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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社會科敎育學 定立의 方向

鄭 世 九

〔國民倫理敎育科〕

I. 縮 論

우리 나라 學界에 ‘社會科敎育學’이 라고 불리워지 는 하냐의 學問分野가 존재하고 있는

가 ? 社會科敎育學도 政治學이 나 勳理學처 럼 흑은 文化人類學이 나 微生勳學처 럼 하나의 獨

自的인 學￡로서 현재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答은 사회과교육학에 대한 關心 및 理解度에서 부터 視角이나 先入見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올 수 있다. 否定的인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사회과 교육을 初·中等學校 學

生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公民敎育이나 歷史敎育， 地理敎育 等을 담당하는 學校 敎科敎育

活動으로 보아 그 敎育的 意義는 인청하면서도 ‘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있

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냐 肯定的인 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사회과교육을 연구하는 學

會블이 數十年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또 대학에도 사회과교육을 전공하는 學科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 社會科敎育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인정될 수 없느냐고 反問을 제가할

수았다.

相反되는 의견들이 다 그냐름대로 主張의 근거를 지니고 있겠으나 現實情에 비추어 본다

면 부정적인 입장이 더 說得力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회과교육에 대한

學會나 學科가 있어왔고 그에 所屬된 學者들도 있지만 아직은 ‘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 다. 즉， 學會에서 도 社會科敎育의 機能的인 面， 즉 文敎部에 의하

여 공포된 敎育課程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와 같은 實錢的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연서도 사회과교육의 本質에 관한 諸般問題블 해결하려는 學的 努力이 결여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 ) 더우기 아느 정도 시도된 학문적 활동도 外國의 아이디어에

대한 導入 및 案內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의 獨創的인， 아니면 土훌化된 사회과교육

학의 理論이나 패러다임을 제대로 定立시키지 못한 實情下에 있기 때문이다.

大學의 경우에도 師大와 敎大에 社會科敎育을 전공하는 學科는 있지만 그 所屬 敎授들도

(l) 韓國社會科敎育學은아직도 敎科數育學의 일반적인 成立훨{牛 즉 CD 탐구하는 대상，~ 당구하

는 도구로서의 독자적 언어，@ 탐구하는 방볍적 원려와 규칙 等(李敎熙， “敎科敎育學의 性格

과 課題” 師大論靈， 第34輯， 1987.6)을 定立치 못한 상태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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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師養成이라는 職業敎育에 치우치고 있거나 아니면 社會科의 기초가 되는 純牌學問分野陽

究에만 집착하여 社會科敎育學의 本質을 연구하는 敎科敎育學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최

근 교과교육학에 대한 關心이 고조되고는 있으나， 專攻 學位課程의 빈약한 규모나 日獲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韓國社會科敎育學은 앞￡로의 學的 定立을 위한 腦動期에 머물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本 橋에서는 앞으로 우리 나라 社會科敎育學의 定立을 위한 方向 提示블 위하여 CD 社會

科敎育學의 意、味와 史的 擺親을 제시하고，~ 社會科敎育學의 뾰格， 對象領域， 方法論을

밝히 며 그에 따른 昭究模型을 개 발한다. 뒤 이 어 ,@ 社會科敎育學의 學的 對象領域을 분류

한다.

n. 韓國社會科敎育學의 ;훨味와 史的 織觀

1. 意 味

韓國社會科敎育學의 學的 定立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하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판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本 昭究에서는 사회과교육학의 기초 및 배경을

이루고 있는 學的 領域의 특성과 擺念上의 범위를 단계적우로 규명하므로써 그것을 시도하

려 한다.

첫째， 韓國社會科敎育學은 그 말 자체가 나타내는 것처렴 하나의 敎育學분야이다. 우리

는 보통 학문 영역의 구분을 A文學과 科學으로 하고 과학을 純將科學(pure science)과 應

用科·學(applied science)으로 나눈다. 순수과학은 形式科學(formal science)인 論理學， 數

學과 事實科學(factual science)인 自然科學， 社會科學으로 구분한다. 응용과학은 工學

(technology) , 醫學(medicine)， 敎育學(education)으로 분류한다.

교육학에서의 교육은 “인간의 精神的， 身體的 성장과 발달을 어떤 理想이나 目的 흑은

가치기준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일련의 l\J홉的안 過程" 13) 휴은 “인간 삶 全體의 한 표현 방

식으로서의 A間價f直의 계속적인 再形成의 過程" (4) 이 라고 한다. 또 간단하게 “A間行動의

計劃的인 變化" (5) 라고도 한다. 교육학은 이 러한 교육의 제 문제를 다루고 연구하는 응용과

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교육학은 교육적 성과블 위한 應用의 목적으로 교육현

상에 관한 理論的 • 實錢的 問願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 社會科敎育專攻의 博士課程0] 섣치되어 있는 국내대학으로는 넓은 의미의 사회과에 속하는 서

울大 大學院 國民倫理敎育科가 1981年에 개 설되 었고 서울大 大學院 社會敎育科(地理 •歷史 .
社전공)는 1986年에 개설되 었음. 韓國數員大學校에서는1988年부터 신입생을 모정하고 있음.

(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펀， 敎育學 用語離典， 서울 : 培英社， .1981 ‘

(4) 郭炳善， 敎育課程， 서울 : 培英社， 1983, p.41.
(5) 鄭範護， 敎育과 敎育學， 서울 : 培英社， 1968,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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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社會科敎育學을 이와같이 교육학의 한 분야로 확인하는 것은 우려 나라 學者플 중에

사회과교육의 學問的 基鍵를 이루고 있는 社會科學 및 歷史學에 집착하여 사회과교육학을

응용과학보다는 순수과학의 한 분야로 보려는 경 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다.

둘째 , 韓國社會科敎育學은 좀더 좁게 보아 우리 나라 敎科敎育學의 한 분야이 다. 교육학

은 보통 敎育心理學， 敎育行政學에서 부터 敎育課程論， 敎育評價論 等으로 구분되기도 하

고 理論的으로는 敎師 • 敎授行動理論， 敎科理論， 學生 • 學習理論， 學校 環境理論， 社會環

境理論 等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敎科敎育學은 물본 교육학중에서 敎育課程論이나 敎科理論에 속한다. 교육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학교교육현장에서 敎科敎育이 교육 활동의 중심을 이룬다고 할 째 교과교육학은

교육학의 중추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교육학은 인류가 오랫동안 探究한 知的 內容

(subject matter)이 나 必須的이 라고 생각하는 技能 등을 특성 에 따라 敎科로 분류한 후 그

것을 계획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숨시키므로써 각각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 짧게

말하면， 교과교육학은 독자적인 敎科 知識과 探究方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교과교육활동

에 대한 연구블 시도하는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韓國社會科敎育學을 이처럼 敎科敎育學의 한 분야로 밝히는 것은 사회과교육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사회과교육학을 마치 成/κ敎育 등을 다루는 社會敎育이나 아니

면 실천중심의 社會生活교육 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세째， 韓國社會科敎育學은 A間과 그의 社會的 行動 및 社會· 自然、環境과의 관계 둥에

관한 內容 및 方法論을 우리 나라 여건에 부합되게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수하기 위

한 敎科를 연구하는 學問이다. 따라서 교과명칭에 따른 國語科敎育學， 數學科敎育學， 科學

科敎育學 등과 같은 위치에 있다.

한국사회과교육학의 擺念上의 법위에 있어서도 엄밀히 따지연 우리나라 초 • 중등학교 교

육과정에서 社會科라는 명칭윤 사용하고 있는 敎科活動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學問的 顧點

에서 廣義로 규정한다면 國史科， 道德科， 國民倫理科도 모두 社會科敎育學의 법주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또 실제로도 外國의 경우에는 우리외- 같이 별도의 敎科를 두지 앓는 경

우가 있기 째문에 대부분의 경우 포괄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本 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社會科敎育學이 아닌 韓國的인 社會科敎育學의 理論 定立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쨌

義의 개념을 따르려 한다.

2. 史的 擺觀

韓國社會科敎育學의 역사적 개관을 시도하는 것도 앞에서 의미를 밝히려고 한 것처럼 현

시점에서 우리일수도 있다. 그러나 本 陽究에서는 이제까지 우리 나라 學界에서 사회과교

육의 본격적 인 學的 定立을 위한 노력은 아니 라고 하더 라도 사회과교육의 體系化와 內實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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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경주되었는가를 개관하무로써 한국 사회과교육학의 정랩을 위

한 준비과정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제시하고 지적하여야 할 先行연쿠들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本 짧究에서는 가장 ·代

表的이 라고 생 각되는 學會活動， 敎育짧究機關의 昭究活動 그리고 大韓敎聯 現場敎育昭究大

會에 제출한 昭究報告書를 중심으로 개관하려한다.

우리나라에서 社會科敎育이 初·中等學校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8. 15解放 이후 美軍

政廳이 1946年 12月에 ‘社會生活科’라는 교수요목을 설치하면서 부터이다. 그후 학교현장

에서 교과활동은 진행되 었지만 사회과교육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역 시 1962년에 韓國社會

科敎育짧究會가 발족되면서 부려라고 할 수 있다.

同會의 출범 배 경을 보면 1961年 미 국 사회과교육 전문가인 얄랜 (Jack Allen) 교수를 단

장으로 하는 피바다敎育使節團의 협조블 받아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關係敎授들을 중심으로

全國社會生活科敎育協會가창설되었다. 서울， 大邱， 등지에서 道單位의 협의회를 결성한후

1962년 7월 19"-'20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에서 全國代表가 모여 全國組織인 韓國社會

科敎育짧究會(1977년부터 1988년 8월까지 는 韓國社會科敎育會라는학회명 사용)블 결성하였

다. 당시 1961年8月에 출간된 ‘韓國社會生活科協議會報告’는社會生活科의意義와 目的에서

부터 評價와 敎師敎育까지를 망라한 사회과성격에 관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그후 4半世紀가 흐르는 동안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는그 會則에서 “본회는 사회과교육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조사연구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흐로 한다”고 밝힌바 처럼 사

회과교육에 대한 理論 開發 및 實際 授業指導方案에 많은 연구엽적을 쌓아 왔다. 학회에서

주최하는 年次大會와 月例學術發表會， 또 各 市 •道別 支會가 주최하는 船究大會 등을 통

하여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또 그 내용이 학교 현장에 확산·보급되었다(第 1號부터 20號

짜지 刊行된 學會誌와 隔月刊인 會報속에 동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음). 발표된 내용틀을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學會가 1970年代부터 r年次大會뽑 섣정한 王

題를 제시하묘로써 學會의 昭究動向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려한다.

1971年 社會科數育쩌究

1972年 社會科에 서의 政治敎함

1973年 社會科에서 期待하는 敎育成果

1974年 社會科에 서의 歷史敎育

1975年 社會科에서의 經濟敎育

1976年 社會科에 서 의 地理敎育

1977年、 社會科敎育 30年

1978年 社會科數育과 社會學

1979年 社會科에서의 價順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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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年 80年代에 期待되는 社會科敎育

1981年 社會科敎育에 서 의 評價

1982年 社會科에 서의 國際理解敎育

1983年 新敎育課程에서의 社會科敎育과 앞으로의 課題

1984年 社會科敎育의 再省察

1985年 社會科 授業方法의 改善

1986年 社會科 數育課程의 地域化方案

1987年 韓國의 社會科敎育

1988年 韓國社會科敎育의 現場

101

學會活動 外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한국 사회과교육에 대한 연구활동은 韓國敎育開짧院

피士會科짧究室을 중섬으로 이루어졌다. 1972년 8월 30일에 창설된 同 연구원은 우리나라 敎

育現場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를 추진하었고 특히

社會科 昭究室은 전체 敎科 빠究의 -環으로 사회과 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盧出勳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973"'80年

1974年

1977年

1977"'82年

1979"-'81年

1984年

1985年

1986年

1987年

새 授業體制의 開짧 및 示範陽究의 일환우로 社會科授業體制模型開發， 국민학교 2"'6

학년 수업지침서， 배웅책 開發 및 1"-'6것에 결친 小規模 및 經合示範

探究授業의 效果에 대 한 한 實驗짧究-韓國敎育開鍵院授業過程 一般模型의 社會科에

대한適用

國民學校 社會科 敎育課程 詳細化짧究

中學校 社會科 敎育課程 詳細化"&t究

初 • 中學校 社會科 歡育課程의 構造化플 위 한 없究

中學校， 高等學校 社會科 附圖， 敎科書， 敎師用 指훨書開獲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社會科 敎育課程案開廳(문교부 위 촉)

敎育課程 및 敎授 • 學習資料에 대 한 理論的 基鍵 昭究 및 探索的 開짧R자究

社會科 授業方法 改善R자究 : 짜} • 中 • 高 反共關係敎科書 內容分析 및 編幕方向에 關한

R자究

國民學校， 中學校 數홉課程開發 (문교부 위 촉)

高等學校 國史科， 社會科 敎育課程開發 (문교부 위 촉)

中學校 社會 l 數科書開發

끝오로， 大韓敎聯 現場敎育服究大會에 제출하는 초 • 중등학교 교사들의 연구보고서를 중

심으로 하는 사회과교육 현장연구활동은 매우 활발하였다. 韓國社會科敎育會會報에 실련

社會科分科審훌評에 따라 최근 3年間의 연구 동향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6)

1985年 : 본선에 올라온 64연의 연구보고서플은 @ 現場授業의 質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나타나 學習情報資料室活用을 통하여 複式學級授業運營을 시도하거 나 地方의 특수성에 맞

는 쩨土讀本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이 보고되었다.~ 社會科學的으로 깊이 있는 探究플

(6) 韓國社會科敎育會 會報 11號(1985.12) ， 16號(1986. 12), 21號 (1987.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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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엽 현장에 시 도하여/ 經濟變動에 대 한 분석적 정근을 하거 나 成就水準別 사회 탐구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1986年 : 본선에 올라온 48펀의 연구보고서들은 CDiiff究問題가 다양해 지 고 짧究의 福이 넓 어 졌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띤강하게 반응하역 經濟敎育이나 地域化問題 등이 많이 냐티

났다.@ 地方의 특성 및 사회 성 층부에 內1£되 어 있는 연구문제들을 발굴하려 하여 地方벽

지에서의 海洋敎育의 문제라든지 迷信 및 土훌f장說 등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1987年 : 본선에 올라온 58면의 연구보고서틀은 @ 짧究의 接近法이나 方法이 매우 세련되어 종래

의 성사에서 등장하였던 현장연구의 몇件을 갖추지 뭇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 @ 비교적

참신하면서도 수엽의 內寶化를 위한 연구주제가 적지 않게 등장하였다. ‘人口意識 價植

內面化’ ‘未來指向的 思考力’ ‘小集國別 探究學習’ 等이 이 에 해 당펀 다.

m. 韓國社會科敎育學의 性格

한국사회과교육학은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아직 學的 定立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었고

따라서 하나의 學問分野로서의 틀을 갖추지 뭇한 상태하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사회

과교육학이 제모습을 갖추게 될 경우 어떤 性格을 지니게 될 것이고 또 지녀야만 할 것인

가? 이에 대한 答은 社會科敎育學의 土훌化 및 韓國化問題와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社會科

敎育學 一般이 지녀야 할 普遍뾰 흑은 世界姓을 지녀야 할 것이고 동시에 韓國的 事情에

부응하는 特珠性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 성격을 분류하여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普遍的 性格

한국 사회과교육학이 지니게되고 또 지녁야 할 보펀적 성격으로는 應用性 • 歸合性 • 科學

的 限界性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부연하면

應用뾰은 한국 사회과교육학이 하나의 응용과학분야로서 지녀야 할 本質的인 性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교육학은 基鍵 및 憐接 純牌學問分野인 社會科學 및 歷史學 등의 연구

結果 및 方法 등을 사회과교육의 목적으로 導入·利用하며 동시에 자체적 학문탐구를 통하

여 사회과교육의 제반 理論이나 패러다엄을 연구 •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응용적 목적

을 위하여 여 러 냐라의 社會科敎育學에 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다루어 야 한다고 주

장하는 대상 법위를 고찰하는 것이 펼요하다.

世界 여려 나라의 사회과교육을 종합하여 다푼 한 저술(7)에서는 社會科敎育昭究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주 내용으로 다루지만 순전한 個人的 行動을 제외시키고 있다. 例를 들면，

한 個λ、의 의료시술문제는 제외되지만 국민 모두의 醫廳保險制度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회과교육학은 國家·民族·文化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두 個人

(7) H.D. Mehlinger, 鄭世九 外共著(譯)， 유네스코 社會科敎育핸드북， 서울 · 敎育科學社， 1984,
第 I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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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흉흉求와 國家 • 社會的 혔求에 부응키 위한 實鍵的 方案의 문제가 꽁통적으로 다루어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例示하면，개인적인 것으로는 處世術이나 원만한 A間關係를 유치하는 法，

삶의 價f直를 구현하는 方法 등을 충족시 킬 수 있는 方案이 이 에 속한다. 국가 • 사회적인

것으로는 第 2 世국민들을 능동적￡로 사회안으로 이끌어 들이고， 文化 遺塵을 젊은이들에

게 傳承하며 국민의 마음 속에 국가 • 민족에 대한 긍지를 섬어주기 위한 方案 등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된바 있다.

綠合性은 한국 사회과교육학이 다른 모든 나라의 사회과교육학 처 럼 學際的 接近(interdi

sciplinary approach)을 취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本質的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

교육학은 응용과학으로서 社會科學， 人文學 등의 여 러 학문분야의 實在內容的(substantive)，

價f直的， 그리고 方法的 接近과 그탐구결과를 원용하지 않을수 없다. 즉，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지리학 등의 社會科學과 역사학， 철학(윤리학) 등의 A文學분야에 서

이제까지 이룩된 先行昭究結果와 接近方法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국사회과교육학이 지니고 있는 練合性에 대해서는 本 陽究者도 우리 나라 初 • 中等學

校 社會科의 지도 내용을 選定 •組織하는 과정에서 諸 學問分野간의 상호관련성을 다음과

같은 圖를 통하여 이미 여러 차례 발표한바 있다 (8)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학이나 경제학과 같은 政策科學 (policy science)과 사회

학이나 문화인류학과 같은 行動科學(behavioral science)을 역사학， 지리학， 심리학 등이 받

쳐주고 있다. 가치문제플 다루는 윤리학이 각 사회과학과 연결이 되는 것은 어느 분야와도

관련이 맺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지려학의 호間， 역사학의 時間的 문제와 함께 심리학은 時호을 어느 정도 초월하는 人間

자체가 지난 內面的 特性에 관심을 보인다. 이와 같은 3개 의 기초 영역 위에 諸 社會科學

〈圖-1> 社會科의 指導內容을 구성하고 있는 基鍵學問分野間의 相互關聯性

(8) 1970，1980年代에 韓國敎育開發院을 중짐으로 개 발된 社會科 初 • 中 • 高 敎師用指導뽑 (문교부

간행)의 껴본 내용체계로서 이 圖를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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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채하며 4개의 사회과학 영역은 그 근거를 빌의 3개의 영역에 두고 있다. 정치학과 경

제학의 탐구가 時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의 탐구가 심리학의 이

본을 떠냐서 존재할 수 없음은 자멍하다.

끝으로， 科學的 限界性은 한국 사회과교육학이 인간 행동의 요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 현

상을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면케되는 특성이다. 사회과교육학이 응용과학

으로서 科學的 짧究方法을 사용한다고 하더 라도 인간의 행동은 복잡하고 可變的이 며 , 예측

이 어렵고，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實驗的 方法과 같은 科學的 方法을 엄밀하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 外에 도 사회과교육학에서는 歷史와 價植의 문제를 중요시 해

야하기 때문에 A文學的 接近을 하게 되고 따라서 歷史와 文化속에 비 추어진 個別的이고

據測不可能한 인간을째로는 體驗과 直觀을 통하여 다루기 때운에 科學的 限界性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特蘇 性格

한국 사회과교육학이 지 니 게 될 特珠性格은 연구 대 상의 固有性과 개념 상의 制限性을 지

적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固有性은 한국사회과교육이 다루어야 할 主휠 對象題材가 韓國社會， 韓國λ‘

이라는 데서 비봇된다. 이제까지 우리가 참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과교육학의 學問體

系와 그와 관련되는 先行陽究는 거의 모두가 歐美의 先進社會 및 同社會의 좁少年들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사회과 교육학정립을 위하여 文化的·思想的 종

속성을 탈피하고 우리의 로양에 맞는 사회과교육학의 固有性을 찾기 위해서는 외국 사회과

교육학의 -般理論과 패러다임을 근간a로 하면서도 우리의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의 국가·사회적 무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한국 사회과교육학의 主題롤 이불 내용들

은 주로 우리의 國家長期發展構想과 그에 대한 對備라고도 할 수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개를 지적하면， 우선은 民主主義 土훌化와 民主的 政治發展에 관련되는 국민들의 政治

參與의 質 提高 等의 문제와 觀客 民主主義의 문제 등의 해결이 요청될 것이다. 또 앞으로

우리가 自由市場經濟體制의 성공적 운용으로 국제적으로 第 l 世界의 正會員이 될 경우 국

민들에게 요청되는 바람직한 資本主義 倫理觀과 相對的 賞困感의 극복문제가 대두될 것이

다. 이와 동시에 未來의 國際化된 사회속에서 民族文化의 正統性에 뿌리를 둔 민족의식을

유지하면서도 排他的이 아닌 國際市民意識을 지니는 문제와 고도로 발달된 겉흉業社會속에서

A間의 機械化와 越外의 克服문제 등이 한국 사회과교육학의 대표적 과제가 될 것이 다.

또 하나의 특성인 개념상의 制限性은 이미 앞에서 사회과교육학의 의미를 다룰때 간단히

지적한바 있지만 사회과교육의 實際 敎育課程上의 범위가 제한되는데서 파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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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우리나라의 초 • 중등학교 敎育課程 중 社會科敎育 (social studies education)에 서 國

史科， 道德科， 國民倫理科를 제외시킨데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社會科敎育學

이 거롭펠 때는 현재의 社會科， 國史科， 道德、科， 國E강倫理科 等。] 전부 대상이 펼 수 있지

만 엄밀하게 한국 사회과교육학이 거흔될 때는 현재 우리 나라 학교 현장에서 ‘社會科’라

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과활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個λ、倫理의 운제와 民族史외 문제 等은 한국 사회과교육학의 일차적인 관심의 대 상에서 제

외되는 것아다.

N. 韓國社會科敎育學의 對象領域과 方法論

學 휴은 學問이란 어떤 원리에 따라 對象 世界내지 事象에 대한 知識의 體系化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結果로서의 知識體系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고 그 없究 過程이나 밝혀진 9iD識을 활용하여 주위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 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어떤 연구영역이 하나의 獨自的인 學問오로 成立되기 위해서

는 고유한 昭究對象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을 연구하기 위한 方法論(methodology)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學的 成立훨件을 구축하기 위하여 本陽究에서는 한국 사회과

교육학의 學的 對象領域과 方法論을 탐색하려 하며 또 그것을 종합하여 陽究를 위한 接近

模型을 제시하려 한다.

1. 學的 對象領域 分類

한국 사회과교육학의 학문적 연우대 상영 역 의 분류는 사회과교육에 대한 視角에 따라 다

양하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本 없究에서는 한국 사회과교육학이 우리 나라 初 • 中等學

校에 설치된 社會科라는 하나의 敎科에 대한 學이라는 생각에서 敎育課程 基本몇素의 分類

法에 따라 接近하려고 한다. 따라서 미 국의 교육학자 다이 러 (R.W. Tyler) 이 후 전통적으

로 언정받고 있는 교육과정모형에 따른 사회과의 目標， 內容， 指導方法， 評價 등의 分類블

따르려 한다. 이러한 캡근법은 이마 우리냐략에도土看化되어 文敎部에서 고시하는 각급학

교 교육과정에서도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다. 上記한바 4개 의 기본 요소外에 敎授資料，

敎師敎育， 敎育環境， 敎科歷史， 初 • 中等敎育課程을 추가하려고 한다. 이 와 관련지 어 미국

사회과교육연구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분석중의 하나에서도 敎科歷史， 目標， 內容， 敎育課

程組織， 敎授資料， 評價， 敎師敎育으로 분류하고 있고， (9) 또 최근에는 敎科歷史， 目標， 敎

育課程， 鍵散과 實行(diffusion & implementation) , 授業(instruction) , 評價로 분류하고 있

(9) J.R. Skretting and J.E. Sundeen, “Social Studies Education," in R.L. Ebel ed.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Fourth ed. (N.Y.: Macmillan Com.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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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0 )

한국 사회 과교육학의 연구대 상영 역분류에 서 副次的인 정 격 을 지 닌 또 하나의 接近法은

사회과교육학의 基購 및 背景學問別分類基準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傳統的인 社會科學

分類法에 倫理學을 포함시 켜 政治 • 法敎育， 經濟敎育， 社會 • 文化敎育， 地理敎育， 歷史敎

育 그리고 價f直敎育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법은 이제까지 행하여전 영역분류에서

는 별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회과교육학의 특색을 가장 /두도려지게 나타내고 있는

主題別 연구는 대부분이 內容的인 (substantive) 성격을 나타내므로 이려한 접근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分類法에 따를 경우 기초 학문분야의 성격이 강조되어 社會科敎

育學으로서의 색채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한국 사회과교육학의 연구대상영역을 敎育課程‘基本몇素 別로， 또 基健學問 別로

兩分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究顆點에 의한 영역 분류일뿐 실제 연구의 過程에서는 물간

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의 圖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등〉

〈圖-2> 韓國 社會科敎育學의 學的 對象領域分類

上記 圖에 냐타난바와 같이 모든 한국 사회과교육학의 연구대상은 응용과학의 영역에 속

하여 있다. 다만 교육과정 요소별 분류에 따르는 연구들은 學的 對象領域 1에 속하여 있고

기초 • 학문분야 별 분류에 따르는 연구들은 學的 對象領域 2에 속하여 있다. 두 영 역 에 속

하는 모든 연구들은 근본적으로 교육학적 응용과학적 範圍에 속하면서도 사회과학， 역사

학， 윤리학적 순수과학척 ;접근과의 相對的인 거리상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 例를 들어，

(A)연구보다 (B)연구는 순수과학적 접근애 더 가까운 언구라고 할 수 있다.

(10) Gerald Ponder and 0.1. Daγis， Jr. “Social Studies Education," in RE. Mitzel ed. Encyc
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 Fifthed. (N.Y.: Macmillan Com.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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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팎究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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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볍은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연구 대상에 따라

가장 效率的인 方法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韓國社會科敎育學의 경우 종합적 성격을 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연구의 接近法 혹

은 方法이 關聯될 수 있을 것이다 ( 11 ) 그러나 그의 학문적 특성에 따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經驗科學的 船究方法이고 부차적으로는 歷史的 昭究方法 그리고 規範的 昭究方法이

지적될 수 있다.

經驗科學的 昭究方法 (empirical scientific approach)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에 서 발생하

는 여러가지 일들을 記述하고， 說明하며， 據測하려한다. 따라서 경험과학에서 등장하는 陳

述(statements)은 경 험 에 의하여 판맹되고 입 증되 어 야 한다. 입증방식에는 實驗， 顆察， 面

接 및 調養， 臨l5R的 檢효 등이 았다. 과학적 방법의 단체는 @ 문제의 인지，(2) 문제의 명

료화，@ 문채의 잠정적 해결-가설설정，@ 제안된 해결 결과로 부터의 추폰，@ 가설검

증이다.

사회과교육학은 응용과학인 敎育學에 소속되 어 있고 그 主內容이 사회과학 등으로 형성

되어 그 연구 방법에서 경험과학적 방법， 그중 특히 實驗陽究·標本調養·事例昭究方法 等

이 가장 대표적이며 주축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회과교육의 成果흘 측

정하려한다면， 또 사회과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諸 變困들을 연구하려 한다면 경험과

학적 방법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 방법의 限界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과교육의 주내용이 人間의 社會

的 活動이고 인간 행동의 가장 본질적인 현상들은 결코 寶驗이나 調효만으로 밝혀질수 없

기 째문이다. 인간의 A格과 良心 그리고 그 핵심을 이루는 모든 문제들은 실험 및 조사의

대상이 아니며 항상 인간의 無意識속에 심층적으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경험과학적으로 밝

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회과교육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A間 • 社會現

象은 그 자체가 자연적으로 倫理， 理念， 價f直觀的인 요소블 지니게 되기 때문에 경험과학

적 연구만으로는 그 解答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歷史的 昭究方法(historical approach)은 우리의 과거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再

現시키기 위한 연구이다. 과거에 관한 歷史的 證據에 엽각하여 歷史的 事寶을 찾아내는 것

(ll) 金光雄， 社會科學陽究方法論(博英社1976)에 서는 연구의 接近法으로 @ 規範的 接近法 @ 構造

的 接近法，@ 行態的 接近法，@ 體制 • 機能的 接近法，@ 生態學的 接近法，@ 社會過程接近

法， CD 比較歷史的 接近法，@ 합律 • 制度的 接近法，® 行政的 接近法이 지적되 었고 船究方

한으로는 φ 歷史的 昭究. GD 記述的 짧究，@ 發展的 陽究，@ 事例 • 現地맑究，@ 相關關係

%究，@ 因果關係f다究， CD 比較댐究， (횡 實驗!짜究，@ 準寶驗wf究，@i 動的 wf究가 지적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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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外的 批判과 內的 批判을 거친다. 그 연구과정에서 가설 설정이 가능하고 자료의

수집을 동하어 어느 정도의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과거 득정사회의 특정 역

사적 쩌:點에 나타앓던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묘로 연쿠결과의 객관성야 한계에 부딪친다.

역사적 연구방법의 단체는 보동 @ 문제의 공식화，~ 자료의 수집，@ 자료의 비판，(1)

사건아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설정，@ 말견한 결과의 해석과 보고이다.

사회과교육학은 그 봄질상 교육학이지만 사회과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중의 상당히 큰 부

분이 歷史的 現象이 라고 할 때 역 사적 방법의 부차적 인 사용은 필수적이 다. 韓國社會科敎

育學의 연구과정에서도 사회과의 역사에 대한 연구 방법에서 부터 사휘과의 學的 對象이

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의 根源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묘로 역사적 연구방법의

필요성은 항상 대두된다.

規範的 昭究方法(normative approach)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지 향하는 共同善이

나 國家 理念의 목표 등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험

과학적 방법에서 사용하는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순수한 思推와

洞察에 의하여 주관적인 결흔을 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논리의 타당성과 일관성이 正當

化과정에서 펄요하며 이플 위해서는 規範倫理學(normat ive ethics)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다. 규법윤리학은 記述倫理學， 分析倫理學과 함께 윤리학 혹은 도덕 철학의 한 영역을 담

당하면서 人間事에 적용되는 規範的 標準이나 規則들로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合理的 根據를 구성하는 방안을 연구한다(12)

사회과교육학은 응용과학인 교육학에 소속되어 있어 원칙적오로 경험과학적 ;접근법에 의

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規範的 方法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과교육학

의 연구과정에서 사회과교육의 옥표에 관련되는 民族과 國家의 正體性을 확렵하고 人間의

삶의 質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어떤것인가를 찾아내는 것 等은 경험과학적 방법

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러한 철학적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3. 班究接近模型

앞에서 지적한바 한국사회과교육학의 兩分펀 學的 對象領域과 빠究方法들을 종합하여 하

나의 陽究接近模型을 제 시하면 다음 〈圖-3>과 같다.

이 圖에 따른다면 앞우로의 韓國社會科敎育學의 연구는 만약 교육과정요소의 관점에서

接近한다면， 例틀어 사회과 지도방법에 초정을 두어 정치 • 볍교육， 경제교육 等等의 기초

학푼별 次元을 橫的으로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커초 및 학문분야별 관점에서 접근한

다면， 例을어 經濟敎育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과의 목표， 내용， 지도방법， 평가， 교수자료

等等을 總的으로 표함한다. 이와 갈이 1次元과 2次元의 복합에 의해서 연구 對象領域을 결

(12) 경영진(역) , 윤리학의 기본원리(서울:서광사， 1985), 제 l 장.



韓國社會科敎育學定立의 方向

사회과옥표

사회과내용

사회과지도방법

사회과평가

사회과교수자료

사회과교사교육

사회과교육환경

사회과교과역사

사회과초.

중등교육과정

정차볍교육

경제교육

사회문화교육 1\~

지려교육 / 객

역사「。
→ι-τ下 기치교육’

〈圖-3) 韓國社會科敎育學의 !iff究接近模맹

정한후 3次元에 속하는 빠究方法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

V. 韓國社會科敎育學의 學的 對象領域 1 : 敎育課程 要素別 分類

109

한국 사회과교육학의 學的 對짧領域을 일반적인 敎育課程휠索 중심으로 고찰할 경우 사

회 과의 目標， 內容， 指導方法， 評價， 敎授資料， 敎師敎育， 敎育環燒， 敎科歷史， 初 • 中等

敎育課程으로 分類할 수 있다. 學的 對象에 대한 앞으로의 昭究觀點을 確立하고 또 그에

따른 將究 結果를 축적하기 위한 案內 및 指針을 주기 위하여 本 鎬에서는 各 %究對象의

意味 빛 寶態， 國內外의 船究動向 그리고 당연한 Jjff究課題 등을 지적， 논의하려한다.

1. 目 標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과교육을 통하여 기대하는 成果로서 사회과교육의 計劃的인 授業으

로 기대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社會的， 個λ、的 行動의 형성 및 변화이다.

우리 나라 초 • 중등학교 사회 과의 목표는 學校級別로 약간의 차이는 았으나 최근 문교부

에 의해 고시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목표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사회생활에 펄요한 지식을

종합적연 시각에서 체계적오로 이해하게 하고， 민주사회외 주안업을 자각하게 하며， 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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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복과 사회 • 국가의 먼영 및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오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기른다 ( 13)로 되어 있다. 또 이블 행동적인 수업 목표로 분류할 때는 知識， 技能，

價f直 • 態度의 3分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과 목표에 대한 한 대표적 연구는 1973年 8月 韓國社會科敎育隔究會

年次大會에서 이루어졌다. 主題를 ‘社會科에서 期待하는 敎育成果’로 잡고 3차교육과정 개

편에 따른 바람직한 사회과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14) 제시된 1&善方向은 世界市民이

아닌 韓國)、을 강조하는 目標의 轉換， 經濟自立， 民主的 獨自뾰이 강조되는 內容合理化，

그리고 學習技能， 探究節次의 중시 등이 다.

또 다른 사회과 목표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과교육회의 1977年 8月 年次大會에서 ‘社會

科敎育 30年’ 의 主題아래 사회과교육 목표의 변천을 初 • 中 •高 別로 歷史的 方法으로 분

석한바 있다 ( 15 ) 이 外에도 앞에서 지적한 1973年의 한국 사회과교육연구와 類似한 사회과

목표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1980年 8月 韓國社會科敎育會 年次大會에서 ’ 80年代에 期待되

는 社會科敎育’ 의 主題아래 ’ 80年代敎育課程의 理念的 定向， 그리고 分野別로， 學校級別로

問題別로， 地域發展의 特性別로 期待되는 社會科敎育의 目標를 논의하였다 ( 16 )

外國의 경우 世界 여러 나라 사회과교육의 목표를 緣合 分析한 것우로는 유네스코짧究가

있고 同연구에서 個人的 훨求， 學問的 知識획득， 市民敎育의 목표가 지적되었다 ( 17) 또， 美

國의 例를 들띤， 사회과 목표에 대한 美國社會科敎育協議會(NeSS)의 特別연구팀은 사회

과 교육의 목표로서 知識， 民主的 價{直와 信念， 그리고 技能을 제시한바 있다 ( 18) 그러나

사회과 목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目標分類學(taxonomy)의 틀속에 머물려 있다.

앞으로의 우리 나라 사회과 목표에 대한 昭究課題는 다양하게 지적활 수 있겠으나 외국

의 사회과 목표에서도 운제시되는 社會科學知識과 市民敎育 사이에서의 조정문제가 남아있

고 특히 價f直 • 態度目標設定과정에서 多元化되고 急變하는 社會속에서 合意된 目標를 도출

해내는 문제가 難題라고 하겠다.

2. 內 容

사회과의 내용은 앞에서 지적한바 사회과의 목표플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社會科學，

A文學 等의 짜l識을 選定 • 組織하는 것이 다.

우리 나라 초 • 중등학교 사회과 내용의 選定 • 組織의 기준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다.

(13) 문교부， 중학교 교육과정 사회과 1987.3.31 고시 •

(14) 韓國社會科敎育빠究會， 社會科敎育 第 7 號， 1974年 7月 •
(15) 韓國社會科敎育會， 社會科敎育 第10號， 1977.8.
(16) 韓國社會科敎育會， 社會科敎育 第13號， 1980‘ 8.
(17) H.D‘ Mehlinger , 鄭世九外 뤘著(譯)， 유네스코 社會科敎育핸드북， 서울 : 敎育科學社， 1984.
(18) NCSS Task Force, “ Social Studies and the EducaHon of Citizens," Social E<!l.1.ca,tion, Apri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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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의 경우에는 地城據大法의 원칙에 따르면서 완전 統合型을 추구하고 있다. 중학교

의 경우에는 統合化를 지향하면서 統合單元을 설치하기도 하었으나 아직도 分科型의 원칙

이 남아있어 각 학년별로 地理， 歷史(世界史); -般社會중 두개의 분야를 주로 다루는 것

으로 되 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는 學問分野에 따른 分科型에 짜프로고 있다.

우리 나라 學界에서 社會科 內容에 대한 연구는 가장 풍성하다고 할 수 있다. 韓國 社會

科敎育핍究會에 서도 1974年以來 여 러 年次大會에서 學問分野別로 사회 과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윷 기울였다. 1974年의 歷史敎育， 1975年의 經濟敎育， 1976年의 地理敎育， 1978

年의 社會學內容 等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또 韓國敎育開發院 社會科船究室에서는 1974

년에 國民學校와 中學校 社會科敎育課程 詳細化昭究를 질시하여 初 • 中學校敎育課程을 基

本擺念 中心으로 개 발하였다. 이 外에 도， 1983年에는 韓國社會科敎育會 年次大會에서 新敎

育課程의 社會科內容이 지 난 政治學， 經濟學， 社會 • 文化A類學， 歷史學， 地理學的 特性을

연구말표하였다. 또 최근에는 社會科 內容의 統合的 接近과 社會科學的 근거에 대하여 몇

몇 의미있는 연구가 시도된바 있다 (1때l뻐9

美國의 경우에는 社會科敎育協議會(NeSS)를 중심으프로ξ 몇년에 힌번씩 社會科專攻學者와

敎師들이 特別敎育課程委월會를 조직하고 미국社會科內容의 範圍(scope)와 系列 (sequence)

을 연구 •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언 최근 것우로는 1977年부터 86명 의 전문가들이 사회과내

용의 23개 영 역을 개 발하여 K-12학년에 맞게 발표한 것이 있다 (20)

앞으로의 사회과 指導內容에 대한 연구는 근본적으로 範圍와 系列을 중심으로 하는 各級

學校 內容體系에 대한 것이며 그중 대표적인 과제는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개선이다. 최

근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그 최종보고서에서 앞으로의 中學校 敎育은 독립적인 교육단계로

서 보다는 國民學校 敎育과 통합된 국민기초교육으로 그 성격을 바꾼다고 하었다 (21 ) 따라

서 초 • 중학교 교육과정은 유-8(5-3) -4의 學制를 따른다고 할 때 초 • 중학교 사회과 내용

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8년의 國民基關敎育드로그램化하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指導方法

사회 과의 지 도방법은 사회 과의 옥표플 달성하기 위한 수단오로서 敎授 • 學習過程을 이끌

어 가는 接近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려 나라 초 • 중등학교 사회과의 지도방법은 학교급벨로 큰 차이점이 나타냐지 않고 있

(19) 鄭世九， “初 • 中學校 社會科의 統合的 接近法" 社會科敎育의 課題， 서 울 : 培英社， 1986; 韓옳
熙， “社會科敎育의 ~合的 接近" 社會科敎育 第20號， 1987; 權五定， “社會科와 社會科學" 社

會科敎育， 第20號， 1987.
(20) Wayne , L., Herman }.: “ Scope and Sequence in Social Studies Education, What Should

Be Taught Where?," Social Education, Feb. 1983.
(21) 교육개 혁 심의 회 최 종보고서 j[, 21세 기 를 향한 한국교육， 1987\!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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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교육과정 지침으로는 로온， 발표， 보고， 야외관찰， 조사， 사례연구， 면접，

인물 학숨， 사례학습 등 다양한 교수 • 학습방법을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22 ) 寶際로는 敎師

의 口頭에 의한 講義式과 부분적인 討議式에 주혹 의존하고 있다.

社會科 指導方法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다푼 內容과 함께 가장 풍부한 先行짧究를 가지

고 있다. 특히 大韓敎聯現場敎育船究大會에 출품키 위하여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실시

되는 거의 모든 연구는 指導方法에 관련되는 연구이 다. 우리 나라 초 • 중등학교 사회과교실

에서 새로운 探究式 方法이 본질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3rv74年 第 3次 교육과정

개정이후이고 그에 관한 연구도 그때부터 본격화되었다. 대표적인 연구중에는 학교현장에

探究授業의 理論과 實際를 처음으로 소개한 연구 (23 ) 와 앞에서 지적한바 韓國敎育開發院 社

會科 鼎究室에서 개발한 새로운 수엽지도방법을 적용한 社會科 授業體制模型이 있다. 학교

현장의 사회과교사들이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수준으로 편집된 저술 (24)도 있고 韓

國社會科敎育會에서 年次大會의 主題로 설정한 후 學問分野別， 學校級別로 授業方法改善을

시도한 연구도 있고 개별적 연구도 있다 (25 ) 外國의 경우에는 美國을 中心으로 풍부한 수

업지도방볍개선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국내연구에서 거의 ·소개되고 있으

묘로 생략히려한다.

앞으로의 사회괴- 授業指導方法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의 與件속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探究授業方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 종래의 그리고

현재도 주로 사용되는 講議式 技法을 개선하는 方案 그리고 知的 領域 外의 情意的 領域에

관한 효율적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도 펼요하다.

4. 評 價

사회과의 평가는 사회과에서 설정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블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초 • 중등학교 사회과의 평 가는 교육과정상의 目標를 준거로 하여 까H識， 技能，

價f直 •態度을 지필검사 外에도 다양한 평가 방볍을 통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식 목표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기능이나 가치 ·태도의 평가는 소흘히 다루어

지고 있다. 어떤면으로는 그에 대한 아이디어나 實際 適用할 수 있는 수준의 方案이 마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社會科 評價에 대한 연구는 1970年代 前半期에 韓國敎育開發院에 의하여 추진된 새 授業

(22) 문교부가 고시한 국만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 속의 사회 과의 지도상의 유의 점 , 1987.
(23) 鄭世九， “探究授業의 問題" 서울特別市敎委， 數育課程의 發展的 指向， 1974; “探究授業” 中央

敎育%다究院， 敎育 第10號， 1979.
(24) 韓國敎育開發院社會科짧究室， 社會科探究授業， ;f1l{言出版社， 1974年版과 敎育科學社， 1982年版.

(25) 韓國社會科敎育會， 社會科敎育 第18號， 特輯， 社會科授業方法改善， 1985.8; 옳直元， “中學校社

會科 指導方法의 改善方案， ” 社會科敎育， 第20號， 1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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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制의 開發事業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 수업목표에 따른 평가도구도 개발 제시되

었다 (26 ) 韓國社會科敎育會에서도 1981年 8月 年次大會에서 社會科敎育에서의 評價를 주제

로 설정하여 사회과 평가의 原理와 公民， 地理， 歷史의 분야별 평가방안을 제시하었다 (27)

그중 특히 難點을 많이 지 난 情意的 領域의 評價에 대해서는 中央敎育評價院에서 1986년의

연구 주제를 ‘情意的 領型評價의 原理와 實際’로 잡고 관련교과에 대한 評價 方案을 연구

하였다. 그중 사회과에 대해서는 “初 • 中 • 高 社會 • 道德敎育의 情意的 領域 評價" (28)가 이

루어졌다.

外國의 경우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무나 아직도 分類學(Taxonomy)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形成 및 總括評價에 대한 핸드북이 가장 포괄적인 평가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29 )

앞으로의 우리 나라 사회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技能 및 價植·態度의 評價를 위한 理論

및 實際 道具 開發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識과 知的 技能의 評價사이에서의

명확한 區分과 價植 • 態度의 客觀的 評價에서의 限界性이 앞으로 극복하여 야 할 課題라고

생각된다.

5. 敎授資料

사회과의 교수자료는 社會科의 敎授 • 學習過程에 서 사용하는 敎材， 器機 및 기 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敎育補助物을 말한다. 讀書賢料， 視聽覺資料， 地域社會資源 등이 이 에 속

한다.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 外에 지도·도표·영화·슬라이드·통계 ·연

표 • 연감 • 신문 • 방송 • 사진 • 서척 기록물 • 유물 • 여 행기 • 탐험기 등의 다양한 교수 • 학습

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제로도 다양한 資料 活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경주되

고 있다.

사회과 교수자료에 대한 연구는 各 市·道敎委에서 매년 실시하는 敎育資料展에 출품하

는 餐料開發과 관련지어 실제자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理論 陽究

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26年의 역사블 가진 韓國社會科敎育없究會에서도 아직 敎授資料

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실시하지 못했고 단지 敎育媒體의 活用 方案에 대한 연구가 최근

개별적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30 )

(26) 韓國敎育開發院 社會科敎育隔究室， 社會科探究授業，;fll信出版社， 1974.
(27) 韓國社會科敎育會， J社會科敎育 第14號， 1981. 8.
(28) 鄭世九， 좁少年理念敎育， 培英社 敎育新書 152, 1987 第 7章에 수록되 어 있 음.

(29) Benjamin S. Bloom and Others , Handbook on Formatiγe and Summative Evaluation of
Student Learning (N.Y. McGraw Hill Book Co., 1971).

(30) 崔錫珍， “社會科敎育에서 數育媒體의 活用，” 社會科敎育 第20號， 1987.8; 崔容奎， “社會科學習

에서의 圖表活用，” 社會科敎育 第21號，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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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의 社會科 敎授賢料에 대한 연구중에서 관심을 기울일만한 대표적 연구는 日本의 히

로시마大學 社會科팀이 다양한 學習資料 使用의 一般指針을 5가지 지적함￡로써 교수자료

사용상의 원칙을 밝혀 놓은 것이 있다 (3 1 )

앞으로의 우리 나라 사회과교수자료의 연구는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수업개선을 위하

여 필수적 인 요소인 만큼 그에 관한 指針 및 실제 餐料開發船究가 다양하게 이 루어 져 야겠

다. 전통적인 교수자료 外에도 CAl , CMI 等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6. 敎師敎育

사회과의 교사교육은 敎大와 師大를 중심드로 실시하는 初 • 中等學校 社會科擔當敎師에

대한 職前敎育과 그후에 실시하는 훈職中敎育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社會科 敎師敎育은 職前敎育의 경우 敎育大學과 國公立師大와 一般大學 有

關學科에서 실시하고 있다. 私立師大와 -般大에서의 社會科敎負寶格證 획득은 매우 제한

되어 있다. 在職中敎育으로는 一級正敎師資格 취득을 위한 昭修가 가정 대표적이고 그外

다양한 昭修課程과 放送通信大， 敎育大學院 修學 등이 있다.

사회과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文敎部 敎育政策審議會를 중심오로 실시된 연구에서 한

分科로 다루어진적이 있고 (32 ) 또 최근에는 師範大學 敎育課程分析과 관련지어 연구된 것도

있다 (33)

外國의 교사교육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유네스코 社會科敎育핸드북에서 아프리카，

필립판 等의 져개발국가에서의 社會科敎師敎育接近方案을 연구한 것이 있고 특히 美國에서

의 任用前敎育과 任用後敎育의 實態플 상세하게 밝혀 놓은 연구도 있다 (34 )

앞오로의 우리 나라 사회과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初 • 中等 社會科敎師로서 필수적우

로 지녀야 할 資質이나 能力 等의 詳細化짧究에서 부터 그에 부응하는 敎師養成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敎師敎育 敎育課程 全般의 했果에 대한 長期的 追隨陽

究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7. 敎育環境

사회과의 교육환경은 社會科授業을 둘러싸고 있는 敎室과 學校의 분위기를 말한다.

우리 나라 사회과 수엽의 분위기는 특별한 寶驗授業이 아닌 경우에는 -方的인 사회과학

지식의 注入 분위기라고 지적할 수 있고 學校의 분위기는 地域的 特性이나 學校의 性格(특

(31) 유네스코社會科敎育핸드북， 第 9章
(32) 康宇哲， “大學敎育課程改善에 관한 E다究報告書， 一般社會敎育 떤，” 보고서 ( VI )， 文敎部 1980.
(33) 曺道根， 師範t學 및 大學社會敎育科敎育課釋構成， ” 社會科敎育 第20號， 1987.8; 姜煥國， “社

會科敎師養成의 專門化를 위한 師範大學社會敎育科의 敎育體制에 판한 ?iff究，” 社會科敎育 第21

號， 1988.
(34) 韓國社會科敎育會(역)， 社會科敎育 (서울 : 敎育科學社， 1986) . 第 8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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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고등학교의 경우 λ、文， 寶業校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왔고 따라서 그에

관한 船究 塵出物도 거의 없다. 그 이유는 社會科의 경우 ‘國策敎科’의 법주에 들어있어

全國的으로 單-→敎育課程， 單一敎科書로 교육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교육환경 에 대한 관심 이 비교적 높다. 美國의 경우에는 政治敎育이 나 民主市民敎育과

관련지어 學校의 유형， 例들어 사립과 공립， 도시와 교외， 인문 대직업학교에 따라 학생들

의 意識上의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유사한 연구는 영국이냐 표랑스에도 옐려도集團으

로 성장하는데 큰 차이가 나타남이 밝혀지고 있다 (35) 또 授業方法에서 학생들에게 어

느 정도의 自律的인 토폰의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 意識上의 변화가 나타남을 지적하기도

한다 (36 )

앞으로의 우리 나라 사회과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개척분야로서 앞으로 광범한

敎育自治制의 보급 및 적용으로 地方이나 學校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실시될 경우 그 필요

성이 넓게 인식될 것이다. 또 다양한 수업 방법이나 기법이 개발되고 적용될 경우 교육 환

경에 대한 연구의 펄요성이 넓게 인식될 것으로 생각된다.

8. 敎科歷史

사회과의 교과역사는 社會科의 起源이 나 發達過程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社會科 敎科歷史는 8.15 解放 이후 미국 社會科敎育(social studies education)

의 영향하에서 시발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는 30年 以上의 역사를 갖게되고 5次

에 걸친 교육과정개정작업을거치띤서 우려나라에 土著化된 사회과교육을 갖게 되었다.

사회과 교과역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회과교육연구회에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된바 있

다. 1977년에 출간된 社會科敎育 第10號의 主題가 ‘社會科敎育 30年’ ￡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의 目標， 內容， 學習指導方法의 變遭을 學校級 別로 다루었다. 이 外에도 太學社會科

敎育， 社會科와 道德科敎育의 關聯性 等의 변천과정도 다루었다. 그 外에도 개인적으로 최

근에 추진된 한 연구 (37)에서는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變遭過程을 1次에 서 부터 5次에 걸쳐

時期로 구분한 후 변천의 특색을 상세하게 밝혀 놓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과 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미국사회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특히 미국

에서 社會科라는 敎科가 탄생하였던 時期의 상세한 秘話가 밝혀진바 있다 (38 ) 또 1893年까

(35) E. G. Massialas , “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R.L. Ebel ed. Encye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 Fourth Ech. (N.Y. Macmillan Com., 1969).

(36) B.G. Massialas , Education and the Political System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ry,
1969); Comparatine Education Reγiew， Vol. 19, No.1 Feb. 1975; CER, Vol. June/Oc t.,
1977.

(37) 金龍滿， “韓國社會科數育의 變鍵과 展望， ” 社會科敎育 第20號， 1987.8.
(38) 韓國社會科敎育會(역 ), 社會科敎育(서윷 : 敎育科學社， 1986),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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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 역 사중심 사회과교육과정의 第 1 時期에서 부터 1893年부터 1916年의 第 2 時期， 1916

年부터 1936年에 걸치는 진정한 의미의 社會科가 등장한 第 3 時期 등으로 분류되어 연구되

기도 하였다 (39 )

앞으로 우려 나라 사회과 敎科歷史에 대한 연구는 그 다풀수 있는 時間이 짧아 時期區分

은 함축된 의미가 적다고 생각된다. 다만 解放以後 社會科初創期에 사회과 교육을 主導하

였던 第 1 世代가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였￡묘로 당시의 一次資料의 保存과 關聯人士들의

經驗의 資料化가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하겠다.

9. 初·中等 敎育譯程

초·중등교육과정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문교부에 의하여 고시된 교육과정과 그

현장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8. 15해 방 이후 美軍政下의 敎授몇目時代를

거 쳐 1955年의 -次改編， 1963年의 二次改編， 1973，74年의 三次改編， 1981年의 四次改編，

1987，88年의 五次改編의 과정을 거 쳐 발달하여왔다.

사회과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개인별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어 왔으나 韓國

社會科敎育冊究會에서도 교육과정개펀이 있을 때마다 그 방향에 대한 심충적 연구가 추진

되었다. 특히 최근의 例로는 四次 改編 이후 1983年의 연차대회 주제를 ‘新敎育課程에서의

社會科敎育과 앞으로의 課題’로 참고 신교육과정의 -般的 方向에서 부터 學校級別 特性，

學問領域別 特性을 제시히-였다. 또 五次改編 이후에는 1987年의 연차대회 주제룰 ‘韓國의

社會科敎育’으로 설정하고 교육과정개말의 주역을 맡았던 한국 교육개발원의 연구원들이

國民學校 社會科， 中學校 社會科， 中學校 國史科 새교육과정의 특정을 지적하었다. 그 外

에도 외국의 社會科敎育課程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40)

앞으로 우리 나라 사회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 改善을 위한 지속적

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急變하는 國家 • 社會的 및 個人的 훨求의 변화속에 서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지도방법 等에 대한 省察 및 修正이 필요하다. 특히 民主化， 國際化 等으로

표현되는 미래 사회속에서 民主市民과 世界市民으로서 요청되는 賢質 신장을 위한 교육과

정편성과 敎育自治를 위한 敎育課程 地域化方案 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컸다，

(39) J.R. Skretting and J,E. Sundeen, “ Social Studies Education," R.L. Ebel ed.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Fourth Ed. (N.Y.: Macmillan Com. 1969).

(40) 李存熙， “外國의 社會科敎育課程 改編事1J1J (美國) " 社會科敎育 第20號， 1987; 李講熙， “外國의

中學校 社會科數育課程 動向， ” 社會科敎휴 第21號，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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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과 교육학의 學的 對象領域을 사회과의 基없흉블 이루고 있는 學問領域別 特性을

나타내는 교육영 역別로 고찰할 경우 政治 • 法敎育， 經濟敎育， 社會 • 文化敎育， 地理敎育，

歷史敎育 그리고 價f直敎育으로 분류할 수 있다. 本章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學的 對象領域

1에 서와 같은 기준￡로 각 昭究對象의 意妹에서 부터 國內外의 陽究 動向 그리고 당연한

짧究課題 등을 제 시하려 한다.

1. 政治·法敎育

정치교육은 청소년들의 政治社會化， 政治統合 등에 미치는 교육척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

는 것이고 법교육은 청소년들의 준법생활에서 부터 민주사회속에서의 合法的인 市民의 책

임과 기능 등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우려 나라 초 • 중등학교 사회과에서의 政治 • 法敎育은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저학년에서

공동생활， 준법생활 등에서 그 기초적인 면을 다룬다. 본격적인 정치 • 법교육은 고학년에

서 다루어 5학년에 서 국가와 국민생활과의 관계블， 그리고 6학년에 서 우리 나라 민주정치

의 특정 특히 헌법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중 1에 서는 인간생활과

사회현상에서 민주시민의 특성을 간략히 다루고 주로 중 2에 서의 국민생활과 정치， 국민생

활과 볍 그리고 중 3에 서 우리 나라 민주정치의 理念， 制度 등을 다푼다. 고등학교의 경우

에는 ‘정치 • 경제’의 별도의 과목에서 정치 • 법교육을 전담한다.

정 치 • 법교육에 대한 대 표적 연구는 政治社會化船究로서 우리 나라 初 • 中等學校 學生들

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추진된바 있으나 그 接近法이나 道具는 미국의 政治社會

化陽究에 주로 의존하고 있￡며 이 政治敎育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도 추진된바 있다 (41 )

外國의 경 우에는 美國과 유럽에서 政治敎育 및 政治社會化짧究가 1960rv1970年代에 적지

않게 실시되었고 그 연구 결과가 우리 나라에 충분히 소개된바 있다 (42 1 ’ 그러나 1980年代

에 들어와 同 맑究가 약화되고 있고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43)

앞으로의 政治 • 法敎育에 대한 연구는 우선은 좀더 다양한 政治社會化짧究 等을 통하여

(41) 鄭世九(譯)， 政治社會化， 서울 : 法文社， 1981의 부록으로 질린 韓國좁少年의 政治社會化實態;

安熙天， 韓國政治敎育과 政治意識形成에 판한 E자究， 한양대 학교 정 치 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7;
李鍾烈， “社會科敎育에서의 政治敎育，” 社會科敎育 第20號 1987; 徐컬E千， “民主市民的 資質의

育成과 關聯한 社會科數科書의 內容展開法考察， 社會科敎育 第21號， 1988.
(42) 대 표적 인 연구중의 하나는 Comparative Education Reγiew， Vol. 21, June/Oct. 1977과 Vol.

19. Feb. 1975에 질 린 Politics & Education, 특정내 용.

(43) David Schwartz and Sandra Kenyon Schwartz ed. New Directions in Political Socialization
(N.Y.: The Free Press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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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좁少年들의 政治的 意識性向에 대한 深層 分析이 추진되어야 겠으나 앞으로는

政治的 參與의 質을 제고시킬 수 있는 政策的 思考技能(policy thinking skills)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 전략 등에 대한 실험적 연구 等°1 펄요할 것이다.

2. 繹濟敎育

경제교육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상생활에서 직변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효과적

인 결정을 내리고 책임감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우리 나라 초 • 중등학교 사회과블 통한 經濟敎育은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5，6학년에 칩중

되어 있다. 5학년에 서는 생활주변의 사례를 통하여 생산， 분배， 교환 등의 과정을 알게 하

는 일반적인 經濟生活에 관심을 71 울이고 6학년에 서는 국민경제의 순환과 자유경제체제의

우월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2학년에 서 일반적인 인간과 경제생활이 다루어

지고 3학년에 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이 강조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치 • 경제’

의 과목에서 중접적으로 경제교육이 다루어지고 지리의 교과목에서도 경제관련 내용이 적

지않게 포함되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는 1980'건대 에 들어와 政府次元에서 경제교육에 깊은 관

심을 기울이면서 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全國民의 經濟人化를 위한 대국민

경 제홍보를 위한 교육이 추진되 었다. 그러 나 초 • 중등학교 學生들을 대 상으로 하는 學校經

濟敎育에 대한 깊은 관심과 制度的 改善方案에 대한 연구는 1987년 부터 韓國敎育開發院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國民經濟敎育協議體’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緣合的 %자究報告書에서

부터 初 • 中等學校 敎師用 경제교육 연수자료와 교수 • 학습자료 등이 개발되었다 (44)

外國의 경우를 보면 먼저， 미국에서 1961년에 출간된 ‘경제교육특별위원회보고서’가 나

오면서 경제교육연구가 활성화되고 ‘미국경제교육연합회’가 사회과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었다. 동연합회에서 1977년에 출간한 ‘경제교육과정지침서’가 대표

적 例라고 하겠다. 다음， 일본의 경우에는 주로 사회과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경제교육을

다루고 있고 교육과정해설서에 경제교육의 목표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45 )

앞으로의 경제교육연구에서는 그 內實化와 관련지어 이제까지 개발된 모든 경제교육프로

그램의 다당성을 엽증하고 우리 냐라의 敎育與件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활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는 練合的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4) 한국교육개발원， 경제교육관련제도 개선방안연구， 1987;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경제관련 내

용분석 및 접펑개선방향얀 1987; 사회과 교과서 경제분야 개펀내용분석 ;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제교육 연수자료， 1987 等이다. 이러한 연구추세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은 崔秉模， “經濟民

主化와 社會科敎育，” 社會科敎育 第21號， 1988年 8月 .

(45) 한국교육개 발원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 제 교육연수자료， 1987.



韓國社會科數育學定立의 方向

3. 社會·文化敎育

119

사회 • 문화교육은 매우 광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現代社會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

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훨件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속하는 교육은 市民性敎育， 社會問題敎育(A口敎育， 環境敎育， 에너지敎育 ... ) , 地球

村敎育 (global education) , 未來敎育， 他文化理解敎育 等이다.

우리 나라 初 • 中等學校의 社會 • 文化敎育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집중적으로 실시되

지는 않고 있으며 각 學校 • 學年別로 고료게 실시되고 있다. 국민학교의 경우 3학년에 서의

고장생활， 4학년에 서의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부터 문화재애호 등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5학년에 서 의 인구， 환경문제와 문화생활의 발달 등이 이에 속한다. 중학교에서는 2학년에

서의 인간과 사회 • 문화생활 그리고 3학년에 서 의 현대사회와 우리의 사회 • 문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978년에 공포된 새 교육과정에서 ‘사회 • 문화의 별도외

과목을 두어 비교적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 •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앞의 정치 • 경제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한국사회과 교육연구회에서도 1978年의 年次大會 主題로서 ‘社會科敎育

과 社會學’ (46)을 선정한바 있지만 사회학의 내용을 교수내용으로 선정 • 조직하는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었으나 광뱀한 社會·文化교육에 대한 연구는 추진되지 옷하였다. 이와 관련지

어 몇몇 연구는 社會問題 및 社會發展과 사회과 교육과의 관련성을 다루었다 (47 )

外國의 경우 미국에서는 美國社會科敎育癡議會(NeSS)를 중심부로 최근 2""3年間 환경교

육， 지구촌교육 等의 특집을 공식적 기관지언 ‘Social Education'에 몇차례 특집으로 다푼

바었다.

앞으로의 사회 • 문화교육연구에서는 우리의 未來社會가 高度塵業 및 情報化社會，zp.準化

와 多樣化가 1청 행하는 社會， 國際化된 社會로서의 특정을 지니게 되므로 더욱 다양하고 문

제성을 띨 주제들이 교육의 장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요

청된다.

4. 地理敎育

지리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지리학 내용의 사용 또는 조직을 닫조한다.

우리 나라 초·중·고 각급학교에서 사회과를 통한 지리교육은 비교적 저학년에서 고학

년까지 고르게 시행되고 있다.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사회과의 내용구성이 원칙적으로 호間

(46) 韓國社會科數育會， 社會科敎育 第11號， 1978.9.
(47) 韓흉熙， 未來志向的 數育課程探索에 관한 핍究， 동국대 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4; 田

淑子， “社會發展과 社會科敎育의 基本方向， ” 社會科敎育 第20號， 1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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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大의 原則을 따르기 째문에 지리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다. 3학년의 여러 고장의 생활， 4

학년에서의 우리 나라의 자연과 생활， 5학년에 서의 우리가 사는 세계 등이 그 핵심내용을

이룬다. 중학교에서는 1학년에 서의 향토의 생활에서 부터 2학년에서의 세계의 자연 환경과

생활 등이 강조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지리 I 과 R 에 서 본격적인 지리교육이 ‘ 지리학적 관점

에서 추진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지리교육에 대한 가장 영향력있는 종합적 연구중의 하나는 우리

나라 地理科敎育의 성격을 규명한 것으로서 지리학과 지리교육， 지리교육과정， 지리과 학

습지도 等을 밝힌 것이 있다 (48 ) 또 학회수준에서는 한국 사회과교육회에서 1976年에 地理

敎育의 특집 주제아래 환경교육의 배경과 내용， 지리교육의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연구발

표하었다 (49 ) 그리고 최근에 지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다푼 연구로서는 지리교육의

본질， 내용， 교수방법， 교재， 평가 등을 ‘흉륭한 지리교육’과 ‘유능한 地理敎師’의 구현이

라는 원칙에 따라 제시한 없究들이 있다 (5'0 )

外國의 지리교육의 최근 접근법이나 지도방법에 대한 개략적 소개와 앞으로의 지리교육

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과 교육연구회의 年次大會에서 발표한 한 연구 (5 1)가 그

윤곽을 밝혀주고 있다.

5. 歷史敎育

역사교육은 역사를 素材로 하여 인간을 교육하는 창조활동이 며 학문적 노력 의 결과로 얻

어진 역사적 사실을 모체로 하여 역사자체를 이해하게 하며， 역사적 탐구기능을 기르고 역

사발전에 기여할 태도를 굳히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초·중·고의 각급학교에서 역사교육은 사회과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교 국사교육은 독렵된 교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역사에서 강조하는 古싹意識

은 이미 국민학교 3학년에 서 고장생활의 변천모습과 시간의식의 확대로서 다루어지고 5,6

학년에서는 국사내용이 生活史와 時代史 중심으로 각각 다루어지고 있다. 중학교 사회과에

서는 2，3학년에 서 인류의 발생과 고대문화에서 부터 동·서양의 세계사 내용이 시대순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사과에서는 2，3학년에 서 각각 선사시대부터 근대사 이전까지와 근대

이후부터를 주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역사교육에 연구는 한국 사회과 교육연구회에서도깊은 관심을 기울여 1974

年의 연차대회에서 ‘사회과에서의 역사교육’을 특집 주제로 장고 (52) ‘國史敎育課程의 系列

(48) 李燦 外. 공저 , 地理科數育， 서울能力開發社， 1975.
(49) 韓國社會科敎育핍究會， 社會科敎育 第 9 號， 1976.
(50) 任德淳， 地理數育論， 서울 : 寶賢짧， 1986; 李亮雨， “社會科의 地理學內容의 特性，” 社會科敎育

第16號， 1983.
(51) 南相驗， “社會科數育에서의 地理的觀點의 意驚，” 社會科數育 第20號， 1987.
(52) 韓國社會科敎育짧究會， 社會科敎育 第 7 號，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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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敎師와 史眼’ ‘國史敎育과 價f直目標’， ‘歷史的 探究能力의 特性’ 등 역사교육의 구

체적 성과와 직결되는 주제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歷史敎育의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여 역사학과 교육학의 관계에서 부터 역사외

교수 • 학습괴정 까지블 개발 제시한 연구 (53l도 있다. 또 최근의 역사교육 이론서로는 歷史

敎育의 基魔에서 부터 역사교육의 敎材와 짧究까지를 다룬 것 (54)이 있고 또 역사교육의 기

초와 현장을 밝힌 이론과 실제를 다룬 개폰서도 있다 (55 )

앞으로의 역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우리 나라 初 • 中 • 高 각급학교 학생들의 역사의식의

발달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에서 부터 역사교육의 구체적 성과와 관련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검토와 확인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價f直敎育

價{直敎育 혹은 價植觀敎育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가치관를 형성하고 내면화시키는테 도

움을 주는 교육이다. 우리 나라 초·중·고 각급학교 사회과 교육에서 도덕과나 국민윤리

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치교육의 情意的 領域의 교육은 매우 중시되고 있다. 물론

지식내용하고는 달라서 가치교육만을 전담하는 단원이 설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

히 가치문제블 배제한 사회과내용은 상청하기 어렵다. 국민학교 사회과 교과목표로 “민주

생활을 습관화하고， 국토와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하며， 국가발전， 민족문화 창달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치교육이‘ 사회과

교육에서 강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용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가치교육은 비슷한

수준으로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치교육에 대한 연구로서는 未來社會에서의 價f直快定의 문제와 價f直의 過

裡과 敎育的 接近法을 제시한 하나의 책자가 효시를 이 루고 있다 (56) 그후 가치 교육의 이

흔과 실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개론서가 출간 되었고 (57 ) 韓國社會敎育맑究會에서도 가치

교육에 관련되는 연구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1974年에 발표된 ‘國史敎育과 價i直目標’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연구었다 (58) 그 外에도 ‘社會科情意的 領域의 評價’， (59) ‘社會科情

意的 分野 授業方法改善方案’ (60) 等이 개인척으로 발표되었다. 1979年에는 年次大會 主題

로서 ‘社會科에서의 價{直敎育’을 설정하고 가치교육과 사회과학도4의 관련성 및 가치 • 태도

(53) 康宇哲， 歷史의 敎育， 서울 : 敎學社， 1974; 金項행， “歷史敎育의 g 的과 現實的 課題， ” 社會科
敎育 第20號， 1987; 鄭善影， “社會科歷史內容외 系列性없究， ” 社會科敎育， 第20號， 1987.

(54) 李元淳， 尹世哲， 許勝一， 歷史敎育論， 서울 : 三英社， 1980.
(55) 李元淳， 李廷仁， 歷史數育， 서 을 : 正音文化史， 1985.
(56) 鄭範靈， 價f直親과 敎育， 서 을 : 培英社， 1972.
(57) 鄭世九， 價f直理論과 價f直敎育， 서 을 · 敎育出版社， 1977.
(58) 李存熙， “國史敎育과 價f直 目 標， ” 社會科敎育 第 7 號， 1974.
(59) 韓國社會科敎育會， 社會科數育 第14號， 1981.
(60) 韓國社會科敎育會， 社會科敎育 第18號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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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업전략을 다루었다 (61 ) 가치교육의 지도방볍과 평가방법을 정리하고 또 개말한 두펀

의 연구 (62 ) 또한 최근의 가치교육 연구 동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한계

점을 지적하고 있다.

外國의 가치교육 연구동향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假定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 접근법과 최근의 접근법에서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63 )

앞오로의 가치교육연구에서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요청되는 가치를 탐색키 위한 규법적

접근도 필요하고 동시에 가치의 내면화를 위한 교수전략 및 그 정도를 측정 • 평가하기 위

한 경험적 연구도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II. 結論 및 提言

본 연구는 社會科敎育學이라는 하나의 學問分野 특히 일반적인 社會科敎育學이 아닌 우

리 韓國을 대상으로 하는 韓國社會科敎育學의 學的 定立을 위한 探索 陽究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社會科敎育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들 대다수가 社會科敎育을

初 • 中等學校 現場의 敎育課種水準으로 부터 社會科敎育學의 學問的 71<準으로 제 고시 킬 것

을 염원하여 왔ξ나 아직도 그것을 시도하지 못한 상태하에 머물으고 있다. 이것은 外國의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여서 社會科敎育의 根源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사회과

교육의 意義와 그 效率性에 대한 교육과정적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 었으면서도 그 學的

定立을 위한 근본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불충분하고 미숙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韓國社會科敎育學의 성격을

규명하고 동시에 그 對象領域과 方法論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우선 한국 사회과 교육

학의 보편적 성격으로 應用姓·線合性·科學的 限界뾰을 지적하었고 특수 성격오로 짧究對

象의 固有性과 觀念上의 制限性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과 교육학의 대상영역을

敎育課程 몇素別로 또 基鍵學問別로 兩分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經驗科學的 짧究方

法， 歷史的 陽究方法， 規範的 船究方法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學的 對象 領域과 없究

方法들을 종합하여 3次元 o 로 구성 된 하니-의 연구 접 근 모형을 개 발 • 제 시 하였다. 이 모형

에 따라 분류된 學的 對象領域!ijlj로 그 擺念에 서 부터 船究動向 및 앞으로의 1iJf究課題 등을

지적한바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과 교육학의 정렵을 위한 탐색적인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後續的인

陽究의 추진을 위한 벚 개의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61) 韓國社會科敎育會， 社會科敎育 第12號 ， 1979.
(62) 鄭世九， “價備敎育方法論， ” 韓國國民倫理學會， 國民倫理빠究 第23號， 1986; 鄭世九， “初 • 中

高 • 社會 • 道德敎育의 情意的 領城評價， “中央敎育評價院 세미나 報告臺， 第 3輯， 1986‘ 10
(63) 外國의 연구동향은 각주 62)의 “價7直敎育方法論”을 참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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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앞으로 韓國社會科敎育學의 定立을 위 하여 특히 對象 領域이 나 方法論 등을 定立

하기 위하여 빠른 時 B내 에 사회과교육을 다루는 學術昭究團體， 大學， 없究所 등을 중심으

로 하여 한국 사회과 교육학의 理論的 體系를 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탐구 활동이 전개되

어야 겠다 (64) 최근 몇몇 大學에 社會科敎育 전공의 博土課釋이 설치되었고 또 有關한 學

會에 서도 이 에 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 기 시 작하고 있으묘로 社會科敎育學의 學的 性格을

규명하고、그 %￥究의 方向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國內外의 관련되는 先行 %究블 종합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實態륜 파악하고 앞으

로의 &다究를 위한 方向을 결정할 수 있어야 겠다〔본 연구에서 지적한 先行昭究플이 入手容

易한 연구에 제한되었음은 연구자의 不察임). 이제까지 사회과 교육과 관련지어 실행된 연

구는 적지 않으나 社會科敎育學의 觀點에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니- 블이 확렵되

어 있지 옷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이나 허점이 적지 않게 나다냐고 있다. 따라서 앞

으로는 社會科敎育學의 學的 對象領域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基準에 따라 先行陽究들

을 종합·분석한 후 社會科敎育學의 下位領域에 해당되는 諸般 ‘論’의 구성을 위한 연구

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 앞오로는 社會科敎育學만이 아닌 모든 敎科敎育學， 例블 들어 國語科敎育學， 數學

科敎育學， 科學科敎育學 等이 연합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師大

나 敎大를 중심으로 敎科敎育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추진되는 대부분의 연구도 敎科敎育學 -般論에 대한 연구이거나 아니띤 敎科의

基魔를 이루는 순수한 學問內容에 관한 연구이고 따라서 敎科敎育學은 名分上으로만 중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師大와 敎大에서는 교과교육학에 대한 연구가 연구의 핵심을

이루어야 하묘로 여러 敎科에 대한 比較·分析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연히 社會科敎育學에 대한 연구도 다른 敎科敎育學과의 連擊뾰을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本 昭究가 옳引的 彼劃을 담당하게되기롤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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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theory of social studies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Korea with particular concern upon

the characteristics, research objects and research methodology ofkorean social studies

education. Few studies have been made in regard to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while lots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terms of practical matterS

of its curricular elements in Korea.

As a result ofdevelopment of theory for korean social studies education, this study

has dichotomized the research objects of Korean social studies education into those

classified according to curricular elements such as objectives, contents, teaching methods,
evaluations, teaching materials and other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those classified

according to subject matter basis on which social studies education depends such as

political education, economic education, social education, geography education, history

education and values education. As for the research methods applicable to the study of

social studies education, empirical scientific approach plus historical approach and

normative approach have been designated.

In view of these research results above, several suggestions are to be made as follows:

First, some scholastic activities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sis of Korean social

studies education should be expedited by learned society level.

Second, related literature on social studies education, domestic and foreign, should be

thoroug1y analyzed in an effort to prevent unnecessary research overlappings and to find

out uncultivated research areas under korean situation.

Third, the theory of korean social studies education should l::e studied in coalition

with other teaching fields of sU,bject matter such as language education, mathematics

~ducation， science education and ot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