과정

인도와 동남아시아 

문화의 형성

인도와 동남 아시아 

전통 사회의 변천

서아시아와 

이슬람 사

회의 변천

서아시아의 변천과 문

화

인도와 동남 

아시아의 근

대화 운동

서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제7차

교육과정
인도와 동남 아시아의 발전 서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인도와 동남 

아시아의 근

대화 운동

서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2007역사

교육과정

마우리아 ･
쿠샨 왕조

굽타

왕조

동남아시

아의 국

가 형성

무굴제국

과 동남아

시아 각국

의 발전

서아시아 

이슬람 국

가의 발전

페르시아

제국

이슬람 제

국의 형성

인동와 동

남아시아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

2011역사

교육과정

마 우 리 와 

왕조와 쿠

샨왕조

굽타왕조와 동남

아시아의 정치적 

변천

서아시아와 남아시

아 이슬람 국가들의 

성립과 발전

페르시아의 

발전과 쇠

퇴

이 슬 람 교

의 성립과 

이슬람 제

국의 발전

인동와 동

남 아 시 아

의 민족 

운동

서 아 시 아

와 북아프

리카의 민

족 운동

출처: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200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re.kr).

<표 Ⅳ-10> 중학교 세계사 영역의 인도 및 동남아시아·서아시아사 

중단원 구성

고등학교의 경우 제1·2차 교육과정은 대단원을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구분하였는데, 중세와 근세 단원은 서양사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표 Ⅳ-11>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대단원 

구성 방식을 지역과 시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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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1. 고대문명

2. 중세 유럽과 아

시아

3. 근세 세계의 성

립과 발전

4. 현대의 세계

(1) 고대 생활

(2) 중세 유럽과 

아시아 여러 민족

의 생활

(3) 근세 세계의 

생활

(4) 현대 세계의 

생활

가. 인류 문화의 

시작

나. 서양 세계의 

발전

다. 동양 세계의 

전개

라. 서양 근대 사

회의 발전

마. 동양 사회의 

변혁

바. 현대 세계와 

우리 

1) 인류 문화의 시

작

2) 아시아 세계의 

전개

3) 서양 세계의 전

개

4) 아시아 사회의 

변혁

5) 서양 근대의 발

전

6) 아시아의 근대

화

7) 현대의 세계

1) 세계사와 우리

의 생활

2) 고대 문명의 성

립

3) 아시아 세계의 

전개

4) 유럽 세계의 전

개

5) 근대 유럽 사회

의 발전

6) 근대 아시아 사

회의 발전

 7) 현대 세계의 

시련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2007 역사 교육과정 2011 역사 교육과정

(1)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발생

(2) 고대 세계의 

문화

(3) 아시아 세계의 

형성

(4) 유럽 세계의 

형성

(5) 서양 근대 사

회의 전개

(6) 아시아 사회의 

변화와 근대적 성

장

(7) 현대 세계의 

형성

(1) 시간, 공간, 그

리고 인간

(2) 문명의 새벽과 

고대 문명

(3) 아시아 세계의 

확대와 동서 교류

(4) 유럽의 봉건 

사회

(5) 아시아 사회의 

성숙

(6) 유럽 근대 사

회의 성장과 확대

(7) 아시아 세계의 

근대적 발전

(8)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9) 전후 세계의 

발전

⑴ 역사와 인간 

⑵ 도시 문명의 성립과 지역 

문화의 형성

⑶ 지역 문화의 발전과 종교

의 확산

⑷ 지역 경제의 성장과 교류

의 확대

⑸ 지역 세계의 팽창과 세계

적 교역망의 형성

⑹ 서양 근대 국민 국가의 

형성과 산업화

⑺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 

운동

⑻ 현대 세계의 변화

(1) 역사와 인간

(2) 문명의 성립과 통일제국

(3) 지역세계의 재편과 성장

(4) 지역세계의 통합과 세계

적 교역망

(5) 서양 국민 국가의 형성

과 산업화

(6)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 

운동

(7) 현대 세계의 변화

출처: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200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re.kr).

<표 Ⅳ-11> 고등학교 세계사 대단원 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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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양 세계의 발전’, ‘ 동양 세계의 전개’,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 

‘동양 사회의 변혁’으로 대단원이 구성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아시

아사를 다루는 대단원이 종래의 2단원에서 3단원으로 증가하면서 아시아

사, 그 중에서도 중국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동시대의 경우 

아시아사를 먼저 학습하고, 서양사를 나중에 학습하도록 단원의 순서를 바

꾸었다. 또한 ‘인도와 동남 아시아 사회의 변화’, ‘이슬람 문화와 내륙 아시

아 사회’,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변화’, ‘기타 아시아 각국의 근대화’와 같

이 인도와 동남아시아사, 서아시아사를 다루는 중단원을 설정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아시아의 전통 사

회가 유럽의 ‘근대 문명’과 접촉하기 이전부터 자생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근대 아시아 사회의 발전’ 대단원 아래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성숙과 새로운 움직임’이라는 절을 새로 설정하였

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대사와 중세사의 경우 문화권을 중심으로 단

원을 구성하였으며, 인도 및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사의 근대사를 별개의 

중단원으로 분리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제7차 교육과정 

역시 문화권적인 접근법을 취하였다. 종래의 시대 구분법에 따라 대단원을 

구성하고, 중단원은 동아시아 문화권, 서남 및 동남 아시아 문화권, 유럽 

문화권,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것이다. 그리하여 인도, 동남아시

아, 서아시아의 비중이 보다 확대되었고, 서양 침략 이전의 아메리카와 아

프리카 세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75) 2011 역사 교육과정에

서는 10~14세기 비유라시아세계(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지

역 문화 발달과 19세기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76) 

이처럼 중·고등학교의 세계사 교육과정은 유럽과 중국에 편중된 내용 선

정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를 균형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이를 위해 유럽사, 중국사 이외의 다른 지역의 역사

75) 강선주, 위의 논문, 2003; 최상훈, 위의 논문, 2001.

76) 교육부, 앞의 책, 200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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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하고 이들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학습 내용

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폐해를 낳았

다.77) 또한 다양한 지역의 역사를 추구하는 방식이 과연 서구 중심적인 사

고를 극복할 수 있는 타당한 방식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사실 다

양한 지역의 역사를 균형있게 서술함으로써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고자 하

는 방식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역사 발전의 다양한 경로와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문화적 접근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적 접근의 유용성은 전근대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근대사 서술의 경

우 서양에서 성립된 근대 문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서구 중심적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78) 예를 들어, 인도사·서아시아사의 비

중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서술이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역량 부족으로 실패했고 결국 식민지화되었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이러한 서술을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의 문

제이다. 즉 서양이 이룩한 ‘근대’를 추구해야 할 지향점으로 규정하고 비서

구의 역사를 그에 대한 좌절과 실패의 역사로 서술하는 한 서구 중심적인 

역사 서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79)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간지역적 접근,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

용 선정 방식이 대두하였다. 문화권을 넘어선 다양한 민족의 역사적 참여

와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민족간의 갈등과 교류 및 협력의 양상, 민족간의 

접촉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 지역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 과정 

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세계사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구와 비

서구의 특징으로 규정되는 ‘역동성과 수동성’, ‘진보와 정체’, ‘침략과 저항’

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80) 이러한 구성 원리는 

77) 구난희, ｢세계사 교육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역사교육93, 2005, p.120.

78) 강선주, ｢미국 세계사 인식의 변화와 세계사 교육｣, 윤세철 교수 정년 기념 역사

학 논총 간행 위원회, 앞의 책.

79) 이성호, ｢7차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과서｣, 역사과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육의 진

로, 역사교육연구회, 전국역사교사모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3.

80) 강선주, ｢세계화시대의 세계사 교육: 상호관련성을 중심원리로 한 내용구성｣, 역

사교육8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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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1 세계사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서구 중심성

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아무리 근대 이전의 상호 교류에 

대한 서술을 통해, 각 문화권들의 세계사적 공헌이나 세계사적 전개 과정

에서의 주체적인 참여 과정을 보여주고, 현재 세계의 모습이 다양한 민족

과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하더라도,81) 

현대 사회의 모태가 되는 근대를 진보로서 가정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

사가 서술된다면, 학생들은 여전히 서구의 제도, 문화, 가치, 사상이 가장 

보편적이고 우월한 것이며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서 비서구 지역의 

국가들과 민족들이 개혁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세계관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서국 중심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의 근대적 성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분량의 측면에서 여

러 지역을 균형있게 서술한다거나, 여러 지역 간의 상호 교류에 대한 서술

로는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계사 교육과정의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용 구성 방식이 아니라 관점의 전

환이다. 즉 인류의 역사를 이성의 확장에 따른 끊임없는 진보와 발전의 과

정으로 간주하여 온 서구의 역사담론, 자본주의의 발전과 민족 국가의 수

립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립과정을 바탕으로 서술해 온 서구의 근대성 담론

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82)

이상에서 살펴볼 것처럼 역사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과와 구분되는 역사의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역사 교육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졌

다.83) 역사학자들은 역사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성을 함양시키고 정신

81) 강선주, 위의 논문, 2002.

82) Dipesh Chakrabarty, "Marx after Marxism: History, Subalternity and 

Difference", Saree Makdisi, Ceasre Casarino and Rebecca E. Karel(eds.), 

Marxism beyond marxism(Routeledge, 1996)(김택현, ｢비교사를 다시 생각함｣ 
영국연구5, 2001에서 재인용).

83) 사실 광복 이후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공

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교육계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 역사 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려는 노력, 즉 학교에서 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와 같은 역사교육의 목

적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박지원, ｢역사교육 목적·목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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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감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84), 역사교육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통해 “인간해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85), 역사교육은 세계화 시대가 진

전됨에 따라 급격히 요구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개별문화의 정체성” 

형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86) 등을 지적하면서 역사교육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였다. 역사교육 연구자들은 역사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

하여 교훈의 획득, 유산의 전승, 사실 습득을 통한 현재 이해, 교양구비를 

역사의 유용성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87)

이러한 역사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학교 역사교육의 목적 및 목표

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88) 역사 과목은 지식 전달 위주의 암

기과목이라는 총론 연구진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사의 기능적·태도

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89) 이 과정에서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역사적 사고

력의 함양이 중시되었다. 역사적 사고력은 일반적으로 “역사지식을 이용하

여 역사문제에 관해서 가설을 산출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역사이해

에 도달하려는 의도적이고 복합적인 정신활동을 수행하는 인지적 조작능

의 연구 동향｣, 양호환 편, 한국 역사교육의 연구동향, 책과함께, 2011, p.136.

84) 이인호, ｢역사는 가르쳐야 하나｣ 역사비평12, 1990.

85) 정현백, ｢역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와 사상19, 1990.

86) 정재정, ｢시론: 역사교육 경시는 세계화의 역행이다｣ 역사비평34, 1996.

87) 윤세철·최상훈, ｢역사의 유용성과 역사교육목표｣ 역사교육87, 2003, p.155.

88) 역사교육 개설서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는 역사교육의 목적을 교훈의 획

득, 유산의 전승, 현재의 이해, 인격과 교양의 육성,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의 함

양으로 제시하였다.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2007, 

pp.15~26.

89) 박지원, 앞의 논문, 양호환 편, 앞의 책, p.136.

   윤세철·최상훈은 국가 교육과정에 규정된 역사교육 목표에는 “사실 습득”의 중요성

과 “애국심 함양을 앞세우는 국가 사회적인 요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고 비

판하였다. 또한 이들은 역사의 유용성과 역사교육의 목적을 등치시키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역사의 유용성은 역사교육 목표의 준거인 학문적 측면, 국

가 사회적 측면, 학습자 측면 가운데, 주로 학문적 측면과 관련되므로 국가교육과정

의 목표를 규정할 때에는 학문적 측면 이외의 나머지 준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교육목표 설정에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균형을 맞추고, 지식·이

해, 기능, 가치·태도 영역을 균형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한종은 국사교

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의 달

성”, “사회를 올바로 인식하고 사회모순을 해결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발전적

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윤세철·최상훈, 앞의 논문, 

2003; 김한종, ｢사회과 통합의 문제점과 국사교육의 위기｣ 역사비평 4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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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정의된다. 즉 역사적 사고는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할 때 수행하

는 사고의 형태”이며, 따라서 학생에게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준다는 것은 

학생들이 역사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처럼 사고하는 능력을 육성

한다는 것을 뜻한다.90) 역사적 사고력은 학생들이 역사가처럼 스스로 ‘사

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역사 교과는 단편적

인 사실을 암기하는 교과라는 기존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

겨졌다.91)

그러나 사회과와 구분되는 역사교육의 독자적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교과

의 가치를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상 역사 교과의 위상을 정

상화·강화하고자 했던 노력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교육과정 논의 구도 속에서 교과의 편제 형태, 시수

와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과정 연구자의 역할로 간주된다. 즉 역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를 어떠한 

교과 형태로 편제하여 얼마만큼 가르칠 것인지의 결정은 교육과정 연구자

들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이수 교과목 수의 축소를 

정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통합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상황 속에서 역사교

육 목표로서 ‘역사적 사고력’의 강조, 역사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교과 이기주의’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

려웠다.92) 

이렇게 학문적으로 역사교육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교육

과정 편제로 인해 발생한 역사교육의 파행적 현황을 대중에게 알리고 역사

교육의 독자적 위상 확립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전

개되었다.93) 이는 사회과 통합을 비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94) 교육과

90) 최상훈, ｢역사적 사고력의 의미와 하위범주｣, 김한종 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2005, p.82.

91) 양호환, ｢역사학습의 인식론적 모색｣ 역사교육75, 2000(A).

92) 양호환, ｢역사교육의 목적을 다시 묻는다｣ 역사교육99, 2006, p.25.

93) 양호환, 위의 논문, 2011, p.7

94) 역사교육연구회는 ‘소위 사회과 통합문제와 역사교육의 진로’(1991. 9.25.)라는 학

술대회를 열어 통합 사회과 추진을 비판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연구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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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역사학 관련 학회 공동 명의로 성명서와 건의문

을 발표하여 역사교육의 강화 또는 ‘정상화’를 요구함으로써,95) 대중의 관

심을 불러일으키고 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1991년 6개 역사 관련 학회는 제6차 교육과정개

정 시안에서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설정한 것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

표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재검토 및 중·고교 국사 과목 필수화 등을 

요구하였고,96) 1996년에는 한국사 관련 13개 학회가 연합으로 ‘바람직한 

국사교육을 위한 건의문’을 제안하였다. 이후 역사 관련 학회들은 성명서 

발표 때마다 역사교육의 파행을 우려하며 사회과 통합을 중단하고, 한국사

와 세계사를 사회과에서 분리하여 역사과로 독립 편성하고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할 것(2001, 2003, 2005, 2009, 2010년 성명서)을 요구하였다.97) 또

한 사회과 내의 타 영역 전공자(일반사회, 지리) 및 부전공 연수를 통해 사

회과 교사 자격증을 얻은 교련, 실업, 제2외국어 교사 등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도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기하고, 역사

를 교수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역사를 전공한 교사가 역

사 교과목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2003, 2005, 2010) 역시 반복

될 무렵에는 한국사연구회가 ‘교육과정개혁안과 국사교육의 문제점’(1996. 2. 7.)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95) 역사관련학회, 공동기자회견문, 2001. 6. 13.; 전국 역사학대회 협의회 14개 학회, 

｢중등교육과정의 역사교육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제46회 전국역사학대회, 

2003. 5. 30.; 역사연구단체협의회, ｢역사교육 정상화, ‘교과’ 독립이 아니고는 불가

능하다 -교육부의 ‘과목’ 독립 방안은 유명무실한 허구이다｣, 역사연구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성명서, 2005. 5. 17.; 전국역사학대회 협의회 15개 학회, ｢중등교육과정

의 역사교육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2005. 5. 27.; 한국사연구회 외 38개 참여 

학술단체, ｢역사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우려한다｣, 2009. 12. 

11.; 민족문제연구소·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전국역

사교사모임·한국근대사학회·한국역사교육학회·한국역사연구회, ｢교과부는 ‘역사’ 교

과서 졸속 재집필 지시를 철회하고 집중 이수제에 따른 역사교육 붕괴 대책을 마련

하라｣, 2010. 5. 29.

96) ｢국사 선택과목 전환 반대/6개 사학단체 성명｣ 세계일보 1991. 10. 6.

97) 역사를 독립 과목으로서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가 독립 과목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

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함으로써 2007 개정 당시의 필수과목이었던 역사가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자, 2009, 2010년 성명서에서는 역사를 다시 필수과목으로 지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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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기되었다.98) 

물론 이렇게 여론, 언론에 기대어 해당 과목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역설

함으로써 과목의 지위와 위상을 유지 혹은 강화하고자 하는 방식은 역사 

이외의 다른 과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99) 교과 관련 집단은 총론 개

발 과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 이외에 이들이 총론 개발에 개

입할 합법적인, 공식적인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시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통해

서이며, 시안 발표 이후 교과 관련 단체 및 학계에서는 성명서, 언론을 통

해 총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100) 그러나 이러한 여론에의 호소가 교육

과정 개정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국사교육 문제를 교육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이슈화하였다.101) 이로써 다른 과목과 달리 국사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여론, 언론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사실상 제6차 

교육과정 때 고등학교 국사가 필수과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98) 이외에도 2001년의 성명서에는 국사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전환하여, 학교의 역사

교육에서 다양한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을 인정할 것을, 2003년 성명서에서는 한국사

와 세계사의 균형있는 교육과정을 확립하기 위해 학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을 요구하였다.

99) 예를 들어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시 대한지리학회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국지

리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수 단위를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문교부 장관과 한국교육개발원에 보냈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전국 27개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 교수들이 제6차 교육과정 개편안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

고 한국지리과목을 공통필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윤종영, 앞의 논문, 2000, 

p.161.; ｢“한국지리 공통필수로”/27개 지리학과 교수 성명｣, 한겨레 1991. 10. 6. 

100) 이렇게 여론, 그에 의거한 정책적 결정에 기반하여 교과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

고자 하는 시도는 총론 개발진들에게 교육과정 개발의 합법적 절차 밖에서 외부적

인 힘에 의거하여 교과의 세력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교과 이기주의로 인식되었

다. 이것은 다시 중립성을 이유로 총론 개발에서 교과 교육과정 연구자들을 배제하

는 근거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1) 역사교육에 대한 언론의 쟁점화가 역사교육 논의 영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는 최경옥, ｢역사교육문제에 관한 신문보도의 양상과 여파: 1994년 ‘국사 준거안 

파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언론에서는 실증주의 역사관을 토대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배제하였으며 특

히 ‘국사 준거안’ 문제를 ‘진보적’ 역사학자를 이념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즉 언론이 주도한 역사교육 논의는 역사교육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이

끌어내기보다는 논의 영역을 축소하고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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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론, 여론의 지지 덕분이었다. 제6차 교육과

정 개정 당시 교육부는 공청회를 열어 교육과정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1991. 9. 27.). 대다수 언론에서는 교육과정 시안이 필수 교과목 수를 축

소하고 선택과목 수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

였다. 이들은 국사는 “한국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초 지식”102)이며, 

“국어와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할 교

과목”103)으로서, “제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제나라의 말을 공부한다는 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있어 결코 선택일 수 없”104)으며, “학생들이 힘겨워 

한다고” 해서 그만두게 해서도 안되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과

목”105)이라면서, 국사를 다시 필수과목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여론의 반대가 확산되자 노태우 대통령은 국사교육 강화 방침을 발

표하였고, 결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진은 시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국

사를 사회과 영역 안의 한 과목으로 통합하기는 하되, 공통필수과목으로 

부과하였다.106) 즉 고등학교 국사가 필수과목을 유지하고, 중학교 사회의 

국사 영역이 사회과로 통합되기는 하였지만 독립적인 시수를 배정받고 독

자적인 교과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국사’의 중요성에 대한 언론

102) ｢(사설) 교육과정 개정안의 보완과 행정지원｣ 한겨레 1991. 10. 1.

103) ｢(사설) 국어·국사교육 강화해야 한다｣ 한국일보 1991 .10. 5.

104) ｢(사설) 국사, 다시 필수과목으로｣ 세계일보 1991. 11. 21. 

105) ｢(사설) 국사가 선택과목일 순 없다｣ 조선일보 1991. 10. 2.

106) 이에 대해 총론 개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타당하고, 국제 동향과 교육과정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

는 방향에서 최선이라고 연구팀이 생각한 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여론 형

성의 방향이 우리의 결론과 괴리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여론의 향방을 따를 수밖

에 없었다. 교육과정 결정은 철학적, 이론적 현실 인식과 과학적 판단을 기초로 한 

합리적 설득력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정감적 차원과 

여론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론이 그 교과 

당사자에 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각계 각 층의 생각이 일관되게 그럴 경

우 (국사과 문제의 경우와 같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교육과정은 모든 정책결정이 그렇듯이 국민의 격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명희 외, 앞의 책,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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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슈화,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덕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연구진, 교육부는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부과한 것이었으며, 국사교육 강화 주장에 완전히 동의한 것

은 아니었다. 대다수의 교육과정 연구자들이나 교육부 편수관들은 국사 과

목의 독립 및 이에 대한 강조는 유신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

어진 것이며, 국사 과목은 그동안 과도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107) 또한 이들은 민족 의식보다는 민주시민 양성에 보다 우선적인 가

치를 부여하였고 이는 국사보다는 사회과 통합에 보다 무게를 두도록 하였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국사의 시수가 1

시간씩 축소됨으로써 그 위상이 더욱 약화되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역

사교육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역사 갈등으로 인해 

변화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

든 후소샤의 교과서가 일본 문부성 교과서 검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

졌다. 이에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였고, 학계와 시민

단체에서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을 비판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

을 전개하였다. 2003년에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동북공정 프로젝트

에 대한 보도가 연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불러 일으켰다. 역사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상 국사교육의 축소를 비판

하면서 동아시아 역사분쟁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을 강화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8) 

107) 윤종영, 앞의 논문, 2000, p.166.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육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이명현도 이와 유사한 입장에 서 있었다. “5·31개

혁 주축들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다. 교과 이기주의로 여긴다. 이명현 당시 

위원은 ｢유신 일당 독재 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쳤다. 한국사를 잘 알아

야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필수로 했다｣며 ｢역사를 국사·동양사·서양

사로 나누면서 제대로 못 배웠고 국사만 가르치다 보니 전부 바보로 만들었다. 아

직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하자｣, 중앙일보 2011. 1. 

10. 

108) 구난희, ｢역사교육정책 네트워크의 구조와 양상 변화｣ 역사교육의 현실과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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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교육 강화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은 2007 개정 교

육과정에서 ‘역사’가 과목 독립을 하는데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개발되고 있던 2005년, 교육부는 ‘역사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등 사회 교과 내 ‘세계사’와 ‘국사’

를 통합하여 ‘역사’ 과목으로 독립 운영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재량활동 1

시간을 확보하여 근현대사 내용을 지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109) 

2006년 11월에는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사회과는 그대로 유지

하고 그 안에서 ‘역사’를 독립과목으로 한다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

라 중학교 사회과는 ‘사회’(지리와 일반사회)와 ‘역사’(한국사와 세계사) 두 

과목으로 나누고, 각각 170시간씩 배정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의 ‘역사’

는 시수를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2단위 증가시켜 6단위(1년 기준 주당 3

시간)로 하였다.110) 즉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교의 ‘역사’는 

과목 독립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경우 시수까지 주당 1시간 

증가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이래 10년 넘게 전개되어 온 ‘역사의 독립’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목 독립’은 

‘역사교육’의 유용성·가치를 정당화하고 입증하고자 한 역사학계·역사교육

계의 학문적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으로 인해 형성된 역사교육의 중요성, 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언

론, 여론의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을 중학교 3

과제, 2013년도 역사교육연구회 춘계학술대회, 2013, pp.29~32.

109) 이외에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하고, 각 대학에 수능 ‘국사’ 과목의 성적을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는 내용이 제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역사교육 강화방안’, 교육인적자원부 보도

자료(2005.5.6.), 2005.). 2005년 4월 27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자료에서 교육인

적자원부가 발표한 역사교육발전방안과 비교할 때, 이 발표안은 역사를 독립 ‘교과’

로 운영한다는 것에서 독립 ‘과목’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역사전공

자가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김한종, ｢중등 역사교과

서 개편의 과정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64, 2011, p.13.

110) 또한 이 발표문에는 국정으로 발행하던 국사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고, 고등

학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역사교육 강화방안,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6.11.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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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까지로 단축하고 고등학교 전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함에 따

라, 고등학교 전과목이 선택과목화 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1학

년에 편제되었던 ‘역사’ 역시 ‘한국사’로 교과목명을 변경한 채 선택과목이 

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자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2010년 정치권에서는 ‘한국사’ 필수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

하였다. 김을동, 김형오, 강창일 의원 등은 ‘역사’·‘한국사’를 필수과목화하

는 입법안을, 이성헌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사 과목을 반드시 포

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2011년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중앙일보에서 연재한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기획은 이

러한 ‘한국사’ 필수화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111)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2월 14일 ‘역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는 ‘역사 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역사 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회’는 교수와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담당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였다.112) 또한 교육부는 2011년 4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한국사’를 고등학교 전계열 필수과목으

로 지정하였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영토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키울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13)

111) 양정현, ｢2007, 201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논리와 계열성｣ 역사교육120, 

2011.

112) ‘역사 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검토와 자문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 편찬상의 유의점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였다. 오수창, 앞의 논문, p.4.

113) 이 방안에는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선하고, ‘한국

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역사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 

임용 시험 및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를 반영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교생, 2012학년도부터 한국사 필수로 

배운다!, 교육과학기술 보도자료(2011.4.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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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가 사회과로 통합되기는 하였으나 필수

과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 과목이 독립

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

었던 것은 국사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여론에 기반한 정치 권력의 결

단의 결과였다. 즉 2000년대에 들어 동아시아 역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

회적으로 역사교육의 중요성,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

산되면서 역사교육강화 방안이 반복적으로 발표되었고, 이는 역사 과목의 

독립, 필수과목 지정 등 외형적으로 역사교육을 정상화·강화할 수 있는 토

대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대중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역사교육 강화 담론에서 전제하고 있

는 학교 역사교육의 목적은 민족 정체성의 확립,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굳어져 갔다. 역사교육에 대해, 언론은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기 위한 교과”로서 국사는 필수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언론에서 국사과목을 다시 필

수과목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국사교육은 “민족 

정체성”, “민족의식”, “국가의식”, “자기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국사교육은 “한국인이라는 의식”,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민족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소

명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교육

의 목적이 “사회공동체에 대한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이를 이끌어 나가는 한국인”을 키워내는 데 있다고 할 때, “사회공동체에 

대한 긍지와 책임은 바로 우리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나라 역사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은 국민

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에, 국사교육은 강조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114) 

또한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선적으로 이

해하는 주체 의식이 필요”하며,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는 “민족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소명감을 갖게 해” 민족 통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114) ｢(사설) 국사교육에 더욱 힘쓰자｣, 동아일보 199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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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이 되기 때문에 국사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115) 

제6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시안 연구진은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살아

갈 인재의 양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사를 사회과에 통합시켜 필수과

목에서 제외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국제화 

시대를 위한 적응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족정체성 교육을 소

흘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116) “다가오는 미래사회가 민족간의 벽

을 허물고 세계가 한울타리 안에서 공존 공영하는 국제사회임은 확실하지

만 그 구성원으로서의 개별 국가들은 제 나름의 개성과 문화를 갖고 조화

와 협력자로서 이에 참여”117)해야 하며 “제대로 된 국제인이라면 자기 나

라 말과 자기 나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118) 또한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민족혼이 결여

된 개체”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나라, 제민족 문화에 대한 의

식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의식을 고취”해야 하며, 이는 국사교육

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119) 또한 국제화 속에서 “자기 해체의 위

험”120)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 기반으로서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깊은 이해”121)가 더욱 필요하며,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역사교육”122)

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사의 교육의 필요성을 국가 정체성, 민족의식의 확립에서 찾는 것은 

비단 언론뿐만은 아니다. 총론 개발을 담당하는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시각 

역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들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사회

과의 목적을 보다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속에서, 국사교육은 민족의 정

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지향은 이들

115) ｢(사설) 국제화 시대의 국사교육｣ 동아일보 1991. 11. 3. 

116) ｢(사설) 교육과정 개정안의 보완과 행정지원｣ 한겨레 1991. 10. 1.

117) ｢(사설) 국제화 시대의 국사교육｣ 동아일보 1991. 11. 3.

118) ｢(사설) 국사교육에 더욱 힘쓰자｣, 동아일보 1991. 10. 4.

119) ｢(사설)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국어·국사교육 강화해야 한다｣, 한국일보 1991. 

10. 5.

120) ｢(사설) 국제화 시대의 국사교육｣ 동아일보 1991. 11. 3.

121) ｢(사설) 국사, 다시 필수과목으로｣ 세계일보 1991. 11. 21. 

122) 홍사중, ｢(칼럼) 지금은 혁명을 생각할 때｣ 조선일보 199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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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국사의 독립보다는 사회과 통합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2011년 

교과부는 중·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을 인정도서로 전환하였는데 여기에서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는 제외하였다. 이 결정의 논리 역시 (국어, 도

덕, 사회,) 역사는 “국민적 정체성과 내부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에서 설정된 교과로, 그 본연의 역할이 ‘사회적 합의성’ 달성에 있으며, 인

정 도서로 전환했을 경우 “이설의 횡행으로 사회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분열을 예방하기 위해 인정도서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123) 

2010년 이후 국사교육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국가 정체성과 민족의식 형성에 국사교육

이 필수적이라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2011년 ‘한국사’ 과목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일부 언론에

서는 현행의 학교 역사교육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부

실하다고 지적하였다.124) 이들은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측면과 더불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 역사를 냉소적으로 보면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학 사관을 탈피해 자긍심을 갖게 하는 긍정의 역사 서

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25)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즉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및 경제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주장126) 역시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127)

123) 홍후조 외, 교과서 인정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

단,  2006, p.75.

124)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하자 ④중·일은 뛰는데 우리는｣ 중앙일보 2011. 1. 10. 

125) ｢국사 제대로 가르쳐야 글로벌 리더로 키운다｣ 중앙일보 2011. 1. 14. 

126) ｢(사설) 한국사 교육 강화, 편향성부터 바로잡아야｣ 동아일보 2011. 1. 28.

127) 이와는 반대로 정부의 ‘긍정적·미래지향적’ 역사교육 강화 방향으로 인해 국사교

육이 ‘우편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으며,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선택으로 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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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언론, 정치권128), 교육과정 연구자 등은 역사교육의 유용성, 목

적, 혹은 학교 교과로서 역사 교과의 가치를 민족 정체성 혹은 국가 정체

성의 확립에서 찾고 있다. 대중들의 인식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 게다가 최근의 국사교육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단순히 민족 정체성의 

형성을 위해 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나아가 “어떤 역

사를 가르칠 것인가”와 같은 국사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교 역사교

육은 ‘긍정적·미래지향적 역사 인식’을 키울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역사교육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견해 가운데 민족 정체성 확립만을 역사교육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대중적인 논의 속에서 역사교육 강화 주장은 ‘국사’ 교육 강화로 

치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사 교육에 대한 문제는 소외되었다. 민족·국

가 정체성에 대한 강조 속에서 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이를 통한 ‘역사’ 교

육의 가능성 문제는 가려져 왔던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위원회에서

는 국사를 선택화하면서 그 근거로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제6차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했던 교육개정위원회의

의 위원장이었던 한명희는 국사의 사회과 통합에 대한 근거로 “국사는 세

계사 및 사회과학과 관계 속에서 내용을 조직해야 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적 시각에

서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국사를 필수로 가르치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

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29)

한국사만 필수가 됨에 따라 역사교육에 국수주의적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사설) ‘쉽고 재미있는 역사’ 제대로 가르치려

면｣, 경향신문 2011. 4. 23.

128) 한국사 교육 강화의 법제화를 제안했던 정치권 인사는 “역사는 그 나라의 기개

와 가치를 정립하는 핵심 요소”이며 “국가를 유지하고 그 중심에 국민 정신을 두게 

한다는 의미에서 역사교육은 반드시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

국사, 필수과목으로 하자 ④ 중·일은 뛰는데 우리는」『중앙일보』 2011. 1. 14.



- 200 -

제7차 교육과정의 토대가 되었던 5·31 교육 개혁안에서는 국사와 세계

사의 연계 지도라는 이러한 입장이 보다 명시화되었다. 5·31 교육 개혁안

은 미래 사회의 특징을 정보화·세계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목

적에서 신교육체제를 구상하였다. 따라서 개혁안 곳곳에서 “세계시민으로

서의 자질과 지도력을 갖추는” 세계화 교육이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평화 

교육,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 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130) 필수과

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를 교육과정 개선 원칙으로 제안하였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초·

중등학교에서 세계문화사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131)

1996년 발표된 제3차 보고서에서는 교육과정 개혁안이 보다 구체화되었

는데, 국사는 세계사, 일반사회, 지리와 함께 사회과로 설정되었고, 고2~3

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국사 Ⅰ·Ⅱ, 역사Ⅰ·Ⅱ, 세계사Ⅰ·Ⅱ, 미술

사, 인문고전, 윤리, 철학 등의 과목이 인문영역의 선택과목으로 예시되었

다. 또한 “국사는 중학교 이상의 경우 사회교과의 한 과목으로서 세계사와 

연계시켜 지도”할 것을 적시하였다.132)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 때의 국사

교육의 약화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국사과목을 사회교과의 일부로

서 지도한다는 것은 국사과목과 교과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제상 사회교과에 포함하여 지도한다

는 뜻이라고 부연하였다. 또한 중학교 수준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지도한다는 것도 꼭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통합 교과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각각 별도의 교과서를 개발하되 “국사를 지도

할 때 세계사와 연계 지도하거나, 협력교수법(team teaching)을 통해 연계 

129) 한명희, ｢“국사 사회과목 통합” 역사 흐름 종합적 이해에 도움｣ 동아일보 
1991. 10. 19.

130)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 

5. 31. 제2차 대통령보고서, 1995, p.1, 9.

131)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 

5. 31. 제2차 대통령보고서, 1995, p.49.

132)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Ⅱ, 

1996. 2. 9. 제3차 대통령보고서, 199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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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국사과목을 “사회교과의 한 

과목으로 세계사와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이 “국사교육을 약화시키는 것”

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사와 세계사와 연계교육은 “국

내의 역사적 변화를 세계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 주기 때

문에 학생들은 우리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하며 재미있

게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33)

이렇듯 “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지도”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역사교

육계가 아닌 총론측이었다. 물론 역사교육계에서도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특성과 특수성을 세계사의 

보편성과 관련시켜 인식하게 한다.”134)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사와 

세계사 연계의 주요 목적은 “한국사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가치를 깨닫는 

데 있었다. 특수성의 이해를 위해서 세계사와의 연관, 세계사적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135)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사

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고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것이다.136)

제6·7차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국사과의 폐지 및 사회과로의 통합, 고

등학교 국사의 선택과목화, 국사와 세계사의 연계지도 등이 논란되었을 

때, 역사교육계·국사학계에서는 이를 국사교육, 자국사 교육의 관점에서 대

응하였다. 물론 역사교육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기는 하였

지만 역사교육보다는 주로 국사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

어졌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6개의 역사 관련 학회(역사학회·진단학

회·동양사학회·서양사학회·역사교육연구회·한국사연구회)는 공동 성명서를 

133)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의 책, 1996, p.158.

134) 교육부,｢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 12. 30. 개정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2000, 

p.499).

135) 교육부, 고등학교 국사, 1999, pp.7~8.

136) 방지원, ｢국사교육에 나타난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역사교육연구7, 2008, 

p.12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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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여, “역사교육 중에서도 국사교육은 공교육의 최우선 자리에 두는 

것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국사’를 ‘사회’와 ‘현대사회와 시민’ 과목에 

통합한다는 것은 전혀 학문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타당성을 찾을 수 없는 무

모한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고등학교 국사 과목 필수화를 요구하였

다.137)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만들어지고 있을 무렵인 1996년 한국

사관련 학회들은 주로 ‘교육과정개혁안과 국사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

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바람직한 국사교육을 위한 건의문’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사학계에서는 “국사 교과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기간에 세계사와 연계시켜 지도·교육한다는 것은 국사교육을 더욱 

약화시키려는 의도”이며, “국사와 세계사를 연계시켜 교육한다는 것은 교

과과정에 관한 문제이기보다는 교수방법의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었

다.138) 제7차 교육과정 개정 무렵까지 역사학계·국사학계의 관심은 ‘국사’ 

교육의 필수화에 있었으며, 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한 교육까지도 국사교육

의 약화와 등치시켰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세계사 교육에 대한 문

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국사’ 교육의 필

수화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5·31 교육 개혁안에서 제시되었던 세

계화에 대비한 ‘세계문화사’ 강화와 같은 문제는 논의에서 사라져 갔다.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 영역의 선택과목으로 ‘한국근·현대사’와 ‘세계

사’가 설치되었으나, 학교나 학생들은 ‘세계사’보다는 ‘한국근·현대사’를 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세계사 교육은 고사 위

기에까지 처하게 되었다.

역사교육계의 논의가 ‘국사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역사교육’의 관

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이후이다. 

1991년 제6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사’의 

독립교과 및 필수로의 환원이 아닌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 과목으로 통합

137) ｢국사 선택과목 전환 반대/6개 사학단체 성명｣ 세계일보 1991. 10. 6.

138) 조광, ｢국사교육과 세계화｣ 교육과정개혁안과 국사교육의 문제점, 한국사연구

회 학술토론회 자료집(1996. 7.6.), 1996, pp.1~14.(김한종, 앞의 책, p.72.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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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139) 이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1997년 “세계사

를 배제하고 국사교육만을 강조하는 주장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면

서,140) “국사와 세계사를 모아 독립교과로 ‘역사과’”를 만들자는 안이 제시

되었다. 자국사 교육에 대한 강조는 폐쇄적인 자민족중심주의 또는 부정적

인 의미의 국수주의로 변질되거나 정치권력을 정당화시켜 주는 도구로 이

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사과’가 아닌 ‘역사과’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었다. 또한 ‘역사과’를 통해 국사와 세계사를 연관시킴으로써 폭넓은 시야

에서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

러한 주장은 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통합안

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이었다. ‘역사과’를 독립교과로 할 경우 국사와 

세계사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7~8학년에서는 국사를, 9~10학년에서는 

세계사를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방안, 국사와 세계사를 합해 ‘역사’ 교과서

를 만들어 가르치는 방안, 전근대까지는 국사와 세계사를 따로 가르치고 

근현대는 국사·세계사를 합하여 가르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141)

한국사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세계사와의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확대됨과 동시에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심화된 세계사 교육의 위기 

속에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균형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

게 되었다. 이에 역사교육계·역사학계에서는 ‘국사과’가 아닌 ‘역사과’로의 

독립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2001년 역사학 관련학회가 공동으로 발표

한 성명서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 성명서에서는 기존의 ‘국사교육의 필

수화’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역사과’로의 독립과 필수화를 요구하였고,142) 

이후 2003년 전국역사학대회 협의회 15개 학회의 “중등교육과정의 역사

139) ｢“국사·세계사 합쳐 역사로”/전교조 교육부에 제시｣ 한겨레 1991. 10. 25.

140) “국사과가 독립 교과로 분리되었던 것은 유신 군사 독재 정권 때였으며, 국사가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하거나 편협한 국수주의를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독재 정권 하에서 통치 이념을 전수

한 과오로부터 자유로운 과목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국사 교육의 강조가 

흔히 보수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양정현, 앞의 논문, 

1997, p.196.

141) 양정현, 위의 논문, 1997, p.198.

142) 역사관련학회, 공동기자회견문, 200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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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에서도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

정에서 ‘역사과’를 독립교과로 편제하고 한국사와 세계사를 이에 편성하여 

운영할 것”, “‘역사과’ 교과 내에서 한국사와 세계사의 균형있는 교육과정

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143)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심화된 세계사 교육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2002

년에는 세계사 교육과 관련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세계

사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

다. 이 토론회는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역사’ 과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144) 허원은 국사, 동양사, 서양사라는 학

문영역의 구분은 일제 식민 잔재일 뿐이므로, 이제는 이러한 구분을 넘어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한국사와 외국사가 적절하게 조화된 통합 ‘역사’ 과

목 및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완전한 독립과목으로 만들기 위해 힘

을 모으자고 제안하였다.145) 안병직 역시 역사교육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

해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단일 역사 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그리고 운영 방식은 미국처럼 학년별로 자국사와 세계사를 번갈

아 가르치는 방식, 독일, 영국, 프랑스처럼 이를 완전히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과서 서술 방식에 대해

서는 한국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한국사와의 관련성에 따라 세계사를 적절

히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146)

2000년대 초반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 우리나라의 국사·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국사교육’ 강화 방안을 결의하

였다. 이 결의안에서는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투철한 국가관”의 정립을 내

세우고 있으며, ‘국사교육’의 강화를 위해 국사를 독립 교과화하고 필수과

143) 전국 역사학대회 협의회 14개 학회, ｢중등교육과정의 역사교육정상화를 촉구하

는 성명서｣, 제46회 전국역사학대회, 2003. 5. 30.

144) 최상훈, 앞의 논문, 2003, p.214.

145) 허원, ｢바람직한 세계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세계사 교육 이대로 좋은가?, 공

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주관 토론회 발표집, 2002, p.24.

146) 안병직, ｢세계사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위의 발표집, 200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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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다.147) 이에 정부에서도 총리실 산하에 국사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즉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역사’ 교육이 아

닌 ‘국사’ 교육의 유용성에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148) 그러나 각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국사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국사’의 독립이 

아닌 “한국사와 세계사를 결합한 역사” 과목의 독립이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에 한국사와 세계사가 통합된 

‘역사’ 과목이 신설되었다. 

역사교육계에서 국사과의 독립·필수화가 아닌 역사과의 독립·필수화 및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역사’ 과목의 설치를 요구한 것은 한국사를 올

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어 세계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세계사와의 연계교육

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더해, 이러한 방향이 역사 과목간 계열성을 확보하

고, 그동안 제기된 민족 중심의 국사교육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였다.149) 한국사가 초·중·고에 걸

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중학교 ‘사회’에 편제되어 있던 세계사 영역을 ‘역사’ 영역에 편제함으로써, 

한국사와 세계사를 결합하는 방식을 학교급별로 달리함으로써 계열성을 확

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또한 국사교육의 민족·민족주의 담론은 

역사적 인식 범위를 민족으로 고정함으로써 역사적 시각을 편협하게 만들

147) 국회에서 결의한 국사교육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국사교육 강화를 위해 국사 교과를 독립교과 및 필수과목으로 편제하고 초

중등 및 대학교육과정에서 국사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

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2. 정부는 우리 역사교육을 통해 투철한 국가관이 정립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 

인력 양성을 위해 행정, 사법, 외무 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채

택해야 한다.

3. 정부는 국사 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중국과 일본 등의 역사왜곡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 김영숙 외 25인, 국사 교과의 

필수과목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2005. 2. 28.(김민수, 『학교 역사지

식의 구성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2, p.33.에서 재인용).

148) 김민수, 『학교 역사지식의 구성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

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p.34.

149) 김민수, 위의 논문,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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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150) 민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세력이나 다양한 민중의 역사를 억압하

는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151) ‘국사’가 아닌 ‘역

사’의 설정, 한국사와 세계사를 상호 연관·통합하는 방안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직전까지도 실질적으로 한국사

와 세계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 통합적 접근을 위해 어떠한 

원리에 의거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단원을 구성할 것인지 대한 실질적인 연

구 성과는 별로 없었다.152) 사실상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공청회에

서 발표된 시안에서는 한국사 영역과 세계사 영역을 통합한 ‘역사’ 과목을 

설정하되, 각 영역별로 교과서는 별도로 개발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러한 방식은 이듬해인 ‘현장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

후의 개발 과정에서 한 권의 교과서에 한국사 영역과 세계사 영역을 통합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통합할 것인가

에 대하서는 여전히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였다. 그 결과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제시된 ‘역사’의 통합 방안은 “우리나라와 세계를 서로 고립된 별

개의 주체로 파악하는 시각을 지양하며”,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관시켜 체

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고 하는 선언적

인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다. 내용 체계 역시 중학교의 경우 국사와 세계

사 내용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 방식

으로는 ‘성격’에서 표명하고 있는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서로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한국사와 세계사의 양자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 이를 어떻게 관

련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153)

150) 김기봉, ｢동북아 시대에서 한국사 서술과 역사교육 -‘국사’를 넘어서｣ 역사교육

95, 2005.

151) 지수걸, ｢민족과 근대의 이중주｣ 기억과 역사의 투쟁(당대비평 특별호), 삼인, 

2002.

152) 김한종·방지원·고재연,  ｢<역사> 교과서 단원구성을 위한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

계 방안｣ 사회과교육연구15(4), 2008,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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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론적인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

계한 ‘역사’ 과목의 설정은 이후 교과서 집필이나 수업 현장에서 교육과정

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

계한 역사 학습, 내용 구성 방안에 관련된 학계의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자들에게 

매우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 그 결과 실제 개발된 교과서 역시 실질적으로 

한국사와 세계사가 잘 연계되고 통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도 하였다. 2002년 열린 세계사 교육의 

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국사와 세계사의 통

합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분석 결과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바

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1%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사와 세계사의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합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국사 교과서와 세계사 교과서를 짜깁기한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5%, 국사와 세계사 내용은 상이하므로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8% 정도를 차지였다.154)

그 결과 2007 역사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교

육과정의 병렬적 배치와 마찬가지로, 한국사 영역은 앞단원에, 세계사 영

역은 뒷단원에 배치하는 병렬적 구조를 취했다. 또한 내용 집필에 있어 한

국사와 세계사의 연계는 주로 한국과 주변국의 교류, 세계 각국 사이의 교

류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도 교육

과정의 취지는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근현대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각 대단원의 첫 중단원을 대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의 세계사적인 사건을 제시한 것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중학

교의 세계사 영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듯 역사교육의 정상화 논의가 국사교육의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민족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협소화됨에 따라 세계사 교육 문제, 한국사와 

153)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2007, p.37, 

50.

154) 김창성, 김병규, ｢설문결과보고｣, 위의 발표집, 200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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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의 연계 문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에 대한 연구 성

과 역시 축적되지 못하였다. 이후 역사교육계의 주장대로 한국사와 세계사

를 통합한 ‘역사’로 과목이 독립하였지만, 정작 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에 대한 연구 수준이 빈약했기 때문에, 이후 교과서 개발과 학생의 역사 

이해에 있어 교과서에 의도한 방향이 구현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만을 초

래하였다. 

한편 역사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족·국가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역사교육

계의 이론적인 연구 경향과도 그 방향을 달리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역사교육계에서는 역사교육의 목표로서 민족·국가 정체성보다는 역

사적 사고력을 내세우며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강조해 왔다. 단순

히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로 하여금 역

사가처럼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사료를 바

탕으로 과거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분석, 해석하고,155) 역사적 논쟁에 접

했을 때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합리적 판단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156) 등이 강조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역사 서술은 역사가가 

처한 현실, 역사가의 관점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인 것이

기 때문에, 역사가, 역사학의 분석․재현 범주, 역사 서술 자체를 역사적 맥

락에 위치시키고 문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역사 학습에 

있어서도 계속성과 연속성의 측면에서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찾도록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에서 과거에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157) 따라서 역사수업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 즉 사실의 형성 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도

가 중층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점, 사실은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친다

는 점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에 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역사지식, 역사 서술이 

어떻게 생성, 전달, 수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158) 이렇

155) 최상훈, 앞의 논문, 2005.

156) 송상헌, ｢역사적 사고｣,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2009.

157) 양호환, ｢역사적 사고의 한계와 역사화의 가능성｣ 역사교육87, 2003,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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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볼 때, 역사적 사고력, 다양한 역사 해석, 역사화를 강조하는 역사교육 

이론 연구와 학교 역사교육의 가치를 단일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정체성 

유지에 두고 있는 대중적 인식은 서로 균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를 통해 역사교육을 정상

화·강화시키고자 한 그간의 노력의 한계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공교육의 일환으로 역사를 가르치게 된 것은, 근대 국민 국가

의 형성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소속감, 일체감,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

한 것이었다. 자국사 교육을 통해 공통의 역사적 기억을 갖게 함으로써 국

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159)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의 

식민 지배 속에서, 우리 역사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광복 이후 자연스럽게 국사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

의 함양이 국사의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되었다.160)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에서의 역사교육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

정체성,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역사교육에 가해지는 정치·사회적 요구는 우리나라뿐 아니

라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의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특정 정치 세력이 국사교육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의 기억, 특정한 형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하는 시도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교육의 기능이 민족 정체성 함양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

적 사고력, 역사화와 관련된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이기는 하지만, 역

사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 증거 수집, 사료 비판 등의 과정

을 통해 역사를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 역사 해석 문제

에서 피할 수 없는 역사가의 관점에 대한 문제, 현재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

에서 과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교 역사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158) 양호환, ｢역사적 사실의 특징과 역사교육의 특수성｣ 역사교육113, 2010, 

pp.106~108.

159) 양호환, ｢역사교육의 목적을 다시 묻는다｣ 역사교육99, 2006.

160) 박지원, 앞의 논문, 양호환 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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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논의가 이론적으로만 연

구되어 왔을 뿐 실제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서는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는 데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는 목표로서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해석이 제시

되어 있을 뿐 이것이 내용 선정과는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161)

역사교육이 하나의 내러티브만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한 현재의 

정치·사회적 논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역사교육이 교과서를 통해 

하나의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단일한 내러티브의 제시보다는 위에서 언급했던 역사적 능력이 교육과정에

서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일견 어려워 보이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전혀 불

가능한 작업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역사 갈등과 관련하여 “독도는 우리땅이다.”와 같은 

사실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학문적인 접근방법에 기

초하여, 한·중·일 각각의 주장의 기반이 되는 증거, 사료, 논리를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일본이나 중국이 이러

한 주장을 계속하는 사회·정치적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는 내러티브

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기르고, 중학교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해석 

등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조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해석적 기능의 

심화와 함께, 다양한 해석 및 이속에 내재해 있는 관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계서화할 수도 있다. 

역사 교육과정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역사를 역사답

게 가르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162) 통합 사회과는 본질적으로 

역사교육의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통합 사회과에서 벗어나 독립 교과를 이루려는 노

력이 계속되어 왔다. 이를 위해 역사 교육과정에 가해진 총론의 비판을 수

용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역사 교과의 목표 가운

161) 양호환, ｢미래사회 대비 역사과 교육과정의 목표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

의 책, 2013, p.17.

162) 양호환, 앞의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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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역사적 사고력을 부각하고 학교급별로 역사교육의 내용을 계서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총

론에서 교과의 가치를 평가하여 교과의 위상을 결정하는 총론 위주의 교육

과정 개정 방식 속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여론

과 언론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의 적절한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도 병행되었다. 실질적으로 역사의 과목 독립과 한국

사의 필수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는 역사교육의 다양한 가치와 목적 가운데 ‘민족 정체성의 함양’ 만을 부

각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역사교육의 내용에 대해 정치적 요구와 간섭에 직

접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과정상 역사교육의 적절한 지

위와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체 교육과정 편제 속에서 역

사교육의 위상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실질적으로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향, 조직을 개선하여 학생의 역사 이해에 적합한 역사 교육과정

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역사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 방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대략 

10년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대략 5~6년마다 개

정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2년 만에 다시 개정되었다. 2년 만에 다시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 근

거는 2005년 도입된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있었다. 사실 총론만 놓

고 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의 일환으로 전개됨에 따라 

총론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총론만이 아

닌 교과 교육과정까지 포괄한 교육과정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보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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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전히 달라진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의 교과 교육과정은 

전면적인 개정을 단행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공통 교육과정 기간의 축소와 고등학교 전학

년으로 선택 교육과정의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변경과 같은 내용은 

총론뿐 아니라 각 교과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교과 교육과정은 개정 2년 만에 다시 개정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

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교과서 역시 다시 개

발해야 했다.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이 

자주 바뀐다면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또한 교육과정의 변화

는 이와 연관된 교과서, 대학 입시, 교사양성 제도의 변화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빈번한 변화는 장기적 전망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할 여러 정책에 혼선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 경

험의 질적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163)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는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면서 학교 교육에 혼란만을 가

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시 개정 체제’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수시 

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에 대한 기준과 한계의 설정이 필요

하다. 모든 교과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학교 현장에 커다란 변화를 초

래하는 전면적인 개정은 수시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는 2009 개정 교

육과정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며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과정의 변화에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 또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정은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광범위한 

토론,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시 개정은 이를 어렵게 

한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특정한 필요에 의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

는, 그리고 빈번하게 계속되는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

163) 소경희, ｢총론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문제와 개선 방

향｣ 교육연구와 실천79, 2013,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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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수시 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부분”적이어야 하며, 전면적인 개정은 최소한 6~7년을 주기로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제시되는 교육과정 관련 공약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

도 재고해보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가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병폐를 유발하였다. 그 결과 교육 

문제는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교육 개혁,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대선이 5년마다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공약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사실 최근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은 대선 공약의 이행과 무관하지 않았

다. 노태우 정부는 대선 당시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6차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용 도서 

개편이 추진되었다.164)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입시지옥의 해소

와 인간중심의 교육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총 66개의 교육 관련 공약을 제

시하였으며, 교육개혁을 전담할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

약하였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 후 1993년 8월 ‘교육개혁위원회 규정’이 대

통령령으로 공포되었고, 이후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는 제7차 교육과정 개

정을 추진하였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일괄 개편·전면 수정 체제’에서 ‘수시 개정·상시 개편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2005년 수시 개정 체제의 도입으

로 귀결되었다. 2007년 18대 대선 과정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자율과 경쟁

에 근거한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당선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으로 이어졌다. 2012년 19대 대선에서 박

164) 최준렬, ｢제 6공화국 교육개혁의 정치학: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의 교육개혁 정책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3(1), 1996,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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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후보가 제시했던 자유학기제 시행 역시 2016년 전면 시행이 예정되

어 있다.

그런데 대선에서 제시되는 공약들은 그것이 현장에 시행되었을 때 나타

날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다른 교육 정책 분야에 미칠 영향력 등이 충분

히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공약으로 제시한 이상 선거 이후 이

러한 공약들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그리하여 이러한 공약

들은 이후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에 대한 진지

한 숙고 없이 강행되었고 이는 결국 교육 현장에 심각한 문제점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집중 이수제 등이 

그 예이다. 현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대선 공약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기보다는 

이러한 결정이 과연 타당하며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학교 현장의 적

용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

로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약의 이행 자체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

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 있어서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괴리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총론에서 설정한 의도와 방향이 교

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교과 교육과정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총론 개발 과정이 몇몇 정책 담당자와 교육과정 연구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의견이 묵살되었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교

과 교육과정 연구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총론 연구진들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 속에서는 개별 교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한다. 나아가 이

는 ‘각 교과의 고유한 구조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165) 

총론 연구자들은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총

165) 양정현,  ｢‘교육과정 리더쉽’론과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역사와 세계36, 

2009. 김왕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교실 수업 이

해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연구35(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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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과 교육과정에

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수용하였을 뿐 지침에서 의도한 방향이 교과 교육과

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166) 따라서 총론과 교과 교

육과정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 자체의 변화가 필

요하다. 즉 기존의 총론 우위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발 방식에서 벗어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총론을 먼저 개발한 뒤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

식, 총론 개발 과정에 교과 교육과정 연구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은 재고되

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총론 연구자들과 교과 교육과정 연구자들 사이에 

보다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결국 총론에서 의도한 방향과 목표는 

교과를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과에 대한 내용 지식과 이것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방향과 목표는 실체가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

과하다. 게다가 총론 연구진들은 실상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에 한계를 갖

는다.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 연구자의 이해와 협력 없는 교육과정의 개정

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했던 

이상이 매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총론 개발 과정에 내용 전문가,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총론에서 교과교육 연구자들을 배제하는 근거

는 교과이기주의, 즉 교과교육 연구자들이 중립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

었다. 그러나 총론에서 결정되는 것이 교과의 편제와 시수 문제만은 아니

다. 전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설정부터 교육과정 문서 체제 형식의 

개선, 국민공통 교육과정·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설정 및 기간, 내용 적정화 

방향 등이 모두 총론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교과 교육과정

의 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결

166) 졸고,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교육내용 적정화’ 담론의 수용과 

굴절｣ 역사교육1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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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 교과교육 연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교과에 기반한 

시각과 식견은 총론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따

라서 총론 개정에 교과교육 연구자와 현장 교사가 참여하고 이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교육계에서는 총론에서 설정한 방향과 지침이 역사 

교육과정 및 학생의 역사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역사교육의 시각과 관점에서 볼 때 총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

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

다. 또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도 교과교육 연구자와 교과 내용 전문가, 

교과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과정 연구자와 인접 분야의 교과교

육 연구자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집단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개발팀, 교과 교육과정 개발팀 상호 간에 

긴밀한 협력 속에서, 상호 교류와 검토를 바탕으로 이들이 총론과 교과 교

육과정을 통관하는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

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167) 

더 나아가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교육과정 문서 체제

와 개발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체제가 과연 타당하며 또한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 근원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총론에서 제시

되는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사실상 교육과정 개정 때마

다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총론의 가장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과업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각 교과의 편제와 시수를 결정하는 것

이었다.168)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어떤 교과목을 몇 학년에서 

167) 이혁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21(3), 

2003(A), p.117; 황규호,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학교 교육의 질｣ 교육과정연구
31(3), 2013, p.46; 이미숙,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교육과정 개정방식에 대한 일

고찰｣ 교육과정연구22(1), 2004, p.143; 김두정, ｢한국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개

정 방식과 개선 방향｣ 2006년도 춘계 학술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 p.89.

168) 홍후조,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 전환(Ⅲ): 교육과정 개정에서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이론적·실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24(2), 2006.(A); 

소경희, 앞의 논문, 2013,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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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씩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이 단위학교에 위임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총론이라는 형식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총론이라는 형식이 당위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온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

다. 즉 총론이라는 형식은 중앙집권적인 교육 체제 하에서 만들어지고, 제

4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학자,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착된 특수한 형태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총론에서 제시된 방향과 지침들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각 교과의 특성에 기반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하

는 것을 어렵게 하고 교과의 특성을 왜곡한다면 총론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당장 일시에 총론이라는 형식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교

육의 방향,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각종 지침과 제약적인 요

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교육과정의 중심축

이 총론에서 교과 교육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 연구·개발에서 현직 교사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교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교육과정

을 실제 운영해야 할 교사들의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통령자문위원회, 그리고 자문

위원회 산하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 같은 교육개혁기구는 주로 대학교수들

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했던 한

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원들 역시 박사 학위 소지자

들로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직

접 실행하는 교사나 장학사 등은 이러한 위원회나 시안 연구에 거의 참여

하지 못하였다. 사실 개정 방향이나 주요 개정 내용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그것이 어떠한 효과와 어

떠한 부작용을 나타낼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도 교사이다. 따라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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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제된 상태로 만들어진 개정안은 대부분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결국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과 혼란만을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169) 

게다가 학교 현장, 교사는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되어 왔다. 따라서 현장

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단순히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면서 개정 과정

에 반영되지 않았다. 제7차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드러나

듯이 교사들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은 그대로 강행되었던 

것이다. 현장의 경험에 토대를 둔 교사들의 의견이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반영되거나,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교사들의 비판이 수용되어 시안이 

수정된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자문기구의 개혁안이 연구기관의 시안 개발

을 거쳐 현장에서 시행되는 구조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탓이다. 그 

결과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

로 하는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개선, 개정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렇게 교사를 배제한 개정 방식은 교육과정 개정이 의도했던 학교 

현장의 변화를 어렵게 하였다. 교사는 위에서부터 주어진 정책과 정해진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주어진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동적인 행위자

가 아니다. 교사들은 이를 자신들의 실제적 지식에 근거하여 변형하고 재

구성한다. 따라서 교사의 실제적 지식과 유리되어 있고 현실 적합성이 결

여되어 있는 정책이나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170) 게

다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이를 

외부의 강제로 치부하는 경우라면 교육과정이 의도했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171)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는 개선 방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172) 미국 조지아 주의 경우, “Georgia’s Quality Core Curriculum”라

169) 김성열, ｢대통령자문 교육개혁기구의 역할과 재조명: 교육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 교육정치학연구9·10, 2003, p.38.

170) 김왕근, 앞의 논문, 2003, p.5.

171) 홍후조,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1)-전면 개정형에서 점진 개

선형으로｣ 교육과정연구 17(2), 1999, p.219.

172) 물론 외국의 사례는 그 나라의 독특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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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탠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 약 150명의 인력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업계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평교사의 비율

이 절반을 넘으며, 교육과정 개정 전에 이루어지는 교사단체를 통한 협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초안에 대한 교사들의 검토가 이루어지도

록 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173)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주 교육 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위원회 산하에는 

다시 각각의 교과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174) 교육과정 위원회는 18명

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 단임이다. 위원회 위원은 교

사, 교과교육전문가, 학교 행정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주의회 의원, 학

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최소 7명은 현직 교사, 최소 7명은 특정

교과 영역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 주 교육 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및 준거개발 위원회(Curriculum Framework & 

Criteria Commitee, 이하 CFCC)를 임명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프레임워

크175)를 개발한다. CFCC는 교육과정 위원회의 총괄적 주도 하에 진행되

는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시안 개발에 참여한다.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문에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석, ｢현행 국가교육과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미국

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13(2), 2006, p.53.

173) 김영석, 위의 논문, 2006, p.55.

174) 주 교육 위원회는 전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

로 각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를 균형있게 안배하는 등 교육과정 관련 연구와 

개정을 기획·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하고, 교수학습자료 평가를 위한 준거를 개발하며, 출판사에서 제출

한 교수·학습자료를 평가하여 채택 또는 거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과정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은 대부분 주 교육 위원회가 갖고 

있으나, 주지사, 주상원, 주하원에도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할당되어 있다

(김영석, 위의 논문, 2006, p.56; 이미숙, 앞의 논문, 2004, p.126, 129).

175)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내용기준을 실

행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각 교과 교육과정의 지도원리, 주요요소, 내용기준, 학년수준에서 고

려해야 할 사항, 수업전략, 평가, 교사연수, 교수-학습자료 평가 준거 등을 담고 있

다(김영석, 위의 논문, 2006, p.56; 이미숙, 앞의 논문, 2004, p.12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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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C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캘리포니아주의 각종 교육단체 및 

교과 관련 집단에 배부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수합한

다. 또한 새로운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학교현장에 적용해 보고 그 실효

성과 적합성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기에서 제시된 제안들을 분

석하여 초안을 수정·개선한다.176)

영국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교육과정 개정 방향 연구 → 교과별 연구

위원회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검토 → 시안 결정 →전국적인 의견 

수렴 → 최종안 확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과정 시안이 결정되고 난 뒤 8개월에 걸쳐 철저한 현장 검토와 광범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전국교원노조, 

전국교장협의회 등을 통해 교사들의 의사가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즉 교사가 동의하지 않는 교육개혁이 의미를 가지 못하게 하

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77) 

위의 사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진

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사가 연구 협력진으로 참

여함으로써 기존의 개정 과정에 비해 교사의 지식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는 여건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교사

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178)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있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처럼 현직 교사, 특히 평교사의 참여 비율을 명

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직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서 다른 연구진들과 동등하게, 더 나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교육의 변화를 통해 그 의도한 바를 성취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

176) 김영석, 위의 논문, 2006, p.56; 이미숙, 위의 논문, 2004, p.126, 129.

177) 안미숙, ｢블런켓은 교육과정을 교사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다 – 영국 교육과정 

2000｣ 교육개발119, 1999.

178) 김영석, 앞의 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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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개정 내용 중 학교에 적용되기 용이한 것과 그렇지 않

은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다음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과

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진행된 현행 교육과정 분석·평가 연구가 이

러한 작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의 현행 교육과정 분석·평가 연구는 시

기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연구의 시작과 함께 또는 시작 직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구조적으로 연구의 결과를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평가 연구는 교육과

정 개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절차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

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평가 연구들은 연구의 초점이 교육과

정 자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보다는 

교육과정이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179) 

따라서 교육과정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

이며,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이를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등에 대해 체계적

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총론뿐 아니

라 역사 교육과정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역사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점을 

둔 사항이나 의도한 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인지, 학교 현장의 여건이나 교사의 

인식 수준의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 역사 과목 편제 및 계열화의 방식 변화, 

특정 과목 내의 내용 구성 방식의 변화 또는 내용의 증감 등이 학생의 역사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다음 교

육과정 개정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물론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

179) 황규호, 앞의 논문, 2013,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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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개별 연구자들의 관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서 임시적인 연구팀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정 직

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180)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실태,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개

선 방안에 대한 탐색 연구를 전담하는 기구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

정 적용 이후 상시적으로 이를 분석·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이 이러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총론 관련 영역에 집

중되어 있다. 역사 교육과정을 비롯한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평가 연구

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가 상시적이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9차례 걸친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정 때마

다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바로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총론 수

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합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집중 이수

제, 교과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사회과 통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가 충분한 숙고 없이 교육과정에 반영

된 경우도 있고, 교육개혁위원회와 같은 외부의 자문 기구에서 제안한 아

이디어가 그대로 교육과정에 적용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진공 상태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은 교사, 평

가 체제, 학교 시설 등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적용되고 실행된다. 예를 들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제

도,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에 관한 제도, 학교 시설 및 환경, 교원 교육 

및 인사제도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있어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181) 이는 교육과정 개정에 도입된 새로운 내용, 새로운 변화에 대

180) 김두정, 앞의 논문, p.90.

181) 황규호, 앞의 논문, 201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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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른 요소들과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맥락에서,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이

론적인 연구 및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없이 우선적으로 교육

과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교육과정은 그 의도한 

방향이 실현되기보다는 오히려 현장에 수많은 문제만을 양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182) 결국 이에 대한 수많은 비판 끝에 다음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학교와 학생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교육 이론의 실험 대상

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과정에 새로운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이러

한 이론적인 아이디어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

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 즉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구조를 유기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면서 교육과정 

요인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변화, 부작용 혹은 개선

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 확인, 점검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183) 

이를 위해서는 연구학교의 운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은 1년, 몇 개

월 동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연구 개발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서는 ‘연구’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제7차 사

회과 교육과정의 개발 기간은 1997년 1월에서 10월까지, 2007 개정 교육

과정은 2005년 4월에서 12월까지였다. 2011 역사 교육과정 역시 개발 기

간은 2011년 3월에서 9월까지로 6개월에 불과하였다.184) 5~6개월 동안 

분과별로 8차례 남짓한 회의를 거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결정하였던 

18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준별 교육과정과 집중 이수제가 학교 현장에 초래할 문

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결정권자들은 이를 

개혁에 대한 저항, 교과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과 통합은 이

를 구현할 수 있는 교과교육적 이론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이

를 가르칠 수 없는 교사의 양성 없이 시행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학생들은 비전공 

교사에 의한 질낮은 수업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3) 황규호, 앞의 논문, 2013, p.46.

184) 김광운 외, 앞의 책, 201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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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인 ‘연구’도 불가능하며 따라서 제대

로 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상시적인 교육과정 연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이론적인 논의, 개선 방안의 

제안, 개선 방안에 대한 실험 연구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

다.185) 이는 교육 외부 정치권력의 요구에서 벗어나 교육 내적인 필요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시작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제4차 교육과정 1980. 10. 13 ~ 1981. 3. 

제5차 교육과정 1986. 2. ~ 1986. 6.

제6차 교육과정 1990. 12. 5 ~ 1991. 10. 30

제7차 교육과정
1996. 3. ~ 1997. 2(답신보고서 제출), 

96. 11. 15 총론 시안 제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5.4. ~ 2005. 12 

(시안 수정‧보완 연구 2006. 4. ~ 2006. 12.)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9. 1 ~ 2010. 1. 8(답신보고서 제출), 

2009. 12. 총론 고시

출처: <표 Ⅱ-2>와 같음.

<표 Ⅳ-12>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총론 시안 연구 개발 기간 

현행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역사 영역은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다. 그 결

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역사라는 별도의 과목 없이 ‘사회’의 한 영역

으로 기술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별도의 ‘역사’ 과목이 편제되어 있고 이

에 따라 독립된 목표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역사

포함)/도덕군의 일부로서 다른 선택과목과 함께 기술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는 초·중·고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

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어떻게 과목을 편제하고 내용을 조직

하여 역사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185) 류재명·서태열, 앞의 논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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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과가 독립교과로 편제되지 못하고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 편제됨으로 

인해 초래된 이러한 현실은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진

다. 초, 중, 고의 역사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각각 

다른 연구팀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역사 영역은 어떤 선택 과목들을 개설할 것인지의 문제는 총론을 개발하는 

시기에, 총론 연구진 및 사회과 다른 영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반

면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경우, 초등 역사 영역은 초등 사회과 개발

팀 연구의 일부분으로 진행된다.186) 이러한 체제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모여 역사교육의 전체적인 성격과 방향, 목

적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학교급별로 각 과목의 성격과 내용 구성 방

향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물론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역사가 과목으로 독립함으로써 여건은 한층 개선되었다. 특히 

2011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초등의 역사 영역을 포함한 초, 중, 고의 

역사 교육과정을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발함에 따라 전체 역사 교육

과정의 구성 방향의 일부로서 초등 역사 영역의 구성 방향을 결정할 수 있

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시 과정에

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2011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고

등학교 선택과목으로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필수과목으로서 ‘한국사’라

는 과목이 결정된 상태에서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총론에서 역사 선택과목을 결정하고 각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

하기에 앞서 초, 중, 고를 포괄하는 ‘전체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설

계’를 구상하는 협의 과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역사

를 가르쳐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토대

로 학교 역사교육의 의미와 가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일관된 방향과 논리 체계에 의거하여 초·중·고 역사 과목의 성격과 

186) 2007 역사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의 중복성 문제는 해소되었지

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복성은 여전하다는 비판은 이러한 분리된 연구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226 -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후 “각 과목의 목표와 성격의 체계화, 역사과목 간 

영역과 주제의 차별화, 각 과목의 내용 체계 및 구성 원리”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187)

이는 현행 역사 교육과정 문서체제에 나타나는 형식성을 극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행 역사 교육과정 문서체제에 있는 각 과목의 성격, 목

적에 대한 진술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 이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각 

과목별로 왜 그러한 목적을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

다. 2011 역사 교육과정의 경우 ‘세계사’의 목표는 “국민 국가를 탐구 대

상으로 삼는 한국사나, 지역을 탐구 단위로 삼는 ‘동아시아사’와 달리, 지

구상에 살아온 인류 전체의 역사 발전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진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의 탐구 단

위의 위계화가 세 과목 연구진 간의 합의 속에서 도출된 것인지는 분명하

지 않다. 이는 과목의 편제와 내용을 조직한 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진술하던 교육과정 개발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내용상의 

성취 기준을 먼저 개발하고 사후적으로 목적을 진술하는 지금까지의 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미리 설정된 전체 역사교육의 방향 속에서 각 과목이 어

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 하에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다면 

교육과정 문서 체제 상의 ‘성격’과 ‘목표’도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188)

한편 총론과 마찬가지로 역사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교육과정 개정에서 

의도한 바가 역사 교과가 처해있는 현실적인 틀과 조건을 고려할 때 실질

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역사 교육과정 개

발에서 중시되었던 교과 편제 및 계열화 문제의 경우도, 교육과정 개발 단

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가 충분한 연구없이 바로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이

로 인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한 경우가 빈번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기

의 중학교 정치사, 고등학교 분류사 체계가 대표적이다. 또한 2011 역사 

187) 진재관 외, 앞의 책, p.93.

188) 양호환, ｢역사 교육과정 목표 및 성격의 변화와 개선방안｣ 미래사회 대비 역사

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연구자료　ORM 20130-7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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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인물사, 중학교 정치사·문화사, 고등학교 사회경제사·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계열화 체제 역시 현재 배정된 시수로는 의

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등학교의 경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특

징, 맥락에 대한 설명없이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대외관계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89) 따라서 고등학교의 내용량의 확대는 불가피

하며 이는 자연히 학생의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 또한 한정된 수업 시수 

내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교사로 하여금 역사적 사고

력, 역사 이해를 함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개정 과정에서 이미 현장 교사에 의해 여러 차

례 제기되었으나 의미있게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계열성 문제의 경우, 일

반적으로 역사과의 계열성을 구성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역사의 학

문적 특성, 학교 역사교육의 목적, 학습자의 인식 수준이 언급된다. 그러나 

초·중·고의 계열화 논의는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역사 내용의 

범위와 위계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실행·적용 가능성 

여부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아무리 계열

화의 논리와 원칙이 타당하고 성취기준(목표)이 잘 위계화되었다고 하더라

도 실제 학교에서 실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구성을 전제로 계열화를 논의할 때에는 제한된 

시수, 교과서에서의 서술 가능성, 수업에서의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계열성을 설정해야 한다.190) 

또한 새로운 내용 구성 원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도, 이러한 변화가 교

과서 수준에서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수업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

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무리 새로운 방향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

리 학계의 수준에 비추어볼 때 교과서 서술에 구현될 수 없거나, 수업의 

여건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면, 새로운 이론의 도입은 오히려 교육 현장

189) 신유아, 앞의 논문.

190) 졸고, ｢‘초·중·고 역사과 교육과정 계열화’에 대한 토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의 책, 2013,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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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생의 역사 인식에 혼란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91)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있어서는 현재 학계의 연구 수준, 한정된 

수업 시수, 대학 입시와의 관련성 등과 같은 당면한 교육 현실에 대한 고

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정 내용이 현장

에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역사 교육과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 교육

과정의 적용과 관련한 지속적인 분석과 평가, 현실적 조건에 기반한 개선

안의 제시, 그리고 궁극적으로 역사 교육과 역사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들에 대한 연구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연구기구가 설

치되어야 한다.

191) 2007 역사 교육과정에 도입된 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 구성 방안의 도입

과 이로 인한 어려움은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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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어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특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

로, 교육과정 총론 수준에서 결정된 방향과 내용이 역사 교육과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총론의 요구에 역사교육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역사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살펴

보았다.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9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교육과정 개정의 주도 세력 및 개정 절차가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도 일정한 방식으로 고정되어 갔다.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문교부 편수관

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편수관들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자문･심의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는 별도의 연구 기관 또는 연구 위원회에 교육과정 시안의 연

구와 개발을 위탁하는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방식, 교육부와 연구기

관이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나누어 맡는 이원적 개정 체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지속적

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구 기관은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바꾸어

야만 안정적으로 연구 개발 대상을 확보하고 기관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특정 인사들이 교

육과정 총론 시안의 연구 개발에 반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하였다. 교육학자들은 교육과정 개발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대

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주장하였다.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교

육학자들이 교육과정 개정에서 핵심 의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 개정의 주

요 방향을 설정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

건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 개발을 맡았던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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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은 실질적으로 연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통령 자

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시한 개혁안

을 합리화하고 이들 기구에 의해 주도된 교육과정 개정을 절차적으로 합리

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정권의 성격 변화 혹은 교체 시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4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과정 개정이 정치 사회적 변화와 맞물

려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대략 10년을 주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

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5년을 주기로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가 발생하면서 교육과정 개정 주기도 빨라졌다. 개정 주기가 빨라지다 

보니 현행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교육과정 개정 작

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의 문제는 정치적 요구에서 비롯되는 주기적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두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기존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주기적 개정, 전면

적 개정, 일시적 개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수시 개정, 부분 개정으로 전

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정치권에 수용되면서 교육과정

의 수시·부분 개정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이었으며 그에 따른 해결 방안도 타당하지 못하였다.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에는 정치 권력에 더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기관의 존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편수관과 같은 교육 정책 당국자와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교육연구기관,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의 참여와 교육과정 개정을 연

구 과제로 활용하여 학문적 성과로 삼고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학

자나 교육과정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구조적 요소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이 부분 수정의 형태로 이루어짐으로

써 교육과정 개정에서 역할이 축소되었던 총론 연구진들이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수시 개정 

체제는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을 정당화하고 이를 촉진함으로써 교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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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교 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교과교육 연구자들을 ‘교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총론 개발에서 배제하였다. 반면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교과의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사회

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과정 개발에서 자신들의 위치

를 정당화 하였다. 더 나아가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역할은 학습자와 사회

가 요구하는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교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총론이라는 절차를 통해 교

과의 편제 및 시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 구도 속에서 

각 교과는 해당 교과가 교육과정에 포함될 만큼 가치가 있음을 정당화해야 

했다. 또한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총론에서 제시한 방향과 의도가 교과 교

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교과 교육과정 개

발에 개입하였다. 이런 점에서 현행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총론 우위의 하

향식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

다. 또한 이러한 논의 구도 하에서 총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일반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교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총론에서 

추출해 낸 목표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며, 교과

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중립성’을 근거로 총론 개발에서 교과교육 관련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영역주의’라 

볼 수 있으며, ‘총론’이라는 형식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장에서는 사회과 통합 문제와 선택 교육과정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총

론에서 결정된 정책 방향이 역사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

수요목기 사회생활과의 도입은 이후 통합 사회과 문제를 유발하는 단초가 

되었다. 사회생활과의 도입은 통합적인 사회생활과가 학생의 경험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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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에 가장 적합하며 이것이 가장 진보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사회생활과 도입론자들은 사회생활과 반대 주

장을 학문의 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분과주의적인 것이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사회생활과의 도입을 강행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총론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추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독립 교과로서의 국사과 폐지와 사회과 통합이 강행되

었다. 총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교과 편제상의 통합과 더불어 사회과 내

부적으로도 내용 구성의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다. 제4차 교육과정 이

후 중학교 ‘사회’는 학년별로 2개의 영역을 병렬적으로 편성하고 통합 단

원을 설정함으로서 통합적인 성격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통합 방식은 제7

차 교육과정까지 계속되었다. 총론 개발진과 사회과 내부의 통합론자들은 

통합 교육과정을 이상적인 형태이자 지향해야 할 당위적인 교육과정 형태

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통합 교육과정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나 분과적 

교육과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나 경험적인 

증거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회과 세 영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융합된 새

로운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목표에 불과하였

다. 또한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구성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통합 교육과정을 먼저 개발

하여 시행하고 난 뒤 이를 정당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교육과

정이 강행됨으로써 대부분의 사회과 교사들은 비전공 영역을 가르치게 되

었고, 이는 사회과 수업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

편 통합 지지자들은 사회과 통합을 반대하는 주장을 교과 이기주의라고 비

난하였다. 하지만 사회과 내부의 내용 영역 통합에 관한 논쟁은 사회과의 

목적,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상이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다. 따라서 통합에 대한 반대를 교과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총론 연구진들이 사회과 통합을 강행했던 것은 그것이 교과목 수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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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제4차 교육과정 이래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축이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를 위해 총

론 연구진들은 교과목 수를 축소하고 선택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

진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행되었던 집중 이수제의 실

패에서 드러나듯이 교과목 수 축소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축소시키지 못하

였다. 오히려 교과목 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체제가 강화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

한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총론 연구진들은 단위학교에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흥미와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부여

하겠다는 명분 하에 선택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 체제는 대학입시, 수능체제와 결합하면서 왜곡 

굴절되었다.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유리한 정도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진로와 흥미에 따른 과목 선택’이라는 ‘선택 교육과정’ 도입 취지

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특정 과목에 편중됨으로

써 사회과 교육과정이 왜곡되었으며, 특히 대학입시에 불리하다고 여겨진 

‘세계사’는 거의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영어‧수학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단위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를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에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계사’를 포함한 사회 과목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4장에서는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방식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사회과 통합과 

시수 축소로 역사교육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역사교육 연구자

들이 이를 타개하고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

으며 이러한 노력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역사 교육과정 개정 방

식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까지 역사는 사회과의 한 과목 또는 한 영역으로 운영되

었다. 그러나 제3차 교육과정기 정부의 국사교육강화 정책의 흐름 속에서 

중·고등학교의 국사는 독립 교과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사는 사회과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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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잔존하게 됨에 따라 국사는 국사과로, 세계사는 사회과의 일부로 가

르치는 기형적인 체제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집권 세력은 

‘민족 정체성의 확립’, ‘국적있는 교육’을 내세우며 체제를 옹호하고 정당화

하고자 하였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조치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였

다. 이로 인해 제3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육의 내용 선정과 서술에 있어서 

정치 권력의 영향이 커졌고, 그 결과 정부 시책을 홍보하고 체제를 정당화

하는 내용이 서술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이른바 ‘민

주 진영’으로부터 국사 교과는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된 ‘국책 교

과’라는 혐의를 받는 빌미가 되었다.

한편 제3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는 문화사를 중심으

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중·고등학교 국사 교육의 계열성을 확립하려는 노

력이 처음 시도되었다. 이러한 계열화 방향은 제6차 교육과정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국사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문화

사 관련 내용이 일정 정도 포함되었다. 민족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국사 교육의 목표로써 강조되는 상황에서 문화사 관련 내용을 완전히 배제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문화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문화사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사 중심의 구성이라는 원칙은 교육과정 내용 구성이나 교과서 서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초·중·고 국사 교육과정의 계열화를 어렵

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역사교육계에서는 역사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역사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학문적인 

측면과 사회적·정치적 측면,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총론 연구진들

은 국사교육은 초·중·고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사

를 모든 학교급에서 필수, 독립교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총론 연구진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교육계에서는 학교급별

로 국사 내용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역사교육계는 학교급별로 주제나 분야를 달리 설정하는 계열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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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역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열화 방식은 종

합 학문이라는 역사학의 학문적 특성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였으며, 

역사 수업과 학생의 역사 이해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또한 기존의 

계열화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시도

된 새로운 계열화 방식은 충분한 이론적 토대 및 현장 검토 없이 시행됨으

로써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유발하였다. 

세계사 영역의 경우 내용 선정과 조직에서 나타나는 서구 중심성을 극복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점차 비유럽 지역의 역사, 

특히 인도 및 동남아시아사, 서아시아사를 추가하여 여러 문화권이 균형적

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방향

은 교과서 서술량의 증가를 가져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

를 야기하였다. 

또한 역사교육 연구자들은 역사 교과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교육의 유용성을 밝히고 학교 역사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체계화

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역사적 사고력의 함양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 논의 구도 속에서 특정 교과의 가치

에 대한 결정은 교육과정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의 축소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통합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상황 속에서 역사교육 목표로서의 ‘역사적 사고

력’의 강조, 역사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주

장은, ‘교과 이기주의’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동시에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역사교육

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도 전개되었다. 이를 위해 역사학계·역사

교육계는 사회과 통합을 비판하고 역사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성명서와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언론에서도 국사교육 문제를 중

요한 의제로 받아들이고 이슈화하였다. 언론은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기 위한 교과”인 국사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

나 대중적인 논의 속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주장은 ‘국사’ 교육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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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치환되었고, 민족·국가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세계사 교육, 국사와 세

계사의 연계 및 이를 통한 ‘역사’ 교육의 가능성 문제를 소외시키는 결과

를 야기하였다. 

한편 역사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족·국가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역사교육계

의 이론적인 연구 경향과도 그 방향을 달리한다. 학교 역사교육의 가치를 

단일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정체성 유지에 두고 있는 대중적 인식과 역사

적 사고력, 다양한 역사 해석, 역사화를 강조하는 역사교육 이론 연구는 서

로 균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를 

통해 역사교육을 정상화·강화시키고자 한 그간 노력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교육과정 총론 및 역사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개

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현재와 같은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는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전면적인 범위에서 빈번하게 계속되는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수시 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부분”적이어야 하며, 전면적인 개정은 최

소한 6~7년을 주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총론 우위의 하향식 교육

과정 개정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과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총론 개발 

과정에, 총론 연구자들은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을 개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개발팀, 

교과 교육과정 개발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상호 교류와 검토를 

바탕으로, 이들이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을 통관하는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

아가 현재와 같이 총론에서 제시된 방향과 지침들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거

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각 교과의 특성에 기반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교과의 특성을 왜곡하는 상황을 고

려할 때, 총론이라는 형식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하며, 점진적으로 교육과정의 중심축이 총론에서 교과 교육과정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교사

이며, 교사의 실제적 지식과 유리된 교육과정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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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사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이들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과정 개정 과

정에서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현장 검토를 거친 

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역사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역사 각 과목의 개발에 앞서 각 학교급별 교

육과정 연구자들이 모여 역사교육의 전체적인 성격과 방향, 목적을 설정하

고 이에 의거하여 학교급별로 각 과목의 성격과 내용 구성 방향을 협의하

고 조정하여 전체 역사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

다. 또한 새로운 내용 구성 원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도, 이러한 변화가 

교과서 수준에서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수업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야 한다. 동시에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역사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사 교육과정 연구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역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총론의 규정성을 구명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총론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의도를 갖고 지침이 내

려졌으며,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들은 이러한 지침을 어느 정도 수용했으

며, 어떠한 의도를 갖고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을 개정했는지

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회의 기록과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 결과 

본 논문은 교육과정 연구 보고서와 교육과정 고시문을 통해 논의 과정을 

추론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추후 교육과정 연구진들과의 인터뷰 등

을 통해 역사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체제의 구체적 실제적 실체가 보완되어

야 하겠다.  

역사 교육과정은 여러 부분에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교육과

정 개정 논의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한계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더 

나은 역사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교육이 질적으로 향

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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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ontent and the Procedure of 

History Curriculum Revision

Kim, Su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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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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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investigation about 

the features of the procedure of curriculum revision, how the 

content and direction determined by the general curriculum had an 

effect on history education. In addition, I explained how history 

education community have responded to the demands of the general 

curriculum and developed the history curriculum.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is characterized by the "R & 

D-oriented" curriculum revision, the constant revision of national 

curriculum, and the “top-down” curriculum revision dominated by 

the general curriculum. The "R & D-oriented" curriculum revision 

system has induced the repetitive revision of the curriculum and 

provided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voice of the educator in 

the curriculum revision. It also procedurally rationalizes the reform 

proposal presented by the President advisory organization.

The constant revision of national curriculum was the result of the 

acceptance of indications of harmful effects which were arose by 

the frequently and periodic revision that comes from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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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s. It is causing confusion in schools and history education by 

justifying and facilitating the frequent revision of curriculum.

The curriculum researchers exclude the subject matter 

researchers from the general curriculum development by defining 

that the subject matter researchers cannot escape from the "subject 

superiority complex". On the other hand, the curriculum researchers, 

giving neutrality, claimed that the role of the curriculum researchers 

is to assess the value of each subject and that the intention and 

direction which were presented by the general curriculum should be 

reflected in the subject curriculum. 

The integration of social studies and the expansion policy of 

elective curriculum which was determined in the general curriculum 

imposed a constraint on history curriculum. Although proponents for 

the integration defined the integrated curriculum as a duty we 

should aimed, there was no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basis 

which can prove the superiority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Further, constructing the integrated curriculum was hard to realize 

it. In addition, because of enforcing the integration of social studies, 

almost teachers of social studies taught the non-specialty area and 

therefore, the quality of the teaching of social studies was reduced. 

Although proponents of integration accused claims against the 

integration of social studies as subject selfishness, it is to distort 

the nature of the problem.

The theory of reduced learning burden served as a basis to 

justify the integration of social studies. However, the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subjects such as the integration of social 

studies, was not a fundamental solution for reducing the burden of 

student learning. Meanwhile,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e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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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system brought unequal distribution of certain subjects, 

biased curriculum organization compiled with national language, 

English and mathematics, and the downswing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cluding the "world history".

In the 3rdcurriculum, because of national measures about the 

national history textbook, the influence of political power in the 

education of national history has been increased. Additionally, in the 

3rdcurriculum, although efforts to establish principle of sequences in 

history curriculum were tried for the first time, it did not achieve 

substantial results.

After the 6th curriculum, researches in the history of education 

tried to straighten out the history education by improving the 

history curriculum. For differentiation of school grade-specific 

national history content, principle of sequences to differently set the 

field or topic of school grade was introduced. However, this 

principle of sequences distorted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y and led confusion in understanding of the student. In 

addition, although there was an effort to justify the value of the 

history curriculum by organizing the goals and objectives of history 

education and by emphasizing the cultivation of historical thinking, it 

could not achieve the desired results.

And efforts to maintain its position of history education by 

ensuring the support of public opinion were also expanded. 

However, in the public debate, a claim for the normalization of 

history education was replaced by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history" education. And also, the emphasis about the identity of 

nation led to alienate issues about possibilities of “history 

education” and cooperation of world history with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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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Based on this analysis, I explored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history curriculum revision by suggesting modification or supplement 

of the constant revision of national curriculum, the establishment of 

a close cooperation of the development team between the subject 

curriculum and general curriculum, gradual reduction of the role of 

the general statement, expansion of the role of teachers in the 

curriculum revision, provision of adequate research and site 

inspection procedures, provision of procedure that can be adjuste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content structure and character 

development, a careful application of the new theory and, the need 

for establishing permanent organization of a history curriculum 

research

Keywords : Procedure of the curriculum revision, Construct of 

contents in history curriculum, Integration of social 

studies, Elective curriculum, Principle of sequences, 

Reinforcement of national history

Student Number : 2007-30400  


	Ⅰ. 서언
	Ⅱ.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특징과 문제점
	1. 연구 개발형 교육과정 개정
	2. 수시 개정 체제의 도입
	3. 총론 우위 하향식 교육과정 개정

	Ⅲ. 역사 교육과정 구성의 제약 요인
	1. 통합 사회과의 강행
	2. 학습 부담 축소론과 선택 교육과정 확대론

	Ⅳ. 역사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난맥과 개선 방향의 모색
	1. 역사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변천과 개선 노력의 한계
	2. 역사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 방향

	Ⅴ.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