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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 필자는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이 처한 문제 상황을 살펴보
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
에서는 세계사가 존폐 문제의 원인을 선택형 교육 과정과 세계사 교
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학생들이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세계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서 발단이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착안하여 세계사의 교육내용을 어떻게 구
성해야 하는지, 이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소통’라는 공통주제로 열린 제58회 전국역사학대회(2015년 10월 30-31

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의 험로와 개선방안 모색’(2015년 10월 31일)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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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세계사는 국제사회 이해교육의 중핵적인 과목이다. 세계사 교육은 국제 사회 이해와 인류

공영의 기초를 조성하기 위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1) 세계사를 학습함으로써 지구촌의 다양한

인류 집단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개별 민족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상생을 위한 역사

의식과 시각을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사는 다문화 가치를 인정하도록 돕고, 세계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며, 국제 연대와 상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

한 과목이다.2)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계사 과목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그 의미와 존재가 사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이에 필수적인 소양을 제공하는 세계사는

과목의 존립마저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사 교육의 문제 심화’, ‘세계사 교과의

고사(枯死)’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도 이제는 식상할 정도이다. 여러 해 전부터 세계사 교육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자리의 주제는 대부분 세계사

교육의 위급 상황과 대안 모색이 주를 이루었다.3) 그런데 세계사 교육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

려 더 개악이 되고 있으니, 역사 교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도대체 그 이유

는 무엇일가? 필자는 본고를 집필하면서 한편으로 불안하고 다른 한편으로 아쉽다는 느낌을 저

버릴 수 없었다. 문제를 충분히 감지하지만 대처가 미흡하고 겉돌기 때문일 것이다.4) 

   본고에서 필자는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이 처한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본고는 학생들이 세계사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기 위해서 세계사

교육이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착안하여

1) 이원순·이정인, 역사교육-이론과 실제(정음문화사, 1985), p.103. : 원래 필자는 고등학교 서양사 교육을

살펴보려고 했지만, 한편으로 역부족이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서양사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세계사로 방향을 돌렸다. 서양사는 세계사의 일부분을 구성함으

로서 세계사를 통해서 서양사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김덕수 외, 고등학교 세계사(천재교육, 2014), p.27.
3) 최상훈, 세계사교육의 쟁점과 당면 과제 , 역사교육138(2016), pp.217-218.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

면, 1975-2016년 동안 세계사 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개최된 학회는 8회나 열렸다. 최근(2016년8월 26일) 

한국서양사학회 주최로 “한국의 세계사교육과 교과서”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심도 있는 발표

와 토론이 있었다.  
4) 1975년 최양호 교사는 이미 세계사 교육의 문제를 다음 같이 토로한 것은 절실하게 심정적으로 다가온
다. 이런 예상은 장차 올 수 있다는 예감이 들기도 한다. “이러다 보면 세계사는 밀려 나가서, 나중에는

세계사는 일반사회와 국사에 할 떼니까. 일반사회교과서 뒤에서 붙이면 되지. 세계사가 무슨 단독과목

이라고 나서느냐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최양호. 고등학교 현대사 중심 세계사 교육과정 시안 , 역
사교육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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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의 교육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살펴보았다. 하지

만, 본고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세계사 교과서 서술 방식을 창안

하는 일은 필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과제이다. 필자는 본고가 우리가 당면한 세계사

교육의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논의를 촉진하는 촉매가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Ⅱ. 선택형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육의 문제 심화

   21세기는 지구촌 사회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세계사 교육이 필요하다. 세계사 교육은 국가별

가치와 지구촌 세계시민을 위한 보편가치의 조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

기 때문이다.5) 세계사 교육은 국제적 교양을 갖춘 주체성이 있는 한국인의 양성을 지향하는 것

이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세계사와 한국사 교육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사

교육은 한국사와 세계사와의 연관적인 이해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인식하도록 하여

국제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주체적인 태도의 함양에 힘써야한다. 요컨대 세계사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세계사를 이해하는데 있지만, 결국 그것은 세계적 안목과 세계의식 및 역사의

식을 두루 갖춘 한국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6) 

   더욱이 최근 세계사 교육에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는 오늘날 사회와 세계가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겪음에 따라 더욱 중요시되는 것으로 여겨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세계적·국가적·개인적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필요하다. 세계사 교육은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데 일익

을 담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사 교육은 그 실용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7)

   이처럼 세계사 과목은 21세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유용한 과목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줄곧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

다.8) 제1차에서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사과목의 시수는 변화가 없지만 세계사 과목은 교육과

5) 이존희, 역사교육, 달라져야한다(혜안, 2001), p.37, 45.
6) 이배용, 고등학교 역사 교육의 과제와 전망 , 이기백·김용선·이배용·김영한 지음, 역사교육, 무엇을 어

떻게 가르칠까(소화, 2000), pp.113-114.
7) 이배용, 앞의 논문, pp.78-79.
8)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역사과목이 사회생활과에 포함되면서도 국사, 일반사회, 도덕은 별도의 체제를
유지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국사, 세계사, 지리1, 일반사회, 국민윤리와 지리2, 정치경제로 구분

하고 역사과목인 국사와 세계사를 필수로 지정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과와 국민윤리과가 독

립 과목으로 지정되고 세계사를 비롯한 나머지 과목은 사회과에 편성되는 변화가 있었다. 이후 국사는
국정 교과서에 의한 국민필수 교육과목으로 위치를 강화되었다. 이 같은 체제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4

정의 변천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위축되었고 과목 시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 자연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세계사 수업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9) 

제1-2차 교육과정에서 주당 시수가 3시간이던 것이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2시간으로 줄었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는 지리, 세계사, 세계지리, 정치경제를 합하여 4시간이 되었고, 제5차 교육

과정에서는 세계사, 정치경제, 세계지리를 합하여 2시간이 감축되었다.10) 그러다 제6차 교육과

정에서 세계사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위축되었다.11)

<표 1> 고등학교 역사과 과목 편제 변천 과정

사회과 과목의 명칭이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으로 다시 분화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목의 편성과 운영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독립 과목이던 국사가 다시 사회과

에 포함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과목으로 공통사회(일반사회, 한국지리 : 8단위), 국사(6단위)가 공통

필수로, 정치(4단위), 경제(4단위), 사회·문화(4단위), 세계사(6단위), 세계지리(6단위)가 과정별 필수과목으
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지정된 과목은 전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몇 과목을 시도 교육청 단

위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상 선택과목의 형식을 가진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경제과목을 필

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가운데 3, 4과목을 선택하도록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그 가운데 세계
사는 세계지리와 함께 묶어 택일하도록 하였다.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를 과정별 필수과목

으로 선택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나 시수는 6단위가 아니라 4단위로 축소

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배용, 앞의 논문, p.83. 
9) 영국의 교육과정은 눈여겨 볼만하다. A-Level의 경우, 문과는 이과과목을 1과목 선택(주로
수학)하고 이과는 문과과목을 1과목 선택(주로 역사, 경제지리)한다.   

10) 제5차 교육과정에서 세계사는 인문계열 필수였다.
11) 유승렬,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과목의 위치 , 역사교육60(1996), p18. : 제6차 교육과정이 적

용되기 직전이던 1995년 서울의 경우 비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전체 고등학생의 70%를 상회하는데, 

이들은 세계사를 원천적으로 배울 수 없게 되었다. 유승렬, 앞의 논문, p.20, n.48.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교수요목

(1946-1955)
인류문화사 우리 문화사

제1차 교육과정

(1956-1962)
국사(필수), 세계사(선택)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
국사(필수), 세계사(선택)

제3차 교육과정

(1974-1981)
국사(필수), 세계사(선택) 국사과 독립

제4차 교육과정

(1982-1989)
국사(필수), 세계사(선택) 국사과 독립

제5차 교육과정

(1990-1995)
국사(필수), 세계사(선택)

세계사

인문사회과정 필수
제6차 교육과정 국사(필수), 세계사(선택) 국사, 사회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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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외면하는 정도는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표 2>12)는

2005-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3) 사회탐구영역14) 지원현황이다. 11개의 선택과목 가운데 세

계사는 선택율에 있어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15) 

   2005학년도 수능 사탐 선택과목 가운데 선택자가 제일 많았던 한국지리는 무려 40.5%의 학

생들이 선택한 데 비해 세계사는 5.2%(9위)에 그쳤다. 2006학년도 사탐 선택 1위인 사회·문화가

40.7%인데 세계사는 11위이고 5.9%였다. 2007학년도 1위 사회·문화는 41.2%인데 세계사는 11위

이고 6.0%였다. 2008학년도 1위 사회·문화는 42.1%인데 세계사는 11위이고 6.3%였다. 2009학년

도 1위 사회·문화는 44.2%인데 세계사는 11위이고 6.0%였다. 2010학년도 1위 사회·문화는 43.9%

인데 세계사는 11위이고 6.1%였다. 2011학년도 1위 사회·문화는 43.0%인데 세계사는 11위이고

6.3%였다. 2012학년도 1위 사회·문화는 36.9%인데 세계사는 10위이고 4.8%였다. 2013학년도 1위

사회·문화는 35.6%인데 세계사는 10위이고 4.8%의 학생들만 선택했다. 

   사탐 선택과목의 수가 11개에서 10개로 조정된 2014-2017년도 수능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계

속되었다. 사탐 과목 응시자의 과목별 응시 현황에서 세계사는 10개 선택과목 중 9위에 머물렀

다<표 3>16). 다만 2017학년도에는 선택자가 다소 증가하여 세계사는 8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12) 김덕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수능제’와 ‘과목편식’의 문제-최근 10년 사회 탐구 과목의 선택현황

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와 실천』제80권, 2014, p.8. <표 2> 참고.
13) 이하 수능으로 표기함.
14) 이하 사탐으로 표기함.
15) 동아시아사는 하위권을 맴돌고 한국사는 5위를 넘지 못한다. 역사과목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한다는 판단해도 될 수치이다. 학문적 특성과 현 입시제도에서는 역사과목은 문제상황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사 교육의 고사화(枯死化)에 대한 한 원인을 대학입시제도에 돌리는 것은 당

연하다. 대학입시에서 세계사 과목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세계사 자체가 소홀해지게 된
것이다. 수차례 입시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계사는 점차 그 위상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과목으로

서의 존립마저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6) 김덕수,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 개정현황과 쟁점: 6차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까지 ,『역사교
육』140(2017), p. 4, <표 1> 참고.

(1996-2001)

제7차 교육과정

(2002-2011)
국사(필수)

한국근·현대사(심화선택)

세계사(심화선택)

10학년 국민공통기본과목, 

11-12학년 신택중심교육과

정

2009개정 교육과정

(2012-2013)
한국사(선택), 세계사(선택), 동아시아사(선택)

고등학교 전 기간 선택중

심교육과정, 2012년 한국

사 필수 지정

2011개정 교육과정

(2014-)
한국사(선택), 세계사(선택),  동아시아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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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표를 검토하다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과연 세계사가 하나의 과목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깊은 자괴감이 든다.    

 

<표 2> 사탐 응시자 과목별 응시 현황(2005-2013학년도 비교)

학
년
도

응시
인원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2
0
0
5

574,
218

과목명 한국
지리

사회·
문화 윤리

한국
근현
대사

국사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세계
사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인원수 232,
370

229,
100

179,6
97

171,
591

159,
052

98,
856

84,
485

54,
911

29,
671

29,
614

비율
(%) 40.5 39.9 31.3 29.9 27.7 17.2 14.7 9.6 5.2 5.2

2
0
0
6

554,
345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국사 경제 법과
사회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25,
633

211,
526

172,7
06

158,
584

102,
487

100,
189

86,
666

62,
584

47,
784

33,
346

비율
(%) 40.7 38.2 31.2 28.6 18.5 18.1 15.6 11.3 8.6 6.0

2
0
0
7

551,
884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
사회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27,
422

214,
499

168,4
14

161,
421

106,
392

88,
068

69,
507

62,
434

54,
286

37,
917

비율
(%) 41.2 38.9 30.5 29.2 19.3 16.0 12.6 11.3 9.8 6.9

2
0
0
8

550,
588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
사회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31,
950

221,
773

174,8
34

165,
127

108,
958

84,
239

57,
570

57,
009

52,
925

40,
047

비율
(%) 42.1 40.3 31.8 30.0 19.8 15.3 10.5 10.4 9.6 7.3

2
0
0
9

559,
475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
사회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47,
329

220,
083

193,9
05

171,
001

113,
083

80,
559

58,
635

56,
111

54,
104

40,
551

비율
(%) 44.2 39.3 34.7 30.6 20.2 14.4 10.5 10.0 9.7 7.2

2
0
1
0

638,
216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
사회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80,
470

248,
246

233,
487

188,
966

127,
937

84,
837

69,
704

63,
735

61,
375

49,
094

비율
(%) 43.9 38.9 36.6 29.6 20.0 13.3 10.9 10.0 9.6 7.7

2
0
1
1

668,
991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
사회

세계
지리

경제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87,
918

238,
620

236,
487

200,
806

124,
623

75,
372

63,
838

63,
520

56,
531

52,
890

비율
(%) 43.0 35.7 35.3 30.0 18.6 11.3 9.5 9.5 8.5 7.9

2
0
1
2

648,
946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지리 국사 경제 세계

사
경제
지리

인원수 239,
665

187,
941

167,
236

152,
976

92,
602

46,
838

43,
840

43,
441

41,
726

29,
999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의 문제와 교과서 서술의 개선 방안 모색 7

과목명 2017학년도 2016학년도 2015학년도 2014학년도

생활과 윤리 ①168,253 ①173,687 ①167,524 ②137,054

사회·문화 ②161,508 ②164,273 ②160,233 ①155,249

한국지리 ③82,532 ③93,902 ③99,137 ③112,459

윤리와 사상 ⑤37,380 ④45,250 ④57,025 ④71,114

세계지리 ④42,455 ⑤39,958 ⑤39,580 ⑦37,684

한국사 ⑥37,254 ⑥38,705 ⑤42,529

동아시아사 ⑥29,793 ⑦31,827 ⑦35,637 ⑧36,982

법과정치 ⑦28,497 ⑧28,004 ⑧31,056 ⑥38,203

세계사 ⑧22,196(7.6/4.0) ⑨22,283(6.9/3.8) ⑨26,932(8.0/4.5) ⑨28,772(8.5/4.7)

경제 ⑨6,731 ⑩7,304 ⑩9,089 ⑩13,420

290,120/552,297 322,674/585,332 332.880/594,835  337,134/608,813

<표 3> 사탐 응시자 과목별 응시 현황(2014-2017학년도 비교)

*본 통계수치는 매년 12월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결과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함.

*세계사( )숫자: (총지원자 대비 세계사 선택자 / 사탐 지원자 대비 세계사 선택자 비율)

   세계사 과목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외면

받는 과목으로 전락한 결정적 계기는 제7차 교육과정의 개편에서 찾을 수 있다.17) 이 교육과정

으로 인한 변화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05년도부터 시험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선택수능제’가 도입된 것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세계사 선

택율은 크게 줄게 되었다. 학생들은 사탐 영역은 처음에 최대 4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었지만

2014학년도부터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제도화되었다.18) 이로서 범위가 방대하고 암기할 것이

17) 선택형 교육은 비단 세계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 현실을 황폐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다. 더욱이 주5

일제로 수업시수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어·영어·수학의 시수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

다. 반면, 국어·영어·수학을 제외한 과목은 선택, 축소 혹은 집중이수 처리되었다. 예체능, 기술, 제2외국
어 과목, 한문 과목의 존치마저 힘든 실정이다.   

비율
(%) 36.9 29.0 25.8 23.6 14.3 7.2 6.8 6.7 6.4 4.6

2
0
1
3

621,
336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법과
사회 국사 세계

지리 경제 세계
사

경제
지리

인원수 221,
473

172,
165

158,
269

150,
657

82,
766

43,
918

39,
032

38,
151

32,
701

20,
498

비율
(%) 35.6 27.7 25.5 24.2 13.3 7.1 6.3 6.1 5.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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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기피의 과목이 된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이 더욱 줄어드는 것은 당연

하였다. 더욱이 세계사는 내용의 방대함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물론, 학교 관리자들, 심지

어 역사 교사들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다.19)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은 그 취지와 관계없이, 역사과목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95년 11월 교육개혁위원회가 과목별·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세부 원칙을 마련함에

따라, 국사과목은 독립 교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필수과목에서도 자동적으로 배제되었다.20) 

또한 세계사를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과목으로 편성함으로써, 세계사 교육이 대폭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21) 

   제7차 교육과정을 계기로 등장한 소위 ‘세계사 교육 고사론(枯死論)’은 세계사의 비중이 지나

치게 낮고 불공정하게 편성됨으로써 학생들이 세계사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개

탄스러운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세계사 교육 고사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사회과 통합

의 추세 속에서 역사 과목의 위상 축소와 세계사 과목 존폐의 기로에서 역사 교육계가 느끼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22) 세계사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역사과의 입장에 반영되지 않고, 

18) 김덕수, “[토론 5]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토론-교육과정을 통해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
육의 문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개 토론회 자료집(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ORM 

2015-37, 2015), p.73.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자료 제2007-50호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핵심요원 연수

(고등학교 사회), 2007. : 제7차 교육과정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때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
다. 왜냐하면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 파악이나 극복을 위한 대안의 형태로 제기되기보다 비교적 이상

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적 논의로 진행되었고, 선진국의 경험 등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교

육과정 개정 논의에 있어 적절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여론의 거센 반발을 야기 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핵심인 국민공통기본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이원적 체제, 수준별 교

육과정 등은 총론과 각론을 연구하기 이전에, 이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틀로서 많은 회의와 이

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틀 자체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교사의 거부감과
부담이 매우 큰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개정시안이 발표된 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2-3학년 과정을 전면적으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개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학교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국가 교육과정에서 공통필수로 부과하는 과목의 자격에 대한 이

의도 제기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문제였다. 우열반의 부활, 학교가 단

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수학과 영어 중심으로 학원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제7

차 교육과정의 주된 아이디어는 학교 교육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 개념과 구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

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이상적인 학교 교육의 모

습을 유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조난심, 제7차 교육과정 : 정교화, 

확산, 그리고 재음미의 과정 , 한국교육개발원 편, 교육개혁정책의 심층 해부(문음사, 1999), 

pp.198-203.).  
19) 적어도 “국제”, “외국어”, “글로벌”이라는 명칭을 쓰는 학교는 세계사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 이배용, 앞의 논문, pp.105-106. 
21) 이배용, 앞의 논문,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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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에서 과목부의 일방적인 입장 혹은 정부의 이해관계만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종 역사 학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줄곧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2000년 5월

제43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역사 관련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23)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역사

관련 영역의 파행 운영을 거론하였다. 해당 성명서에서는 국사가 독립 과목에서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 위축되고, 수업시간이 줄었으며, 세계사가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약화된 실상

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때 제시된 해결책 6가지 중 “사회과 통합 중단 및 한국사와 세계사를

사회과에서 분리하여 역사과로 독립 편성,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이었다.24)

   이후 2002년에는 세계사 교육의 심도 있는 논의들 위해서 동양사학회, 서양사학회, 역사교육

연구회, 웅진사학회가 참여하여, ‘세계사 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계사 교육 문제 대

토론회가 열렸다.25) 이 토론회에서 제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는 모든 학문의 기본이며 출발점이다. 교육 당국은 새 교육과정 편성에 역사를 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사를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셋째, 역사 관련 교육과정 개편에는 반드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학계 및 현장 역사 교사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세계사 교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입시정책 등 세계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촉구한다.  

   이와 같은 요구와 논의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들은 결국 수용되지 않았고 세계사 교육의 파국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2014년 동아시아

과목이 수능 사탐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사의 입지는 더 약화되었다. 물론 최근 중국의 부

상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의 의미는 상

당히 긍정적이다. 세계사 입장에서 동아시아 교과서의 탄생 배경과 당시의 정치적 역학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다. 한국사 서술에서 자국중심주의나 민족 중심주의적인 서술

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점도 있다.26) 

22) 김한종 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책과 함께, 2005), p.302.
23) 성명서 , 역사교육(76, 2000). 
24) 김한종 외, 앞의 책, p.324, n.1.
25) 세계사 교육 대토론회 자료집(2002).
26) 그렇다고 필자가 세계사의 문제를 단지 동아시아 과목 탓으로 돌리는 식의 논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
니다. 물론 동아시아 과목 때문에 세계사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판단은 결국 총론격의 교육과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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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등학교 과목으로서 동아시아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세계사와 한국사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내용과 자료를 중복해서 싣고 있다. 단원 중, 

‘1. 국가의 형성’, ‘2.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3. 국제 관계의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은 주제별로

세계사와 한국사의 내용을 확대·보완한 측면이 여실히 나타난다. ‘4.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

화’는 17-19세기까지 동아시아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내용은 겹친다. ‘5.근대 국

가 수립의 모색’와 ‘6. 오늘날의 동아시아’는 세계사 교과서에 이미 실려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27)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한·중·일 삼국의 역사를 균형있는 관점으로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 의문이 든다. 역사적으로 상당한 갈등과 입장 차이가 있는 삼국의 역사 서술을 종합하기 위

해서는 학자들 사이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꾸준한 교류, 토론 및 합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동아시아사 과목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들에게 동아시

아사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동아시아사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굳이

새로운 교과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하다. 기존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내

용을 보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동아시아사 과목은 아무리

그 개설 명분과 의의가 충실하다고 해도, 과목 설치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28)

Ⅲ. 세계사 교과서의 검토와 개선 방향

   세계사 교육의 실패를 단지 선택과목제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입 수능 시험

제로 판단되었던 세계사 교육의 문제가 결국 동아시아 교육과정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을 역
으로 해석해서 동아시아 과목이 소멸되면 세계사의 존폐 위협이 소멸된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도 더욱

이 아니다.    
27) 동아시아사의 단원명 인용은 안병우 외 공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천재교육, 2014학년도 전시본) 참

고.
28) 이 시점에서는 2015년 8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골격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듯하다. 각 과목의 전문회의를 통해 구체적

인 학습내용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수업은 고등학교에서 2022년, 중학교에서 2021년, 초등학교에서

2020년으로 예상하였다. 고등학교의 역사 교육의 과제는 첫째 근현대사 분야에 대한 정착도가 낮은 것, 

둘째 암기 중심으로 이루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과목으로 歷史總合은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
본과 세계의 움직임을 관련시키고 학습하고, 토론과 자료 분석을 중시하는 것이다. 새로 개설될 과목은

일본사와 세계사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필수 과목이다.( 마이니치 신문 , 요미우리 신문 , 산케이
신문 , 니혼게자이 신문 , 201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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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생들이 세계사 선택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입시 체제에서 사탐 과목

의 선택 수는 4과목에서 현재 2과목으로 줄어들었으며, 나아가 수험생들이 사탐 과목 선택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실적으로 선택

한 과목이 대학입시에 유리한지 여부일 것이다. 진학을 희망한 전공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학

생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습 부담이 적으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때 세계사 과목은 내용 요소가 많아서 학습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보통 선호하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이다. 이런 경향은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선 고등학교의 현실이다. 

   학생들이 이처럼 세계사를 꺼리는 이유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사 교육 문제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계사를 학습하는 주체는 학생들이니 만큼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입장

들을 세계사 교과서29)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30) 그러나 역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집필에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학생의 인지 발달 과정과 그

수준을 고려하고 역사의식의 발달 과정을 고려한 역사적 내용 지식과 개념을 반영하는 것은 필

요하다. 이런 역할은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의 몫이고, 지역 사회 수준이나 학교 수준에 맞는 성

취 시준과 성취 수준을 마련하고 이에 어울리는 수업-학습을 전개하는 것이다.  

   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하였다. 경기도 안양시 소

재 백영고등학교 2학년 학생31)들을 상대로 세계사 학습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다. <표 4> 설문지는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서양 중세 이후를 소항목으로 나누어 구성되

었고, 학생들이 모의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의견을 적게 했다. 총 36개 주제 중 두 개 항목(중국

과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을 제외하고 모두 서양사와 관련이 있다. 여러 질문 가운데 “세계사를

29) 역사교육의 교재에 관해서는 최상훈·이영효·김한종·강선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책과 함께, 2014), 

3장, 역사교육의 교재, pp.125-208 참고.
30) 세계사 교과서는 역사적 지식과 함께 역사적 탐구능력을 체득할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 역사적 지식의 구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이 선정되어야한다. 아울러 역사를 통한 문제의
식과 역사적 문제를 체험함으로써 탐구 경험을 자기화하여 역사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한다. 즉 세

계사 교과서는 역사적 지식과 함께 탐구 능력을 키우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습활동

을 도울 수 있는 교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사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세계사 교과서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은 부정할 수 없다. 세계사 교과서의 수준은 역사교육의 수준을 가

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물론 그동안 세계사 교과서는 여러 분야의 끊임없는 노력

으로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사 교과서는 여전히 재미없거나 부담스럽다는 평가를 받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존희, 역사교육, 달라져야한다(혜안, 2001), pp.47-49).

31) 설문 대상 학생 : 안양 백영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열 학생.

    학생 인원 : 6개반 198명(2학년 1-6반)

    조사 기간 : 약 1개월 (2015년 7월 14일 수행평가 설문 고지, 8월 10일 설문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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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을 쓰시오”라는 항목을 통하여 학생들이 세계사 과목 선택을 기피하는 이

유를 알 수 있었다. 이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2) 

○ 배우는 내용이 너무 많다. 

○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 많다. 

○ 시대 순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 종합적으로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 교류사, 왕조사, 내용이 복합적으로 서술되어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다. 

<표 4> 세계사 학습 관련 설문 조사서

   이런 학생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세계사 교육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첫째, 학생들이 세계사 선택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용의 방대함에 있다는 점이다. 사탐

32) 세계사 수업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현행 학교 교육의 문제도 있다. 이는 교과서를

수업에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즉 수업의 문제나 학교 교
육의 문제일 수 있다.  

2015학년 2학기 세계사 수행평가 – 수업 발표 2- (   )반 (    )조

수업내용:(단원명:                 ) (교과서 쪽수:   )    

역할 이름 학번 구체적으로 한 일 비고

조장           

발표

조원1

조원2

조원3

조원4

세계사 발표 수업 준비 과정에

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세계사의 이런 점을 어떻게 극

복하려고 하였나요?

발표 수업에 흥미와 관심을 끌

기 위한 노력을 알고 싶어요.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점/유익한 점을 쓰시오.

세계사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점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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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분량 중 가장 많은 과목은 1위는 한국지리(비상교육)로 326페이지이고 그 다음 2위

가 바로 318페이지에 달하는 세계사(천재교육) 교과서이다. 가장 적은 분량은 윤리와 사상
(교학사)인데 불과 210페이지여서,33) 세계사(천재교육)보다 무려 109페이지나 적은 셈이다. 
세계사(천재교육) 교과서의 분량은 사탐 과목 평균(258페이지)보다 61페이지가 더 많다. 사탐

과목 중에서도 세계사 교과서의 분량은 다른 과목에 비해 압도적이다<표 5>. 

그런데 한국지리는 분량이 최대인데 불구하고 학생들의 선택율이 최상위권을 점한다. 한국지

리는 326쪽이라서 세계사보다 더 많은 데 왜 수험생이 세계사보다 한국지리를 선호하는가? 아

울러 생활과 윤리(교학사)는 296쪽이나 되지 않은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세계

사 교과서의 문제는 단지 교과서 분량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도

관건도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로 심도 있는 연구 작업이 요구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두꺼운 부피의 책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감안하여

2015년 교육과정의 개정의 기본 방향은 “less is more”로 압축된다. 학습내용을 과감히 줄임으로

써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34) 세계사 교과서의 분량은 세계사를 둘러싼 문제 중

에서 심각한 것이니만큼 줄여야할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표 5> 사회탐구영역 교과서 분량

33)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의 방대함보다 사회과목의 양이 적은 것도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3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개 토론회 자료집(연구자료 ORM 2015-37, 2015), 

p.49.

과목명 출판사 출판연도 할당 지면 총지면수
세계사 천재교육 2013 검정 12-329 318

동아시아사
비상교육 2014 전시본 10-257 248
천재교육 2014 전시본 10-253 244
교학사 2014 전시본 8-235 228

법과 정치
금성출판사 2013 검정 10-260 251
천재교육 2014 전시본 10-229 220

사회
천재교육 2013 검정 10-275 266
천재교육 2014 전시본 10-275 266

한국지리

교학사 2013 검정 10-271 262
비상교육 2013 검정 10-335 326
미래엔 2013 검정 10-279 270
천재교육 2013 검정 8-261 253
지학사 2014 전시본 10-271 262
금성출판사 2014 전시본 10-275 266

세계지리
교학사 2011 전시본 10-245 236
비상교육 2014 전시본 10-273 264
교학사 2014 전시본 10-237 228

사회·문화
미래엔 2013 검정 10-247 238
금성출판사 2014 전시본 10-26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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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세계사 교과서의 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서 중복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 내용의 학교급별 계열성35)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

의 교수학습내용이 거듭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인 내용의 서술

과정에서 불가결한 면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대부분 내용은 계열성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 선정

과 구성에 관한 본격적 연구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이다.36) 

   이런 점과 관련하여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에서 문제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단원과 주제

의 서술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단원은 중학교에서 정치 발전에

따라 중단원제(중단원, 소단원, 항목)로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시대구분을 중심으로 대단원

제(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항목)로 편성하고 있는데, 단원명과 항목명이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

만 교과서는 대단원과 중단원제의 형식적 구별에서 벗어나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용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단원명이나 주제명의 표현을 개념적인 접근을

통한 서술적 표현으로 바꾸어야한다. 이런 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과 교수학습 내용

구성에 계열성을 확립함으로써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37) 그리고 교과서의 계열성은 학교급별

의 내용에서 뚜렷한 성격 차이가 불분명한 데서 나타난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

습자의 역사의식 발달 단계와 흥미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급별로 분명한 계열이 확립되어야한

다.38) 

35) 역사교육 목표의 계열화는 최상훈·이영효·김한종·강선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책과 함께, 2014), 1

장 역사교육의 목표,Ⅰ.역사교육 목표의 설정, 1.역사교육 목표의 계열화 pp.34-37 참고. 
36) 이존희, 앞의 책, pp.49-50. 
37) 이존희, 앞의 책, pp.58-59. 
38) 이존희, 앞의 책, p.57.

지학사 2014 전시본 10-249 240
비상교육 2014 전시본 10-275 266

생활과 윤리

교학사 2014 전시본 8-303 296
천재교육 2014 전시본 10-249 240
미래엔 2014 전시본 10-305 296
비상교육 2014 전시본 8-281 274
천재교육 2013 검정 10-247 238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3 검정 10-248 239
교학사 2014 전시본 8-227 210
지학사 2014 전시본 8-317 310
금성출판사 2014 전시본 10-271 262

경제

비상교육 2014 전시본 10-249 240

천재교육 2014 전시본 10-243 244
교학사 2014 전시본 10-257 248
씨마스 2013 검정 10-283 274

평균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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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학습 자료가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하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자료 제시의

기능이 간과되고 있다. 학습효과를 올리려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 수록되는 시청각 자료는 중·고등학교의 중복이 심하며, 교과서 내용과의

연결성도 취약하다.39) 세계사 교과서 서술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문장과 표현이 매우 건조하다는

점이다. 세계사 교과서는 대개 문장이 짧고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재미없는 교과

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로부터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교육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

다. 따라서 다양한 표현과 새로운 서술의 도입이 필요하다.40) 

   넷째,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 용어가 일부 부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역사 용어가

잘못 사용되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사 용어를 신중

하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 상황과 관련된 용어의 경우 불명확한 개념이 교

과서 서술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운동, 투쟁, 활동, 전쟁, 사변, 전투, 개혁, 혁명, 정변, 의거, 

정부, 정권, 사건, 사태, 쿠데타, 난, 반란, 봉기 등이 그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41) 심지어 여러 출판사별로 하나의 사건을 다른 언어로 정의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세계사

교과서 서술을 할 때, 학계의 합의를 거쳐 도출된 역사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 가운데 특정한 인물의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나 그 인물들은

정치적 활동에 관련된 인물과 지배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계층에 대한 폭넓은 이해

를 막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학교급이 달라졌음에 불구하고 동일한 인물을 중복해서 가르치

는 경우도 개선되어야 한다.42)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 및 구성면에서 볼 때 상품 교역에 관심이 집중되어 상품생산을 가능

하게 한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상품을 만들어낸 농민과 농업, 수공업자과 수공업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43) 세계사에서 지역문명 간의 교류를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각 문명의 독자성이

39) 이존희, 앞의 책, p.61. 
40) 이존희, 앞의 책, p.60.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사 교육의 내용과 수업방법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세계사는 주로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로 공부

하면 되는 암기과목이라는 선입견이 강하게 깔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역사는 수학 공식처럼 정
답이 하나로 도출되는 학문이 아니다. 인물 이름이나 연대를 외우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더욱 아니

다.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이 초래하는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인간의 생활을 알아가는 것

이다. 이는 암기가 아닌 폭넓은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역사 수업 시수를 더 많이 편성하여 도식적
설명을 지양하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동원할 뿐 아니라 당시 사료, 일화를 제시하거나 현장답사를 통

해 보다 생동감 있는 역사를 전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 역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배용, 앞의 책, pp.118-119.
41) 이존희, 앞의 책, pp.61-62.
42) 이존희, 앞의 책, pp.62-63. 
43) 최재호, 앞의 논문,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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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호 갈등관계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그 뿐 아니라 문명 간의 교류가 지배층 위주의 고급

문화 차원에서 전파되어 민중문화 차원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44) 

   세계사 교과서는 교류와 교역망의 확장이라는 근대 제국의 성과를 특히 강조함으로써 전쟁

과 정복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희생의 측면은 약화되었다.45) 근대가 또

다른 속박의 시작임을 강조하였지만 민주주의, 인권, 복지국가 등 서양 문명의 근대적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핵이기도 했던 유목민족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점, 동아시아 상품교역의 발전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화가 제대로 다

루어지지 못한 점, 동아시아가 소략하게 취급된 점, 특히 한국사 및 동아시아사와 긴밀하게 관

계한 근대 일본사에 대한 서술이 미흡했다.46) 

   제6, 7차 교육과정과 2009, 2011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이런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난

다. 2009,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대단원 제목을 보면 ‘지역세계’, ‘지역문화’라는 용어가 핵심어

로 전근대 시대를 표현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역사 교과서라기보다 마치 사회 교과서의 서술과 흡사하다는 인상을 준다. 중단원에서는 약

500-1,000년 단위로 동아시아로부터 남아시아(인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순으로 역사

적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학생들은 각 지역의 전근대 역사가 어떤 흐름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이

해하기 어렵다. 

   또한 문명의 교류를 통해서 각 지역문화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근대 시대에 과연 지역문화 형성에 유의미한 그와 같은 교류의 영향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

을지 의문이다.47) 이외에도 통합 역사 교육이나 동서 교류사는 그 의미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도 역사교육에서는 교수와 학습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런 고민으로 세계사 교육과정은 2009년 개정과 2011년 재개정을 한 이래로 글로벌 히스토

리(global history)를 담아내자는 관점으로 전면적인 궤도수정을 했다. 이러한 취지로 이뤄진 두

세계사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과 근대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세계사 교과서를

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이는 고대, 중세, 근대라는 시대구분법을 철폐하고 ‘지역세

계’라는 역사공간을 단위로 하여 여러 지역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사회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

로 세계사를 기술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글로벌 히스토리가 교과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세계화를 ‘유럽 근대성의 세계화’

가 아닌, 여러 지역세계의 문명교류사적인 연관으로 유럽의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런 식의 문명의 상호작용을 통해 오늘날의 세계화가 생겨났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

44) 최재호, 앞의 논문, p.229, n.1.
45) 최재호, 앞의 논문, p.228.
46) 최재호, 앞의 논문, pp.228-229.
47) 김덕수, 앞의 논문,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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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서술되어야 했다. 

   전술했듯이 지난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한 세계사 교육의 실험은 세계사가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세계화라는 시대정신을 거역

하지 않으면서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세계사 교과서를 서술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현재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교육 수준으로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2015년 세계사

교육과정 개정은 이 같은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화두로 하여

모색되었다. 

   필자는 기존의 역사 교육의 틀을 해체하고 세계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이

주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묘연하다. 글로벌 히스토리

의 도전적인 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일단 학

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고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과서 서술에

주안점을 두고 성취기준을 작성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둘러싸고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 시

안에 대한 토론에서 몇 번의 격론을 벌였다. 격론 끝에 결국 후자로 의견이 모아졌다. “less is 

more”라는 구호의 승리였다. 교수학습내용을 축소하자는 방향성이 결국 오늘과 같은 시안으로

이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세계사의 중요 지역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진다.48)  

   이 뿐만 아니라 세계사 개념과 세계사관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자국사 중심의 역사로

체화된 자신과 타자의 구분이나, 유럽 중심주의로 체화된 중심과 주변의 구분으로는 공존과 연

대를 이룰 수 없다. 한쪽으로 편향된 관점의 세계사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권의 자율성

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을 중시하는 열린 관점을 가지고 세계사 교과서

를 서술해야 한다.49)

   이런 문제에 대한 지난한 고민에서 출발한 양호환의 최근 연구는 시기적절한 논의이다. 그

는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지구사적 관점에서 지역세계의 ‘상호교류와 의존성’을 강조한

2007/2009, 2011 교육과정이 두 차례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실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고찰했다.50)

지구적 관점에서의 상호관련성을 우리 세계사 교육에 도입하는 것을 아직 검토해야할 것이

4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개토론회 자료집(연구자료 ORM 2015-37, 2015), 

pp.49-50.
49) 최재호, 앞의 논문, pp.223-238.
50) 양호환은 역사교육연구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새로운 세계사’와 교과서 서술의 현실”을

주제의 학술대회(2016년 11월 26일)에서 ‘세계사 교육: 변화의 담론과 교과서 서술의 현실’을 발표하였

다. 이 발표는 양호환,「세계사 교육: 변화의 담론과 교과서 서술의 현실 , 역사교육140집, (2016.12.), 

pp.1-37에서 수정 보완하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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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남아있는 작업이다. 연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와 그것을 교육 현장에 접

목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51) 

   지구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구체성과 실천성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 소개된 지구사

이론이 대부분 지구사적 접근의 필요성과 당위, 그리고 지구사적 관점에 따른 새로운 획기와

지역 간의 교류 양상을 강조하지만, 지구사가 실제 역사학의 범주에 포함된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의 시각도 있다.52) 

   양호환은 우리나라 세계사 교육과정 개정에서 자국사와 세계사의 융합, 내용 구성방식으로

서의 문화권, 지역세계라는 개념이 우리 세계사 교육의 실정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 없이 곧바

로 도입하여 활용하였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53)고 역설하였다. 필자는 이런 입장을 타당한 고

견이라 판단한다.  

   또한 세계사 교과서는 서양 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서술되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54) 유럽

중심의 역사 발전 단계를 전제로 구성된 서구 중심의 세계사는 서구의 제국주의인 패권을 당연

한 것으로 정당화하였다. 또한 세계 강대국의 정치권력 및 그들의 전략을 반영하는 세계사는

약소국의 열등한 지위와 상황을 정당화했다. 세계사는 서구 패권의 역사이며, 강대국의 세계 지

배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55) 특히 세계사 교육에 관해 서구 중심주의를 어

떻게 극복, 해체해야 하는가는 이런 학계의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과 이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 적용할 때 어떠한 점을 감안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56)

   앞에서 서양 중심주의 극복으로서의 상호 관련성의 원리57)에 입각한 교류사적 관점의 세계

사 서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대안으로 기존 세계사 교육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서술 방식이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 있어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58) 필자는 교류사적 관점의 세계사 서술이 새로운 세계사 교육

과정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51) 양호환, 앞의 논문, p.12.
52) 양호환, 앞의 논문, p.13.
53) 양호환, 앞의 논문, p.8. 양호환은 새로운 세계사와 같이 외국, 주로 서구 학자들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

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주제화하고 토론화하는 과정, 즉 우리 세계사 교육의 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계와 관련 연구자의 수용과정이 있어야한다 것이다. 양호환, 앞의 논문, p.33. 

54) 김한종 외, 앞의 책, p.316, 328, 398, pp.416-425.
55) 김한종 외, 앞의 책, p.318.
56) 양호환, 앞의 논문, p.11.
57) 김한종 외, 앞의 책, pp.375-410.
58) 최재호, 앞의 논문,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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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본고에서 필자는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이 처한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필자는 세계사 교육이 사탐 선택과목체제가 낳은 구조적 모순과

학생들에게 쉬운 세계사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문제에 봉착했다고 진단하였다. 이런 문제의

식을 토대로 세계사의 교육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며, 이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살펴보

았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현재 대학입시체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과목체제는 고등학교 교육, 특히 세계사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기에 철회되어야 하고, 세계사는 과목의 특성, 시대적 요구 그리고

세계 교육 환경에 부응하여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문제’의 세계사를 ‘문제

극복’의 세계사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기존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세계사 교육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했

다. 그리고 세계사 교육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류사적 관점의 세계사 서술을 하

나의 모델로 제시되었지만 세계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모색되어

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세계사 교과

서 서술 방식을 개선하고 세계사 수업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학계와 역사교사들의 토론과 노

력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사로서 학생들이 세계사를 즐겁게 학습함으로써 글로벌 리

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의 과제들은 추후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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