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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政治·經濟敎育의 一般目標

本積에서의 政治 • 經濟敎育은 高等學校 社會科 敎科의 政治 • 經濟科目에 대 한 敎育을 意

味한다. 오늘날 社會科는 慣{7iJ的으로 몇개의 小科目을 총괄하는 말로서 쓰여지고 있다. 말

하자면 本高等學校 社會科에는 政治 • 經濟， 社會 • 文化， 世界史， 國土地理， A文地理 등의

科目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本積에서의 政治·經濟敎育의 目標는 그 前提로서 社會科의

-般目標가 說明되어야 하며 그 연후에 社會科의 一分科로서의 政治 • 經濟에 대한 目標가

寂述되어야 한다.

1. 社會科으1 -般目標

文敎部의 高等學校 교육과정 해설에 의하면 社會科는 앞서 言及한바와 같이 그 分科로서

政治·經濟， 社會·文化， 世界史， 國土地理， A文地理등의 科目을內包하고t있으며 이들

分科目의 교육을 통하여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국만으로서의 자질을 키워 나가도록 하

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사회과는 사회인으로서의 자질， 특히 국민으로서의 자질

을 기를 것을 목표록 한다. 그리고이 경우의 국민온 한국이라는 나라의 國民이라야 하고

現代에 사는 韓國 國民인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民主主義를 신봉하고 生塵的， 開招的인 한

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社會科는 高等學校 학생오로 하여금 現實的인 社會의 構造와 機能을 이해하고 자기

와 관란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며 社會發展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는 기능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리하여 文敎部가 설정한 敎育課程은 社會科의 일반목표를 다음과 같은 2개 항￡로 요약

하여 진술하고 있다.

1. 社會生活의 여러가지 原理와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에 나타난 社會事象에 대한 理解를 깊게 하

여 民主國民으로서의 自覺을 가지고 國家와 民族의 벤영에 이바지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 본 논문은 1979년 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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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韓國國民으로서의 긍지 플 가지고 國際社會에 관한 이 해 를 깊게 하여 국제 사회 발전에 이 바지 하

는 태도와 능력윷 기른다，

;;z.
•-

「

(l) 社會科를 이 루고 있는 各分野의 學問的 기 초원리를 학습하고

(2) 社會事象의 이해에 있어서는 우리의 상황을 중시하며

(3) 國民的 자각을 높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4)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몽하여

(5) 국제사회의 zp:和와 發展에 기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배양한다.

라는 것이 高等學校에 있어서의 社會科의 -般目標로 되어 있다‘

이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첫째 社會科의 目標를 했率的S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社會生活의 여러 問題를 時間的 및

空間的{則面에서 파악하고 社會生活의 여러 問題에 대처하여 이들 問題를 올비一르게 批判하는

同時에 問題를 建設的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養밟하도록 하여야 한다. 社會生活의 여러

問題를 올바료게 批判하기 위하어는 社會生活을 綠合的」ζ로 把握활 必몇가 있으며 이를 위

하여 現代社會가 當面하는 여 러 가지 測面에 대 한 基本的 原理를 이 해 하도록 하여 야 한다;

둘째 社會科는 社會的 存在로서의 人間의 自覺을 그것도 自主性을 상실하지 않는 國民的

딩覺을 높이는 것을 目標로 한다. 高等學校 學生은 그 精神的 및 l죄體的 發達過程이 )、間

社會가 있어 야 할 바람직한 모습에 대 하여 充分히 關心을 가지고 또 思索할 段階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思索을 土台로 한 A間유로서의 自覺이 原動力이 되어 λ‘間의 社會

生活의 向上을 圖諸코자 하는 自主的 態度를 養成하도록 하여야 한다.

現代社會는 科學과 技術의 高度의 發達， 盧業 經濟의 눈부신 發展， 또한 매스 코미뉴케

이션의 發達 등으로 인하여 人間은 자칫하면 急激한 社會變選에 휘 말려 A間性을 손상시 키

고 自主的인 態度를 잊어버랄 우려성이 있는 바 정대로 이와같은 事態에 이르지 않도록 노

력하여야 하겠다. 특이 韓國이 處해있는 地政的 條件， 韓國을 에워싸는 國際情勢의 微妙한

움직 임 , 分斷된 國家로서의 南北韓의 對陣상태 등 諸般 與件을 깊 이 洞察하고 아 블 分析하

고 認識하여 야 한다. 따라서 社會科에 서 의 人間으로서 의 自覺은 大韓民國國民￡로서의 自

覺이 되어야 함을 명집하여야 한다.

세째로 이와같은 國民的自覺은 國際的 視野에 立뼈한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高等學校 敎育課程에서의 社會科의 -般目標블中의 하냐는 國際社會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국제시-회와의 平和와 發展에 기여하는 태도와 능력을 배양

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말할 펼요도 없이 國際的 視野에 立빼한 社會科의 目標를 明示한

것이며 이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過程으로서 國|聚關係와 우리나라의 沒劃을 理解시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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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오로 한 國民우로서의 自覺과 國|聚協調의 精神의 育成이 강조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의 社會生活은 國際化時代속에 서 營寫되 고 있다. 01 려 하여 社會生活의 活動의 무

대도 國際的 o로 넓게 열려져 있으며 國際的顆點에 立빼한 思考와 行動이 훨請되는 바 많

다.

또한 그間의 우리 냐라의 塵業 및 經濟의 發達포 國際社會에 서 의 우리 나라의 地位도 彈化

되고 國際社會에 서 逢行하여 야 할 않害U도 重要한 것￡로 되 었다.

따라서 國際關係와 世界속에서의 우리나라의 &劃을 보다 깊게 理解시킬 必몇가 있으며

이를 土台로 世界의 平和와 쩔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國民的自覺이 國際

的 視野속에 서 이 루어 지고 이 를 바탕으로 社會生活이 展開될 때 國際協調의 精神이 育成될

수 있고 그러무로서 世界의 zp:和와 A類의 福社에 이 바지 하고자 하는 連帶感과 使命感아

기대되는 것이라 하겠다.

2. 政治 • 經濟敎育으1 -般目標

1) 政治 • 經濟의 基本的 性格

社會科 敎育의 목표가 유능한 民主國家의 국민으로서의 자칠을 육성 하는데 있다고 볼 때

에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가장 包括的이고도 廣範圍한 基本擺念을 내포하고 있는 과목이

바로 政治·經濟라 할 수 있다.

舊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사회의 분야가 두개의 科目 즉 -般社會와 政治·經濟로 나누어

져 있었으나 서로 重復되는 面도 많고 內容의 寂述方法도 大同小異한 點이 많아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었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 (1977年 2月 2813 公布) 에 서 는 일반사회 의 重몇領域

이 되는 政治 • 經濟 • 社會 • 文化面을 學問的 體系블 따라 중복을 피 하면서 學習效果를 올

럴 수 있도록 政治 • 經濟와 社會 • 文化의 두 科目드로 재조정하였다.

이와같은 政治 • 經濟의 敎育은 民主主義의 本質에 關한 理解블 갚게 하는 동시 에 한국의

政治 • 經濟 및 國際關係 등에 관한 올바른 。1 해 와 건전한 判斷力을 길러 국가， 사회가 요구

하는 공만자질을 도야 계말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즉 國民學校社會科에서 기초적

무로 육성된 국가， 사회의 성원으로서 필요한 國民的 資質， 中學校 社會科에서 보다 갚게

培養된 國民的 王權의 담당자로서의 자질과 교양을 바탕 o로 양식있는 중견국민￡로서 필

요한 교양의 기초블 한층 더 深化시키고 높이는 것이 高等學校에서의 政治 • 經濟의 基本的

性格이라 할 수 있다.

高等學校의 경우는 이 미 參政權을 가지 고 있는 學生도 있고 또 기 타의 學生들도 未久에

參政權을 行使하여 主權 擔當者의 一員으로서 政治에 參加하게 되 며 그렴 으로써 法律 및

經濟에 대한 基本쩌識도 必몇하게 된다. 따라서 中學校의 경우보다도 한층 더 學問的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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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內容의 多樣化가 횟求되 며 現實問題에 있어서 도 보다 具體的ξL로 그 問題點을 지 적하

고 이 의 改善策을 模索하도록 하여 야 한다. 이 리 하여 高等學校에 있어서는 그 段階에 適合

한 能力을 開發하고 。1 를 育成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더 韓國的 現實에 대한 福넓은 理

解와 그 當面問題블 헤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能力을 培養하도록 하여야 한다.

2) 政治 • 經濟敎育의 目標 ‘

政治 • 經濟敎育의 目標는 앞서 寂述한 바 高等學校에 서 의 「政治 • 經濟」의 基本的 性格으

로부터 自動的오로 設定될 수 있다. 즉 政治 • 經濟敎育의 目標는 「民主主義의 本質에 관한

이해를 깊게하는 동시에 韓國의 政治 • 經濟 및 國際關係 등에 관한 올바른 理解와 건전한

判斷力을 걸려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국만자질을 도야 계말하는 것」을 그 基本前提로 하

여 다음과 같은 몇개의 事項에 그 主眼點을 두어야 한다.

첫째 民主政治에 대한 理解를 깊게 하고 基本的 A權과 議會制民主王義1룹 尊重하여 보다

次元 높은 民主政治의 具現을 위하여 努力하고자 하는 態度를 양성한다.

둘째， 法律에 關한 올바른 知識을 가지게 하여 法移序를 尊重하는 준볍정신을 기르고 건

전한 國民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킨다.

세째， 經濟의 基本原理를 파악하고 韓國經濟의 特質과 問題點을 騎合的으로 관찰하고 이

해 하묘로서 國民經濟의 發展과 그 民主化에 。1 바지 하고자 하는 태도를 양성 한다.

n. 政治 敎育

1. 政治 敎育의 目標

政治 敎育의 目的은 民主 市民의 資質 양성을 위한 ‘市民 敎育’ 의 觀點과 社會科學的 m
識의 構造를 중요시하는 ‘社會科學 敎育’의 親點에 비추어 밝헐 수 있을 것이다.

現行의 社會科 敎育課程은 最近의 學問中心 敎育課程 理論을 반영 하고 있으나， 政治 敎1

育61 “우리 나라의 정치 형태와 특성을 이해시켜서， 우리 나라 만주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

의를 토착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태도”블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만으로서의 자질’을

목적￡로 한다는、점에서 본다면 정치 교육은 곰 ‘民主 市民 敎育’이란 顆點에 따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 교육은 ‘정치 • 경제 3 敎科뿐 아니라 ‘國民精神敎育’， ‘反共敎

育〉 , ‘統一安保敎育1 , ‘새 마을敎育’ , ‘國民倫理敎育’ 등의 이 름아래 多樣하게 실시되 어 왔

으나 -實性있고 體系있는 內容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이는 民主 市民 敎育 내지 政治 敎

育에 대한 體系的이고 學問的인 %究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 건설， 국민 형성， 경제 발전 등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자， 곧 政治 敎育의 目標로 삼은 것은 우리의 정치적 현실에서 나온 요구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國家 發展에 이바지하는 國民的 資質을 기른다는 目標는 國家 發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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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무엇이며 왜 추구해야할 중요한 目標인가 하는 觀點에서 보다 갚아 있게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즉 國家 發展에 이바지하는 國民的 資質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政治 敎育의 目

標임에는 플렴없으나， 國家 發展올 통해 達成하고자 하는 人間의 理想的안 삶의 상태， 생

활 양식 을 政治 敎育의 궁극적 인 目的￡로 삼고， 이 에 관한 價f直觀을 기 르는데 必須的인

內容을 가르처야 할 것이다.

政治란 A間의 理想的인 삶의 상태， 政治的 理想을 실현하기 위한 社會 組織과 A間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政治는 事實의 世界와 價f直의 世界로 이룬어 지고 있다. 이러한 정

치 현상을 연구 대상오로 하는 政治學은 科學인 동시에 哲學이라 할 수 있다. 哲學으로서

의 政治學은 λ、間의 삶의 最善의 狀態를 밝히 고， 이 려 한 道德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 한 國

家， 社會 制度 등의 有用性을 分析， 評價하는 “規範的” 學問이며， 科學으로서의 政治學은

價f直中立的 • 經驗的 %究로써 政治現象을 記述， 說明하려는 “科學的” 學問이 다.

政治 敎育의 目的은 그 學問的 바탕을 이루는 政治學의 이러한 性格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民主市民 敎育이라는 觀點에서 國家와 社會가 몇求하는 公民的 資質을 도야

계밸한다〔새종합 교육과정 맞 해설(사회 • 국사) 1977, p.283)는 목표는 政治的 理想으로서의 A

間의 理想的인 삶의 상태와 生活 樣式에 비추어 볼 때 그 正當性을 갖는 것이며， 政治 敎

育이 政治權과 관련하여 사회의 安定과 國家의 發展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명하지

뭇한 것이 다. (李奎浩， 1972, p.58)

이러한 政治的 理想으로서의 삶의 양식의 이해는 이 理想을 질현하기 위해 마련된 社會

組織과 制度 및 A間 行動의 이해 없이는 不可能하다. 政治 現象의 經驗的 船究는 政治的

生活 樣式의 科學的 理解를 可能케 한다. 따라서 學問오로서의 政治學의 基本 職念과 v아이

디어의 重흉§性이 彈調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政治 敎育의 目的은 政治 現象에 대한 政

治學的 知識을 바탕으로 人間의 政治的 生活 樣式을 理解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政治敎育은 곧 A間敎育01 다. 合理的인 思堆， 理性的안 判斷， 自主的인 精神， 協

同的인 性格， 他λ、의 λ、格을 尊重하는 자시!l. 共同體의 秋序를 지 키는 態度 등은 정 치 교육

을 통해 걸려야 할 )、間의 特性이다.

政治란 價碩의 世界와 事實의 世界로 이루어지며， 政治學이 哲學연 동시이11 f;斗學이라 불 1

때 , 政治敎育에 서 특히 重몇i땐되 는 문제 는 政治的 理想과 現寶， 즉 價f直와 事寶의 두 世界

사이 에 存tE하는 ;r)좁과 갈등이 다. 社會科 敎育에서 意思決定 • 問題解決力。l 彈調되고 있

는 것은 바로 이점에서이며， 정치적 牙l좁과 갈등을 克服하기 위한 敎育이 政治 敎育이다.

이 予眉과 갈등의 克服은 事寶의 世界를 正確히 分析하는 科學的 知識과 價植의 1比界를 分

析 評f直하는 哲學的 때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政治 敎育을 民主市民敎育이 라고 보는 경우 “政治學아 훌륭한 市民아 지 녀 야 할 資質이

나， 지 켜 야 할 格律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 묘로， 政治學의 內容이 냐 方法에 관한 知識。1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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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흘흉한 市民이 될 수 있다. "(Kirkpatrick & Kirkpatrick in Erling M. Hunt et. al. eds. p.

103)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훌륭한 市民￡로서의 자질이 정치 현상에 대한- 客顆

的이 고 體系的인 꺼口識을 바탕우로 하지 않고서 걸려 질 수는 없는 것이 다. 더 우기 國家 짧

展에 이 바지하는 民主市民的 資質이 政治的 理想으로서의 삶의 樣式이 라는 궁극적 인 目的

에 비추어 正當性을 갖는다고 볼 때， 理想과 現實 사이에서 相互 對立하고 協力하는 人間 ’

行動， 制度， 組織에 대한 學問的 理解 없이는 삶의 樣式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한펀 政治 敎育이 곰，學問으로서의 政治學 自體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規範的 學

問인 政治哲學은 歷史學이나 哲學의 分野일 뿐 科學으로서의 政治學의 分野는 아니라는 것

이 최근 政治學界의 동향이다. 그러나 政治的 理想과 現實사이의 괴리， 갈등 상황에서 자

신의 가치를 선택하고 正當化하며 실현할 것을 目的￡로 하는 政治敎育에서는 政治現象을

事實과 價f直의 양 측면에서， 동시에 規範的이며 經驗的으로 接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이다.

以上의 論議에 비추어 볼 때 政治 敎育의 目標로서 彈調되어야 할 點으로서는 다음 몇가

지를들수있을것이다.

1. 政治 現象에 관한 基本 擺念과 原理의 理解 政治學者의 政治 現象 探究 方式에 따

라 政治學의 學問的 構造를 學習하되， 人間의 政治 行動과 政治 制度의 分析을 통해 政治的

삶의 樣式을 이해하는데 그 강조짚을 둔디.

2. 政治 現象 探究의 諸 퍼스펙티브 이해 정치 현상을 탐구하는 여러 觀點을 이해하

는 것은 곰 정치적 삶의 양식 및 정치 제도 • 조직의 여러 代案블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知的 眼目을 기를 수 있다.

3. 民主的 政治 參與의 能力 및 태도 合理的 思推와 知性的언 判斷을 바탕으로 政治

的 價{直에 대한 입장과 태도블 갖고， 이를 正當化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政治 敎育에

서는 科學的 知識이나 政治的 理念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合理的￡

로 決定하고 이를 正當化 할 수 있는 能力과 태도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4. 정 치 적 갚등 상황을 克服하는 意思 決定 및 問題 解決 能力 정 치 현상은 政治的 理

想과 政治的 現實 사이의 予]홉에서 야기되는 갈등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관한 科學

的 理解를 바탕으로 政治的 갈등 상황을 克服할 수 있는 能力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政治 敎育의 內容

敎育 目標와 敎育 內容의 關係에 대 하여 , 소위 “內容 模型" (李供雨， 1977 pp.59-85 , 第

3 章)의 입장에서 目標보다는 內容을 敎育의 核心的 관점사로 보는 경우는 물론이며， 敎育

目標블 敎育 內容 選定의 準據라고 보는 경우에도 어떠한 內容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

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敎育課程에 陳，述된 政治 敎育의 目標보다도 그 內容이 敎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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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際에서 보다 중요시되고 있고， 뚱한 政治 敎育의 1켈格을 더 크게 좌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政治 敎育의 內容은 어떼하여야 하는가?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이 政治 敎育의 目

標가 A間의 政治的 生活 樣式을 理解하고， 政治的 理想과 現寶 사이의 갈등을 合理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는데 있다고 본다면， 政治 現象을 科學的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횟하다. 따라서 정치 교육의 內容은 一次的오로 政治 現象에 대한 基本 擺念과

原理를 中心으로 選定되어야 할 것이다.

最近 國內外 社會科 敎育의 동향은 內容의 構造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政治 敎育

의 內容은 政治學의 基本觀念과 原理를 學習者가 學習하기 쉽도록 系列化하여 組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政治學의 基本 擺念을 中心으로 敎育課程을 構造化하려는 努力

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Roy C. Macridis, 1955, pp.23-24)는 政治 現象 分析의 主擺念으로 政

策決定， 權力， 이데올로기， 政治 制度를 들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政治學者들이 政治學

의 基本 觀念을 提示하고 있￡냐 政治學의 基本 擺念아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은 政治學者

들보다도 社會科 敎育學者들에 있어 더욱 크다.

그 例로써 , Preston과 lIerman, Jr.(1974, pp.242-243)은 政府의 構造， 이 더l 올로기 , 政策의

決定過程， 與論， 比較 政治， 國l察關係를， 그리고 David W. Minar (in Culbertson et. al. eds.,

1973, pp.149-155)는 制度 • 體系 • 過程， 權力 • 갈등 • 權威 • 決定， 變化 • 짧展 • 統合 등을，

그리고 James A. Banks (l974 pp.318-323)는 社會 統制， 國家， 政府， 權力， IE當性， 權威，

利益集團， 政治社會化， 政治 文化， 政治 體系블， 그리고 Michaelis(1976, p.148)는 政治 行

動， 政治體系， 國家 • 權力 •權威 • 影響力 • 正當性， 合法的 절차 • 公共政策 • 社會統制 • 利

益 集團 • 決定作成， 政府， 抱束力 있는 決定(規則 • 憲法 • 法)， 社會的 價f直 基魔 등을 政

治學의 基本 擺念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政治學의 基

本 觀念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政治學 %究의 퍼스펙티브에 따라， 그리고 政治 敎育 目

標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政治學의 學問的 性格이나 政治의 觀念 및 이와 관련된 政治學 昭究의 諸퍼스펙터브 등

이 政治 現象의 理解를 寫한 擺念 構造의 바탕을 이루지만， 이러한 內容을 政治 敎育의 初

期부터 다루는 것은 思堆의 흔란만을 초래할 수 있다(尹鎔뺨 外 19'18, p.274). 그러 나 ‘政治’

또는 ‘政治的’이란 우엇을 意味하는가 하는 문제는 政治學의 전체 構造와 직접 관련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金雪泰， 金榮國 1973, p.32) 政治의 擺念을 파악하고 政治

學 맑究의 諸 퍼스펙티브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內容은 우리

가 日常 經驗하는 實際 政治룹 바탕A로 政治 現象을 理解하고 問題點을 發見하며， 그 問

題點 解決을 위한 올바른 方法을 생각하는 과정을 동해 歸納的요로 明白해 질 수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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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 敎育의 內容이 一次的으로는 政治學的 知識올 바탕우로 하지만， 高等學校에서의 政

治 敎育이 學問오로서의 政治學 自體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즉 政治 敎育의 目標에 비추

어 볼 헤 政治 現象에 관한 基本 擺念과 原理의 이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政治的 가치를

選擇하고， 이를 正當化하며， 行動化함으로써 福社 國家를 實現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는데 펼수적 안 內容이 敎授되 어 야 한다. 政治란 A間의 理想을 寶現하기 ι 寫한

活動이나 출발점은 現實야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政治的 現實과 政治的 課題블 充分히 이

해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오로는 法律 敎育과 관련된 것으로서 전통적오로 社會科에서는 준법 정신의 함양을

강조해왔다. 民主 社會에서의 法은 곧 國民의 共通된 意思이며， 따라서 法移序를 존중하는

태도는 民主市民의 基本的인 資質이기 때문이다. 法律 敎育의 內容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

점에서 자세히 다루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民主 社會에서의 준법 생활이라는 입장에서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이 상에서의 고찰에 따라 政治 敎育의 內容 o로서 다루어 져 야 할 |저容 훗素를 選定한다연

다음과 같응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民主主義

@ 政治的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만족주의， 사회주의 등

@ 띤주주의의 기본 원리 훌本的 A權， 權力分立， 代議政治 등

@ 民主主義의 條件 外的 • 物質的 條件， 內的 • 精神 日 條件

@ 民主主義의 歷史的 展開 過程 ..•...古典的 民主主義， 近代國家 成立과 代議政治

@ 大꿨社會와 民主主義 大꿨社會와 A間， 現代 民主王義의 문제점.

政治 制度 및 人間의 政治 行動은 政治的 理想 벚 價f直와 관련되어 있다. 즉 정치란 人

間의 理想、을 寶現하기 위 한 活動이 디 • 이 러 한 政治的 理念， 價f直， 敎義 等을 연구하는 政

治哲學은 곧 전통적 정 치 학오로서 古代로부터 지금까지의 民王 政治의 發展 過程에 관한

知識의 원천이며，知性史。1자 동시에 倫理學의 한 特珠한 분야이기도 하다.

民主主義의 歷史的 展開 過理을 이러한 정치철학의 觀點에서 파악하는 것은 A間의 정치

적 유산에 대한 온당한 이해와 批判的 評價블 위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

의 위기흔이 제기되고 있는 狀況， 民主 政治의 發展이 중요한 國家的 課題로 남아 있는 우

리 나략의 정치적 상황， 정치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 상황 등의 이해를

위해， 民主主義의 本質과 이 의 可能 條件， 그리 고 민주주의의 문제 접 등에 관한 體系的인

敎授가 必경찰하다.

(2) 정치 권력

@國家

@ 社會 統制 規範과 款序， 法의 支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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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權威 政治엘리뜨， 동치의 수단 등

@ 正當性 ....•.청 치 적 상정 , 支配의 형 태

政治 權力은 j、間의 行動을 統制하거나 그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의 가장 보편적

인 현상이다. 즉 어느 사회에냐 社會內의 對立과 갈등을 統合하여 -→定한 政治的 담的을

達成하기 위해 社會 構成員을 抱束하는 政治 權力이 存在한다. 國家의 政治 權力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나 多元化된 사회에 있어서는 정치 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國家의 權力

에 그칠 것이 아니라， 軍隊， 경제 단체， 엘리뜨 등의 영향력 내지 권력의 이해가 필요하다.

政治 權力은 정치적 상징에 의해 正當化되는 權威를 바탕으로 모든 社會 成員의 行動을

抱束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 세력과 區別된다. 이접에서 보아 정치 권력은 영향력，

지배， 통제보다는 權威에 비추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政治란 權力 그 자체를 目的으로

하는 社會的 行動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오며， 政治 過程은 權力의 形成·分配 및 r 行使라고

볼 수 있다(Lasswell & Kaplan 1950, p.75). 이 런 意味에서 政治 權力의 擺念을 動態B인 過程

올 통해 파악하는 것은 政治 敎育의 核心을 아룬다 할 것이다.

(3) 政治 過程

@ 政治 集團과 團論‘ .....政黨 • 利益 集團의 組織과 機能， 與論의 意義， 與論의 形成， 매

스 마디어 등

@ 政策 政策의 決定과 시행 과정， 政策의 效力

@ 政治 意識 .....•政治的 A間型， 政治態度와 行動， 政治社會化， 政治的 無關心 풍

@ 선거 ...•..선거의 의의， 선거 제도

現代 政治는 與論 政治。1며， 政黨 政治이다. 이는 政治가 法律·制度的 장치속에서만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動態안 政治 過程에 의해 이루어집을 뜻한다. 이와 함께 現代는 政

治化의 시대라 할 만큼， 國民들의 政治 參與의 기회가 據大되고， 그 폭이 넓어졌다. 이러

한 政治 參與는 政黨， 利益 集團(壓力 團體) 團論 몽의 諸 훨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國民들의 政治的 意思가 形成되고 政策決定에 반영되며， 이 政策이 시행되는 過程

을 動態的으로 이해하는 것은 法律 • 制度의 形式과 政治的 寶際， 그리고 法規와 政治 行動

간의 심각한 격차를 이해하고 이즐 해결하는 能力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요하다.

(4) 政治 形態

CD 民主 政治와 獨載 政治·‘ ....民主制 獨載制의 특징 , 政治 形態의 多樣↑生 등

@ 政府 形態 ..•.••議會制， 大統領制의 특정， 政府 形態의 多樣뾰 등

@ 政治 機構의 組織과 기능 .•....立法· 司法·行政 機構， 地方自治制， 官憶制 등

各 社會는 政治的 機能을 수행하는 多樣한 형태의 組織化된 政治制度를 갖는다. 가장 중

요하고 보편적인 政治의 機能이라 할 政策의 決定과 시행은 이 정치 제도를 통해 야루어진

다. 人間은 오랜 歷史를 통해 民主制와 獨載制플 비롯한 多樣한 청치 형태를 경험해왔￡며



180 師 大 論 뚫 (21)

요늘날 各國은 政治 權力間의 關係와 政治 過程의 性格에 따라 서로 다른 政府 形態블 경

험하고 있다. 이 는 各國의 歷史的 經驗이 다르고， 社會 • 經濟的 및 政治的 狀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各 社會의 相異한 政治 制度를 比較政治 %究의 接近方法에 따라 파악하

는 것은， 우리의 政府 形態， 政治機構의 組織과 作用의 理解뿐 아니라， 政治制度의 分析·

評價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5) 政治 發展

@政治 發展의 의미

@ 政治 發展의 課題 政治的 安定， 民主的 政治 參與， 社會 正義 •福社 등

@ 開發途上國의 政治 發展 開發途上國의 政治的 狀況， 政治的 課題 및 問題點 등

1960年代 이후 新生國家들의 정치 발전 문제가 정치학 연구의 초점이 되다시피 하었고，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 상이 되 고 있다. 現代民主主義의 危機論이 대 두되고 있는 狀況이

묘로 西歐 民主國家들도 政治的 安定괴- 發展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안고 있A나， 政治 發展

은 주로 開發途上國들의 主몇 問題가 되고 있다.

戰後 新生國의 政治的 現實과 當面한 政治的 課題블 分析하고 우리의 政治 發展 課題와

比較함으로써 , 韓國이 當面한 經橋 • 安保 • 政治 • 外交 • 價f直觀 등의 問題點을 理解하고，

그 解決 方案을 모색할 수 있다.

政治 發展의 擺念， 그 過程아1 대해서는 學者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國家建設(State Building) , 國民 形成 (Nation Building) , 經濟 發展 등

의 소위 民族主義的 課題의 해결에 주력해 왔다. 경제 발전을 效率的으로 持續시키면서 政

治 發展도 이룩할 수 있는 政治的 權威를 確立하고， 民主的 政治 參與플 提高， 效率化하며

나아가 福社社會블 건설해야 할 課題를 認識하는 것이 중요하다.

(6) 國際 政治

CD 國|聚 關係의 性格 國際 社會의 ↑生格， 國際 關係의 특정 등

@ 國際 政治 秋序 자유 진영， 공산 진영， 제 3 세 계 등

@ 국제 기구 국제 연합， 기 타 국제 기구

Q 국제 정치와 韓國의 外交·安保

國際政治는 經濟 • 外交 • 軍事 • 이 데 올로기 적 몇素흘 포함하는 國家間의 權力 政治 現象

을 말한다-般的으료 政治라고 하는 現象과 國際政治라는 現象을 區分하는 엄격한 기준

을 찾기는 힘드냐 國家間의 갈등， 協力， 鏡爭 關係가 점차 增大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국제 정치에 대한 관섬은 접차 커지고 있다. 國際 關係는 근본적으로는 權力的 優越을 얻

기 위한 各國間의 鏡爭으로 이루어지며， 국제 사회를 이루는 各 構成國家들을 規制하는 單

一 彈制 權力이 아직 存在하지 않고 있￡묘로， 國際政治의 樣相은 國家權力에 의해 社會

統制가 이 루어 지는 國內政治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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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珠한 國際政治的 狀況에 놓인 가운데 緣一， 安保， 經j濟 鍵展 등을 主훌한 國家的 課題

로 잡고 있는 이유로 國際政治와의 관련성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나라의

처지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제 청치 현상 및 세계속의 한국의 위치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 韓國 政治의 特앓性

CD 分斷 狀況

@ 安保·統一

@ 民主 政治의 發展

@기다

우리 나라는 1960年代 이후의 經濟 建設을 통한 近代化 政策의 추진으로 國力이 크게 밟

長되었다. 그러나 國內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여러 측면에 결친 문제점들은 아직

도 해결해야할 중요한 課題로 남아 있다. 특히 南北 分斷 이후의 복장하고 미묘한 國內外

의 政治的 狀況으로 인한 安保 • 統一 등의 과제는 韓國 政治의 特縣性을 보여주는 측면이

다. 國土와 民族의 分斷 狀況을 正確히 認識하고， 國際社會 속의 韓國의 위 치 를 파악하며 ,

國內의 民主政治 發展과 관련된 國民의 政治 意織 및 制度化의 문제플 批判的오로 認識하

는 것이 政治 敎育의 目標에 비추어 볼/때 특히 중요하다.

(8) 民主社會의 法몫序와 춘법 생활

CD 法의 意義 및 담的

@ 私生活과 法

@共同生活과 法

Q 社會法

@ 國際關係와 法

오늘날의 法秋序는 社會生活이 복잡해 지 고， 國家의 기 능이 확대되고 多樣해검 애 따라 점

차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法秋序의 理解를 위해서는 專門的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專門的인 法律 知識보다는 日常生活에 필요한 기본적인 法律 m織

과 民主國家의 法款序를 이해시켜 건전한 民主 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준법 청신을 고양하

는데 그 중점을 두어이: 할 것이다.

이 상은 政治 敎育의 內容오로서 다루어 야 할 內容 폈素를 選定해 본 것이 다. 이 를 바탕

￡로 高等學校 ‘政治 • 經濟’ 敎科의 政治 內容을 組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하나의 代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 近代 國家와 民主 政治

1. 政治 生活과 政治 形態

@ 個)v 社會 • 國家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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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의 理念과 政治

@ 權力의 組織과 政治 形態

2. 民主 政治의 原理와 發展

@ 民主 政治의 擺念과 基本 原理

@ 西歐 民主 政治‘의 發展 過程

@ 大댔社會와 現代 民主 政治의 問題點

Q 開發途上國의 民主 政治

3. 民主 政治의 過짧

Q) 政黨과 壓力 團體

@ 與論과 선거

@ 政策의 決定과 시행 과청

@ 民主 政治의 文化

@ 現代의 政治體系

4. 民主 政治의 形態

@ 民主 政治의 諸形態

@ 議會制 民主 政治

\@ 大綠領制

@ 反民主的 政治體制

B. 우리 나라의 民主 政治

1. 우리 나라 民主 政治의 變選

Q) 東洋의 政治 思想과 우리 의 政治的 傳統

@ 民主 政治의 經驗과: 發展 過程

@ 우리 나라 民主 政治의 課題

2. 우리 나라의 憲法과 政治

Q) 헌법의 意義와 政治

@ 大韓民國 憲法의 變遭과 政治的 發展

@ 憲法의 基本 性格과 國家의 理念

Q 國民의 基本權과 義務

@政댐 形態와 組織 原理

@統治機構

@ 政黨·선거 관리

@地方 自治

@經濟秋序

師大論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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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나라의 國際 關係

@ 國家 社會와 國際 社會

@ 東西 關係와 第 3 世界

@ 우리 나라의 國|察 關係

Q 南北 對決과 統i의 課題

@ 우리의 外交 政策과 國際 協力

4. 우리 나라 民主 政治의 課題

@ 民主 政治의 理念과 現寶

@ 民主 政治 發展의 課題

@安保·統-→

@ 근대화·국만 복지

C. 法殺序와 法律 生活

1. 法의 意훌훌

2. 私生活과 法

3. 共同 生活과 품

4. 經濟·福社와 法

5. 國際關係와 法

3. 敎育課題의 補完 方向

iS3

지금까지의 政治 敎育의 目標와 內容에 대한 考察에 비추어 볼 때， 現行의 政治 敎育 內

容과 目標(敎育課程)가 지닌 問題點과 그 補完 方向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덤標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民主 政治의 發展과 民主主義의 土훌化에

이바지하는 태도”는 이상적인 政治的 生活 樣式을 이해하고 內面化하며， 실천하는 人間을

기른다는 정치 교육의 目的에 비추어 正當化 될 수 있도록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 을 이해시켜서， ....•.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目標의 陳述이 지니는 論理로 보아 쩌

識 敎育보다는 態度의 敎育을 彈調하고 있다. 정치 교육에서의 學習의 對象이 事實의 世界

와 價f直의 世界로 이루어짐을 생각할 때 知識 敎育과 態度의 敎育은 꼭같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목표의 진술 형식에는 많은 論議가 있을 수 있으나， 現行 敎育課繹에서

와 같이 「內容 행동」의 형식에 따른다고 하드라도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와 특성을 이해시

켜서”라는 진솔의 내용은 다음의 관점에서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1) 過去와 現左의 A間의 政治的 生活 樣式의 理解

2) 政治 現象의 理解를 寫한 知的 眼目

3) 民主的 態度와 政治 參與의 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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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事寶의 世界와 價{直의 世界間의 갚등， 모순을 克服하는 能力

다음으로 內容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內容」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정치교육의 內容

자체가 아니 라 單元(名) 또논 題材이 다. r內容」에는 單元이 나 題材속에 담겨 질 內容이 제

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 교육의 目標 達成을 위해 기본적인 개념과 아이디어， 원리를

가르치는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內容이 單元名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보다 자세한 內容.은 敎科書플 통해 分析될 수 있는 바， 動態的얀 政治 過程에 대한

內容이 미흡하다. 法律 • 制度的 接近에 따른 정치 현상의 설명만오로는 실재의 多樣한 정

치과정을 明確하게 理解할 수 없다. 헌법 • 볍률， 그리고 정치제도와 질제의 정치 행동 사

이의 차이플 이해하고 그 원언을 分析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內容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째， 민주 정치는 特珠性과 함께 普遍性을 지난다. 따라서 西歐의

民主 政治의 發展過程을 이해하고， 各國의 民主 政治의 특정을 比較政治의 觀點에서 파악

하는 것은 人間의 民主的 生活樣式의 이해뿐 아니라， 우리의 民主 政治의 특정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나， 우리나라의 民主 政治’로만 진술된 현행 敎育課釋의 論理에 따

르면 民主 政治의 普遍性에 관한 內容을 제 시 하기 에 는 미 흡하다. 民主 政治의 普遍性과 特

妹性에 관한 內容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냐， 우리 나라의 民主 政治”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로 여겨진다. 끝으로， 우리의 政治 制度， 政治 過程

및 政治 文化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批判的으로 思考할 수 있는 內容이 보다 補完되어

야 할 것이다.

1II. 經濟 敎育

1. 總濟 敎育의 目標

1) 經濟學과 그 領域

經濟敎育을 論함에 있어서는 우선 經濟學이 어떠한 學問이냐 하는 것을 究明하여야 하며

그 연후에 이를 效率的으로 學習하기 위한 手段 및 目標， 그리고 이에 따라 몇求되는 λ、間

像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그런레 이들을 내용오로 하는 經濟學 敎育은 本論鎬의 性

質上 高等學校 社會科敎科中의 政治 • 經濟속에서 의 經濟敎育을 대상오로 하고 있음은 두말

할 펄요도 없다.

經濟學의 自的은 人間이 經灣生活을 正確허 관찰하고 이를 지배하고 있는 法則과 理論을

발견함에 있다. 人間은 A間의 經濟生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理解를 기반￡로 하는 理

論的 基魔위에서 바로소 現代社會의 經濟組織을 비판하고 경제적 복지의 증진과 이상적 經

濟社會의 질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經濟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人間은 그 生命을 유지하고 生活을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無限히 계속척오로 일션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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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欲뿔을 만족시 켜 야 하며 A間의 欲뿔을 만족시 킬 수 있는 手段은 財貨와 用投이 다.

그리고 A間이 그 生活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必훨한 財貨 및 用投을 獲得하고 이를

소비하는 一切의 行寫플 經濟行寫라 하며 一定한 社會組織과 縣序下에 이 經濟行寫가 이루

어 질 때 이 를 經濟라 한다. 그런데 人間이 欲옆充足을 위 하여 財貨와 用投을 소비 하기 위 하

여 는 必然的으로 이의 生옳이 前提視되 어 야 한다. 따라서 經濟는 本質的으로는 펌、費와 生

塵과의 關係라 할 수 있다. 한펀 生廣과 소비 와의 關係는 극히 小規模的인 社會에 있어서

自給自足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단히 간단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複雜한 社會組織下에서

극도로 分業的인 生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복잡하다.

社會의 成員은 自己의 生活을 營寫하는 限 누구를 莫論하고 最終消費者이지만 이와 동시

에 그들은 老빼者와 無能力者를 除外하고는 어 떠한 형 돼 에 서든지 生옳에 參加하고 있다.

그리고 그 生塵은 이미 그들 자신의 소비플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社會的 分業下

에 극도로 專門化된 生塵으로서 自己가 生塵한 生塵物과 交換으로 自己가 소비하고자 하는

財貨외- 用投을 얻는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直接的으로 財貨와 財貨가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貨網를 媒介로 하여 交換이 이루어진다. 즉 自己의 生塵物 또는 用彼을 賣쳐1하고

이로써 取得한 貨勝로서 自己가 소비하고자 하는 財貨 또는 用投을 구엽한다. 한편 企業에

있어서의 生塵과 같이 많은 A間이 生塵에 參加한 경우 우선 이 生塵에 參加한 사람플간에

生塵物의 分配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도 分配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貨輪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生옳에 參加한 자는 分配받은 貨網， 즉 소득오로써 자기가 필요로 하는 財貨 및

用投을 구엽하여 이를 소비한다. 이와감이 오늘날의 社會組織下에서는 生塵과 消費間에 交

換 및 分配에 관한 복잡한 경제기구가 존재한다. 이리하여 經濟는 生塵과 消費間에 交換·

分配의 過釋이 介入되어 계속적으로 領環하는 現象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生塵과 消費는 生盧主體로서 의 企業과 消費主體로서의 家計間에만 이루어 지 는

것이 아니라 生塵主體와 消費主體를 겸한 政府와 企業間에 있어서도 이루어지며 政府는 國

民으로부터 脫金을 徵收하여 國民의 安寧과 款序를 유지하고 國民의 福社生活을 向上시키

기 위 하여 여 러 가지 任務를 수행 한다. 또한 오늘날 國家는 自己나라에서 生塵된 것만을 소

비하는 것이 아니 라 必몇한 財貨를 外國으로부터 輸入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經濟學은 그 %究對象요로서 生塵， 消費블 중심￡로 交換， 分配， 따라서

價格， 貨뺑金廳 및 物價 등을 비롯하여 財政， 國際經濟， 經濟宿環과 國民所得， 景氣의 變

動， 經濟成長， 經濟體웹~， 經濟計劃 등을 아울러 다루게 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위와

같은 經濟學固有의 領域外에 敎育， 國防， 環境， 福社， 保健 등의 問題에 대 하여도 많은 昭

究를 기울이고 있다.

2) 經濟敎育의 目標

經濟學의 領域이 이와 같다고 할 때 經濟學의 敎育은 이 모든 領域에서 일어냐는 法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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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般的 原理를 배우고 이를 바탕오로 보다 살기 좋은 社會를 건설하도록 노력하는데 그 目

標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經濟現象은 단순히 人間과 自然， 또는 勳質과의 交互作用일 뿐만이 아니 라 同時

에 λ、間과 λ、間과의 交互作用이요 이것이 社會的언 關係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現象이 이루어지는 原理原則을 究明하는 동시에 그 現象이 이루어지고 進行되는 과정

에서 보다 合理的언 經濟生活과 社會福社의 增進을 위 하여 과연 A閒에 게 몇請되는 것 이

무엇이냐 하는 點에 대하여도 重點的으로 目標가 設定되어야 한다.

즉， 經濟의 原理原則을 익히는 동시어l 經濟現象에 있어 어떤 事態가 바람직하고 어떤 事

態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價植判斷을 할 수 있는 A間이 될 수 있도록， 그러묘로서 社會짧

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A間이 될 수 있도록 經濟敎育의 目標가 세워져야 한다. 特히 中·

高等學校에서의 經濟敎育은 學問自體를 익히고 배우는페 根本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經

濟現象에 대한 가장 基本的인 原理와 그 相互 聯關性을 깨닫고 그 위에서 有能한 民主國家

의 國民으로서 의 資質을 양성하여 社會發展에 이 바지 할 수 있는 能力을 키우는데 보다더

큰 意義를 찾아야 한다. 또한 經濟現象은 時代와 環境의 變化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世界經濟속에서의 우리나라의 經濟， 分斷國家로서의 우리나라의 經濟를 항상 念頭에 두면

서 그 팀標가 設定되어야 한다.

以上을 몇約하면 좀 重復되는 ’감아 있기 는 하나 社會科에 서 의 經濟敎育은 다음과 같은

目標를 달성하는데 그 主眼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 經濟現象을 支配하는 基本原理의 把握

@ 經濟現象間의 相互聯關性 理解

@ 日常生活에서의 經濟問題의 合理的 解決

@ 世界속의 韓國이략는 관점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意欲의 고취

@ 經濟發展에 참여하고 협 력 하여 福社社會建設에 이 바지하는 능력과 태도의 함양

以上과 찰은 經濟敎育의 目標를 했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는 經濟學을 學習하고 이를

H常生活에 活用하는데 있어 어떼한 價f直判斷을 가지고 臨하느냐 하는 것이 또한 重흉흉한

問題로 擾頭된다. 왜냐하연 經濟敎育을 通하여 좋은 市民의 資質을 함양하고 社會發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기 위하여는 經濟學을 學習하고 이를 寶際問題에 應用함에

있어 어떠한 事態가 바람직하느냐 하는데 대한 價{直判斷을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찌物 高等學校 學生으로 하여금 이 러 한 價碩判斷을 올바르게 내 럴 수 있도록 敎育시 키는

것은 그리 容易한 일은 아니나 이를 위한 最大의 努力은 끊임없이 碩뽀되어야 한다.

그런페 어떠한 事態가 바람직하느냐 하는데 대한 價個判斷을 내리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基準이 있어야 한마. 經濟敎育에 있어 야러한 價f直判斷에 있어서의 基準은 여러가지가 있

겠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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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由 ..•...資本主義經濟는 企業의 自由， 利潤追求의 自由， 自由鏡爭， 휠約의 自由 등을

그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資本主義의 發達에 따르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 國

家가 當面하고 있는 經濟的 狀況 如何에 따라 이 自由는 어느 정도 修正되고 제한될 수도

있다.

@ 公平....•.所得分配， 훈칠爛， 社會保障.-租脫부담 등에 있어 公平性이 요구된다.

@ 갖껴率 모든 經濟行寫는 항상‘ 최소의 휘생으로서 최대의 했果를 얻고자 하는 原則에

지배된다. 資源의 配分， 生庫몇素의 結合， 현명한 消費 등 다방면에 있어 이 기준이 적용

된다.

@ 安定· · · · · · r인플레이션」이 없는 經濟的安定이 經濟生活에서 고도로 요구된다.

@ 開發과 成長 λ、 口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生活水準을 계속 向上시키기 위하여는 경

제가 끊임없이 開發되고 성장하여야 한다.

@ 經濟倫理 經濟生活에 있어서 人間의 行動樣式을 제약하는 倫理的態度 내지 精神的

분위 기를 總括하는 擺念이 다. 특히 우리 냐라의 경우와 같이 國士가 양단된 상태에서 經濟

의 安定과 成長을 꾀하는 경우 더욱 切實히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아담·스미드에 의하

여 經濟人(homo economicus) 이 라는 資本主義的 經濟倫理가 定立되었다. 經濟.Aol라고 부

르는 이 A間象은 市民社會의 移序를 유지하는 범 위 내 에 서 營利를 추구하는 理;念을 바탕￡

로 하고 있다.

@ 社會福社 모든 經濟行寫는 終局的a로는 國民의 福社生活을 向上시키는 方向￡로

歸훌되어야 한다.

2. 經濟敎育의 內容

經濟敎育의 目標가 이상과 같다고 할 때 이 目標를 했率的요로 달성하기 위하여 高等學

校의 經濟敎育의 內容은 果然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앞서 論한 바 經濟敎育의 目標는

知識面과 態度面오로 大別하여 생 각할 수도 있다. 즉 經濟現象을 支配하는 基本原理의 把

握과 經濟現象相互間의 聯關性의 理解라는 知識面과 世界經濟와의 긴밀할 聯藥下에 韓國經

濟를 올바르게 관찰하고 經濟發展과 國民福社에 이 바지 한다는 態度面이 다.

9iO識面에서는 基本擺念의 파악을 中心우로 學習內容。1 精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點

에 대하여 文敎홈B가 發行‘한 敎育課程 및 解說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지 식 에 는 지 엽 적 인 個었Ij知識， 個別知誠을 집 약적 으로 포괄하는 典型的 또는 代表的知識， 사상이

나 현상 등에 공통적이며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원리， 法則 등이 있는데 교육내용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要素次元의 個別知識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構造性을 가진 本質知짧 즉 교재의 구조이다. 교재

의 구조는 中心觀念과 基本諸몇素로 이룩된 교재의 조직이라고 해석되는 데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지식에 관하여 關係的， 法則的언 것을 추구해가는 方法的인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새 교육 과



188 師 大 論 業 (21)

정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개념과 그 관계릎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의 방법을 익힐 수 있도

록 지도내용을 정선해야 한다. J

따라서 經濟敎育의 內容面에 있어서도 쩌識面에 있어서는 經濟學의 基本擺念을 抽出하고

이를 다시 基本몇素로 分類하여 學習의 셨率을 높아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다만 이 경

우 經濟學의 基本擺念을 어 떻게 設定하느냐하는 어 려 운 問題가 있지만 本論에서 는 基本職

念을 方便的￡로 經濟學習內容의 基本根幹이라 해석하고 그 內容을 設定하고 整理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經濟學習目標의 態度面에 관한 것이다- 經濟學習의 目標는 態度面에 있어서 世

界經濟와의 聯藥下에 한국경제를 올바르게 관잔하고 經濟發展과 國民福패止에 이 바지하는 能

力과 態度를 키우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態度面에 있어서의 目標를 했率的￡로 달성하

기 위하여는 學習指導上에 있어서 別途로 留意하여야 할 여러가지 事項이 있지만 이와는

別途로 學習內容의 構成에서 다음과 같은 點이 配慮되 어 야 한다.

1) 韓國經濟의 짧達過程

2) 韓國經濟의 當面問題와 課題

3) 國際經濟의 動向과 韓國經鴻

4) 南北韓의 經濟比較

5) 經濟倫理

6) 國民生活의 向上과 福社의 寶現

이 리하여 經濟敎育의 內容은 知識面에서 홈求되는 事項과 態度面에서 配慮되 어 야 할 諸

般事項들이 調和있고 均衝있게 構成되어 그 目標를 效果的오로 達成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本爾에서의 經濟敎育이 高等學校의 「政治·經濟」에서의 그것이라는 點을 챔뭔案하면

中學校 社會科에서의 經濟敎育의 內容을 보다 深化시키고 發展시킨다는 點도 아울러 생각

하여 야 한다. 따라서 中學校 社會科에 서 의 經濟部門에 대한 內容을 -묘은 찰 檢討하고 重

復되는 部分에 대한 內容寂述을 보다 技術的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와같은 前提下에 本橋에서는 經濟敎育의 內容을

(A) 經濟의 V홉環과 成長

(B) 韓國經消의 當面問題와 課題

로 大7J1j하고 (A)에 서 經濟의 基本原理를 中心ξL로 知識패을 寫主로 하되 韓國的 現實에

대하여도 若二F은 言及하고.(B)에 서 韓國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여러 問題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解決하고자 하는 태도를 키우도록 시도하였다. 이제 (A)와 (B)의 內容

을 具體的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A. 經濟의 續環과 成長

經濟現象을 치배 하는 기본원리 와 經濟現象間의 相互聯關性을 이 해 시 키 고 國民經濟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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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備環하고 成長하는가를 經濟學의 內容의 基本根幹을 中心우로 學習하며 可能한 限 韓

國的現實과 결부시 켜 파악토록 한다.

1) 經濟의 構造와 宿環

國民經濟는 經濟主體와 經濟客體와의 聯關關係에서 구성되고 순환한다. 家計， 企業， 政

府 및 海外部門의 4部門間에 相互 密接한 關聯을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國民經濟의 構造륜

基本的 o로 고찰하고 國民經濟의 領環의 原理를 國民所得을 중심 o로 파악한다.

CD 經濟主體와 經濟客體

@ 封鎭經濟와 開放經濟

@ 經濟備環의 基本構造

@ 國民所得의 擺念과 測定

@ 國民所得의 備環

2) 家計와 消費生活

消費는 경제활동의 出發點인 동시에 그 종착역이며 소B] 플 담당하는 주제는 家計이다.

모든 財貨의 생산과 서 비스의 提供은 家計의 수요로부터 출발하며 생 산된 財貨와 서 비스는

家計가 소비하묘로서 그 任務를 완수한다. 소비행위에 있어서의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었

이며 所得과 소비간에는 어떠한 困數關係가 있는가 또 우리냐략의 소비수준은 어떠하며 財

홉의 增大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길은 우었인가를 이해케 한다.

@ 소비의 意義

@ 賢明한 소비

@消費困數

Q 消費와 ItT홉중

@ 消費者保護

3) 企業과 生塵

경제가 끊임없이 個環하기 위하여는 @ 家計로부터 勞勳， 資本， 士地 등의 생산요소가

끊임없이 流出되고 @ 企業으로부터 生塵物이 不斷히 塵出되며 @ 政府에게 貨輪가 無慣으

로 계속 流入되어야 한다. 그런데 家計에서 流出되는 것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勞做안

바 이 勞倒이 계속 流出되기 위하여는 이의 再生塵을 위한 衣， 食， 住 生活이 確保되어야

한다. 따라서 勞폐의 圖階하고도 계속적 인 供給을 위 하여 는 消費財블 소비 하여 야 하며 이

와 같은 소비재생산을 위하여 生塵財가 또한 계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生塵의 종류 및 요소， 산업구조， 기업의 형태와 칩중 등을 이해하고 기업이 이윤을 極大

化하기 위하여 生庫몇素를 어떻게 合理的￡로 結合시키며 또 生塵훌훌을 얼마로 할 것안기-를

알이-본다. 한편， 우리냐라의 塵業構造와 工業構造 및 生塵의 增加와 合理化를 위한 技術華

新의 重흉흉性에 대하여도 이해를 깊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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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塵의 種類와 몇素

@ 훌흉業構造

@ 輕〕그業와 重工業

@企業의 形態와 集中

@ 生塵困數와 生塵費法則

@技術의 進步

4) 市場과 價格

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商品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資本主義經濟에서는 自由

鏡爭을 原則 o로 한다. 그러 나 文字 그대 로의 自由鏡爭이 항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딩由鏡爭이 名實相符하게 이루어질 때， 部分的으로 이루어질 때 또는 自由鏡爭이 原則的￡

후 封鎭되었을 때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이 경우의 가격은 어떠한 기능을 하며

수요와 공급의 法則은 무었인가， 國家가 필요에 의하여 가격을 통제할 때 국민은 어떻게

처하여야 할 것인가 등을 연구하고 이해토록 한다.

@市場의 意義와機能

@市場價格의 決定

@需횟 및 供給의 彈力性

@價格의 種類

@1賣格의 統f힘l

5) 貨輪， 金밟 및 物價

오늘날 經濟社會에서 貨解는 어떼한 기능을 하며 그 學說과 制度에는 어떼한 것이 있는

가， 通貨흘좋은 어떻게 결정되며 貨顆數量과 物價와는 어떼한 相關關係가 있는가， 物價安定을

위한 對策은 무었이며 經濟의 安定과 成長을 위한 金顧政策에는 어떼한 것아 있는가를 이

해토록 한다.

@ 貨網의 機能， 學說 및 制度

@ 本源通貨와 通貨量의 決定홍흥困

@ 貨엠짱數量說

@物價指數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 金회i~政策

6) 財政과 國民生活 1

우리 나라 據算을 중심 으-로 寶際的인 計數룹 이용하여 國家의 財政活動을 °1 해 시 키 며 財政

의 自立度， 擔鏡能力， 租脫制度， 中央財政과 地方財政의 關係를 깨 닫게 한다. 또한 歲入과

鼓出이 國民經濟에 대하여 어떼한 영향력을 지니며 급격한 景氣변동을 막고， 경제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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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장을 기하여 國民生活의 福社를 형:상시 키 기 위 하여 어 떼 한 財政政策 °1 바람직 한가를

이해토록 한다.

@財政과 國民生活

@財政活動의 변천

@歲入과歲出

@地方財政

@ 歲入， 歲出과 國民經濟

@ 景氣變動과 財政政策

7) 國際經濟

國際賢易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며 그 利益은 무었인가， 賢易이 經i齊發展에 대하여 어떼

한 影響力을 行하며 國|聚間의 經濟協力에서 무었아 요청되는가， 우리나라의 웰易은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國際收支의 改善을 위한 方策은 무엇인가. 國l際經濟에 대한 原理的안

理解와 그 分析을 통하여 t比界경제속에서 한국경제가 발전해나갈 方向을 모색토록 한다.

CD 質易의 理論과 형태

@ 自由賢易과保護質易

@東西質易과 南北問題

@ 質易과 經濟發展

@ 國l聚經濟의 方法

@ 國際適貨體制

@國際收支와 그 調整

@ 國際經濟協力과 그 機構

8) 經濟體制

資本主義經濟와 社會主義經濟를 비교하고 자본준의 경제 의 優位性을 이해 시 키 며 資本主義

경제의 시행과정에서의 問題點과 그 시정책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經濟體制를 달리하고

있는 南韓과 北韓의 경제적 현실은 어떼한가를 비교 검토한다.

@資本主義經溶

@ 社會王義經i쩍

@ 南北韓의 經濟比較

9) 經濟의 成長괴- 發展

경제의 성장은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또 어떼한 類型의 成長이 바람직한가를 發展途

上國家의 경우를 중심 으로 공부한다. 經}齊發展을 위 하여 요구되는 條件， 특히 발전을 위한

戰略의 하나로서의 經濟計劃에 關한 것을 우리다라의 長期開發計劃을 중섬으로 이해하고

그 問題點을 심:피 도록 한다.



192 師 大 論 廳 (21)

@ 경제성장의 요인

@ 經濟成長의 이론

@經濟發展의 조건

@經濟開發計劃j

B. 韓國絡濟의 當面問題

앞서의 (A] 部門， 즉， 經濟의 領環과 成長에서 배우고 익힌 學習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

늘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問題를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

도를 기르도록 한다. 해 방후 우리 나라 경 제 는 構造的面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함께 農村問題， 中小企業問題， 都市問題， 公害問題， 資源問題 등 여러 問題가 발생하

였다. 따라서 이들 당면문제에 대하여 客觀的이고도 論理的으로 思考하고 그 해결책을 스

스로 모색토록하여 終局的으로는 國民福社의 向上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民主市

民오로서의 자질을 높이도록 하여 야 한다.

%論 이를 當面問題에 대하여는 앞서의 經濟의 v휩環과 成長에서의 各項目을 學習할때 이

에 關聯하여 어느정도 言及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問題의 重몇性에 비추어 또한 社會

科에서의 經濟敎育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높은 比重에 비추어 別途로 內容을 설정하여 학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學習內容을 어느 水準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政治 ·經濟」에 부여되는 時間數에 따라 뼈縮性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펀 이들 當面問題는 「社會 • 文化」에 서 의 社會問題와 重復되는 面도 없지 않으묘로 이

點에 대하여도 配慮는 하여 야겠다. 그러 나 現行 敎育課程上 「政治 • 經濟」는 必須科目 이고

「社會 • 文化」는 選擇科目인 만큼 그 配慮의 度는 그다지 넓고 깊지 않드라도 별로 無關한

것이 라 생각된다. r韓國經濟의 當面問題」에 內包되 어 야 할 基本根幹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을 들 수 있다.

1) 韓國經濟의 發達過程

2) 農村問題

3) 中小企業問題

4) 勞徵l問題

5) A口 및 都市問題

6) 公害問題

7) 消費者保짧問題

8) 資源問題

9) 經濟倫理

지금까지 敎述한 바 經濟敎育의 內容 CA)와 CB), 즉， r經濟의 備環과 成長」 그리고 「韓

國經濟의 當面問題」 속에 包含되 어 야 할 基本根幹과 基本몇素를 整理하면 다음과 같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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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經濟의 當面問題」에 관하여는 앞서에서는 內容의 基本根幹안을 提示하였지만 이에서

는 基本根幹에서 言及되어야 할 基本훌素도 같이 提示해 둔다. 다만 이 경우의 基本몇素들

은 「韓國經濟의 當面問題」를 어느 水準까지 學生들에게 지도할 수 있￡며 또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判斷여하에 따라 取績選擇 될 수 있음은 앞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다.

~ 經濟의 짧環과 成長

1) 經濟의 機造와 備環

CD 經濟主體와 經濟客體

@ 封鎭經濟와 開放經濟

@ 經濟領環의 基本構造

@ 國民所得의 擺念과 測定

@ 國民所得의 낀홉環

2) 家計와 消費生活

@ 消費의 意義

@ 賢明한 消費

@消費빼數

@ 消費와財畵

@消費빼數

3) 企業과 生塵

@ 生塵의 種類와몇素

@塵業構造

@輕工業과重工業

@企業의 形態와 集中

@ 生塵國l數와 生옳費法則

@ 技術의 進步

4) 市場과 價格

@市場의 意義와 機能

@ 市場價格의 決定

@ 需흉용 및 供給의 彈力{生

@ 價格의 種類

@價格의 統制

5) 貨解 金顧 및 物價

@ 貨網의 機能， 學說 및 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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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源通貨와 通貨量의 決定몇困

@貨輪數量說

@物價指數

@ 안플레이션과 다플레이션

@金顧政策

6) 財政과 國民生活

CD 財政과 國民生活

@財政活動의 變選

@歲入과歲出

@地方財政

@ 歲入， 歲出과 國民經濟

@ 景氣變動과 財政政策

7) 國際經濟

CD 賢易의 理論과 形態

® 멸 E섬월易과 保鎭質易

@東西質易과南北問題

Q 賢易과 經濟發展

@ 國際經濟의 方法

@國際通貨體制

@ 國際收支와 그 調整

@ 國際經濟協力과 그 機構

8) 經濟體制

CD 資本主義經濟

@社會主義經濟

@ 南北韓의 經濟比較

9) 經濟의 成長과 경종展

CD 經濟成長의 要因

@經濟成長의 理論

@ 經j齊發展의 條{牛

@經濟開發計盡U

:8. 훌훌關繼濟의 뽑휩i r，링題

1) 韓國經濟의 成長過繹

CD 륙흉業構造

師大論驚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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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農林德業， 鍵I業， 社會間接資本 빚 서 비스業

L. 消費財生塵部門과生塵財生塵部門

@經濟成長率

@ 總資本形成과 國民&1'盡

® 外國經濟援助

@財政自立度

@ 輸出의 뼈張

2) 農村問題

CD 親地의 零細性

@ 낮은 生塵性

@ 農塵物價格

® 都市와 農村의 所得Jt較

@副業問題

@ 農業協同組合

@ 農村의 民主化와 生活水準의 向上

3) 中小企業問題

@ 中小企業의 地位

@ 中小企業의 脫弱性

@ 大企業과 中小企業

@ 中小企業의 勞f따條件

@ 中小企業對策

4) 勞顧問題

CD 勞徵問題의 發生

@ 勞{별h運動의 發展

@ 勞徵*且合

® 勞使協助

@ 勞個h者-의 保識立法

@失業問題와 그 對策

5) 人口 및 都市問題

@ 人口의 增加와 露購問題

®A口對策

®A口의 都市集中과 都市問題

@ 住~問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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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生問題

@交通問題

@좁少年問題

6) 公害問題

CD 空氣，7.1<質 및 士樓펀梁

@購흡，振動및惡롯

@ 生活環境 빛 自然環境의 保全

@ 化學合成物 等의 癡棄物處理

@公害對策

7) 消費者保護問題

CD 消費者의 被害

@ 消費者의 告짧

® 消費者被害의 救濟

@ 消費者保護法

8) 資源問題

CD 右油彼動
@ 長期 「에너지」 需給計훨l

@ 호쫓資源~ 開發

@ 資源確保블 위 한 經濟外交

9) 經濟倫理

@企業家倫理

@ 消費者倫理

3. 敎育課程의 補完方向

師 大 論 講 (21)

지금까지 高等學校 社會科敎育에서의 經濟敎育의 目標가 우엇이며 이 目標를 했率的으로

달성하기 위한 敎育內容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筆者의 見解를 피력해 왔다.

따라서 이와같은 經濟學敎育의 內容의 說明過程에서 敎育課程의 補完方向도 斷片的이나마

示浚해 왔다. 그러나 보다 具體的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點을 들 수 있다.

1) 現行敎育課程에서는 經濟敎育의 內容이 「國民經濟의 끼좁環과 成長」이 라는 項目속에 總

網羅되어 있는데 이는 再考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經濟敎育의 基本目標는 @ 基本原理의

파악，® 日常生活에서 의 經濟問題의 合理的 解決，@ 經濟發展에 의 寄與 등이 라 할 수 있

커 해문에 經濟學에 대한 때識의 習得과 더 불어 世界經濟속에서의 韓國經濟를 올바르게 내

다보며 韓國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여러 問題를 스스로 생각하고 合理的으로 解決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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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力을 키우도록 지도하여 야 한다‘

따라서 經濟敎育의 內容도 「國民經濟의 領環과 成長」이라는 單一項目에 의해 처리될 것

이 아니 라 @ 基本原理의 파악을 前提로 한 現代經濟의 기능과 投害U， @ 韓國經濟의 當面

問題，® 韓國經濟와 國際經濟와의 相互聯關性 등의 몇개의 項目으로 나누어 再構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 경우 知識의 구조플 이루는 基本擺念과 그 相표關係를 이해하고 知的 探究方法을

習得할 수 있도록 指導內容을 정선하여야 하며

3) 未來社會에 대 한 올바른 據測과 展쏠에 대 한 配慮를 깊게 하도록 하여 야 한다.

4) 韓國이 當面하고 있는 여러 問題를 스스로 생각하고 合理的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

도하여야 한다.

5) 이러기 위하여 經濟行寫에 있어서의 價f直判斷을 @ 自由 @ 公:zr:® 했率 @ 安옆 @

成長 @ 經濟倫理 @ 社會福社 응을 훌準으로 하여 내럴 수 있는 能力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6) 특히 우리 나라가 當面하고 있는 諸般事情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 이 요청 된다‘

CD 經濟倫理 經濟生活의 二大支柱인 生塵과 消費에서 각기 企業家倫理와 消費者倫理

가 강조되어야 하며 기다 經濟生活 전반에 걸져 경제윤리가 定立되어야 한다. 合理主義，

正直과 信用， 公益優先의 精神， 社會 및 經濟秋序의 維持， 소비 자보호， 公害의 防止， 사치

와 낭비의 止揚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公平의 原理 所得分配， 동용購， 敎育， 租鏡부담 등에 있어 公:zr:性을 기하여야 한다.

@ 國民福피止의 向上 모든 經濟行寫의 終훌購은 國民福社의 向上이라는 大命題로 歸훌

된다. 모든 政策은 이 大命題의 具現을 위 하여 設定되고 寶現되 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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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designed to review the objectives and contents of “Politics-Economy"

as one subject of High School Social Studies.

The objectives of High School Social Studies are to develop

1) the knowledge of structure and function of our society,

2) the ability of problem-solving and decision-making ,
3) thesocial skills and attitudes to participate in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society.

In view of these general objectives, the following objectives should be emphasized on

educating the democratic citizenship in “Politics-Economy".

、 Fir하， to understand the political life in our dehlOcratic society andthe attitudes of

observing democratic creeds, so as to dedica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welfare-state.

Second , todevelop the knowledge of law , so as to be a law-abiding democratic citizen.

Third,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economics, so a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with synthetic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and pro

blems of Korean economy.

According to. these objectives above, the structarized ideas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should be instructed, emphasizing on the ability of problem-solving and enquiry

skil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