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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1. 서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라

는 개념이 어떻게 교수 학습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모형은 무엇

인가하는 것은 매우 홍미있는 연구문제이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개념 형성이 주로 청소년

”학교 경제수업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경제생활의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체제’

‘경제체제’ 개념의 효과적 교수-학기에 완성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변1) 학생들이 배우는

습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필

요성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사회과에서 개념학습을 위한 수업을 할 때， 개념에 관한 일반적

‘경제체제’ 개념을 학생들의 삶의 경험과 직접 관련시키는 교수 학습인 교수학습 방볍보다는

모형의 효과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바람직한 경제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교 경

제교육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는 학생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시장경제’ 라는 개념을 이상은 이상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고의 구획화， 모

순성 , 이중구조를 극복해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갖게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2)

개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많은 시사점도 줄 수 있을‘경제체제’또한 이 연구는

교수 학습 방법교과서 내용구성，교육과정 구성.교과서 진술 방식，것으로 생각된다. 즉，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개념학습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다음의 세가

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이러한 개념학습 효과 연구의 대부분은 정

1) 청소년들의 기초적 경제개념 형성 연구로는 조영달，조도근( 990 ) ; 김경모( 99 3 ) ; Danziger, K.

(1958): Furnham,A. and A. Lewis(1986); Furnham,A. and B. Stacey(1991) 등이 았다

2) 차경수(1 99 3 ) . “개념학습과 고급사고력 함양: 21세 기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한국병 치유를 위한

사회과교육의 처방. [사회와 교육〕‘ 제 1 7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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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경제 • 사회문화의 직접적인 내용보다 개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

는 자연히 교수-학습하려는 개념보다는 교수-학습 방법을 중시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예

를 들어， 대표적인 예를 먼저 제시하고 속성을 검토하는 것이 개념학습에서 효과적임을 밝힌

Yoho의 연구 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구를 실험적으로 적용해 속성을 먼저 제시하는

고전모형보다 원형모형이 더 효과적임을 밝힌 김미정의 연구 4) 또는 개념의 추상성과 구체성

을 중심으로 이들 모형을 실험한 김혁진의 연구5 ) 등은 개념의 교수 학습 효과 분석에 있어서

교수 학습하려는 개념보다는 교수-학습모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둘째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7) 비록 그것이 연구에 적용한 개념학습 모형의 특성에서 기

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학생들이 지니는 경험세계를 근거로 한 개념의 속성이나 사례제시

보다는 결정적 속성 또는 대표적 사례의 제시에 각각 강조점을 둔 교수-학습 효과 분석을 하

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교육적 어려

움을 발생시킨다. 그것은 학생들의 경험세계 그 자체를 하나의 ‘블랙박스’ (black box)로 남겨

두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8)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이러한 교수-학습 모형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

의 성질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에 크게 유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체제를 다룰 경우와 일종의 금융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을 다룰 경우는 그 수업 방법이 달

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념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는 아

직 이론화되어 있지 않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9)

3) Yoho, R. F.(1986) , “Effectiveness of Four Concept Teaching Strategies on Social Studies Concept
Acquisition and Retention,"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 14. No.3. pp. 57-74.

4) 김미정(198 8 ) . “사회과 개념학습의 효율적인 수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김혁진(1 993 ) , “사회과 개영의 추상화 정도에 따른 효과적인 개념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6) 이 연구들에 사용된 개념들은 Yoho는 ‘직접민주주의’ , ‘간접민주주의’ , ‘과두제’ , ‘독재’ 를， 김미정

은 ‘사회집단’ 을， 그리고 김혁진은 추상적 개념으로 ‘갈퉁’ , ‘경쟁’ , ‘협동’ , 구체적 개념 으로 ‘연해’ ,

‘만’ , ‘해협’ 으로써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에 다른 여러 개념을 적용하여 교수 학습 효과를 분석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7) Yoho. 김미정， 김혁진의 연구 이외에도 이러한 연구로는 McKinney, C. W. and M. J. Ford (1986):

McKinney, C. w., A. G. Gilmore, H. Q. MaCallum, and H. Q. Pedicord(1987): McKinneχ C. w., D. C.
Burts, M. J. Ford, and A. G. Gilmore(1 987) : Nelson, K. (1974) : Tennyson, R. D. and Cocchiarella, M. J.
(1986) : Tennyson, R. D., J. N. Chao andJ. Youngers(198 l) 등이 었다.

8) 조영달(1 99 2 ) . “한국 고등학교의 경제 수엽 연구-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대

논총1 . 제 44 · 45합집 ,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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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경제체제’ 개념 교수-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경험세계를 고려해 그들의

홍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은 다른 모형과 비교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답하

려는 이 연구는 바람직한 경제적 시민 양성을 지향하는 학교 경제교육의 학습 효율성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세계경제체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체제’ 개념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 설정하는 연구문제는 결정적 속성을 중시하는 교수 학습 모형， 대표적 사례를 중시하는 교

수-학습 모형， 그리고 개념학습과정에서 학생이 지니는 집단적， 문화적， 역사적 차이의 중요

성을 크게 강조하는 교수-학습 모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가

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단순주입식 교과서 해석식 교수-학습보다는 결정적 속성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모

형， 대표적 사례를 중시하는 교수-학습 모형， 그리고 개념학습과정에서 학생이 지니는 집단

적， 문화적， 역사적 차이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교수-학습 모형의 개념형성접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경제체제’ 개념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개념학습과정에서 학생이 지니는 집단적，

문화적， 역사적 차이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결정적 속성을 중시하는 교

수-학습 방법이나 대표적 사례를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보다 개념형성접수가 높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가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을 가진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경제체제’ 개념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이의 교수-학습을 위한 개념학

습 모형에 대한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분석과 교수 학습 모형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 연구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형 개발의 준거를 탐

색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우려 나라 학교 경제수엽의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을 위한 각 수업 모형을 설계하려고 한다.

이러한 교수-학습 모형의 현장 적용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개선에의 실천적인 시사점을 찾게될 것이다.

9) 이러한 현실에서 교수 학습하려는 경제 주제의 인식론적 특성을 고려한 경제교육 교수 학습 모형의

개발을 시도한 조영달의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조영달( 992 )， “논쟁적 경제문제와 경제학습 ’ 한

일 기술이전 문제’의 교수-학습방법 탐색"、 〔사회와 교육〕、 제 16집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pp. 97-123.J



36 師 大 論 薰 (48)

그러나 이 연구는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이 연구는 사회과 개념중에서 ‘경제체제’ 개념에 한정한다. 이는 개념에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교수-학습 모형을 지양하고 개념이 지니는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

이라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둘째로，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체제’ 개념의 교

수-학습 효과를 비교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영

달의 경제체제의 정의 1 0) Banks,11J Howard. 12) Martorella1 3) 에 서술된 개념학습 이론， 미

국의 경제교육협의회의 경제체제 단원 14)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교

수-학습 모형은 가능한한 한국의 경제 교실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 많은 변

인이 존재하는 실제 수업 현장 상황에서 현장 사회과 교사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모형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셋째로， 이 연구와 관련해 실제로 독립변수 외에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정확히 통제하기 어

려웠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한 이러한 변수의 작용을 통제하기 위해 학습

자들의 지능검사와 사전검사를 통해 집단간의 동질성을 가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모형은 다른 인지 발달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틀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한 속성이나 경험적인

예의 재구성을 통해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수-학습될 수 있을 것이다.

II. ‘경제체제’ 개념의 인식적 특성과 개념학습 이론

이 장에서는 ‘경제체제’ 개념의 개념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 개념의 교수 학습을 위한

몇개의 논의와 교수-학습 모형을 겁토하려고 한다. 여기서 논의할 ‘경제체제’ 개념이 어떠한

개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모형 설정에 매우 중요

10) 조영달(991)， [현대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이론과 현실J.

11) Banks, James A. (1990) ,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Inquiry, Valuing, and Decision

Making, 4th ed., N.Y.: Lon밍nan， pp..88-1 05.
12) Howard, R. W. ( 987), Concepts and Schemata, London: Cassell, pp.85-106 ,
13) Martorella, P.H. (1991), Teaching Social Studies in Middle and Secondary Schools, NY: Macmillan ,

pp.136-150
14) Gilliard, J. V. et al. (988) , Economics: What and When Scope and Sequence Guidelines , K-12

(Master Curriculum Guide in Economics.) , New York: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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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거로 작용할 것이다.

1. ‘경제체제’ 개념 분석과 교수-학습 측면의 고려

여기서는 ‘경제체제’의 개념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과， 경제교육의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본

‘경제체제’ 개념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 ‘경제체제’ 개념의 정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국가이든 그 나라의 국민경제는 그것이 지향하는 경제적인 목

적을 딸성하기 위해 그 경제내에 존재하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의 배분을 위한 조

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조정제도를 우리는 흔히 ‘경제체

제’ 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제도인 경제체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매우 많

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조영달의 ‘경제체제’ 개념에 대한 정의는 매우 유용한 분

석 방식을 제공한다 1 5 ) 우선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어 온 소유관계는 역시 경제체제의 분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유를 이야기함에 있어 우리의 관섬사는

그 경제가 어떠한 형태로 생산과 관계된 자산을 가지고 았는가 하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이

에 대해 세가지 형태의 소유관계를 이야기한다. 개인적인 사적소유， 공적인 국가소유， 그리고

협동소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소유형태와 관련해， 흔히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

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종류의 소유권을 모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사

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국가소유나 협동소유의 형태를 생각하여왔다. 예를 들

어， 구소련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 지금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협동농장 형태

(kol암loz-cooperative)의 소유를 발견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 상당히 철저한 국가소유의 형

태를 발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분류의 기준은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구조이다. 이에는 의사

결정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한 요소이며， 또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흐름에

대한 메커니즘이 나머지 중요한 요소이다. 의사결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하나는 사회조직의 위계에 있어 경제행위의 의사결정권

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의사결정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과

깊이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사용에 관한 메커니

즘과 각 경제주체의 행위의 조정이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

15) 조영달 ( 1 99 1) . (현대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이론과 현실 J . pp.1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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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조직 위계의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 경제

체제를 묘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볍임에 틀림이 없다.

이 때， 만약 의사의 결정이 조직의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경제체제를 분권

화된(de-centralized) 의사결정의 권위구조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의사결정이

조직의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경제체제가 집중화된(centralized) 의사결정의 권위구

조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완전히 집중화된 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조직의

중앙에서 모든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권위를 소유하게 되며， 완전히 분권화된 경제에 있어서는

모든 의사결정의 권위가 가계나 개별 기업과 같은 경제내의 가장 낮은 개별 경제행위의 주체

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구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정보의 제공과 경제행위의 조정에 관한

메커니즘에 관해 언급해 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집권화된 경제체제의 경우에는 계획을 통해

경제행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분권화된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시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

다고 말하여진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속의 기업이 매달 또는 매주간의 생산

계획을 중앙으로부터 전달받아 생산에 임하는 것에서 이러한 계획이나 지시에 의한 경제정보

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의 최대 관심은

시장의 상황이며 이에 의해 생산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 것에서 시장을 통한

경제정보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나 지침이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계획자의 역할이 무

엇보다 중요하며， 계획자는 ‘지시나 지침’에 앞서 사회적인 생산함수와 사회적 선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선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사실 매우 정치적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의 어떤 위원회에 의해 선호의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중앙계획위원회에서 누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결정이

사회적 선호의 우선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일면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결정

함에 있어 정치적인 역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장이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의 충격을 통해 가격을 형성하는 곳이다. 이러한 시장이 기능하는 경제체제에 있어서

사회조직내의 무수히 많은 하위 경제주체들은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이 시장을 통해 제

공받을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시장의 사정과 그 경제사회의 여러 측면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준다. 즉， 우리는 시장에서 형성된 어떤 재화의 가격으로부터 그것이 어

떤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것인지 ,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될 지 ‘ 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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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상품이 팔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행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시장은 그 곳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

해 서로 다른 의사결정자들의 경제행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경제행위를 이끌어내는 유인체제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경

제체제이든 그 사회의 위계상 상위에 있는 집단은 하위에 있는 사회의 참여자들이 상위집단의

의도대로 따르게 할 유인체제를 가진다. 그리고 보통 지금까지 존재하는 유인체제로서는 흔히

“물질적 유인 (material incentives) 체제”와 “도덕적 혹은 이념적 유인 (moral incentives) 체

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의 중요한 유인체제를 간략히 말해， 물질적 유인체제를 ‘바

람직한 행동에 대해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 으로， 그리고 도덕적 유인체제를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메달을 걸어주고 격려하는 것’ 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6) 또한 인간행동에

관한 철학적 사고의 측면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유인체제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의 틀위에 기반

하고 있으며， 도덕적이고 이념적인 유인체제는 집단주의적인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할 것이

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경제체제는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의 유인체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적인 윤리를 강조하며. 사회주의의 경제에 있어서도 ‘소련

의 보너스 시스템’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물질적 유인체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마도 두가지 유인체제 중에서 어느 것을 더욱 강조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경제체제의 경제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하나의 경제체제는 희소한 자

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구조， 소유관계， 그리고 유인체제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각각

의 측면들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체제 역시 변화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체제’ 개념의 개념 지도

앞의 ‘경제체제’ 개념의 정의에 관한 검토에서 우리는 경제체제의 분류기준과 ‘경제체제’

개념의 속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체제 구분 기준들의 변화와 그 내용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경제체제’ 의 개념 지도 (concept mapping)를 좀더 병확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7 )

〈그림 ll- l)에 나타난 ‘경제체제’의 개념 지도는 좀더 명확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16) Gregory Paul and Stuart Robert (1989),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Boston: Houghton Mifllin
Company.

17) 일반적인 개념 지도와 관련하여 Novak, J. D. and D. B. Gowin (l 986)와 Howard, R. W.( 98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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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통해 체계화한 것이변화와 그 내용의모형의 개발을 위해 경제체제 구분 기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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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 ) 그리고 모두 43개로 구성된 개념들의 묶음들은 좀 더 병확한 분석을 위해서 상위개념에

서 하위개념으로 나아감에 따라 I단계→II단계→III단계→IV단계→V단계→VI단계로 구조화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지도는 ‘경제체제’ 개념의 하나의 영역이기는 하나， 학생들로 하여금 홍미를

가지고 λ}고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교수 학습 모형 개발을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새로

운 길을 제시하는 사도가 될 것이다.

3) ‘경제체제’ 개념의 개념적 특성(경제교육적 관점)

우리는 앞에서 경제체제란 무엇인가에 관한 현대적인 경제학적 접근 방식의 특징에 대해 알

아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접근들은 몇가지의 커다란 결점을 지닌다.

그 우선적인 중요한 결점 중의 하나는，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의 특성들이 경제체제에 따라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특성들을 묘사하거나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의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각 경제내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경제문

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것과 연결될 때에 더욱 분명해진다. 즉， 각 경제사회에서의 경제주체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정확히 묘사하거나 그 특성을 밝힌다는 것은 일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둘째로， 또 하나 언급되어야 할 점은 사실 모든 경제체제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 경제체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

제체제 자체는 그들의 경제생활 속에서 경제적 경험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일종의 상정으로서

살아 있으며， 이것은 아무런 의심없이 그들의 실질적인 경제행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19)

이것은 우리에게 경제사회와 경제교육현상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단순한 구조-기능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경제사회속에서 현상자체를 그 경제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20 ) 이러한 사설은 경제체제 개념이 경제학의 한 개념으로서는 앞에

18) 사실 이러한 시도는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에 적절한 학습내용의 구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

요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 이러한 논의는 Montias, John (1976) , 믿Ie Structure ofEconomicSystem,YaleUniv.Press , 등을 창조.

20) 사회교육 연구에 있어서 해석학적 접근의 필요생에 관해서는 손봉호 ( 1 992 ) ， “사회와 교육 현상의

연구방법론"， (사회교육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pp.155-179 를 참조할 수 있다

21) 이와 관련하여 국어교육이나 외국어교육에서의 학문문법 (theoretical grammar)과 학교문법 (school

grammar)의 구별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학교문법은， 학문문법으로서의 지식이나 문법이론을

중심으로하는 체계문법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생활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언어적 사실의 일반적 질서， 곧

문법적 지식을 학습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는 능력을 기르며， 동시에 정확한 언어표현의 요령을

습득시키는 실용적이며 실제적인 의의를 지니는 기능문법이다 반면에 경제학적 사고는 평균인과 합리성

의 가정을 토대로 성립한 것이므로(조영달 역(199 1) ‘ 「경제학적 사고의 이해J， 서울: 집문당). 여기에 근거

한 경제학 개념은 학교 경제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개념과는 그 실천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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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논의한 개념 정의나 개염 지도에 의해 분류될 수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로의 적용을 위

해서는 많은 변형이 불가피함을 말해준다 21) 이는 동시에 개념의 이해에는 개념형성 상황

(context)의 본질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준다할 수 있다 22) 사실 일상 생활 속의

사고와 의사결정은 특정 상황이 가하는 압력을 받으면서 행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4) ‘경제체제’ 개념과 경제교육 교수-학습적 특성

논의한 바와 같이 교수 학습하려는 경제개념 자체의 특성은 교수 학습 방법 선택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한일간의 기술이전 문제’의 교수-학습은 논쟁적

경제문제가 가지는 인식론적 여러 특성 때문에 토론과 합의의 절차를 거치는 교수-학습 방법

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23 )

이러한 ‘경제체제’의 개념의 개념적 특성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경제체제

〈그림 11-2) 한 학생의 ‘경제체제’ 개념의 경험사례조사의 예

우리가 경험한 ‘경제체제’ 개념과 관련된 사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학습하는데 있어 실제로 경험한 사례나 환경은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생일파티라는 말을 떠올릴 때는 생일날에 가졌던 생일파티의 분

위기， 놀이， 친구， 선물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변 여러분은 경젠첸젠L 개념과 관련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잔젠한 써넣어 주십시오.

친구사이의 정험

군것질할때 값이 올라있음

가족사이의 경험

용돈 인상， 일해주고 용돈을 범

학교에서의 경험

등록금 납부， 장확적금 납부

지역사회에서의 경험

금융실명제로 은행에 가서 나의 이름 확인

TV, 신문 등 방송매체에서의 경험

금융실명제， 상품선전

기타

시장과 슈퍼의 가격차

Ii' 수고하셨습니다I"

22) 윤희원 역(1 99 3 )， r논리 적으로 생각하기J， 서울， 책과 사람들， p.52 ,

23) 조영달(1 992 ) , “논쟁적 경제문제와 경제학습-’ 한 · 일 기술이전 문제’ 의 교수-학습 방법 탐색二’

pp.9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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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체제는 경제적인 삶 속에서 인식되고 각인된다는

것이다- 한 학생의 ‘경제체제’ 개념 경험조사지 24)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학생은 경제체제와 관련해 용돈， 등록금 납부 장학적금 납부， 시장과 슈퍼의 가격차， 금

융실명제로 은행에 가서 나의 이름 확인， 상품선전 등의 매우 구체적인 경제체제와 관련된 삶

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개념의 교수 학습 모형이 이러한 구체적인 것에 관하여는 아직 이론화되어 있

지 않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교수-학습 모형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의 성질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에

크게 유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경제체제를 다

룰 경우와 일종의 금융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을 다룰 경우는 그 수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경험세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즉， ‘경제체제’ 교수-학습 내용에서는 그 특성상 간

접적이거나 직접적인 경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개념 자체가 단순하고 연결되는 경우와는

달리 많은 복잡한 하위 개념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경제적인 삶과 함께 생동감있게 변화하

는 체제로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은 경험적 인지 구조를 자극하고 이용하는 것이 매

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제 생활에서의 경험이 개념 이해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경험세계를 고려한 모형이 적절하며，

이를 위한 교수 전략은 교사 중심의 잘 조직된 수업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교수-학습

할 경제개념의 특성을 인식론적으로 또는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분석 파악하는 일은 좀더 나

은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5 )

2.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모형 검토

사회과의 내용은 제롬 브르너에 의해서 교육과정 상의 구조화가 강조된 이래 제목중심주의

(topical approach)보다는 내용을 사실 , 개념 , 일반화， 이 론， 법 칙 등으로 나누는 구조중심주

의 (structural approach)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 사회과 교수-학습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념이며 개념학습은 사회과 수엽의 중심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26 )

24) 경험사례조사의 예는 이 연구를 위해 상황모형의 수업집단에 사전 배부한 조사지의 하나로， 학생

들의 ‘경제체제’ 와 관련한 경험이나 인식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는 ‘경제체제’ 의 교수 학습에서

그 개념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25) 조영달(1 992 ) , “논쟁적 경제문제와 경제학습-’ 한 · 일 기술이전 문제’ 의 교수-학습 방법 탐색-‘

p. 1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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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념은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폭넓게 설명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고력을

높이고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27) 아래에서는 ‘경제체제’ 의 교수-학습을 위해 일

반적인 사회과 개념의 교수 학습 모형 28)을 살펴보고， 이들 각 교수 학습 모형이 지니는 의의

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각 교수{학습 모형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앞에서 논

의한 ‘경제체제’ 개념의 경제교육 교수-학습적 특성에 비추어 각 교수 학습 모형에서의 강조

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29)

1) 속성모형

개념의 구조와 형성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은 개념의 사례들 간의 공통적인 특징들로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근거를 두는데， 개념의 구조가 결정적인 속성들과 속성들간의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속성모형 (Attribute Model) ’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전이론’ 이라고 불리

는 데， 이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은 1)개념은 그 개념의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부류를 묘사하는

단일한 표상으로 이루어지며， 2)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필요한 결정적인 특성(속성)들을 가지

고 있으며， 3)그 개념의 구체적인 사례 또는 하위개념들은 결정적인 속성틀을 모두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30 )

개념형성이란 결국 결정적 속성들의 목록과 그 규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31)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그 개념과 관련된 속성들의 목록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는 개념들이 가진 속성

26) 차경수(199 3 ) , “개념학습과 고급사고력 함양’ 21세 기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한국병 치유를 위한

사회과교육의 처방， p .4 .
27) 차경수(1 98 8 )， [교육학개론)， 서울 학연사， pp.143-144

28) 여기서 논의되는 속성모형， 원형모형， 상황모형 이외에도 개념학습 모형으로 예시모형이 있으나，

Howard(1987)와 Banks(1990)에 따르면 실제 사회과 수업 적용과정에서 예시모형과 원형모형은 구별하

기가 모호한 점이 있다. 즉， 전자에서는 개념이 단일한 표상이 아닌 몇가지의 특정한 예들로 표상되지만，

후자에서는 개념의 표상이 그 개념의 범주를 나타내 주는 단일한 대표물을 제시한다. 그리나 예시모형에

서도 역시 대표적인 예로 개념이 표상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실제 사회교실 현장의 ‘경제체제’ 개념

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는 매우 전형적인 (most typical) 대표적 예들 (best examples) 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

타나 이 둘은 구별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Banks는 ‘예시모형 (exemplar model) ’ 을 'best example

(most typical) model' 로 정의함으로써 복잡한 사회과 개념의 교수 학습을 위해 이러한 구분은 불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9) 여기서 논의할 속성모형‘ 원형모형 상황모형은 교수-학습의 상황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정을 가진다 즉， 속성모형에서는 결정적인 속성 (critical attributes)을 ， 원

형모형에서는 대표적 예(밸웰응월파셀~)를， 그리고 상황모형에서는 학습자의 사회적 경험 ( social context

and exnerience)을 각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30) Stanley, W.B. and R. C, Ma야lews (1985) , “Recent Research on Concept Learning: Implications for

Social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SociαlEducation， Vol. 13 , No, 4 , pp.57-58.

31) Banks, op. αt， p.94: Howard , op. cit,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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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속성비교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개념학습에 관한 개

론서나 학습서의 개념학습 방법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속성 모형에 근거한 수업모형의 가장 큰 특정은 개념의 특정들이나 결정적인 속성을 강조한

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수업 모형의 예로서는 Merrill과 Tennyson에 의해서 고안된 연역적인

수업 모형이 었다 32 ) 이들은 개념수업의 단계를 모두 8단계로 나눈다. 그 수업 설계에는 5가

지의 변인들， 즉 1) 개념의 정의， 2) 개념의 결정적인 속성들， 3) 설명적인 사례의 제시， 4)

질문형 사례의 제시， 그리고 5) 설명적인 사례와 질문적인 사례를 통한 속성의 파악 등이 포

함된다. 이 모형은 주로 개념의 속성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Taba는 귀납적인 수업 전략을 제시하였다 33 ) 이러한 고전이론으로서 속성모형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34) 첫째로， 잘 정의왼 개념도 있지만， 분명한 특정이 없는 개념이 많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개념의 전형성과 불충분한 사례

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로， 아이들은 추상적인 개념의 특정을 정의하는데 어려웅

을 느낀다는 점이다. 넷째로， 고전이론은 특정들 사이의 관계 자체도 특정이라고 주장하나 이

는 오히려 스키마 (schema)에 가까운 것이다 35 ) 대부분의 개념에 대한 특정은 매우 많으며 다

루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처럼 고전이론은 일정한 특정이 서로 연결되는 (additive，

conjunctive) 단순한 사회적인 개념의 교수 학습에는 유용하지만， 사회현상 분석과 예측의 추

상적(특정적인 요소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연결되지 않는 di해unctive)이고 복잡한 개념의 교

수-학습에는 커다란 애로를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개념학습의 모형들이 등장하였는

데 그 대표적인 것이 원형모형과 상황모형이다 36 )

32) Merrill , M. D. and R. D. Tennyson (1977), Teaching Concepts:An InstructionαI Design Guide, N.J.:
Educational Technolo앓r Publication Inc.

33) Joyce, B. and M. Weil(1986) , Models of Teaching, 3rd ed., Englwood Cliffs, N.J.:Prentice-Hall, pp.

40-54. 이외에도 귀납적인 사회교육 교수~학습 전략과 관련하여 Mahood, W. et al. (199 1) . Teaching

Social Studies in Middle and Senior High Schools Decision! Decision!, N.Y.: Macmillan, pp.84 •-97: Banks,

op. cit., pp.139-l73.을 참조할 수 있읍.

34) Howard,op. cit., pp. 91-94.

35) 사회교육에서의 스키머를 이용한 교수-학습의 논의는 차경수(1 993 ) , “미국 중고등학교의 시민교육

-최근의 개혁과 변화를 중심으로-"， r서울대학교 사대논총) . 제 46집， pp.190-194. , Torney-Purta, J.
(1991) . “ Schemata Theory and Cognitive Psycholo잃r: Implications for Social Studies," Theo，γ and

ResearchinSocialEducation, Vol.19 , No.2 , pp.189-2l0. ‘ Banks , op. cit., p. 96 을 참조할 수 있으며 ,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36) Banks, op. cit.,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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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형모형

이 모형은 고전이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전형성과 불명확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으

로 제시된 것이다 37 ) 원형모형 (Prototype Model)의 기본적 주장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

용하는 개념들은 대표성의 정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개념학습은 Wittgenstein의 가족표

상(family resemblance)에 의한 설명에서처럼 38 ) 가장 대표성이 높은 원형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원형모형에 근거한 수업모형의 초점은 개념의 예로서， 그 개념의

가장 전형적인 예 (best example)를 제시하는 데 있다 39 )

원형모형에 근거한 수업모형의 예를 개발한 Tennyson 등40)의 연구에서는 주로 개념학습이

두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즉， 개념학습의 첫 단계는

원형의 획득 단계이며， 두번째 단계는 일반화와 분류기능의 발달단계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

현하면 개념적 지식의 획득단계와 절차적 지식의 획득단계라 할 수 있다 41) 개념형성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며， 효과적인 방법은 정의와 함께 개념의 원형으로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

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는 개념의 속성을 중요시해 속성을 먼저 가르치고 예를 제시하는 방법이 주장

되었으나， 1980년대에 오면서 대표적인 예를 먼저 제시하고 속성을 검토하는 것이 개념학습

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나왔다 Yoho 등의 연구는 이것이 다른 개념학습 방법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42 )

3) 상황모형

상황모형 (Social Context Model)의 기본적인 특정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세계， 즉 개념

의 사회적 맥락 및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43 ) 인간의 두뇌는 그 개념에 관한 특수한 보기

37) Howard, op, cit" p, 93.
38) Banks, op.cit., p.94
39) 원형 (Prototype)은 하나의 Ideal type으로서 사불의 추상화(abstraction)란 측면에서 보면

Sterotype, Composite, Archetype과 관련되 기도 한다(Howard， op. cit., pp, 97-98 참조) .

40) Tennyson, R. D‘, J. N, Chao and J. Youngers(198 1) , “ Concept Learning Effectiveness Using
Prototype and Skill Development," JournαlofEducationalPsychology， 73 , pp,326-334.

41) Tennyson, R. D, and Cocchiarella, M, J. (1986) . “An Empirical Based Instruction Design Theory
for Teaching Concept," Revieω Educational Research, Vol. 56 , No, 1 , p, 40.

42) Yoho, op. cit., pp, 57-74.;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론을 실험적으로 실시해 본 김미정의 연구

(1988)에서는 속성을 먼저 제시하는 고전모형보다는 대표적인 예를 먼저 제시하는 원형 모형이 더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념의 추상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이들 모형을 실험한 김혁진의 연구(199 3 )

에 의하면 추상적인 개념은 원형모형으로， 구체적인 개념은 속성모형으로 교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으로 드러났다.



‘경제체제’개념의 교수 학습 방법 연구 47

(사회적인 상황속에서의)에서 그것이 가지는 인간의 기대나 행동형태 및 다른 개념과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해 개념을 형성한다 44 )

예를 들어 생일파티나 그 개념이 몇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어혔

을 때 가졌던 생일 파티의 분위기， 놀이， 친구， 선물 등에 의해 개념형성이 이루어진다. 유사

하게 ‘농구 경기’나 ‘플레이오프 토너먼트’ 등의 개념은 ‘볼’이나 ‘선수’보다는 사회적 상황

을 많이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다. 특히 이 모형은 시민권 행사나 협상， 대통령제 등의 복잡한

사회과 개념을 교수-학습 하는 데 매우 유용한 모형이다 45 )

그러므로 이러한 모형에 따르면 학생들의 그 개념에 대한 껑험의 상황 (social context)을 먼

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형은 우리 사회에서의 개인들이 경험하는

경제적인 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심리학자 Hall이 “인간개체의 발달과정은 그 지역의 종족

이나 집단의 역사적 , 문화적 발달과정을 되풀이 한다" (Ontogeny recapitulates phylogeny)고 가

설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문화속에서의 경제생활에 대한 인

식이 경제 개념의 학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 )

III.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전략

앞에서의 ‘경제체제’ 개념 분석과 이의 교수-학습을 위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경

제체제’ 개념의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려 한다.

1.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을 위한 모형 설계

1) 2차시 수업의 개관

‘경제체제’ 개념의 수업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모두 가능한 것으로 여겨

진다. 각급 학교 수준의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르지만， 학생들은 기본적인

경제문제는 무엇이며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서로

43) Banks ,op. cit., pp. 95-96.
44) Nelson , K.(l 9 74 ) . “Concept, Word , and Sentence: Interrelation in Acquisition and

Development," P，원Ichological Review,Vol. 81,PP .267-285.

45) Banks ,op. cit., p. 96.
46) Cole, M., J. Gay, J. A. Glick, and D. W. Sharp(1971}, The Culture Context ofLearning and Thinking,

Basic Books, Inc.,꺼rgotsky， L.(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M. Cole, V. John-Steiner, S. Scribner, and E. Souberman(eds.}, Cambri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동의 연구는 교수-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가 지니는 역사성이나 사회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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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양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리고 두 체제가 어떻게 형성 변화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배

웠다. 이 연구에서 언급할 수업모형은 비록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시

된 특정이나 예， 그리고 경험세계의 재구성을 통해 다른 학교 수준에서도 가능할 것임은 물론

이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중학교 사회 단원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사회 2J

VI. 인간과 경제생활

5 ，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
2) 2차시 수업의 목표와 수업자료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 학습의 중요한 목표는 인지적 측면과 가치 및 태도형성의 측면에서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1) 경제체제가 다양한 이유를 이해하고 경제체제간 구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2) 각 경제체제의 특정과 장단점을 현실경제를 통해 (예를 들면 남북한 비교， 환경오염 문

제 등) 이해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기술을 익힌다.

(3) 앞으로 계속 변동되어갈 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자세와 시장경제체제발전을위해

노력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

그리고 이 수업과 관련한 학생들의 흥미유발 및 참고를 위해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 경제체제’ 개념의 특성에 관한 개념 지도

-(그림 ll-ll ‘경제체제’ 개념의 개념 지도

(2) ’ 경제체제’ 개념의 경험조사지

-(그림 ll-2l ‘경제체제’ 개념과 관련된 경험 조사지

(3) ’ 경제체제’ 개념의 대표적 예와 예가 아닌 것

-사진 상품을 자유롭게 고르고 있는 모습

-아담스미스의 경제사상

-삽화， 계획당국에 의한 명령

-일종의 독점행위(지나친 이윤추구)

-빈곤한 평등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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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의 수정

(4) 각 경제체제의 문제점 보완

-정부의 역할

-시장의 역할

-사진·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시장)

(5) 학습자의 경험세계와 관련된 예«표 ill-1»

-교실청소

-시장/월급/용돈(동욱이의 일기)

-상품 구입(동욱이의 일기)

-가격의 기능(장거리전화요금，수도요금， 주택가격，무공해식품생산)

-북한의 계획경제체제

-남북한 경제규모의 비교(국민총생산，경제성장률)

-환경오염(쓰레기공해， 수질오염: 경향신문， 1991 년 3월 23일자)

-금융실명제 (한국일보， 1993년 10월 12일자)

-정부의 통제적 병령에 의한 불평등의 예화(배분)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생산성 차이 설명 예(사회시험성적)

〈표 川-1) ‘경제체제’ 경험사례 조사결과 분류 (실험집단 3 ， N=52)

구 분 분 류1( 1조〕 분 류2 [2조〕 분 류3 [ 3조〕

사유재산제도 용돈， 등록금납부 엄마의 가계부작성 돈
국
용
중

국유공유 북한협동농장 북한

분권화

집중화

친구사이의 돈거래 학급비인상 매점의 빵값인상

북한공산당 북한 북한

이윤추구 장학적금 금융실영제 폐품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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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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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과대상품선전



50 師 大 論 護 (48)

3) 2차시 수업의 평가

이 수업의 학습평가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생활에 있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강조하는 것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서 강조하는 점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라.

(2) 우리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문제 중 경제적 요인에 근거하는 것의 예를 들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라.

(3) 문제시되고 있는 기업의 생산행위의 경우를 발표해보고， 그것이 왜 문제인가를 설명하

라-

(4)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 기업， 정부가 각각 기울일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유의해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207R의 평가 문항을 작성하였다(평가 문항의

예시는 여기서는 생략함) .

2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모형의 실제

이상의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을 위한 개관을 통해 이 절에서는 현장 적용을 위한 실

제적인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려 한다(경제체제 개념의 구제적인 교수-학습안의 예시는 생

략함) .

1)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현황(단순 주입식)

우리의 중학교 사회 수엽의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 학습은 다음과 같이 단순 주입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47 )

<l次時〉

1. 서로 다른 두 경제체제

1) 시장경제의 성립

2) 계획경제의 등장

2. 시장경제의 특정과 문제점 보완

1) 사유재산과 의사결정의 자유

2) 선택의 자유와 경제적 보상

<2次時〉

3. 계획경제의 특정과 문제점

1) 계획경제의 원리

2) 계획과 명령

3) 계획경제의 한계

4) 계획경제의 수정

47) 이 자료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의 수업안을 요약한 것이며， 다른 중학교의 교수-학습 과정도 여

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단순한 지식 전달과 암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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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역할

2) 속성모형에 의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모형

<l次時〉

1단계 ‘경제체제’ 개념 전체에 대한 포괄적 서언

2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중요한 특징 검토

1)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정

2) 계획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징

3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일반적 특정 검토

1) 시장경제체제의 일반적 특정

2) 계획경제체제의 일반적 특정

<2次時〉

4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대표적인 예 제시

1) 시장경제체제의 대표적 예

2) 계획경제체제의 대표적 예

5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예가 아닌 것 제시

1) 시장경제체제의 예가 아닌 것

2) 계획경제체제의 예가 아닌 것

6단계 각 경제체제의 장단점

1) 시장경제와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과의 관계 검토

2) 계획경제의 수정과 그 한계

3) 원형모형에 의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모형

<l次時〉

1단계 ‘경제체제’ 개념 전체에 대한 포괄적 서언

2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대표적인 예 제시

1) 시장경제체제의 대표적 예

2) 계획경제체제의 대표적 예

3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예가 아닌 것 제시

1) 시장경제체제의 예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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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경제체제의 예가 아닌 것

(2次時〉

4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중요한 특징 검토

1)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정

2) 계획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정

5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일반적 특정 검토

1) 시장경제체제의 일반적 특정

2) 계획경제체제의 일반적 특정

6단계 각 경제체제의 장단점

1) 시장경제와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과의 관계 검토

2) 계획경제의 수정과 그 한계

4) 상황모형에 의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모형

이 교수-학습 모형은 학생의 경험세계에 밀접한 예나 속성에 근거해 각 단계의 교수-학습과

정이 이루어진다(학생들의 ‘경제체제’ 개념에 대한 경험사례나 인지구조를 파악하고 유사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3조로 구분된다) .

(l次時〉

l단계 문제인식과 흥미유발. ‘경제체제’ 개념과 관련된 경험세계

*2-3단계 · 각조를 대상으로 조사된 경험세계의 재구성을 통한 설명과 각조별 사례의 비교

및 보충설명

2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대표적인 예 제시

1)시장경제체제의 대표적 예(경험세계의 재구성)

2)계획 경제체제의 대표적 예(경험세계의 재구성)

3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예가 아닌 것 제시

1) 시 장경제체제의 예가 아닌 것(경험세계의 재구성)

2)계 획 경제체제의 예가 아닌 것(경험세계의 재구성)

(2次時〉

*4-5단계 : 개념의 주요 특성을 ‘경제체제’ 개념지도와 관련지어 설명

4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중요한 특정 검토

1)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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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 획 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정

5단계 ‘경제체제’ 개념의 일반적 특정 검토

1)시 장경제체제의 일반적 특정

2)계획 경제체제의 일반적 특정

*전체적인 정리

6단계 각 경제체제의 장단점

1)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생산성 차이 설병 예(경험세계의 재구성)

2)시장경제와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과의 관계검토(경험세계의 채구성)

3) 계획경제의 수정과 그 한계(경험세계의 재구성)

N.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을 위한 모형의 교실 현장 적용과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효과 측정을 위한 연구의 내용과 절차， 교수-학

습 모형의 현장 적용의 결과 분석과 논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려 한다.

1. 연구의 내용과 절차

‘경제체제’ 개념의 세가지 교수-학습 모형의 비교를 위한 이 연구의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변인과 연구대상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연구문제는 결정적 속성을 중시하는 교

수 학습모형， 대표적 사례를 중시하는 교수 학습모형， 그리고 개념학습과정에서 학생이 지니

는 집단적， 문화적， 역사적 차이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모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모형에 적용된 학습방법이다. 즉， 속성

모형， 원형모형. 상황모형에 따라서 고안된 ‘경제체제’ 개념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리고 종

속변수는 이 연구의 각 처치에 따른 개념형성평가이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는 서울 시내의 (끼) 중학교 2학년 4학급(남학생 ) 이 선정되었다. 각 학

급마다 다른 교수-학습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독립변인외의 개념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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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1> 연구대상

구 분

명 (N )

통제집단 실험집단l(속성) 실험집단2(원형) 실험집단 3 (상황)

43 42 44 41

는 학습자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통해서 각 연구대상 집단마다 정답률이

90%이상 . 20%°1하인 학생들은 제외하였다. 이는 실험을 위한 개념에 대한 사전 인지도가

높아서 실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든지， 너무 낮아서 결과에 오류를 주는 학생들을 제외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후검사후 사전검사와 비교해 정답률이 감소해 응답의

성실성에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네 집단에 속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l(속성)이 42명 ， 실험집단2 (원형)가 44명 ， 실험집단3 (상황)이 41명 ， 그

리고 통제집단이 43명 이었다.

그리고 집단별로 지능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통제집단， 실험집단l(속성모형) . 실험집단2

(원형모형) . 실험집단3(상황모형)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집단별 변량분석의 결과는 F(3.

166) = .4743으로 p <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전검사는 사후검사와 통일한 평가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사전검사접수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 결과는 〈표 N-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

제체제’ 개념의 사전인지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3) 실험설계

이 연구는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효과를 밝히려는 것으로 현행(제5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11월 중순경에 중학교 2학년에서 2차시에 걸쳐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4학급 중에서 실험집단은 3개반이 되며， 나머지 1학급은 통제집단이 된다. 실험집단인 세집

단 중 실험집단 1은 속성모형에 의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모형을， 실험집단 2에는

원형모형에 의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모형을， 그리고 실험집단 3에는 상황모형에 의

〈표 IV-2) 연구의 실험설계

0 1 °2 Xl: 실험집단l(속성모형)

X2 : 실험집단2(원형모형)

X3 : 실험집단3(상황모형)

°1.°3.°5.°7: 사전검사-지능，평가
°2.°4.°6·°8: 사후검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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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에서와 같은 절차나

경험세계가 통제된 단순 주입식 수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실험설계는 〈표 N-2>과 같다.

4) 평가도구 및 연구의 절차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효과의 측정을 위한 평가문항 작성은 ‘경제체제’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려 한 것이며 , 이를 중심으로 인지적 측면과 기능， 그리고 가치 및 태도의

측면을 고려해 연구대상이 된 학교 사회교과 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20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여러 수준에서 평가문항을 구성한 것은 평가문항이 특정한 수업방안에 유리해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평가지의 신뢰도는 Cronbach a =.8058이었다. 각 교수-학습 모형

의 결과에 대한 자료처리는 SPSS/PC+4.0을 사용하였다.

지능 검사 및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문항에 의한 사전검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여 실험집단(3집단)과 통제집단 (1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선정별로 2차

시로 나누어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졌으며， 사후검사를 위한 평가는 수업 직

후 실시하였다 48)

2 각 교수-학습 모형의 실험결과 비교 분석 및 해석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을 위한 통제집단(l집단). 실험집단 (3집단)의 교수-학습 효과

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N-3) ‘경제체제’ 개념 각 교수 학습 모형의 사전검사 점수

집 단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실 험 3 41 45.3659 13.4810

실 험 2 44 42.7273 11.0735
실 험 1 42 44.1667 11.8896
통 제 43 40.1163 12.5113

TOTAL 170 43.0588 12.2979

48) 이는 현행 (5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것으로 각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 2차시로 진행되었으며，

‘경제체제’ 개엽 교수 학습 효과 분석을 위한 실험은 1993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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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4) ‘경제체제’ 개념 각 교수 학습 모형의 사후검사 점수

접 단 사례수 I펴Q 균 표준편차

상황모형 41 69.0244 13.8843

원형모형 44 58.5227 13.0553

속성모형 42 57.9762 12.0497

통제집단 43 47.7907 11. 3023

TOT.따」 170 58.2059 14.5602

1) 실험 결과 비교 분석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을 위한 통제집단 ( 1집단) . 실험집단l(속성) . 설험집단2 (원형) .

실험집단3 (상황)의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IV -3>와 〈표

IV-4>와 같다. 사후검사의 결과를 보면 개념의 속성을 강조한 속성모형이 57.9762. 개념의

대표적 예를 강조한 원형모형이 58.5227. 학생들의 개념과 관련한 경험을 중시한 상황모형이

69.0244. 그리고 개념의 정의만을 전달하는 통제집단이 47.7907의 평균을 보인다.

여기서 사후검사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사전검사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 -5>에 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집단간에

는 F(3.166)= 1.4369로 p <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에는 개념의

사전인지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가설과 관련한 검증을 위해 ‘경제체제’ 개념 각 교수-학습 방법의 사후검사 점수

에 대한 변량 분석의 결과는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 결과는 F(3.166)=19.

〈표 N-5) ‘경제체제’ 개념 각 교수 학습 모형의 사전검사에 대한 변량 분석

H
τ


그T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값 F값유의도

집단간변량

집단내변량

전체변량

3

166

169

646.9204

24912.4914

25559.4118

215.6401

150.0752

1.4369 2339

〈표 N-6) ‘경제체제’ 개념 각 교수 학습 모형의 사후검사에 대한 변량 분석

구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값 F값유의도

집단간변량

집단내변량

전체변량

3

166

169

9469.7488

26358.0454

35827.7941

3156.5829

158.7834

19.879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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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 -1) ‘경제체제’ 개념 각 교수-학습모형의 사후검사접수의 Scheffe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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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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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 균

47.7907

57.9762

58.5227

69.0244

(*는 집단간에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냉)

8798로서 p < .001 수준에서 네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집단별로 교수-학습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흘 알아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1N-1J 에서보기 위한 사후검증(Scheffe 검증)을 한 결과는 〔그림

(속성) . 실험집단2(원형) , 실험집단3 (상황)의 교수 학습 방법은 단순 주입식의 현행 교수-학

습 방법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험집단3 (상황)은 실험집단l(속성) , 실험집

단2(원형)보다 교수-학습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때 단순주입식 교과서 해석식 교수-학습보다는 결정적 속성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모형， 대표적 사례를 중시하는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개념학습과정에서

역사적 차이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교수 학습 방법의 개문화적‘학생이 지니는 집단적‘

개념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지념형성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경제체제’

역사적 차이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결정적 속성문화적，니는 집단적，

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대표적 예를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보다 교수-학습의 효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1)과 〈가설 2)는 모두 긍정되었다.

2) 분석 결과의 논의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 주입식 방법앞의

또한 학생의 사회적 경험을 중보다는 교사에 의해 고안된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가 높으며 ,

시한 교수-학습 방법이 결정적 속성이나 대표적 예를 강조한 교수-학습 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관련해 우리는 몇가지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았게 된다.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석우리의 현행첫째로，

교수-학습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잘 보

고안된 다른 실험집단의교수←학습 방법은 교사에 의해

방법과 그 효과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순 주입식결과 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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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고 있다.

둘째로， 개념의 교수-학습에 관한 속성모형과 원형모형의 효과에 대한 채검토가 요청된다.

최근의 연구를 잘펴보면 대표적인 예를 먼저 제시하고 속성을 검토하는 것이 개념학습에서 효

과적임을 밝힌 Yoho의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구를 실험적으로 적용해 속성을 먼

저 제시하는 고전모형보다 원형모형이 더 효과적임을 밝힌 김미정의 연구， 또 개념의 추상성

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이들 모형을 실험한 김혁진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개념은 속성모형이，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은 원형모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개념의 교수

학습에 있어서 위의 두 모형의 교수 학습 효과 비교는 아직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

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이들 두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다. 즉，

교수-학습하려는 개념의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

서 사용된 ‘경제체제’ 개념은 그 개념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니는 사전경험을

크게 고려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다른 교수-학습 방법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교수-학습하려는 경제개념 자체의 특성온 교수-학습 방법 선택과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한 · 일간의 기술이전 문제’ 의 교수-학습은

논쟁적 경제문제가 가지는 인식론적 여러 특성 때문에 토론과 합의의 절차를 거치는 교수-학

습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사회과 개념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개념의 교수-학습적 특성은 매

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념이 지니는 교수-학습적 특성이 바로 그 개

념의 교수-학습 방볍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의 경제 생활에서의 경험이 개념 이

해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경험세계를 고려

한 모형이 적절하며， 이를 위한 교수 전략은 교사 중심의 잘 조직된 수엽이 더욱 타당할 것이

다. 즉，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내용은 그 특성상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경험의 중요

성이 매우 크다. 개념 자체가 단순하게 연결되는 경우와는 달리 많은 하위 구성 개념으로 이

루어진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은 경험적 인지 구조를 자극하고 이용하는 것이 매우 필

요하기 때문이다.

3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개선에의 시사점

이상의 결과분석을 통해 우리는 교수-학습하려는 개념의 개념적 특성 및 경제교육 교수-학



(2) 시장경제의 특정과 그 문제점 보완

@ 사유재산과 의사결정의 자유

@ 선택의 자유와 경제적 보상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59

습적 특성이 결국 교수-학습 방법의 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함을 밝혔다. 이는 개념의 교수-학

습 방법이 개념의 인식적 특성과 교수-학습적 측면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준다 하

겠다. 다음은 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시사점들이다

1) 교과서 진술 방식에의 시사점

이러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현장 적용결과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제체제’ 단

원의 진술방식에 필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현행 (5차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해보

면 더욱 잘 드러난다. 현행 중학교 [사회 2J 교과서의 ‘경제체제’ 개념의 관련 단원은 다음

과같다.

3. 인간과 경제생활

1) 생활과 경제

(3) 경제생활의 변화

@ 오늘날의 경제생활(시장경제제도， 사회주의 경제제도 발달)

5.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1) 서로 다른 두 경제체제

@ 시장경제의 성립

@ 계획경제의 등장

@ 정부의 역할(경제정책 수립)

(3) 계획경제의 특정과 문제점

@ 계획경제의 원리

@ 계획과 명령

@ 계획경제의 한계

@ 계획경제의 수정(경제적 유인책， 시장경제원리 도입)

이러한 관련 단원의 진술방식의 문제점은 경제교육의 교육내용인 ‘경제체제’ 개념은 경제생

활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었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그들의 실제 경제 생

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체제는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서 그 경제체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제체제 자체는 그들의 경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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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속에서 경제적 경험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일종의 상정으로서 살아 있으며 , 이것은 아무런

의심없이 그들의 실질적인 경제행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체제’ 개념과 관련된 경험 조사를 위한 여백(그림 ill-1) 참조)을 경제체제 단

원의 시작 부분에 넣어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체제와 관련해 홍미를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 교

수-학습에의 참여를 높이고， 교사로 하여금 경제체제 단원의 수업 이전에 경제체제와 관련한

학생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게 해 효율적인 수업의 조직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 경제체제 단원 진술방식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N-7)과 같다.

2)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의 시사점

이상의 ‘경제체제’ 개념의 현장 적용 분석결과는 ‘경제체제’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 학습을 위해서는 경제체제가 지니는 개념적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생 경험의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체제와 관련

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수업을 조직함으로써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표 N-7)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제체제’ 단원 진술 방식의 예

단원명- 우리의 경제생활과 다른 경제사회의 이해

(,)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해

(L) 경제체제 개념에 대한 경험 기술 여백

(e) 학습목표

("') 개념지도

(u) 준비학습

(님) 경헝예화(경험과관련， 흥미유발)

(λ) 내용전개(상황모형에의한 전개)

1.경제생활의 과거와 현재

2. 세계여 러지 역의 경제생활양식

3. 우리의 경제생활

4. 경 제생활과 경제윤리

(0 ) 심화학습

(.A ) 참고자료

(7:.) 평가문제

(E) 단원의 요약

(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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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언어를 통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고려이다. 내용을 통한 언어적 사건 (speech

events)의 경우， 우리는 서로 자기의 일종의 문화적 굴레 안에서 (inside cultural circle) 상대

방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 (context)에서의 대화냐 하는 것에 우리

는 유의해야 한다.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교

사는 학생이 가진 상황내에서 말이나 언어적 행위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을 위해 교수-학습의 개별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뇌의 작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자기

에게 주어진 정보와 경험을 인지하게 된다. 경제체제와 관련한 경험이나 정보가 다른 학생이

나 집단이， 교사가 사용하는 방식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경제체제의 원리를 경험하는데 실패

〈표 IV -8)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사의 체크리스트

체크정도

* 의 ~
상 중 하

1. 이반의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분포는 학생의 50% 정도가 중간계층 출신

학생의 50%정도가 중간계층 출신

2. 이반의 학생틀의 주요 거주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밀집지역(주공아파트)

3. 학교주변의 환경은 상가， 아파트

4. 친구사이의 경험

학생 가족사이의 경험

경험 학교에서의 경험

파악 지역사회의 경험

여부 방송매체의 경험

다른경제사회의 경험

5. 교수-학습 자료 경험세계 자료의 재구성

6 교수 학습 조직

교수1 수엽의식단계

학습 확인단계 학생의 경험세계 중시

조직 교수 학습단계 학생의 경험세계 중시

교수 마감단계 경제사회참여와 적용

수업종료단계

7. 평 가 ( ‘경제체제’ 개념의 이해(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참여 및 행동 요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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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에는 학생들의 경혐의 유형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로， 교사는 수업 이전에 체크리스트(chec입ist)를 통해 수업상황에 가상적인 상상을 해

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의 학생， 그들은 누구인가”에 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교실

로 가지고 오는 ‘경제체제’ 개념에 관한 경험을 고려한 수엽의 진행을 위해 실행이 요청된다

(표 N-S> 참조).

V. 요약및 제언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우리나라 학교 경제교육 ‘경제체제’ 개념의 교

수-학습의 새로운 지향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수-학습하려는 개엽의 교수-학습적 특성을 고려한 ‘경제체제’ 개념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경제체제’

개념 교수-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경험세계를 고려해 그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형은 다른 모형과 비교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에 답하려는 것으로 이 연구는 바람

직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지향하는 학교 경제교육의 교수-학습적 효율성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경제체제’ 개념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이의 교수-학습을 위한 개념학습 모형 논

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체제’ 개념은， 경제체제 속에

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제생활 속에서 경제적 경험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일종의

상징으로서 살아 있으며， 이것은 아무런 의심없이 그들의 실질적인 경제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개념의 특성은 곧 교수-학습 방법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교수-학습 모형의 현장 적용 결과 〈가설 1>과 〈가설 2>는 모두 긍정되었다. 즉，

현장 적용 결과를 종합하면， 단순주입식 교과서 해석식 교수 학습보다는 결정적 속성을 중시

하는 교수-학습 모형， 대표적 사례를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개념학습과정에서 학

생이 지니는 집단적， 문화적， 역사적 차이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념

형성접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경제체제’ 개념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학생이 지니는

집단적， 문화적， 역사적 차이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결정적 속성을 중

시하는 교수-학습 방법 이나 대표적 예를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보다 교수-학습의 효과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 연구는 교수-학습하려는 개념의 개념적 특성 및 경제교육 교수 학습적 특성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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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교수-학습 방법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혔다. 이는 우리의 개념의 교수-학습 방법

이 개념의 특성과 개념의 교수 학습적 측면을 고려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학교 경제교육의 ‘경제체제’ 개념의 교수 학습 개선에 줄 수 있는 시

사점을 몇 가지 서술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는 경제체제의 교수-학습

과 관련하여， 교과서 경제체제 단원의 진술 방식 개선，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등에 커다란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더욱 중요할 수 있는 하나의 발견은 교수-학습 하려는 개념의 특성에 따라 교수-학

습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경제체제’ 개념은 그 개념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니는 사전경험을 크게 고려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다른 교수-학습 방법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교수-학습하려는 경제개

념 자체의 특성은 교수-학습 방법 선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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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ructional Models
about the Concept of Economic System

Cho,Young-Dal and Dae-Ill Le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present study aims two parallel goal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hree strategies for

teaching the concept of economic system and to make some meaningful suggestions on the

teaching of concepts in social studies. To be concrete, two main questions to be answered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eaching the concept of economic system?"

Second, “Which is the most appropriate instructional model considering the given

characteristic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ree experimental groups-attribute model ,

prototype model , social context model-are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using the

conventional approach. The sample consists of 170 second-grade junior high sch。이 boys. The

treatment for all groups is carried out over 2 weeks. The instrument used in the study is the

economic system concept formation test. One-wayANaVA (four treatment conditions including a

control group) results in significant effects. The results indicate that (a) the attribute model, the

prototype model, and the social context model produce a significant greater test score than that

ofthe conventional approach, and that (b) the social context model produces a significant greater

test score than those of the others. As the implications of teaching the economic concept, this

study suggests that (a) in teaching economic concept, the social context-centered approach is a

goodthing, and that (b) the consideration ofepistemologicalcharacteristics of a concept is able to

contribute greatly to a good concept-learning. Through this study, especially, we fm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s in social studies topics playa decisive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instructional model.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learning and

instruction in a Korean economics lesson and make a new attempt at the instructional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