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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몽골의 교육제도 발전을 인민혁명 이후인 1921년부터 1940년까지

문맹퇴치에 주력한 “근대학교의 태동기간”, 1940년부터 1990년 까지 “사

회주의 교육체제기간”, 1990년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시장경제 교육체

제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0년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몽골교육은 세 번째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때 발생한 가

장 큰 변화는 사회주의 이념을 탈피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민주

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실시된 것과 소련의 교육제도를 포기

함과 동시에 몽골의 문화전통에 근거한 민족주의적 교육이 부활되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및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몽골교육의 변

화는 1991년과 1995년, 2002년 세 차례의 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

다. 200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국제화, 정보화와 더불어 2005년부터

5-4-2 학제가 시행되었다. 200６년에 작성된 몽골 정부의 교육발전 마스

터플랜 목표에 따라 중등교육을 12년제로 바꾸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6-3-3학제로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재 몽골은 6-3-3학제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 5-4-3학제라는 과

도기적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큰 변화를 안

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인데 이 과도기적 과정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검토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과 내용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교과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비교 검토 및 제

안 작업을 위해 선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본　논문에서

는 현 교육과정에 적용된 이론과 실제를 검토하고 현 몽골 사회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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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 몽골의 학제 변경 목표에 대한 이해

2) 주요 선진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 이해

3)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특성 이해

4) 미국(NCSS 중심으로)의 사회과 교육과정과의 비교 검토

5) 개선 방안 및 시사점 도출

본 논문에서는 몽골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조직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구성적으로는 먼저 몽골의 사회과 교육과

정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까지 이르게 된 역사적 변천과정과 사회적 특징

을 기술하였다. 특히, 몽골은 근대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와 체제 이동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을 시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힘

든 점이 많다. 사회과(일반사회 영역) 과목은 이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그

러한 이유로 이점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학제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역사 및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용된

사회과 구성 원리 및 이론과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내용 요소를 어느 수준에

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범위의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구성의 문

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확대법의 원리, 나선형의 원리, 통합의 원리, 그

리고 지역화의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중 나선형 원리를 이용하여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통합의 원리를 준용한 NCSS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에서 선정하는 10개의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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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인 1) 문화 2) 시간, 영속성 그리고 변화 3) 인간, 그리고 환경 4) 개

인 발달과 정체성 5) 개인, 집단 및 제도 6) 권력, 권위 및 정부 7)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 8) 과학, 기술 및 사회 9) 국제 관계 10) 시민 이상과

참여 등의 스트랜드가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에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의 관점에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

해 보면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를 반영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몽골 사회과의 경우 학습 목표와 요구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와 사회관계, 윤리, 법률, 문화, 경제, 정치와 민주주의, 국제교류 등

7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역들이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즉, 기본적인 4가지 영역인 사회와 사회관계, 윤리,

법률, 경제의 영역이 11학년에 들어오면 심화 된 영역인 문화, 정치와 민

주주의, 국제교류와 관계를 맺으며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분류하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 3개의 영역이 아니라 미국에서 분류하는

10개 주제와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몽골의 사회과는 통합형 사회과 체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 역사　및　지

리 영역의 독립 과목 편성이다. 즉, 사회과가 아닌 역사과 및 지리과로

분리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NCSS의 10개 주제 중 “시간, 영속성과

변화” 주제는 몽골 중등 사회과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과학, 기술 및 사회” 주제는 11학년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중

이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1차 산업에 의존적인 몽골

의 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부분이지만, 교육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제 및 과정의 심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셋째, 체제 변화라는

큰 정치적 변화를 경험한 몽골 사회의 특징상 “정치와 민주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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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별 편성

을 보면 11학년 이후에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첫째, “정치, 민주주

의”와　관련　주제를　중등과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11학년에서

상대적　비중이　낮게 다루어지고 있는 “과학, 기술 및 사회” 주제는 사

회 전체의 변화와 시민의 생활 변화를 일으키므로 사회과에서 통합적으

로 교육되어야 한다．셋째, NCSS의 주요 주제인 “시민이상과 참여”가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을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학교가 조절하는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

안할 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길 위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한다．시민교육 내용을 분류하고 여러 요소를 충분히 반영

하여 환경, 종교,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등 시민교육의 여러 요소를

동등하게 교육시켜줌으로써 현재 몽골 시민 교육의 제한　된 범위를 넓

히며,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과 과목과 시민교육 과목을 통합시켜야한

다．따라서 몽골의 사회과교육에서 정의, 인권, 자유, 준법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사상, 문화적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어：몽골의 교육제도, 몽골의 사회과교육과정，몽골 사회과교육，몽

골의 학제，사회과 구성원리，시민교육

학　번：２００９－３１３０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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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몽골은 1921년에 인민혁명에 승리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로 거듭 났다. 이를 계기로 라마교 승려들에 의한 전통적 교육을 탈

피하여 학교를 통한 공식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인민정부에

서 제일 먼저 시행 한 것은 모든 국민들의 문맹을 퇴치시키는 일이었다.

1921년 11월 2일 첫 번째 초등학교가 개교 하면서 이전까지 해 오던

라마교 승려들에 의한 교육에서 벗어나 현대적 교육의 기초가 세워졌다

고 볼 수 있다. 1922년에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이후에 1924년에는

문부성(교육부)이 설립되어 교육정책을 담당하며 몽골 교육을 발전시키

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몽골의 교육제도 발전을 시대 순으로 개관해 보면 인민혁명 이후인

1921년부터 1940년까지 문맹퇴치에 주력한 “근대학교의 태동기간1)”,

1940년부터 1990년까지 “사회주의 교육체제기간2)”, 1990년부터 현재

1) 인민혁명 이전에는 라마교 승려에 의한 교육이 학교교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다.

봉건영주들이 그들의 일을 관리하는 서기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체계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 당시의 라마 승려에 의한 학교교육은

티베트어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

았다. 혁명이 성공하자 국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문맹퇴치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국민교육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맹퇴치를 위하여 인민정부가 수립된 1

개월 후 교육부가 구성되고ㅡ 1921년 울란바토르에 최초의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그 후 최초의 7년제 중등학교로 발전하였다. 1930년에는 몽골 최초의 유치

원이 설립되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주로 문맹퇴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학교

가 없는 경우에는 게르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쳤고, 학생을 모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

정에 방문하여 가르쳤다. 1922년 설립된 사범학교는 본격적인 교사양성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2) 1930년 울란바토르에 최초의 유치원이 개원되면서 몽골교육제도 발전의 기초를 다지

게 되었다. 1940년 몽골정부는 초등학교 4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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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에 이르는 “시장경제 교육체제 기간”3)으로 나눌 수 있다.

2007년 몽골 교육부는 6-3-3제로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이다. 현재

몽골은 6-3-3제 교육과정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 5-4-3제라는 과도기적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이는 교육 과정 개정이라는 큰 변화를 안정적으

로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인데 이 과도기적　과정에서 사회과 교육

과정은 상세 내용 검토 및 선진 교육과정과의 비교 및 충분한 분석을 바

탕으로 한 교과 내용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이에 대한 이

론적, 실질적 비교 검토 및 제안 작업을 위해 선진 교육과정에 대한 연

구는 필수적이다. 현 교육과정에 적용 된 이론과 실례를 검토하고 현 몽

골 사회과 교육과정에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

구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

행　하였다.

1) 몽골의 학제 변경 목표에 대한 이해

2) 주요 선진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 이해

3)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조직적 특성 이해

4) 미국(NCSS 중심으로)의 사회과 교육과정과의 비교 검토 -

5) 개선 방안 및 시사점 도출

등교육체제를 마련하였다. 1940년에 단선제 학교 체제가 정립되었고, 1942년부터 인

구밀집지역에 의무교육이 시작되어 1958년에는 지방에까지 확대되었으며 1955년에는

4년제 보통교육이 완성되었다. 제 3차 경제 문화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1~65)에는 7

년간의 의무교육을 추진하였고, 몽골국민이면 누구나 초등학교에서 부터 대학교 까지

무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 4차 경제 문화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6~1970)에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기술교육과정으로 개편하였다.

3)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개혁과 개방화 정책의 영향으로 몽골의 교육도 그동안의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 개방화, 자유화에 맞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한 결과, 종

전까지 답습했던 4-4-3제의 소련학교 제도를 6-2-2제를 거쳐 5-4-2제로 개편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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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및 방법

앞으로 학제가 6-3-3 제도로 바뀔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기존 학

제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

은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1)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 원리와 분석 준거

2) 몽골의 현실에 적합한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 과정의 개정이라는 큰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보완되어

야 할 사항을 선진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사회과 교육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현 몽

골 제도와 선진국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1) 몽골 구 학제 및 변경 학제

2) 현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 원리

3) NCSS의 10가지 Strand

본 연구에서는 신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

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대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 신 교육과정의 분석을 위하여 현재 교육

과정 관련 분석 자료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미 12학제가 실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등의 분석 이론 및 사례를

통해 연구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실행 방안에 대한 제안, 그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결과를 제시한 문헌을 정리하여 여러 대안을 얻을

수 있다. 문헌 연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1) 현재 이슈가 되는 사회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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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3) 국가 별 사회과 교육 과정 검토

4) 기타 사회과 교육과정 실행방안

3. 논문의 구성 및 한계점

현재 제안된 이론이 몽골의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검토 및 보완점 제안은 학문적, 실용적으로 충분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실험 및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발에 기여

하게 될 것이다.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석은 조직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중

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목표인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특

징 분석 및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몽골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까

지 이르게 된 역사적 변천과정과 사회적 특징을 기술한다. 특히, 몽골은

근대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와 체제 이동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을 시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 사회과 과목

은 이 점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점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했으며, 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학제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역사 및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이해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용된 원리 및 이론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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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과 한국 교육제도의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

및 연구하여 몽골의 교육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교

육과정이 개정되는 과정이라 현장 실험 및 결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

여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

적용 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 사례가 보고되지 못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도 이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보이는 한계가 있다. 이는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 등의 체계와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서 다소 이론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향후 다른 나라들의 교육제도 및

사례연구가 보완되고, 제안된 연구 성과와 또 마땅한 실험 연구가 현장

에서 실행되어 그 결과도 현실에 충분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과는 일반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 인데 반면 몽골의 경우는 이 3영역이 별도 과목으로 구별되어 있

다. 이 중에서 몽골의 사회과목이 한국의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았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과 중 일부인 일반 사회 영역으로 범위

를 한정 하여 몽골의 중등 사회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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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몽골의 교육발전 및 교육과정 개정

1. 몽골 교육의 발전 과정 및 정책

1.1. 몽골 교육의 변천 과정4)

몽골 교육은 독립이후 크게 세 차례의 역사적 전환점을 거치면서 발

전해 왔다. 그 첫 번째는 1921년에 일어난 사회주의 인민혁명으로 이때

를 기점으로, 라마교 승려들에 의한 몽골의 전통적 교육은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교육 이념에 근거한 근대적 학교교육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1950년에 접어들면서 두 번째 발전의 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구

소련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몽골인민

공화국은 유목국가로서 도시화나 산업화는 진척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정치, 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국가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소련의 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소련과

의 교육교류가 강화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개혁과 개방 바람이 불면서

1990년에 몽골 최초의 다당제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고 새로운 민주정부

가 수립됨에 따라 몽골교육은 세 번째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때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사회주의 이념을 탈피하여 자유 시장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실시된 것과 소련의 교육제도를

포기함과 동시에 몽골의 문화전통에 근거한 민족주의적 교육이 부활되었

다는 것이다. 이를 시기 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4) 이찬희 (2007), “몽골의 교육 현황 및 발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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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대학교의 태동(1921-1940)

몽골의 근대교육은 1921년 인민혁명이 성공한 이래 발전하여 왔다.

인민혁명 이전에는 라마교 승려에 의한 교육이 학교교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다. 봉건영주들이 그들의 일을 관리하는 서기를 양성하기 위하

여 학교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체계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 당시의 라마 승려에 의한 학교교육은 티베트어로 이루어졌으며, 대부

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혁명이 성공하자 국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문맹퇴치를 위

하여 인민정부가 수립된 1개월 후 교육부가 구성되고, 1921년 울란바

토르에 최초의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그 후 최초의 7년제

중등학교로 발전하였다. 1930년에는 몽골 최초의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주로 문맹퇴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학교가 없

는 경우에는 게르(Ger)에 학생을 모아 가르쳤고, 학생을 모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르쳤다. 1922년에 설립된 사범학교

(Teacher Training School)는 본격적인 교사 양성기관으로서 큰 역할

을 담당했다.

“모든 문해자들은 문맹자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문

맹을 퇴치하기 위한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정부의 각 기관에

서도 이루어졌다. 중앙정부에서는 문맹퇴치센터를 설치하여 성인 문맹자

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정부에서는 단기교육과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범학교 학생들도 여름방학을

이용ㅇ하여 문맹자들에게 문법을 지도하였고, 라마승도 이에 동참하였으

며 인민군대에서도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문맹퇴치 교육

은 교사, 재정, 시설 부족과 목축생활로 인한 이동생활, 인구의 분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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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쳤으나 목축민들의 물질적 재정적 지원과 구소

련 교육기관의 지원과 원조에 힘입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몽골의 문

맹퇴치 운동의 성공에는 유목민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기숙사 시설

운영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 사회주의 교육체계의 발달(1940-1990)

몽골의 근대 학교 교육제도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nstitute for Educational Development, 1994; The Ministry

of Science & Education, et al. 1993). 1930년 울란바토르에 최초

의 유치원이 개원되면서 몽골 교육제도 발전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1940년 몽골 정부는 초등학교 4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의 중등 교육체제를 마련하였다. 1940년에 단선제 학교체제가 정립되었

고, 1942년부터 인구 밀집지역에 의무교육이 시작되어 1958년에는 지

방에까지 확대되었으며 1955년에는 4년제 보통교육이 완성되었다. 제

3차 경제 문화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1～1965)에는 7년간의 의무교

육을 추진하였고, 몽골 국민이면 누구나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 4차 경제 문

화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6～1970)에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기술교

육과정으로 개편하였다.

1.4. 시장경제 교육체제로의 전환(1990∼) 및 교육발전계획　정책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개혁과 개방화 정책의 영향으로 몽골의

교육도 그동안의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 개방화, 자유화에 맞는 교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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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의 전환을 시도한 결과, 종전까지 답습했던 4-4-3제의 소련 학교

제도를 6-2-2제로 개편하게 되었다(1991년 6월 22일 교육법 개정).

개편된 신 학제에 의하면, 초등교육 단계에 6년제 초등학교(Primary

School)가 있고, 중등교육 단계(Secondary School)에는 초등교육과

2년제 전기중등교육을 실시하는 8년제 불완전중등학교, 8년제 불완전

중등학교 교육에 2년제 후기중등교육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완전중등학

교, 2～3년제의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와 1년간의 전문훈련학교

(Professional Training School)등이 있다.

몽골교육의 변화는 1991년과 1995년, 2002년 세 차례의 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1년 교육법에서는 공산주의관 심화 등의

사상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간상의 육성을 추가하였다. 또한 모든 시민

에 대한 교육권, 모든 학령아동들에 대한 의무 무상교육, 과학화와 인본

주의 지향 등의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다(김영철, 한유경, 최수향,

1995).

1992년 시장경제체제로의 도입 이후 사회적 변화가 가속됨에 따

라, 1995년 몽골은 ‘국가교육정책법’, ‘교육법’,’고등교육법’, ‘초, 중등교

육법’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교육법 개정각종 교육법의 개정

(Amendments to the packet laws on education)을 단행하였다.

‘국가교육정책법’은 몽골 사회 발전 및 인적 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교육

이 수행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발전을 사회의 우선적인 과업

으로 선언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 법안은 교육이 국가의 독립성과 안

정성의 증거일 뿐 아니라 과학적, 공학적, 경제적, 사회적 발달과 육체

적, 정신적 풍요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비형식 계속교육의 중요성도 명시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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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995년 교육법 개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사립 고등교육기관

(Institutions)의 설립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는 것이다.

1995년의 교육법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사회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목적과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교육에서의 평등성 원리를 기본 가정으로 명시하고, 모든 시민에 대

한 교육권, 모든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의무 무상 교육의 제공 등을 명

시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평등성의 원리에 기반을 둔 공교육체제를 증진

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원리로 ‘교육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보편적으로 유용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리에

따라 그 이전에 8년간의 전기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만 의무 무상으

로 제공하던 것을, 8년의 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으로, 일반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10년의 교육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1992년에 제정된 신헌법에서 전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1994년의 교육마스터플랜이 1998년 말까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

다. 그 다음 몽골정부에서 교육 분야의 2000～2005년 발전전략을 세

우고, 2000년 2월 2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기획 행정, 취학전교육,

초, 중등교육, 기술교육, 직업기술교육, 고등교육, 과학, 기술, 비공식

교육 전략이라는 7부문의 23개 전략으로 구성되며, 교육개혁을 계속 진

행하는 방향이 되었다.

200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국제화, 정보화와 더불어 2005년부터

5-4-2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 교육발전 마스터플랜(The

Education Master Plan 2006～2015)을 세우고, 2006년에 몽골 정

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 마스터플랜의 목적은 중등교육을 12년제로 바

꾸고, 취학 연령을 6세로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대학과 시장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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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를 통해 직업기술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과학교육의 질을 높이며

고등교육을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2015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첫 번째 마스터플

랜에서 세운 교육의 공통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 몽골의 경제가 안정을

찾고, 국가발전 요소를 평가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오늘날,

이 마스터플랜은 교육 발전의 방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2015 몽골 교육발전 마스터플랜”은 교육을 통해 사회생활

에 필요한 지식, 능력, 습관을 기르고, 경험을 얻게 하는 일, 학습자들

의 수업참여도를 늘리고, 창의력을 돋우는 일, 인간 문명의 가치를 이해

하고, 바르게 평가하도록 가르치는 일 등을 교육의 공통 비전으로 삼고

있다.

마스터플랜에 따라 시행한 프로젝트들은 교육 분야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교육활동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에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의 지원으로 실행한 “교육

분야 발전계획”이 특별히 큰 역할을 하였다. 교육이 서비스-생산 범위임

을 더욱더 인식하고, 민간부문에서 교육의 역할을 잘 평가하게 된 것은,

시장경제 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　2008년 1월 31일의 몽골 국회 결정 12호에 의해 몽골의 새천년

발전 목표에 기반을 둔 국가발전종합정책을 의결해 정부기관, 대

학교 등이 이 정책의 틀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　몽골국의 새천년 발전 목표에 기반을 둔 국가발전종합정책의 목

표는 민간 부문이 선도하는 경제의 역동적 성장, 몽골인의 계발,

그 가운데 교육, 건강은 물론 과학, 기술, 자연 환경의 지속적 발

전을 주된 방향으로 삼아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함양하는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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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발전 목표의 성취를 보장하고, 첨단 기술, 친환경 산업,

서비스를 중시하며 성장을 보장하는 지식 기반 경제를 갖추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또한 부패와 관료주

의에서 벗어나 민주화된 정치 체제를 조성하는 길로 몽골국의 완

벽한 주권을 보호 강화하여, 중진국을 만드는데 있다.

◦　몽골국의 새천년 발전 목표에 기반을 둔 국가발전종합정책에서

는 몽골국의 장기 발전 정책, 우선 방향, 시행 전략, 도달할 결과

를 2007-2015년에는 새천년 발전의 목표를 제공하고, 경제를 역

동적으로 발전시키며 2016-2021년에는 지식 기반 경제로 이전하

는 2개의 단계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몽골의 밀레니엄 발전목표에 근거한 국가발전종합정책의 교육발전정

책은　다음과　같다．

◦　공공교육을 사회적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가교육제도를 국제

수준에 근접시키고, 지적, 창의적, 능력 있는 인력자원을 상시

확충.

◦　 “교육” 국가프로그램을 시행. 2008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 교육

을 12년제로 전환하며, 2015년도에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성불평등을 제거.

◦　능력 있는 전문직 인력을 양성하고, 제3차 교육제도에 국제기준

을 적용하는 정책을 준수.

◦　2021년 국제표준에 맞는 교육제도로 전환할 목적을 제시. 몽골

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교육법 7조 1항에 ‘몽골의 교육제도는 정

식과 비정식 교육의 통합이며 학교 전교육, 초중학교교육, 전문

교육, 제3차 교육으로 구성 된다’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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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교육발전정책을 다음 단계로 시행한다.

1단계 (2007～2015):

전략적 목표 1. 학생들의 접근이 가능한, 질 좋은, 수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를 조성

전략적 목표 2. 모든 교육수준의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당시 학

생들의 수요, 사회 요구 사항에 맞게 개선.

전략적 목표3. 교사의 전공, 교수법 개발 및 임금, 장려금,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며, 이 부문의 투자를 대폭 인상

2단계 (2016～2021):

전략적 목표1. 교육제도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으로 국제표준에

근접시키는 데에 정부의 역할을 제고

전략적 목표2. 국민이 공부하고,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질

적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된 교육내용, 융통성 있는 방안을 조성,

시행

전략적 목표3. 학교중심의 경영을 발전시키고, 교육기관의 구조,

형태와 성질과 위치도를 새로 개정 작성

현 몽골정부는 몽골의 밀레니엄발전목표에 의한 국가발전종합정책

개념의 틀　안에서 활동 강령을 작성하였다.

정부프로그램에 제3차 교육발전을 위한 다음 정책을 시행키로 반영.

◦ 공공교육을 발전시키며, 국가교육을 국제수준에 근접하게 개선하

며, “교육” 국가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며, 지식과 창의력을 가



- 14 -

진 인재의 수를 상시 확대.

◦ 전문교육, 교육의 질, 포괄성을 증가시키며, 전문교육산업센터에

현대식 교육기지와 실험실을 제공하며, 기술개혁을 함.

◦ 제3차 교육의 질,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제3차 교육의 질의 표준

과 이를 통한 학교에 대한 요구를 국제표준과 맞게 개선하며, 학

교인가를 실시함으로 경쟁력 있는 소수 학교를 남기고, 소유 형

태와 무관하게 정부지원.

◦ 엔지니어, 기술, 자연연구, 교사, 의사, 농업 전공의 학생 비율을

증가시킨다. 정부의 교육기금은 정부에서 정한 전공분야와 학업

성과에 대해서 지원하고, 원거리 지역에 필요한 전문가, 이 중

교사, 엔지니어, 기술직 직원, 의사와 수의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

◦ 선진국의 유학생 수를 3배 확대.

◦ 대학교를 도시 형태로 개발하는 정책을 준수한다. 국립대의 교육

기지, 실험실을 개선하고, 투자를 늘리고, 학생기숙사의 보급률

을 개선. 지질학, 광산 부문의 대학이나 전문교육학교의 학생도

시를 에르데네트　시에서 민자 지원으로 설치.

◦ 대학교 교수(강사)의 능력개발프로그램을 시행.

◦ 학생의 학업성과를 고려하여 학비를 일부나 전액 면제하고, 장학

금을 지급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 혜택을 주는 등 지원.

◦ 강의동 및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을 건설, 확장하고, 학교에 컴퓨

터를 보급하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등 질 좋은 교육환경 조성 관

련 변화를 유도.

　◦ 대학교, 전문학교 및 부속학교를 지역중심과 지방도시에서 설치

하는 것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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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에 대한 해외자금, 투자 관련 법적환경개선 등 활동을

시행한다고 강령에 반영

1.5. 현대 몽골교육의 현황 및 실태

2000년 인구조사 결과 몽골의 15세와 그 이상 연령의 인구 중

97.8%(남자의 98%, 여자의 97.5%)가 글을 읽을 줄 알고, 성인 문맹

자가 총인구의 2.2%, 즉 340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기초)교육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는 지방 초등학교의

기숙사 증설, 초등교육의 질 향상, 비정규 교육망의 확대, 교사의 연수,

중퇴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몽골은 1990~1995년 사회경제적 위기의 영향으로 중퇴가 많이

증가하고, 2002~2003년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이 실시한 인력조사에

서는 참여자 5~17세 총 679049명의 어린이 중 25.2%, 즉 171200

명이 중퇴한 것으로 나왔다.5)

1990년대 초에 매년 3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퇴학했던 것이 총

학생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한 학년도에

1200~1300명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고 있다. 이것은 퇴학률이 아직

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퇴학하는 이유는 빈곤과 학교, 교사의

책임감 없는 활동 때문이다. 매 학년도에 총 학생들의 0.11%는 중도

탈락하고 있으며, 1학년 학생의 탈락률은 1.0%, 2학년 학생들의 탈락

률은 0.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몽골국민은 몽골 헌법에 따라 모든 단계의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5) 몽골인력조사 보고서（2004), 2002~2003년,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 울란바토르,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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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다. 몽골의 학제는 초등교육 5년, 기초교육(중학교)은 4년, 일

반교육(고등학교)은 3년으로 한다. 2011～2012학년도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752개교로 초등학교가 62개교, 중학교가 144개교, 고등학교가

498개교이다. 그 중에 국립이 614개교, 사립이 138개교이다.

＜표 Ⅱ-1＞ 몽골의 초․중등학교 현황6)

구 분
운 영 형 태

2011～2012학년도 국 립 사 립

학 교

총 752 614 138

초 62 45 17

중 144 140 4

학 교

급 별

고 498 381 117

종 합
학 교 48 48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의 목적은 국민의 정신을 함양하

고, 도덕적․신체적 능력을 가진 인도적인 인성과,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국가의 교육정책 및 교육법

에 의해 정의되어 있다.

초등교육의 목표는 다음 네 가지를 달성하는 데 있다.

첫째, 학습자들의 국어(몽골어)및 외국어(영어), 수학 인간과 환경,

음악, 체육, 미술 분야의 지식, 자기능력, 소질을 바탕으로 자립하는 데

6) 몽골 교육문화과학부(2012), 교육 분야 2011～2012학년도 통계자료집, 울란바토르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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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능력, 습관을 키운다.

둘째, 국민을 미학, 예절을 아는 건강하고 의무를 다하는, 정직하고

사교적이고 인정이 많은, 법치국가의 애국자로써, 민족과 인간의 관습,

문화재산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인격을 형성시킨다.

셋째, 학습자들에게 위생생활, 가족생활의 기초지식, 문화인식을 심

어준다.

넷째, 학습자들의 자율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일반교육의 특수학교(장애자)는 특수교육을 받을 어린이에게 단순

과정, 간단한 형태로 초등, 기초, 완전 중등교육, 전문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기관이다. 정신발달이 부족하고, 언어장애, 시력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시키는 교육을 특수교육 이라고 한다. 일반교육 특수학

교의 할당구역 지정, 아이막, 수도, 솜, 두렉(한국의 구에 해당하는 행

정구역)에 분부를 두고, 모집전형 규칙을 교육부에서 승인한다. 일반교

육 학교에 특수교육을 받을 어린이에게는 초등, 기초 완전 중등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학급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교육의 특수학교는 교육-생

산 실습장을 가질 수 있다. 전문교육 및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일반교육

학교는 학생들에게 초등, 기초, 완전 중등교육을 시키는 교육을 병행하

는 교육기관을 전문교육을 하는 일반교육학교라고 한다. 전문교육을 제

공하는 일반교육학교에서 음악, 무용, 미술, 체육, 기술 등 학생들의 재

능을 어릴 때부터 발달시키는 특수교육을 시킨다. 또한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과학의 한 분야, 또는 몇 가지 분야

의 일반교육과정을 초월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심화교육 일반

교육학교라고 한다. 전문교육 및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일반학교는 학습

자들에게 초등, 기초, 중등교육 과정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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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교육 및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일반교육학교의 학습계획서와 교

육프로그램을 해당 학교의 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각 아이막(도), 수도

교육청에서 승인해 준다. 중등교육 분야의 긴급한 현안과제는 학교 중도

탈락생의 감소, 도시․지방 학교에서 교사에 해당되는 학생 수의 적절한

비율관리, 한 반에 교육 받는 학생 수의 적절한 비율관리, 교사들의 재

교육 등이다.

2 몽골의 학제 및 교육과정 개정

2.1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제: 5-4-2

몽골에서 학교가 교육의 장으로 등장한 것은 최초의 초등학교가

설립된 1921 년이다. 사회주위체제가 수립된 이후 몽골은 1921년부터

1963년까지 4-4-3제, 1963년부터 1973년까지 3-5-2제, 1973년부터

1990년까지 3-5-2제, 1994년까지 4-4-2, 1995년부터 4-4-2 학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국제화, 정보화에 따른 2002년 교육법 개정에 의

해 2005년부터는 5-4-2제가 시행되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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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몽골의 이전 학제7)

이

전

초

중

고

등

학

교

5

+

4

+

2

나이 년

공

식

교

육

석

박

사

과

정

교육수준, 단계별 교육

과

학

박

사

과

정

교

육

비

공

식

교

육

평

생

교

육

27

26 3

박

사

과

정

3～4

년,

60

학점

25 2

24 1

23 2
대 학 원

석

사

과

정

1～2

년,

30

학점

22 1

21 4
학

부
대학, 대학교

학

부

4～5

년,

120

학점

20 3

19 2

18 1

17 2
일
반
교
육

5
+
4
+
2

일반교육

(고등)학교

전문

(직업기술)학교

중

등

교

육

직

업

기

술

교

육

16 1

15 4
기초교육(중)

학교 기

초

교

육

14 3

13 2

12 1

11 5

초등학교

초

등

학

교

10 4

9 3

8 2

7 1

6 4 취
학
전
교
육

유 치 원
5 3

4 2

3 1

2 2
가정, 보육시설

1 1

몽골은 9년 기초교육(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을 의무교육

(Compulsory Education)으로 한다. 몽골 헌법에 따라 국가에서 일반

교육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몽골 국민은 기초교육을 17세의 나

이까지 꼭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몽골의 일반(초․중․고등)학교는 2006~2007학년도부터 11년제

로 전환하고, 국립교육연구원(Institute of Education Mongolia)이

7) 이찬희 2007）“몽골의 교육 현황 및 발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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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형태

과목이름
학년도 총 시수 총

시수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교

과

몽골어 272 272 272 238 238 1292

영 어 68 102 170

수 학 170 170 170 136 136 782

인간과 환경 102 102 102

인간-사회
170

34 34

인간-환경
170

34 34

보 건
170

34 34

음 악 34 34 34 34 34 340

체 육 68 68 68
미 술

170
34 34

미 술 68 68 68
기 술

170
34 34

수업
총
시수

714 714 714 714 748 3604

1주당 수업시수 21 21 21 21 22

과외
활동

학교가 조정하는

시간
34 34 68

계획이행의 시간 34 34 68

시민교육

(civil education)
34 34 34 34 34 170

학년도 총부담 748 748 748 816 850 3910

1주당 총 시수 22 22 22 24 25

계획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2006년 6월 16일 교육부장관령

으로 인정하여 준수하고 있다. 현재 2008~2009학년도부터 도입하는

12년제 학교의 교육과정을 국립교육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다. 현재 초

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Ⅱ-3＞ 일반교육 학교에서 2006∼2007학년도부터 실행하는 교육과정

(11년제 학교의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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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초등학교의 수업진행시간은 40분이다.

2. “시민교육” 과외활동의 목적은 학생을 학교와 사회의 다양한 일에 참여시

키고 안전한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타인과 주위환경을 대하는 올바

른 태도를 만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는 능력과 습관을 키우는

데 있다.

3. 학교가 조정하는 시간에는 당시 필요성과 사회의 수요, 학습자의 요구와

취미에 따른 단기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과외활동으로 한다.

4. 계획이행의 시간은 교실 내 및 교실 외 형태로 조직한다.

중등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들에게 일반교육 습득, 애국심, 인도주의,

자기개발, 생활과 근무를 통한 평생교육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데 있

다. 중등교육의 내용은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첫째, 모국어 표현력, 외국어의 상당한 능력을 키운다.

둘째, 자연, 사회, 인문, 수학, 전산학 과학적 근거를 이해시킨다.

셋째, 학습자들에게 장래 전공 선택을 돕고, 독립적인 생활과 근

무, 지속적인 학습을 준비시킨다.

넷째, 신체발달, 건전한 생활, 가족과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

을 익히고 애국심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는 정신을 길러준다.

현재 4년제(6~9학년)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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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형태
내 용

학년도 총 시수
총시수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과

목

몽골어, 몽골 전통문자 175 105 105 105 490

문 학 70 70 70 70 280

영 어 105 105 88 88 386

러시아어 105 70 70 245

수 학 140 140 140 140 560

문 명 35 35 35 35 140

역 사 70 70 70 70 280

자연과학 70 70

물리학 35 70 80 185

지리학 45 51 67 163

생물학 60 54 45 159

화 학 87 70 157

보 건 35 35 35 35 140

체 육 70 70 70 70 280

음 악 35 35 35 35 140

미 술 35 35 70

설 계 35 35 70

기 술 70 70 70 70 280

전산학 35 35 35 35 140

수업 총 시수 945 1050 1120 1120 4235

1주당 수업 시수 27 30 32 32

과외

활동

학교가 조정하는 시간 35 35 35 35 140

계획이행의 시간 35 35 35 35 140

시민교육(civil education) 35 35 35 35 140

학년도 시수의 최대한도 1050 1155 1125 1125 4655

1주당 총 시수 30 33 35 35

＜표 Ⅱ-4＞ 일반교육 학교에서 2006∼2007학년도부터 실행하는 교육과정

(11년제 학교의 중학생)



- 23 -

교육

형태
내 용

학년도 총 시수

10학년 11학년

과

목

몽골어, 문학 105 105

영 어 105 105

수 학 105 105

사회학 105 105

자연과학 105 105

보 건 35 35

체 육 70 70

※ 비고

1. 중학교의 수업진행시간이 45분이다.

2. “시민교육” : 과외활동의 내용은 학습자를 학교, 사회의 다양한 일에 많

이 참여시키고 학습자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길잡이를 알려주고, 인간,

환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만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무 생활하

는 능력과 습관을 키우는데 있다.

3. 학교가 조정하는 시간에는 당시 필요성과 사회의 수요, 학습자의 요구

와 취미에 따른 단기교육, 동아리 활동을 과외활동으로 한다.

4. 계획이행의 시간은 교실 내 및 교실 외 형태로 조직한다.

한편, 현재 2년제(10학년∼11학년)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수업계획표는 필수과목, 선택과목,

기초전문교육과목 등 3개의 과목으로 나눠졌으며, 이들 과목은 모두 교

육지침과 함께 제공돼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흥미나 미래계획에 근거

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표 Ⅱ-5＞ 일반교육 학교에서 2006∼2007학년도부터 실행하는 교육

과정(11년제 학교의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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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 35 35

기술, 설계 70 70

선

택

과

목

몽골어

140 140

몽골 전통문자

외국어

대수학

기하학

확률통계학

실용수학

몽골역사

인간과 사회

철 학

윤 리

법 학

경제학

논리학

물리학

화 학

생물학

지리학

생태학

기초

전문

교육

일반 기계학, 경영학, 인테리어, 요리학, 재봉, 농업,

운전기사, 정비사, 용접, 전기 및 전자기계, 이발사,

미용사, 간호학, 컴퓨터 수리, 상업 및 서비스, 비즈

니스, 전통기술 등

과외

활동

시민교육(civil education) 35 35

학교가 조정하는 시간 35 35

※비고

1. 학습자들의 학년도 총 부담의 한도가 1225시수이다.

2. 고등학교의 수업진행 시간이 45분이다.

3. “시민교육” : 과외활동의 내용은 학습자를 학교, 사회의 다양한 일에 많

이 참여시키고, 학습자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길잡이를 알려주고 인간,

환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만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무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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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년도 １ ２ ３ ４ ５ ６ ７ ８ ９ １０ １１ １２

2007-2008 Ⅰ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Ⅺ

2008-2009 Ⅰ Ⅱ Ⅶ

2009-2010
Ⅱ Ⅲ Ⅳ Ⅴ Ⅶ Ⅷ Ⅸ Ⅹ Ⅺ

Ⅰ Ⅱ Ⅲ Ⅶ Ⅷ

2010-2011 Ⅲ Ⅳ Ⅴ Ⅷ Ⅸ Ⅹ Ⅺ

Ⅰ Ⅱ Ⅲ Ⅳ Ⅶ Ⅷ Ⅸ
2011-2012

Ⅳ Ⅴ Ⅸ Ⅹ Ⅺ

2012-2013
Ⅰ Ⅱ Ⅲ Ⅳ Ⅴ Ⅶ Ⅷ Ⅸ Ⅹ

Ⅴ Ⅹ Ⅺ

능력과 습관을 키우는 데 있다.

4. 학습자가 3개의 선택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고, 선택과목 당 140시간 이

수한다.

5. 학교가 조정하는 시간에 시간에는 당시 필요성과 사회의 수요, 학습자의

요구와 취미에 따른 단기교육, 동아리 활동을 과외 활동으로 한다.

2.2 11학년제를 12학년제로 교체하는 일정

학제의 변경으로 과도기의 학생을 혼란 없이 새로운 학제로 교체시

키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단계적 적용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편제가

5년에서 6년으로 변경되어 부득이 일정기간의 학생에게는 월반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2008년 시점으로 초등학생은 월반 제도를 적용 받았

고, 그 기간은 2012년까지 5년간이다. 2013년 9월 입학 초등학생부터

는 12학년제로 완전히 교체 적용 되고 있다.

＜표 Ⅱ-6＞ 11학년제를 12학년제로 교체하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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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Ⅺ

Ⅺ

2014-201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Ⅺ Ⅻ

교육 

형태
내  용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7

학년

8

학년

9

학년

10

학년

111

학년

12

학년
총

필

수

과

목

예비 교실 80 　 　 　 　 　 　 　 　 　 　 　 80

몽골어 224 224 238 238 238 170 70 70 70
140 140 140

2347문  학 　 　 　 　 　 　 70 70 70

몽골전통문자 　 　 　 　 　 　 70 70 70 　 　 　

역  사 　 　 　 　 　 　 70 70 70 70 　 　

286사  회 　 　 　 　 　 　 35 35 35 35 105 105

인간과 사회  인간 과 환경 34 34 34 　 　 　 　 　 　

보  건
84 96 102

34 34 34 35 35 35 35 35 35 406

인간과 자연 34 68 68 　 　 　 　 　 　

1734생물학 　 　 　 　 　 　 70 35 35 70 70 70

지리학 　 　 　 　 　 　 70 35 35 70 70 70

학제의 변경은 입학년도 별로 월반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유도하게

되었다．월반 제도의 도입으로 임시 교과 과정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

어 모든 입학년도 학생들의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 보다 정확한 교과

편성이 필요하다．특히，여러 영역을 다루는 사회과에서는 1년 교과과

정을　탄력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이에 따라 몽골 교

육부는　학제의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일정 뿐만 아니라 영역 별 편

성도　제시하고　있다.

2.3. 현행 교육과정: 6-3-3

＜표 Ⅱ-7＞ 12학년제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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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형태
내  용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7

학년

8

학년

9

학년

10

학년

111

학년

12

학년
총

물리학 　 　 　 　 　 　 35 70 70 70 70 105

화  학 　 　 　 　 　 　 　 70 70 70 70 70

수  학 112 160 170 170 170 170 140 140 140 140 140 140 1792

미  술  미술공학 34 34 34 35 35 　 　 　 　 266

기  술 56 64 68 34 34 34 70 70 70
70 70 70 686

설  계 　 　 　 　 　 　 　 　 70

체  육 56 64 68 68 68 68 70 70 70 70 70 70 812

음  악 56 64 68 68 34 34 35 35 35 　 　 　 429

영  어 　 　 　 　 68 102 105 105 105 105 105 105 800

러시아어 　 　 　 　 　 　 70 70 70 　 　 　 210

전산학 　 　 　 　 　 34 35 35 35 70 70 35 314

수업 총 시수 668 672 714 714 782 782 1085 1120 1120 1015 1015 1015 10702

 1주당 수업 시수 20,9 21 21 21 23 23 31 32 32 29 29 29 　

 1일당 수업 시수 4,2 4,2 4,2 4,2 4,6 4,6 6,2 6,4 6,4 5,8 5,8 5,8 　

1. 학

교

2. 가 

조

정

하

는 

내

용

시민교육 28 32 34 34 34 34 35 35 35 35 35 35 406

선택 과목 28 32 34 34 34 34 70 70 70 175 175 175 931

 Project 작업 

(특별활동)계획이행
　 　 34 34 34 34 　 　 　 　 　 　 136

 1년간 총 시수 724 736 816 816 884 884 1190 1225 1225 1225 1225 1225 1275

 1주당 총 시수 22,6 23 24 24 26 26 34 35 35 35 35 35 　

 1일당 총 시수 4,5 4,6 4,8 4,8 5,2 5,2 6,8 7 7 7 7 7 　

※ 비고

1. 1년 동안 학업 진행기간은 저학년에는 38주, 중학년에는 39주, 수업진행기간은

1,2학년에는 32 시수, 3～학년에는 34주, 7～12학년에는 35주이다. 수업진행기

간은 1,2학년에는 35분, 3~12학년에는 40분이다.

2. 1학년의 예비교실 수업은 학생을 학교생활적응, 학습 작업준비를 위한 종합 내

용을 1학년 입학직후 한 달 간에 실시한다.

3. 시민교육 과묵의 내용을 통해 학생들을 고급윤리의식을 갖춘, 민족풍습 및 문

화 기치를 존중하며 인도주의적 이며 정의롭고 민족주의적인 시민을 키우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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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형태
내 용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총

필

수

과

목

예비 교실 80 　 　 　 　 　 80

몽골어 224 224 238 238 238 170 1332

인간과 사회 인간 과 환경 34 34 34 102

보건 84 96 102 34 34 34 384

인간과 자연 34 68 68 170

수학 112 160 170 170 170 170 952

미술 미술공학 34 34 34 102

기술 56　 64 68 34　 34 34 290

체육 56 64 68 68 68 68 392

음악 56 64 68 68 34 34 324

영어 　　 　　 　 68　 102　 170

전산학 　 　 　 　 　 34 34

수업 총 시수 668 672 714 714 782 782 4332

1주당 수업 시수 20,9 21 21 21 23 23

1일당 수업 시수 4,2 4,2 4,2 4,2 4,6 4,6

학교

가조

정하

는내

용

시민교육 28 32 34 34 34 34 196

선택 과목 28 32 34 34 34 34 196

Project 작업

(특별활동)계획

이행

　 　 34 34 34 34 136

1년간 총 시수 724 736 816 816 884 884

한 특별 과정(program)을 실시한다.

4. 선택 과목 시간에는 학생들의 관심 및 취미를 기본으로 하여 필수과목에 들어

있는 수업을 보충으로 학습하거나 예술, 운동 동아리활동을 조직 한다

10～12 학년에는 선택 과목으로 러시아어를 학습 할 수 있다.

5. 계획 이행의 시간에는 필수 과목 범위에서 취득한 지식 및 능력을 활용하여 문

제해결과정을 교실 내 및 교실 외 형태로 조직한다．

６. 사회(７－12학년)을 강조한 것은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룬 내용임．11，12학

년에　105시간（７０＋３５）이　추가된　것임．필자주）

＜표 Ⅱ-8＞ 12학년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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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형태
내 용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총

1주당 총 시수 22,6 23 24 24 26 26 　

1일당 총 시수 4,5 4,6 4,8 4,8 5,2 5,2 　

11학년제(5-4-2) 12학년제로 교체될 때 초등학년이 5학년까지 있

었던 것이 6학년을 포함시키게 됐다. 이것은 12학년제가 6-3-3 새로운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2학년제로 바뀌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서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다. 몽골어, 영어, 수학, 음악, 체육, 미

술, 인간과 환경 등 수업들이 그대로 옮겨지면서 전산학 과목이 추가되

었다. 인간과 환경 과목은 11학년제에 1, 2, 3학년에만 102시간씩 들

어가면서 4, 5학년에는 인간-사회, 인간-환경, 보건 등으로 나뉘어져

34시간씩 들어갔던 것이, 12학년제에서는 인간과 사회는 1, 2, 3학년

에는 인간과 환경 4, 5, 6학년에는 인간과 사회 과목으로 34시간씩 들

어가게 된다. 보건 및 인간과 자연 과목은 12학년제에서는 1, 2, 3학년

에는 1시간씩 들어가며, 4, 5, 6학년에는 보건 및 인간과 자연 수업은

나누어져 보건은 1주일에 1시간씩 인간과 자연은 4학년에 1시간 일주

일에 1시간 5,6학년에는 일주일에 2시간씩 들어가게 된다. 영어는 12

학년제에서 5학년부터 시작한다. 새로 도입된 전산학 과목은 6학년부터

들어간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있었던 구학제부터 새로운 6학년까지의

신학제로 교체되면서 내용상의 변화는 별로 없고 전산학 과목만 새로 추

가됐다. 영어는 구학제에서는 4학년에 시작했는데, 신학제에서는 5학년

부터 가르치게 되었다. 신학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에는 28주, 2학년

에는 32주, 3, 4, 5, 6학년에는 34주 동안 학습과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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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12학년제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형태 내 용 7 학년 8 학년 9 학년 총

필수과목

몽골어 70 70 70 630

문학 70 70 70

몽골전통문자 70 70 70

역사 70 70 70 325

사회 35 35　 35

보건 35 35 35　 560

생물학 70 35 35

지리학 70 35 35

물리학 35 70 70

화학 　 70 70

수학 140 140 140 420

미술 35 35 　 70

기술 70 70 70 280

설계 　 　 70

체육 70 70 70 210

음악 35 35 35 105

영어 105 105 105 315

러시아어 70 70 70 210

전산학 35 35 35 105

수업 총 시수 1085 1120 1120 3325

1주당 수업 시수 31 32 32

1일당 수업 시수 6,2 6,4 6,4

학교가 조정하

는 내용

시민교육 35 35 35 105

선택 과목 70　 70 70　 210

1년간 총 시수 1190 1225 1225

1주당 총 시수 34 35 35

1일당 총 시수 6,8 7 7

중학교에서는 구학제에서 6, 7, 8, 9학년이 중학교에 해당됐지만,

신학제에서는 7, 8, 9학년이 중학교에 해당된다. 내용상으로 봐서, 과

목수가 변경된 것이 없으며, 구학제에서 6, 7, 8, 9학년에 일주일에 한

시간씩 가르쳤던 문명과목이 신학제에서 7, 8, 9학년에서 가르치는 사

회과목으로 바뀌었다. 신학제 중학교에서는 7, 8, 9학년에는 35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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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진행된다.

＜표 Ⅱ-10＞ 12학년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 형태 내 용 10학년 11학년 12학년 총

필수과목

몽골어 140 140 140 420

문학

역사 70 　 　 315

사회 35 105 105

보건 35 35 35 105

생물학 70 70 70 875

지리학 70 70 70

물리학 70 70 105

화학 70 70 70

수학 140 140 140 420

기술 70 70 70 210

설계

체육 70 70 70 210

영어 105 105 105 315

전산학 70 70 35 175

수업 총 시수 1015 1015 1015 3045

1주당 수업 시수 29 29 29

1일당 수업 시수 5,8 5,8 5,8

학교가 조정하

는

내용

시민교육 35 35 35 105

선택 과목 175 175 175 525

1년간 총 시수 1225 1225 1225

1주당 총 시수 35 35 35

1일당 총 시수 7 7 7

고등학교에서 다소 많은 변경이 있었다. 구학제에서 필수과목과 선

택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은 신학제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단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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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러시아어)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몽골어, 문학, 수학, 사회, 역

사, 지리학, 물리학, 화학, 기술 및 설계, 체육, 영어, 전산학, 생물학,

보건 등의 수업을 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사회과목은 10학년에 일주일

에 1시간씩 있다가, 11학년 12학년에는 일주일에 3시간으로 늘어난다.

역사는 고등학교에서 10학년에만 일주일에 2시간씩 가르친다. 11학년,

12학년에는 역사과목이 사라지는 대신 사회과목 시간이 늘어난다. 고등

학교에서는 10, 11, 12학년에 35주 동안 학습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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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1.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의 준거

1.1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는 어떤 내용 요소를 어느 수준에서 다루어

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범위의 문제, 즉 수평적 조직의 문제와 이들 내용

요소를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열의 문제, 교육 수직

적 조직의 문제가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이러한 구성

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사용

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환경확대법의 원리, 나선형의 원리, 통합의 원

리, 그리고 지역화의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사회과 교

육과정을 분석하였다.8)

1.1.1 환경확대법의 원리

사회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발달 수

준, 사회적 경험의 정도, 사회적 기능 등을 고려하는 환경확대법의 원칙

에 따라 배열된다.(Parker 2001). 그래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먼

곳으로 확장하여 나아간다. 이러한 환경확대법은 1930년대 이후 사회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을 배열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쳐왔다. 환경

8) 차경수, 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서울:동문사



- 34 -

학교급 학 년 지리영역(발췌)

초

3

- 우리가 살아가는 곳

- 우리 고장의 정체성

- 고장의 생활 문화

4

-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

-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 여러 지역의 생활

-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

6

- 아름다운 우리 국토

-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중

7

- 내가 사는 세계

- 다양한 기후 지역과 주민 생활

- 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

- 지역마다 다른 문화

9
- 지역에 따른 다른 환경 문제

- 세계 속의 우리나라

확대법의 다른 이름으로는 동심원확대법(Concentric Concepts), 지평

확대법(W iden ing Hor izons) , 공동체확대법(Expand ing

Communities), 흥미확대법(Expanding Interest) 등이 있다. 확장의

순서와 수준은 가족 à 주변 이웃 à 고장 à 지역사회 à 국가 à 지구

촌이라는 점에서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지리영역의 경우 생활주변, 자

기가 살고 있는 고장, 지역사회 등을 거쳐 한반도, 세계 지리 등을 차례

로 다루게 된다. 정치의 경우에도 교실/학교에서의 정치과정을 통한 의

사결정, 고장/지역사회의 정치 상황 등을 거쳐 국내 중앙 정치, 국제 정

치로 무대를 옮겨 간다. 이 환경확대법을 적용한 사례를 한국의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를 통해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 한국의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환경확대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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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확대법이 사회교육과정을 구성해 온 전통적인 원리이기는 하

지만, 사회와 아동의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 도식화하고 있는 점은 비

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단지 공간적 확대라는 물리적 거리의 확대

만이 아닌 시간적 거리, 심리적 거리, 경험적 거리 등이 더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1.1.2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

어떤 개념을 한 번 가르치고 끝내기 보다는 수준을 달리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침으로써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추상적 사고발

달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때 어느 하나의 학문 영역 관

점에만 머물지 않고, 몇 개의 학문영역에서 관련되는 개념을 선택하여

유치원에서부터 상급학교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나선형 학제적 개념 교육과정이라고 한

다.(Banks, 1990) 나선형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회과를 구성

하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부터 사회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을 선택하게 된다. 고

려 가능한 기준은 타당성, 중요성, 적합성, 내구성, 균형성을 들 수 있

다. 타당성이란 선택되는 개념은 해당 사회과학 학문 분야의 내용을 가

장 잘 대표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성이란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현상과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이란 학습자의 필요,

흥미, 성숙도에 부합해야 한다. 내구성이란 오랫동안 중요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균형성이란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에 맞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념을 선택하면, 개념이나 원리를 반복하여

발달단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범위가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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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입체적인 나선조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나선형 교육과정은 학습내용 조직의 계열성을 반영하고, 학습자의

성장 단계와 학습내용을 관계지우며, 유의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깊

이 있는 조사와 탐구를 유도하며, 학문의 구조 및 방법 이해에 크게 기

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나선형 교육과정은 학문의 정체성을 강조하

는 분과 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적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교육

과정 구성 방식은 특정 분야의 단편적인 것으로 기울어지는 문제점이 있

으며, 학교 교육과 생활을 관계 짓지 못하며 내용을 너무 교과의 개념으

로 국한시켜 가르치는 구획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

실적으로 같은 개념을 가지고 교육 내용 구성이 학년을 올라 갈수록 심

화되도록 구성한다는 것은 여의치 않으며, 그 결과 중복 및 반복으로 비

춰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나선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있어서 학년 수

준에 관계없이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서의 기본 개념 또는 원리를 결정하

는 것과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도록, 즉 학교급 또는 학년별로 조직하

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1.1.3 지역화의 원리

지역화의 원리는 학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과 소재를 활용하

여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화는 지역이나 단위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 분산, 즉 교육 자치와 권한의 분산을 전제로 한다. 또한 공간

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역화는 매우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 7차 초등 사회과의 학년별 내용 중에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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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의 지역사회를 학습하는 3, 4학년 단원과 주제들이 지역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한 국가 사회와 세계 사회에 관한 5, 6학년의

단원들과 지역화가 가능한 단원들이다.(김용찬, 2000) 한국의 교육과정

의 지역화 원리는 주를 기반으로 교육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온 미국의 영

향을 많이 받았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이 위치한 지역 중심으로 재구성

하는 노력은 학생들에게 보다 경험에 밀착된 교육과정을 제시한다는 측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한국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표준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획일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진

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학습자의 욕구나 필

요와 맞물릴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학습자들이 원하지도 않고 중요하

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

역화의 원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의 완청

역할을 위한 보완적인 교육과정 구성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화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자치단체와 학

교들이 지역화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1.4 통합의 원리

통합의 원리는 사회과의 다양한 영역에 해당하는 지리, 역사,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윤리 등에 관한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재조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초등단계에서 이와 같은

통합의 성격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통합의 정

도는 점차 약화되는 편이다. 사회과교육 과정을 통합의 원리에 따라 구

성해야 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교육은 사회과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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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사회과는 개별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으로

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과목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의 실생활은

통합되어 있으며, 현대사회의 문제는 복합적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문

제나 현대사회의 이슈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 분과지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의적 영역, 집단 기능 및 고차 사고력을 육성하려면 분과

교육으로는 힘들다. 넷째, 통합형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교육개혁적인 요구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통합은 학문적 형태와 교육적 형태, 그리고 종

합적 형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문적 형태는 원래 독립적인 학

문영역의 내용을 결합하여 사회과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고, 교육적 형

태는 학습자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과 관련된 기준이나 초점을 정하고 거

기에 따라 교육이 가능한 형태로 내용을 결합하는 방식을 말한

다.(Drake, 1993; Jacobs, 1989) 그리고 종합적 형태는 학문적 형태

와 교육적 형태를 통합한 것이다.

첫째, 학문적 형태의 통합에는 통합의 강도나 정도에 따라 다학문

적 통합(mu l t id i s c ip l ina r y a p p r o a c h ) , 학제적 통합

(interdisciplinary approach), 초학과적 통합(transdisciplinary

approach)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의 강도는 다학문적 통합,

학제적 통합, 초학과적 통합으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각각

통합의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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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형태

다학문적 통합

(multidisciplinary
approach)

-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이 독립성을 유지하

면서 각각의 관점에서 다루는 전문 지식을 결합. 예를

들어, 자동차에 관해서 환경오염, 도로 발달, 보험, 가족

형태, 쇼핑, 디자인 등 여러 각도에서 전문적 지식을 활

용하는 것

- 결합의 정도가 가장 낮음. 개별 학문의 전문 지식 자체

를 학습하는데 그칠 우려 있음

학제적 통합

(interdisciplinary
approach)

- 두 개 이상의 학문을 기초로 하여 그 속에 공통으로 들

어있는 지식, 관점, 사고력 등을 추출하여 구성. 예를 들

어, 근대화라는 주제를 정치적 발달, 경제적 발달, 도시

공간의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

- 학문 간 연계성을 고려함으로써 개별성보다는 통합을

강조

초학과적 통합

(transdisciplinary
approach)

- 탈학문적 통합이라고도 함. 각 학문의 독립된 영역을 초

월하여 학생들의 질문이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관련재용

을 체계화하여 결합. 개별 학문에서 강조하는 지식은 특

정 주제를 학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함.

- 간학문적 기능과 학문적 기능을 실생활의 맥락 속에서

응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실시하기 용이함. 프로젝트 학습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

- 결합의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 내용의 깊이가 낮아질

우려 있음.

＜표 Ⅲ-2＞ 학문적 형태

둘째, 교육적 형태의 통합은 통합의 강도나 정도에 따라 크게 주제

중심 통합과 이슈 중심의 통합이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의 강도나 정도

는 주제 중심 통합, 이슈 중심 통합으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통합 유형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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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형태

개념 또는 주제 중심 통합

- 아동의 흥미와 사회적 요구를 교려하여 중심이

되는 개념이나 주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

체 학습내용을 통합

- 대주제/하위주제로 나누거나 개별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통합할 수 있음

이슈 또는 문제 중심 통합

- 다양한 관련 지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쟁

점이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용 구성

- 중요성, 유의미성, 탐구성, 자료의 풍부성, 관점의

다양성 등 기준에 유의하여 쟁점 선정

＜표 Ⅲ-3＞ 교육적 형태

셋째, 이런 학문적 형태와 교육적 형태의 통합을 종합한 스트랜드

(Strand) 통합이 있다. 스트랜드는 사회과 교육의 영역에 있는 개념,

주제, 문제, 이슈, 일반화, 법칙, 가치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과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핵심적인 요소이자 준거

이다.(Ohio Department of Education, 1993) 이러한 스트랜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4＞ 종합적인 형태

종합적인 형태

스트랜드 중심 통합

- 시민성 함양에 기여하는 교과들을 엮는 준거이자

사회과교육의 핵심 요소인 스트랜드를 추출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 주제, 쟁점, 사고방식

등을 결합

- 스트랜드를 학년별 학급별로 배치함으로써 수평

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 방식을 결합

미국 사회과교육학회(NCSS)는 1994년 사회과 스트랜드 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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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문화, 2)시간, 영속성과 변화, 3)인간, 장소와 환경, 4)개인발달

과 정체성, 5)개인, 집단 및 제도, 6)권력, 권위 및 정부, 7)생산, 분배

및 소비, 8)과학, 기술 및 사회, 9)국제관계, 10)시민이상과 참여로 발

표했다.

사회과 교육과정을 통합의 원리에 따라 구성하는 것은 사회현상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으로 인해 본래의 학문 영역과 교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체계가 불분명해지고, 각각의 배경 학문과 교과 영역 사

이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려는 일종의 주도권 다툼 같은 양상이

벌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국의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통합 사회과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과적인 경향이 강하다. 특히 중등 사회과교

육과정은 역사, 지리, 일반사회 영역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2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의 준거

1. 통합의 원리를 준용한 NCSS에서 선정하는 10개의 사회과 테마

및 적용 사례

1) 문화

문화 연구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준비시킨다.

서로 다른 문화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가? 종교나 정치 이상과 같은

신념 체계가 어떻게 문화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문화가 어떻

게 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조화하도록 하는가? 언어가 우리에게 문화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이런 테마는 전형적으로 지리,

역사,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은 물론 커리큘럼을 통틀어 다문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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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topics)를 다루는 단위나 과정에서 드러난다.

2) 시간, 영속성(continuity), 그리고 변화

인간은 그들의 역사적 뿌리를 추구하고 그들 자신의 시간에 위치시

킨다. 읽고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은 한 사람에게 역

사적 시각을 개발시키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해 준다:

나는 누구인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과거의 그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세계가 어떻게 변하며,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과거와의 연결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감각은 왜 변화하는가? 이런 테

마는 전형적으로 역사와 역사적 지식이나 습관에 기초한 다른 과정에서

나타난다.

3) 인간, 장소(place) 그리고 환경

사람, 장소 그리고 인간-환경 교차(interaction)에 대한 연구는 학

생들이 그들의 공간적 시각(spatial view)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지리적 관점을 창조하는 것을 도와준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식, 기술(skill) 그리고 이해가 필

요하다. 어디에 놓여있는가? 왜 그들은 위치되고 어디에 있는가? “지역

(region)에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형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런 변화가 사람들에게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학교에서, 이런 테마는

전형적으로 지역연구(area study)와 지리학 단위나 과정에서 나타난

다.

4) 개인 발달과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은 그의 문화, 집단, 제도적 영향에 의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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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배우는

가? 왜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가? 사람

들이 어떻게 배우고, 인지하고(perceive)하고 성장하는지에 무엇이 영

향을 미치는가? 사람들은 다양한 문맥 속에서 그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개개인은 어떻게 아이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는

가? 학교에서는, 이런 테마는 심리학과 인류학을 다루는 과정이나 단위

에서 나타난다.

5) 개인, 집단 및 제도

학교, 교회, 가족, 정부 에이전시 그리고 법정과 같은 제도는 사람

들의 삶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무엇이

그들을 통제하고 무엇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이 개인과 문화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그들이 유지되고 변화하는지를 학생

들이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학생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 사회와 다른 사회에서 제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

는 어떻게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제

도적 변화에 있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이런 테마는 전

형적으로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political science 그리고 역사를 다

루는 과정이나 단위에서 나타난다.

6) 권력, 권위 및 정부

힘, 권위 그리고 정부와 현재의 미국 사회와 세계의 다른 부분에서

그들의 발전적인 기능의 구조의 역사적인 발전을 이해하는 것은 시민의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테마를 탐구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당면한다. 힘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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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취하는가? 누가 이것을 갖는가? 이것은 어떻게 얻어지고, 사용

되고 그리고 정당화되는가? 정당한 권위(legitimate authority)란 무

엇인가? 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조화되고, 유지되고 변화하는가?

다수결의 문맥 내에서 개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 학교에

서, 이런 테마는 정부, 정치학, 사회학, political science, 역사, 법 그

리고 다른 사회과학을 다루는 단위와 과정에서 나타난다.

7)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

사람들은 종종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을 초과하는 욕구

(want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다양한 방

법이 발전해 왔다. 생산되는 것은 무엇인가? 생산이 어떻게 조직되는

가? 상품과 서비스는 어떻게 분배되는가? 생산의 요소(토지, 노동, 자

본 그리고 경영(management))의 가장 효과적인 할당은 무엇인가? 학

교에서는 이런 테마는 전형적으로 경제 개념과 이슈를 다루는 단위와 과

정에서 나타난다.

8) 과학, 기술 및 사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근대적인 삶은 테크놀로지와 이것을 떠받치

는 과학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테크놀로지는 다음과 같은 많은 질

문들을 가지고 왔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언제나 옛 것보다 좋은가?

우리는 과거로부터 새로운 때때로 예상되지 않은 더 넓은 사회 변화를

낳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

의 가속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다

루고 그럼으로써 이로부터 발생한 대단히 많은 사람의 믿음을 다룰 수

있는가? 우리는 테크놀로지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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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치와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런 테마는 자연과학, 물리학,

사회 과학 그리고 인문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역사, 지리, 경제학, 공민

그리고 정부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과학 과정에서 나타난다.

9) 국제 관계

글로벌 상호의존이라는 현실은 점점 증가하는 세계 사회 사이의 중

요하고 다양한 글로벌 커넥션과 국익과 국제적 이익의 우선(global

priority)의 빈번한 긴장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학생들은 건강 관리

(health care), 환경, 인권, 경제적 경쟁 과 상호의존, 오래된　인종간

불화(age-old ethnic enmity), 그리고 정치 동맹, 군사 동맹과 같은

국제 이슈에 대해 다룰 수 있게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테마는 전형적으

로 지리학, 문화, 경제학을 다루는 단위와 과정에서 나타나나, 자연과

학, 물리학 그리고 인문학에 또한 기초하고 있다.

10) 시민 이상과 참여(civic ideals and practice)

시민성(citizenship)의 시민 사상과 실제 경험은 사회에 대한 전면

적인 참여(full participation)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사회학의 중심 목

적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당면한다. 시민 참여

(civic participation)이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

시민성의 의미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은 어

떤 것인가? 공동체와 국가의 시민의 역할과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의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이런 테마는 전형적으로 역사,

정치학, 문화 인류학을 다루거나 글로벌 스터디, 법 관련 교육

(law-related education), 그리고 인문학과 같은 영역을 다루는 과정

이나 단위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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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2.1. 현행 중학교 사회과의 체계

1. 중등교육의 사회과 과목의 목적:

중등교육의 영역 내에서의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화, 생활, 일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기초 지식, 능력, 가치를 익힘으로 학교, 지방,

지역, 국가, 민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개발, 성숙을 하는 데 기여

를 한다.

2. 사회과의 교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

학생들이 사회과의 기초 이해, 기술, 경향을 가지며, 정의, 인도주의를

익힘으로써 자기계발을 소망하는 국가주의, 국민의례, 공통성

(communality)을 지닌 국민으로 성숙하는 데에 있다. 교육과정의 이 목적

및 목표 충족을 위하여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능력을 습득해야 한

다.

3. 사회과로 학생들이 습득하는 일반적인 능력:

사회의 현상 및 과정 분석:

　○ 학교, 지방, 국가, 민족의 사회 현상 및 과정에 대해 질문을 하기 　

　○ 학교, 지방, 국가, 민족의 사회 현상 및 과정을 사회적 접근방법　　

　　　　(Social inquiry approach)으로 조사하기

　○ 학교, 지방, 국가, 민족의 사회 현상 및 과정 관련 정보 탐색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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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기

　○ 일상생활의 사회 현상과 과정에 대하여 자기주장에 의하여 판단하

고 평가하기

　○ 조사한 주제 내에서의 사회 현상과 과정을 역사적 및 지리적 측면

에서 이해하고, 구분하고, 토론하기

문제 해결: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미있고 분쟁이 있으며

대립되는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는 정확한 수준으로 분류(sort)하

기

　○ 문제 해결에 의심스럽게 대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보고, 숙고

하고, 본인의 버전으로 제시하기

　○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의견 및 생각, 버전을 비

교 하기, 공통점을 찾고 평가하기

　○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사용하고 작성하기

　○ 자기 생각 및 입장을 표현하고, 근거 있게 증명하고 변론하기 가치

를 존중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 일정한 사회적 가치의 뜻, 내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자기화하기

　○ 조사, 의논, 해결을 하는 문제 내에서의 가치를 구분하고 해석하기

　○ 학교, 지방, 국가, 민족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고, 자랑하는

소망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비교하고 선택하기

사회과목의 주요 이해 정의 및 사용:

　○ 기초교육의 사회과 주요 이해들을 구분하고 정의하기

　○ 기초교육의 사회학 내용 영역 내에서의 주요 이해를 자기 생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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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영역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사회,
사회관계

○ ○ ○ ○ ○ ○

윤리 ○ ○ ○ ○

법률 ○ ○ ○ ○ ○ ○

문화 ○ ○

　　사례로 해석하고 평가하기

　○ 사회학의 일반적인 이해와 특별한 이해, 그들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기

○ 개인 사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구분하고, 장단점을 확인하고,

그를 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배우기

거래 및 협력:

　○ 개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동을 적당하게 표현하기

　○ 남을 듣고, 이해하고, 남의 생각과 입장과 관심을 존중하기

　○ 개인관계, 행동은 본인과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를 통하

여 발생한 행동, 잘못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 팀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팀원들에게 조언 및 도움을

　　주고, 팀원들로부터 배우는 등으로 협력하기

2.2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의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 관점에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을 정리해 보

면 아래의 체계표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표 Ⅲ-5＞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의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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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 ○ ○ ○

정치,
민주주의

○ ○

국제교류 ○ ○

학 년 주요 내용 주요 분야

7학년 개인과 그의 특징에 대해

개인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에 대해

개인이 집단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개인과 그들 간의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개인 개념에 대한
이해

8학년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의존해서 산다는 것을 안
다

사람들은 생활요구에 따라 사화생활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

개인과 사회집단과 동료에 대한 개념을 갖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기 자리를 잡고 임무를 실행하는 것
을 알게 된다

사회집단과 개인 간의 교류를 이해하기

적극적인 사회생활 참여를 이해하기

개인, 사회집단

개인과 개인, 사회집
단간의 교류

9학년 사람의 일상생활과 그 행동들은 사회 구성원인 단체의
범위 내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단체에 대해 이해하기

개인과 집단, 단체
간의 교류

10학년 개인과 가족간 교류의 형태와 역할 이해

사회적 감시와 사회의 비정상적 현상에 대해

개인과 가족(가족
작은 집단, 사회

“사회, 사회관계”와 “법률”, “ 경제”는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가 적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정치, 민주주의”, “국제교류”는 “사회, 사회

관계” 영역의 심화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영역을 분리하여 주제

를 더욱 전문적으로 심화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윤리” 영역이 11학년

과 12학년에서 취급되지 않는 점은 특이한 부분이다.

2.2.a. 사회, 사회관계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표 Ⅲ-6＞ 사회, 사회관계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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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서와 문화에 적응하기 조직)간의 교류

사회 감사

개인의 사회화

11학년 사회와 사회구성에 대하여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하여

사회교류와 사회상호교류에 대하여

사회 변화와 사회 형태에 대하여

사회에 대한 주의와 사회조사 방법에 대한 개념

사회, 사회 구성

사회 교류 및 상호

교류

12학년 사회계층에 대해 이해하기

사회계층 치수에 대해 인식하기

몽골사회의 과거와 현재 계층구조를 비교해서 이해하기

사회 이동(지위), 그의 유형과 채널에 대해 이해하기

사회보호, 사회복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 사회 계층

사회 계층 내의 이
동, 채널 및 보장
제도

학 년 주요 내용 주요 분야

7학년

습관에 대하여

습관의 일반적 기준과 의무에 대해 개념을 익히기

일상생활과 살림, 사업하기 전통의 진보적인 풍습을 알기

대인관계 윤리에 대해

도덕과 습관에

대한 개념

8학년
도덕의 기준을 이해하기

도덕의 기준 구성과 종류에 대해 이해하기

도덕 기준과 자신

의 도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사회, 사회관계 영역에서 취급되는 주요 내용의 특징은 지역적으로 개인

에서 사회로 확대되는 환경확대법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주제의 지역적면에서는 환경 확대법을 이용하지만 관련 된 여러 개

념을 심화 확대하는 나선형 구조를 그 배경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2.2.b. 윤리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표 Ⅲ-7＞ 윤리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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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도덕적 기준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의 중요성을 이

해하기

9학년

사회교류의 도덕적 기준을 지킴의 중요성 이해

단원들과 친구들 존경, 서로 도움 줌의 중요성 이해

인터넷의 도덕적 기준 이해

사회 도덕적

기준에 대한

개념

10학년

개인의 도덕 기준, 그의 가치와 의무에 대해

전통 풍습과 개인의 도덕적 됨됨이(형성) 연관성에 대해

본인 성격상 도덕적 기준을 지키기

개인의 도덕

학 년 주요 내용 주요 분야

7학년

인권(아동권리)에 대한 지식 확대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몽골법, 아동권리조약 등

인권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사회복지에 대해 개념 하기

인권(아동권리)에 대한 개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8학년

인권과 자유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기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와 문화권에 대해 이해하기

아이들의 법률적 교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해하기

법과 규정의 기본적 정의를 이해하기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인권과 자유의 기본적 개념

법과 규정의 기본적 정의

정권에 대한 이해

윤리 영역에서는 현재 중등과정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습관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사회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여러　

도덕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11학년, 12학년 과정에서는 주로　

문화 영역으로 흡수되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2.c. 법률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표 Ⅲ-8＞ 법률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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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기

정권(법을 정하고, 실행하고, 재판하는 권력)에 대해 이해하기

국회, 정부, 재판에 대해 이해하기

중앙과 지방 기관구성과 선거에 대해 이해하기

9학년

주민의 법률적 개념

주민의 법률적 능력과 기능에 대해

법인에 대하여

분명한 일부 권리(소유, 노동, 사회복지, 가정법
등)에 대한 개념

법을 만드는 데에 참여 가능성에 대해

몽골 정부조직에 대하여

법과 인권 개념의 연관성

주민의 법률적 개념

몽골 정부조직에 대하여

10학년

전쟁, 폭력 등 리스크가 가능한 시기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 제도와 국제 인도적인 법률에 대해

정부 서비스, 공무, 공무원, 그들의 의무에 대해

정부기관과 정부 관부와 직접 대하기

무력충돌‐전쟁, 폭력 시
국제 인도적 법률이
준수해야할 기준제도가
되는 것에 대해

11학년
인권보안 전통적제도와 국제적 제도에 대한 이해

인권을 위반한 어떠한 범죄와 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

인권을 보호하는

전통적　제도와 국제적　
제도

12학년

단체와 소수 주주의 권익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키기

정부, 시민, 행정 간의 관계의 법률적 조정에 대해

이해하기

행정관리 책임, 행정관리 위반에 대해 이해하기

변호사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이해하기

단체와 소수 주주의 권익에

대한 개념

법률 영역에서는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고　

있다．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에 대해 환경확대법의 지역적 거

리 확대법과 관련 개념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그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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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주요 내용 주요 분야

11학년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의 유래와 존재, 그 변화에 대한 이해

문화의 구성과 구성부분을 이해하기

문화에 대한 개념

12학년

문화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기

문화의 수준과 유형을 알아내기

문화의 의무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문화의 공통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

학 년 주요 내용 주요 분야

7학년

본인과 가족의 소비, 물품 선택, 부족,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해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에 노동과 생산, 서비스가
필수적인 것에 대해

구매자와 구입자,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해

돈 보수 수입과 수출에 대해

자연과 생태계, 적당한 소비에 대해 개념을 갖기

본인과 가족의 소비에
대해

구매자와 구입자,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이해

8학년 경제의 관련 개념을 이해하기
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개념

2.2.d. 문화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표 Ⅲ-9＞ 문화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표

문화 영역은 １１학년에　추가되는　영역이다．　기본적인　개념　

교육이　진행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개념에서 사회, 사회관계

영역의 주제를 확대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

를　문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2.2.e. 경제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표 Ⅲ-10＞ 경제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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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그의 형태, 수요와 공급, 단가에 대한 개념

시장 경쟁과 법인 그의 형태에 대해 알아내기

9학년
경제란 선택의 학이란 것을 이해하기

시장 구조,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 수요와 공급법칙,
시장의 균형적 물가에 대한 개념

경제, 시장구조, 수요와

공급법칙,

시장의 균형적

물가에 대한 개념

10학년

경제적 비용과 이익, 수입에 대한 개념

회사 재산과 지출, 이익과 수입에 대한 개념

경영에 대한 개념

마케팅에 대한 개념

노동시장에 대해 설명하기

노동시장 수요와 취업과 관련해서 전공을 선택하기

경제적 비용과 이익,

수입(회사인 경우)에
대한 개념

경영과 마케팅에 대한
개념

11학년

민족의 경제적 통합 수치를 알아내기

경제적 통합 치수들의 연관성 이해

경제 상승과 국민의 삶의 현황 연관성 이해

돈, 은행, 재정, 세금, 예산, 인플레이션, 실업에 대해
이해

민족의 경제제도에
대한 이해

돈, 은행, 재정, 세금,
예산

등에 대해 이해

12학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알아내기

무역, 그의 필요성과 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외환 시장에 대해 이해하기

세계 경제에 대해 이해하기

경제발전의 문제점을 알기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의 내용

무역, 외환,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

경제 영역에서는 본인 주위에서 발생되는 경제개념에서 국가 범위,

국가 간 범위로 확장하고 있다. 경제 영역 역시 환경확대법과 나선형 교

육과정 원리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국가간 거래

가 확대되는 몽골의 현실을 반영하여 12학년에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이

해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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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주요 내용 주요 분야

11학년 정치, 정치행정, 통치, 정치제도,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하기

정치에 대한 개념

12학년
동호회, 정당, 정부, 선거, 민주주의의 소중한 것들을

이해하기

동호회, 정당과 그의

의무, 제도, 정부의

개념

학 년 주요 내용 주요 분야

11학년
국제교류와 그의 기본적 유형 이해

국제 교류 제도 특성 이해

국제교류와 그의 유래,

발달, 제도에 대한
이해

12학년

국제교류와 그의 변화와 경향에 대해 이해하기

세계 여러 나라가 합작함으로써　이루어내는 성과는

국제기구(유엔, 유엔 전문기관들, APEC, ASEAN,

EU, SCO, NATO 등)의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기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

2.2.f. 정치, 민주주의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표 Ⅲ-11＞ 정치, 민주주의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표

정치, 민주주의 영역은 사회, 사회관계 영역에서 중요하고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역을 분리 심화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

히, 정치적인 변혁이 심한 몽골 사회의 특성 상 고등과정에서 심화하여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g. 국제관계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표 Ⅲ-12＞ 국제관계 영역의 학년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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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테마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문화 ○ ○ ○ ○ ○ ○

시간 영속성 과 변화

인간, 장소와 환경 ○ ○ ○

개인발달과 정체성 ○ ○ ○

개인, 집단 및 제도 ○ ○ ○ ○ ○ ○

권력 권위 및 정부 ○ ○ ○ ○ ○ ○

생산 분배 및 소비 ○ ○ ○ ○ ○ ○

과학, 기술 및 사회 ○

국제 관계 ○ ○ ○

시민 이상 과 참여 ○ ○ ○ ○ ○

국제 관계 영역은 현제 강화되고 있는 국제 교류에 대한 이해 부분

을 심화하여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사회관계 영역의

심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국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몽골의 현실을　

반영하여　11학년에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2.3. NCSS에서 선정하는 사회과 테마에 의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

정 내용 체계

＜표 Ⅲ-13＞ NCSS에서 선정하는 사회과 테마에 의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NCSS에서 제공하는 사회과 10까지 테마 내용이 전체적으로 몽골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반영 되어 있으나 “시간, 연속성 과 변화” 영역

에 대해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영역에 관한 내용을 몽골 교육과정

에서 역사 과목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 변화가 많은 몽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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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7학년

＜윤리＞

일상생활과 살림, 사업하기 전통의 진보적인 풍습을 알기

자연과 대할 때 습관의 범위를 지키기

노동과 살림에 대한 교훈, 속담과 옛 이야기

합동 생활과 노동에 대한 내용과 풍습

8학년

＜사회, 사회관계＞

사람들의 서로 의존하는 삶과 그의 구성 및 기준

개인과 가정, 학교, 동교와 단체 그리고 사회집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윤리＞

인사, 존경, 감사 등 전통 풍습을 이해

9학년

＜윤리＞

사회도덕적 기준에 대한 개념

사회 교류의 전통적인 풍습에 대한 개념

＜법률＞

상속과 유서에 대한 개념

10학년

＜사회, 사회교류＞

결혼, 가족의 유형과 풍습에 대한 개념

사회 공식과 비공식적 감시에 대해

＜윤리＞

자신을 아는 몽골 지혜와 방법: 마음을 고치는 지혜, 말을 다스리는

지혜,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 등

특성상 역사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의 독립성을 확인 할 수 있다．이는　

한국과는 차이점으로 보여진다.

2.3.a. “문화”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표 Ⅲ-14＞ “문화”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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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

＜문화＞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의 정의

문화의 유래와 존재 그 변화에 대한 이해

문화와 사회생활의 연결성

문화의 구성부분: 언어, 지식, 상징, 습성, 평가와 예술, 문학, 종교,

과학에 대한 개념

12학년

＜문화＞

문화의 공통성

문화의 내부적 통합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자유, 수준, 형태, 기준, 변화, 의무와 중요성

내 용

8학년

＜윤리＞

￭자연을 보호하는 도리를 안다

￭자연을 보호해온 전통풍습을 안다

일상의 생활에서의 풍습과 문화적 전통에서부터 점차 사회적 영역에

서의 문화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문화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11학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2학년에서는 몽골 문화

뿐 아니라 타 국가문화를 상호 비교하는 지점까지 확대됨을 볼 수 있다.

2.3.b. “인간, 장소와 환경”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

용 체계

＜표 Ⅲ-15＞ “인간, 장소와 환경”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

정 내용 체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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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년

＜윤리＞

￭환경을 보호해온 전통적인 관습에 대한 개념

＜법률＞

￭몽골 행정과 국토단위에 대한 개념

＜경제＞

￭몽골의 전통적인 생산과 서비스 분야와 시장에서의 최고 분야

에 대해 설명하기

12학년

＜사회, 사회교류＞

￭몽골의 사회계층과 가난의 원인, 그의 관계근거를 토대로 정의하기

￭몽골의 가난에 대해 평가하기

내 용

7학년

＜사회, 사회관계＞

￭개인과 그의 반복되지 않는 특별한 특징에 대해

￭개인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

＜윤리＞

￭도덕과 습관에 대한 개념

￭친절하고 화목한 개인의 성격

인간, 장소와 환경의 테마에서는 8학년 때 처음으로 자연 보호에 대

한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며, 점차 고학년으로 갈수록 몽

골의 지역, 환경적 특성이 다른 국가의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간다.

2.3.c. “개인발달과 정체성”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

용 체계

＜표 Ⅲ-16＞ “개인발달과 정체성”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

정 내용 체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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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사회, 사회관계＞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 교류

￭나 자신과 타인의 합리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윤리＞

￭도덕적 기준은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조정한다는 것을 안다

￭나쁜 행동의 독성을 이해하기

10학년

＜사회, 사회교류＞

￭사회 질서와 문화에 적응하기

￭개인의 사회적 특징과 사회화에 대해

￭사회화란 개인이 삶의 올바른 목적, 소중함, 기준, 사회적 입

장, 임무 등 예절을 수학하는 과정, 사회화 단계: 일인자와 이

인자, 반대와 재사회화

＜윤리＞

￭개인의 도덕

￭개인의 도덕적 기준, 그의 가치와 의무

￭개인의 성격을 형성시키는 기회와 방법에 대해

＜윤리＞

￭취업과 전공 선택의 연관성에 대해

￭취업전공에 대하여

개인의 발달과 정체성 테마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발견할 수 있

다. 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점차 사회 속에서 개인을 생

각해보고, 개인이 사회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함으로 정체성을 구체

화해 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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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7학년

＜사회, 사회관계＞

￭개인이 집단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개인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사회는 집단과 단체, 사업, 문화와 정치 등 여러 가지의 교

류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법률＞

￭인권에 대한 지식 확대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몽골법, 아동권리조약 등 인권과 관련된

문서

8학년

＜사회, 사회관계＞

￭조직, 조직의 구성과 특성

＜법률＞

￭인권과 자유의 기본적 개념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에 대한 이해

￭규정과 법의 기본적인 정의

9학년

＜사회, 사회관계＞

￭개인, 사회 구성원인 단체, 집단간 관계와 교류에 대한 개념

￭사회 두 번째 구성원인 당체에 대한 개념

￭단체 내의 개인의 습관에 대한 개념

＜윤리＞

￭남에 대한 배려와 그 형태

＜법률＞

￭가족들의 권리와 의무

￭가족과 학교에서의 폭행과 그를 예방하기

10학년

＜사회, 사회교류＞

￭개인과 가족 간의 교류

￭가족은 사회조직임

￭가족관계

11학년

＜사회, 사회교류＞

￭사회와 사회교류에 대한 용어와 정의

￭사회구성: 지위, 임무, 역할 등에 대해

2.3.d. “개인, 집단 및 제도”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

용 체계

＜표 Ⅲ-17＞ “개인, 집단 및 제도”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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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사회, 사회교류＞

￭사회계층 용어와 정의

￭사회계층 개념: 사회적 구별, 사회의 불공평함, 사회조직과

계층, 사회 상, 중, 하류 계층

내 용

7학년

＜법률＞

￭지역행정기관과 일부 정부행정기관의 역할을 구별해 호명하

기

8학년

＜법률＞

￭국호, 정부, 재판에 대한 개념

￭지방기관의 임무와 권리에 대한 개념

￭중앙과 지방기관 구성 방법과 선거에 대한 개념

9학년

＜법률＞

￭법을 만드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법과 인권 개념의 연관성

￭몽골 정부조직에 대한 개념

￭몽골정부의 독립과 전권에 대한 개념

￭몽골 정부의 상징과 그의 내용

10학년

＜윤리＞

￭정부서비스에 대해

￭공무와 그 종류

개인 집단 및 제도 테마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개념을 배우는 것부터

출발해서 인권의 개념을 일찍부터 다루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 9학년

과 10학년에서는 심도있게 사회의 기본단위 중 하나인 집단, 가족에 대

해 다루고, 11학년과 12학년에서는 포괄적인 사회구성과 사회계층의 개

념을 다루게 됨을 볼 수 있다.

2.3.e. “권력 권위 및 정부”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

용 체계

＜표 Ⅲ-18＞ “권력 권위 및 정부”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

정 내용 체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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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그의 분류와 의무

￭정부기관과 정부 행정기관 관부에게 청원서 제출 하는 것에

대해

11학년

＜정치＞

￭정치에 대한 개념

￭정치의 정의

￭정치통치

￭정치행정

￭정치권

￭정치제도에 대한 개념

￭정치제도의 구조와 구성

＜법률＞

￭정부행정권의 제한도

12학년

＜정치＞

￭정당과 그 의무

￭정부의 개념

￭정부의 특징정치의 의무

￭정부의 형태

＜법률＞

￭행정관리 책임, 위반

￭변호사 선임

내 용

7학년
＜경제＞

￭본인과 가족의 소비에 대해

권력 권위 및 정부 테마에서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두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정부기관과 몽골 정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점차

정치 및 정당, 정부의 형태 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진화한다.

2.3.f. “생산 분배 및 소비”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

용 체계

＜표 Ⅲ-19＞ “생산 분배 및 소비”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

정 내용 체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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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능력에 대하여

￭노동과 생산과 서비스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선택, 합리적 소비, 사유재산과 전략에 대하여

￭돈에 대한 개념

￭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에 대하여

8학년

＜경제＞

￭경제 자원 소비

￭경제의 선택권, 합리적인 수용

￭소유 그의 종류

￭시장 그의 형태

￭수요와 공급의 개념

￭시장과 가격

￭시장 내 경쟁에 대한 개념

￭법인과 그의 구성 형태

9학년

＜윤리＞

￭인터넷 소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개념

＜법률＞

￭소유권에 대한 개념

＜경제＞

￭생산요소 개념 이해

￭시장구조와 구성원

￭시장과 수요와 공급의 연관성

10학년

＜윤리＞

￭경제적 비용과 이이그 수입에 대한 개념

￭회사의 목적, 업종과 형태에 대해

￭경영과 회사 성공의 연관성에 대해

￭마케팅에 대해서

￭노동의 효율과 노동 생산성에 대해

￭보수와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11학년

＜경제＞

￭민족의 경제제도

￭경제변동주기

￭인플레이션

￭실업

￭돈, 은행, 재정대책 증권시장 주식에 대하여

￭경제 수입의 재분배

￭가난을 감소시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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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경제＞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의 내용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의무와 정부 조절 수단

￭외화시장과 환율

￭무역 수지와 균형

내 용

11학년

＜사회, 사회교류＞

￭사회조사방법에 대한 개념 및 단계

￭정보 수집과 분석방법 및 해석방법

생산, 분배 및 소비 테마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가정에서의 소비활동

에서 시작하여 경제의 기본개념들과 국제사회에서의 무역, 환율 등 영역

으로 점차 확대해감을 볼 수 있다. 여러 테마 중 이 테마는 전 학년에

걸쳐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룸을 볼 수 있다.

2.3.g. “과학, 기술 및 사회”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

용 체계

＜표 Ⅲ-20＞ “과학, 기술 및 사회”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표

과학, 기술 및 사회 테마에서는 11학년에 다뤄지는 사회조사방법론

등 과학적 분석법이 유일하다. 몽골 사회과목에서는 과학 혹은 기술 분

야와 융합해서 사회과목을 다루는 내용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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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0학년

＜윤리＞

￭무력충돌-전쟁, 폭력 시 국제 인도적 법률이 준수해야 할 지

군제도가 되는 것에 대해

￭국제 인도적 법률은 전쟁 폭력 시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 실행 규정이 되는 것에 대해

11학년

＜법률＞

￭인권을 보호하는 전통적 제도와 국제적 제도

￭인권 보호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관

￭인권에 대한 전통이나 국제적 법률

＜국제교류＞

￭국제교류와 그의 유래, 발달

￭국제교류의 기본적 유형

￭국제 경제 교류

￭국제문화교류

￭국제 교류의 제도

12학년

＜국제교류＞

￭국제교류 이해 정의

￭현대 국제교류의 변화와 경향

￭국제적 합작 활동

￭국제교류의 몽골 참여

￭세계 속의 몽골

2.3.h. “국제 관계”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표 Ⅲ-21＞ “국제 관계”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국제 관계 테마는 10학년부터 다뤄지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 국제

분쟁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이후에 국제교류와 세계 속의 몽골에

대해서 점차 심도 있게 배워나가게 된다. 점점 더 국제화 되가는 몽골의

현실을 반영하여 10학년 이후 중요시 되는 테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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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7학년

＜사회, 사회관계＞

￭개인이 사회 영향으로 구성되고 또한 사회를 구성하여 변화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8학년
＜사회, 사회관계＞

￭타인과 동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알아내기

9학년

＜윤리＞

￭사회 앞에서 가져야 할 주민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개념

￭사회 참여에 대한 도덕의 연관성

＜법률＞

￭주민의 법률적 개념

￭사람들의 주민의 법률적 교류 참여에 대해

￭주민의 법률적 능력과 참여에 대한 개념

￭정부의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해결과정의

11학년

＜정치＞

￭주민의 정치참여 유형에 대해 설명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구별하기

￭몽골의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경우를 만들어 내기

12학년

＜정치＞

￭정부와 시민의 관계

￭선거 개념

￭선거제도

￭민주주의 이론과 형태

￭민주주의의 소중한 것들

2.3.i. “시민 이상 과 참여”테마에 해당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

용 체계

＜표 Ⅲ-22＞ “시민 이상과 참여” 테마에 해당하는 몽골사회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표

시민 이상과 참여 테마에서는 7, 8학년에서는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

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내용을 다루고, 9학년에 이르면 주민의 개념

과 책임, 11, 12학년에는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배우며, 제도적으로

시민 참여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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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 및 논의

1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조직상의 특징

사회과 교육과정의 조직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구성의 특

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 특

징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전 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 중 직접적으로 조직 특성 분석에 반영 된 두 가지 이론, 나선

형 교육과정과 환경확대법에 대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구성원리가 반영 된 문서 체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1 조직 원리

1.1.1. 나선형 조직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에 적용되는 나선형 조직은 어떤 개념을 한

번 가르치고 끝내기 보다는 수준을 달리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침으

로써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추상적 사고발달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학문 영역 관점에만 머물지 않고, 몇 개

의 학문영역에서 관련되는 개념을 선택하여 유치원에서부터 상급학교 수

준으로 올라가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말한다. (Banks, 1990) 나선형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회과를

구성하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

문 영역으로부터 사회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을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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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려 가능한 기준은 타당성, 중요성, 적합성, 내구성, 균형성을 들

수 있다. 타당성이란 선택되는 개념은 해당 사회과학 학문 분야의 내용

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성이란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중

요한 사회현상과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이란 학습자의

필요, 흥미, 성숙도에 부합해야 한다. 내구성이란 오랫동안 중요성을 유

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균형성이란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에 맞

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념을 선택하면, 개념이나 원리를 반복

하여 발달단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범위

가 넓어지는 입체적인 나선형조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 관점에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을 정리해 보면

＜표３－５］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의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몽골 사회과의 경우 사회와 사회관계, 윤리, 법률, 문화, 경제, 정치

와 민주주의, 국제교류 등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역들

의 나선형교육과정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즉, 기본적인 4가지 영역인 사회와 사회관계, 윤리, 법률, 경제의 영

역이 11학년에 들어오면 심화 된 영역인 문화, 정치와 민주주의, 국제교

류와 관계를 맺으며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를 도식화 해보면 그림과 같

다.

3가지 심화 영역은 각각 사회와 사회관계, 윤리, 법률 영역의 확장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윤리영역이 문화 영역으로 대체되어 심화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 대체가 아닌 윤리와 사회와 사회관계

의 혼합 심화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확대 되면

서 심화영역이 늘어나고 이수 시간이 늘어난 것도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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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1.1.2. 환경 확대법 적용

사회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발달 수

준, 사회적 경험의 정도, 사회적 기능 등을 고려하는 환경확대법의 원칙

에 따라 배열된다.(Parker 2001). 그래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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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사회, 사회관계 주요 분야 국제교류 주요 분야

7학년 개인 개념에 대한 이해

8학년 개인, 사회집단

개인과 개인, 사회집단간의 교류

9학년 개인과 집단, 단체 간의 교류

10학년 개인과 가족(가족‐작은 집단, 사회 조직)간의 교류

자신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먼

곳으로 확장하여 나아간다. 확장의 순서와 수준은 가족 à 주변 이웃 à

고장 à 지역사회 à 국가 à 지구촌이라는 점에서 모두 크게 다르지 않

다.

몽골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위해 2007년 한국의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 중 지리영역의 경우를 예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과

정에서 우리가 사는 곳을 시작(3학년 과정)으로 우리 고장에서 지역 사

회(4학년)로 확대되고 6학년에 이르면 한반도 즉, 국토에 대한 내용으

로 확대된다. 중등과정으로 오면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로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환경, 한국의 위상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된다.

몽골의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구성의 특징은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구성의 특징 상 지리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

는 영역은 사회, 사회관계와 국제교류에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영역이 제외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의 특징 상 한국보다는 지리적 확대보다는 개념 및 교육범위의 확장

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

다.

＜표 Ⅳ-1＞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의 환경확대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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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

개인의 사회화

11학년 사회, 사회 구성

사회 교류 및 상호 교류

국제교류와 그의 유래,

발달, 제도에 대한

이해

12학년 사회 계층

사회 계층 내의 이동, 채널 및 보장제도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

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을 살펴보면 개인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주변 사회집단

인 가족，사회집단，거시적 개념의 사회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이 과정에서 국제교류라는 새로운　주제가 11학년 부터 주제의 다변화와 통

합을 통해 그 개념을 심화 확대하고　있다．

1.2. 문서 체계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의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학년별로 편성되어

있는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학년별로 설정된 학습목표를 이해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어 내용이 편성되어 있

다．우선적으로 학년별로 설정되어 있는 목표를 살펴보고 학년 별로 편

성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2.1. 학년별 기대 결과 및 목표

몽골 사회과(일반사회영역)의 학년별 학습 목표는 편성된 영역별로

제시되고 있다．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반영된

행동의 변화를 제시한다．학년별 구체적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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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년제 학교 7학년 사회 교육과정

학습 목표:

◦　사회, 사회관계, 윤리, 법률과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

◦　사회와 윤리, 법률, 경제적 현상과 과정 이해, 관찰 능력

◦　가족, 집단과 단체, 학교, 단체 활동 적극적 참여, 타인과의 협

조, 타인으로부터의 학습

◦　개인과 집단, 학교와 단체에서 타인과 서로 이해하고, 본인과 타

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기

2) 12학년제 학교 8학년 사회　교육과정

학습 목표:

◦　시민으로 형성되는데 필요한 사회와 윤리, 법률과 경제의 기본을

이해하기

◦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실행, 사회와 법률과 윤리의 기준 준

수, 경제적인 현명한 선택을 배우기

◦　학교, 가족과 사회생활 적극적인 선택과 참여, 타인으로부터 배우

고 또는 타인에게 본보기가 되기

◦　학교, 가족, 집단과 단체 및 개인과의 상호 이해관계, 본인과 타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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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년제 학교 9학년 사회 교육과정

학습 목표:

◦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집단, 단체), 법률, 윤리와

경제의 기본적 개념 이해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수행, 사회와 법률, 윤리의 기준을 지키기, 경

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 공부하기

◦　학교, 가족, 사회와 집단생활의 적극적인 참여, 타인으로부터 배

우고 타인에게 본보기가 되기

◦　학교, 가족, 사회와 집단 그리고 개인과 서로 이해하며 본인의 권

리와 의무, 책임을 일상화 하고, 타인의 권리와 사고를 존중하여

대하기

4) 12년제 학교 10학년 사회 교육과정

학습 목표:

◦　사회(가족, 집단, 단체, 대중 등), 사회교류에 대하여, 윤리와 법

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

◦　사회문화와 윤리, 법률의 공식, 비공식적 기준을 준수하고, 경제

적 생활과 선택에 대해 배우기

◦　사회, 집단과 단체, 기관이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참

여하고, 타인에게 배우고 또는 타인에게 본보기가 되기

◦　사회, 집단과 단체, 개인과의 적합적인 관계, 본인의 권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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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도리와 책임은 일상화 하고, 남을 존경하고 배려하기

5) 12년제 학교 11학년 사회 교육과정

학습 목표:

◦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법률,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

◦　사회생활을 알아내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

◦　사회, 문화, 법률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을 따르기

◦　집단과 단체, 개인과 기관, 대중과 합리적으로 상대하기

6) 12년제 학교 12학년 사회 교육과정

학습 목표:

◦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법률, 국제교류에 대한 개념 확장하여

이해하기

◦　사회생활, 활동 분석, 합동 평가 연구 방법에 대해 배우기

◦　사회, 문화, 법률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기준을 평가하여 따르기

◦　집단과 단체, 개인과 기관, 대중, 사회에 적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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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제도의

구성부분
기대되는 결과

내 용

평 가
지 식 능 력 수용/경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성되어 있는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를 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공통목표로서 사회 집단 속에서 조화롭

게 생활하기 위한 상호 이해라는 기본적 자세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스스로 기준을 설정 및 평가하는 능력에 대

한 목표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1.2.2. 내용

몽골 사회과 교육 과정의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2＞몽골 사회과 교육 과정의 체계 중　내용　해석표

내용제도의 구성부분에 나온 영역에 해당한 기대되는 결과를 정하여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다

1. 지식

2. 능력

3. 수용 및 경향

1. 지식 부분에서는 꼭 알아야 할 이론 및 개념 등을 중심으로

2. 능력 부분에서는 개념 및 이론을 현실에 맞추어 용도를 알아내는 것

을 중심으로 설명 밑 해설을 통해서 익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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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영 역 내 용

7학년

사회,

사회관계

개인과 그의 특징에 대해

개인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에 대해

개인이 집단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개인과 그들 간의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윤리

습관에 대하여

습관의 일반적 기준과 의무에 대해 개념을 익히기

일상생활과 살림, 사업하기 전통의 진보적인 풍습을 알기

대인관계 윤리에 대해

법률

인권(아동권리)에 대한 지식 확대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몽골 법, 아동권리조약 등 인권과 관련

된 문서에 대해

사회복지에 대해 개념 하기

경제

본인과 가족의 소비, 물품 선택, 부족,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해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에 노동과 생산, 서비스가 필수적인 것

에 대해

구매자와 구입자,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해

돈 보수 수입과 수출에 대해

자연과 생태계, 적당한 소비에 대해 개념을 갖기

3. 수용 및 경향 부분에서는 1,2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에세 및 논설

작성 등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학년별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배운다.

＜표 Ⅳ-3＞ 7학년 사회과 내용

７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 및 사회관계，윤리，법률，경제 ４

가지　사회과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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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영 역 내 용

8학년

사회,

사회관계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의존해서 산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은 생활요구에 따라 사화생활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는 것을 안다

개인과 사회집단과 동료에 대한 개념을 갖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기 자리를 잡고 임무를 실행하는 것을 알기

사회집단과 개인 간의 교류를 이해하기

적극적인 사회생활 참여를 이해하기

법률
인권과 자유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기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와 문화권에 대해 이해하기

인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들이 참여하는 집단과 개인과의

1차적 사회관계를 설명하고 있다．사회관계가 개인에서 집단을 형성하

고 사회로 확대되는 기본 과정에서 영향관계와 구성원들의 관계를 설명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윤리영역에서는 개인의 습관을 통해 윤리에

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윤리적 의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이 과

정에서 사회관계로 확대될 때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기본적 윤리도 설명

하고 있다．법률영역에서는 학생들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

인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이해와 확대된 개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을 설명하고 있다．경제영역에서는 본인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제 활동

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노동，생산，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여기에 확

대된 개념에서 올바른 소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7학년 사회과 교과과정의 내용은 학생 주변

에서 부터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이해시키는데 중

점을 두고 있다．

　

＜표 Ⅳ-4＞ 8학년 사회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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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법률적 교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해하기

법과 규정의 기본적 정의를 이해하기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법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기

정권(법을 정하고, 실행하고, 재판하는 권력)에 대해 이해하기

국회, 정부, 재판에 대해 이해하기

중앙과 지방 기관구성과 선거에 대해 이해하기

윤리

도덕의 기준을 이해하기

도덕의 기준 구성과 종류에 대해 이해하기

가족의 도덕적 기준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경제

경제의 관련 개념을 이해하기

시장, 그의 형태, 수요와 공급, 단가에 대한 개념

시장 경쟁과 법인 그의 형태에 대해 알아내기

8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 및 사회관계，윤리，법률，경제 4가

지 사회과 영역으로 구성되어 재판에 있다．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에서

는 7학년에서 교육된 내용을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회

관계가 구성되기 위한 구성원의 목적과 구성원의 개념을 설명하여 보다

집단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법률영역에서는 아동인권 범위를 벗어

나 인권과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법률영역에서도 나선형 원리

를 적용되어 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인 정의，필요성，종류，구성 및 법

률 기관과 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윤리영역에서는　도덕의 기준을

설명하고 가족 단위의 윤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경제영역에서

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개념 설명에 중점을 두

고 있다．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쟁과 법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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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８학년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나선형 구성 원리를 바탕으

로　사회구성을 위한 사회집단에 대해 개념 및 지식을 중점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표 Ⅳ-5＞ 9학년 사회과 내용

학 년 영 역 내 용

9학년

사회,

사회관계

사람의 일상생활과 그 행동들은 사회 구성원인 단체의 범위

내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단체에 대해 이해하기

윤리

사회교류의 도덕적 기준을 지킴의 중요성 이해

단원들과 친구들 존경, 서로 도움 줌의 중요성 이해

인터넷의 도덕적 기준 이해

법률

주민의 법률적 개념

주민의 법률적 능력과 기능에 대해

법인에 대하여

분명한 일부 권리(소유, 노동, 사회복지, 가정법 등)에 대한 개

념

법을 만드는 데에 참여 가능성에 대해

몽골 정부조직에 대하여

경제

경제란 선택의 학이란 것을 이해하기

시장 구조,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 수요와 공급, 시장의 균형

적 물가에 대한 개념

９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 및 사회관계，윤리，법률，경제 4가

지 사회과 영역으로 구성되어 재판에 있다. 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에서

는 ７,８학년에서 교육된 내용을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

회 구성원이 만든 단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윤리영역에서는 사회 교

류에서 윤리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요즘 중요시 되고 있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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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

사회,

사회관계

개인과 가족 간 교류의 형태와 역할 이해

사회적 감시와 사회의 비정상적 현상에 대해

사회 질서와 문화에 적응하기

윤리

개인의 도덕 기준, 그의 가치와 의무에 대해

전통 풍습과 개인의 도덕적 됨됨이(형성) 연관성에 대해

본인 성격상 도덕적 기준을 지키기

법률

전쟁, 폭력 등 리스크가 가능한 시기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

준 제도와 국제 인도적인 법률에 대해

정부 서비스, 공무, 공무원, 그들의 의무에 대해

정부기관과 정부 관부와 직접 대하기

경제

경제적 비용과 이익, 수입에 대한 개념

회사 재산과 지출, 이익과 수입에 대한 개념

경영에 대한 개념

마케팅에 대한 개념

노동시장에 대해 설명하기

노동시장 수요와 취업과 관련해서 전공을 선택하기

의 윤리 기준은 별도의 과정에서 교육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있

다．법률영역에서는 주민과 법인에 대해 법률적 개념과 권리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에 참여와 정부 조직에 해 설명하고 있다．경제 영역에

서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시장의 구조，시장 참여 주체，

수요와 공급，물가 등에 대해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９학년 사회과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의 중요 단체에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들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윤리를 습득하게 된다．사회 구

성원으로써 기본적인 개념 및 지식을 이해하게 된다．

＜표 Ⅳ-6＞ 10학년 사회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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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영 역 내 용

11학년 사회,

사회관계

사회와 사회구성에 대하여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하여

사회교류와 사회상호교류에 대하여

사회 변화와 사회 형태에 대하여

사회에 대한 주의와 사회조사 방법에 대한 개념

10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 및 사회관계，윤리，법률，경제 ４

가지 사회과 영역으로 구성되어 재판에 있다．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에

서는 기존 과정에서 교육된 내용을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회적 교류의 형태와 이에 대한 정상적인 기준에 대한 이해와 비정상이

발생시 사회적 대응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윤리영역에서는 개인들

이 적정한 방법으로 도덕적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을 설명하여 그 가치와

의무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한다．법률영역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인권 기준과 국제 관계에서의 인도주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특

히，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의 법률 제공 서비스 종류 및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경제 영역에서는 기업체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기업 내에서 진행

되는 경제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보다 높은 단계의 지식을 설명하

고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0학년 사회과 과정에서는 사회의 주

요　기준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사회의 복잡한 관계

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높은 지식을 전달하여 올바르게 사회에 참여하도

록 도와주고 있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 Ⅳ-7＞ 11학년 사회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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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의 유래와 존재, 그 변화에 대한 이해

문화의 구성과 구성부분을 이해하기

경제

민족의 경제적 통합 수치를 알아내기

경제적 통합 치수들의 연관성 이해

경제 상승과 국민의 삶의 현황 연관성 이해

돈, 은행, 재정, 세금, 예산, 인플레이션, 실업에 대해 이해하기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 정치행정, 통치, 장치제도,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하기

법률
인권보안 전통적제도와 국제적 제도에 대한 이해

인권을 위반한 어떠한 범죄와 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

국제교류
국제교류와 그의 기본적 유형 이해

국제 교류 제도 특성 이해

11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나선형 구성원리를 영역 구성에서 부터　

적용하여 사회 및 사회관계，문화，경제，정치와 민주주의，법률，국제

교류 이상 6가지 영역으로 확대 편성되어 있다．윤리영역이 제외되고

문화，정치와 민주주의 및 국제교류 3가지 영역이 추가로 포함되고 있

다. 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사회 상호교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사회조사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문

화 영역에서는 새로이 추가되어 기본적인 개념과 구성과 구성부분을 설

명하고 있다．경제영역에서는 거시적 개념에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법률

영역에서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제도를 이해시키고 분쟁의 해결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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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

사회,

사회관계

시회계층에 대해 이해하기

사회계층 치수에 대해 인식하기

몽골사회의 과거와 현재 계층구조를 비교해서 이해하기

사회 이동(지위), 그의 유형과 채널에 대해 이해하기

사회보호, 사회복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문 화

문화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기

문화의 수준과 유형을 알아내기

문화의 의무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경 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알아내기

무역, 그의 필요성과 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외화 시장에 대해 이해하기

세계 경제에 대해 이해하기

경제발전의 문제점을 알기

정치와

민주주의
동호회, 정당, 정부, 선거, 민주주의의 소중한 것들을 이해하기

법 률

단체와 소수 주주의 권익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키기

정부, 시민, 행정 간의 관계의 법률적 조정에 대해 이해하기

행정관리 책임, 행정관리 위반에 대해 이해하기

떻게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국제교류 영역에서는 국

제적으로 확대된 교류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1학년 사회과 과정에서는 보다 다양

한　사회과 영역을 도입하여 몽골 사회의 보다 심화된 이해와 문화 개념

을 이해시키고 국제까지 확대된 사회 주제를 이해시키고 있다．이를 통

해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사회영역을 이해하고 국제관계를 이해하게 된

다．

＜표 Ⅳ-8＞ 12학년 사회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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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이해하기

국제교류

국제교류와 그의 변화와 경향에 대해 이해하기

세계 여러 나라가 합작함으로써　이루어내는 성과를 국제기

구(유엔, 유엔 전문기관들, APEC, ASEAN, EU, SCO,

NATO 등)의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기

12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나선형 구성원리를 영역 구성에서 부터　

적용하여 사회 및 사회관계，문화，경제，정치와 민주주의，법률，국제

교류 이상 6가지 영역으로 확대 편성되어 있다．윤리영역이 제외되고

문화，정치와 민주주의 및 국제교류 ３가지 영역이 추가로 포함되고 있

다. 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사회계층에 대한 이해와 소외 계층에

대한 보호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문화 영역에서는 문화의 유형을 이해

를 통해 문화의 여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경제영역

에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설명하고 있다．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

해 무역에 대한 기본 지식도 전달하고 있다．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에서

는 중요 개념 및　각각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법률영역에서는

법률적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국제교류 영역에

서는 국제 교류의 변화와 경향을 이해하고 여러 국제기구를 소개하고 있

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2학년 사회과 과정에서는 사회구성원

으로서 다양한 정보와 계층 간의 교류，국제간 교류 등을 설명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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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결과
내 용

평 가
지 식 능 력 소요/경향

알아내기:
‐사람의 일상
생활과 그 행동
들은 사회 구성
체로서의 단체
범위 내에서 벌
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조직에 대해
이해하기
능력:
‐개인과 단체
간의 교류 문화
일부의 예를 토
대로 설명하기
자립해 살기와
사회화 되기:
‐사회집단과
단체 내부 교류
에 적응하여,
자신감 갖고 문
제 해결하기

‐개인, 사회
구성원인 단
체, 집단 간
관계와 교류에
대한 개념
‐사회의 두
번째 구성원인
조직에 대한
개념
‐조직 내에서
개인의 가치관
에 대한 개념

‐개인과 단체 간
관계와 교류에 대
해 설명하기
‐사회의 두 번
째 구성원인 조
직과 첫 번째인
구성원을 구별하
기
‐개인 권익과
단체 목적의 합
치와 위반에 대
한 예를 찾아 정
의하기
본인의 학습 행
동과 학교, 단체
간의 연관성에
대해 예문으로
설명하기
‐일정(정부와
비정부)의 기관
에 해결할 문제
점을 의뢰하기

‐개인은 해당
기관 내에서 올
바른 몸가짐의
태도 형성하기
‐자기 지역의
기관들을 찾아
서 그들의 목적
과 의무에 대해
평가하기
‐학교 행정과
지역의 어떤 기
관이 해결할 문
제를 찾아내 청
원서 작성하기
‐소속되어 있
는 학교. 단체의
조직구성, 목적
과 의무, 규정에
대해 확인하기

‐개인과 조
직의 문제로
정부와 비정
부기관이 의
뢰할 수 있는
능력 수준
‐개인, 사회
집단, 단체들
간 관계와 교
류에 대해 확
정하는 능력
수준
‐사회 교류
에서 조직의
의무와 조직
간 교류에 대
해 자료를 토
대로 설명하
는 능력 수준

1.2.3. 학년별 평가 기준

몽골 사회과 평가 기준은 상기의 기대되는 결과가 학생들에게 충실

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를 위해 구성된 내

용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몽골 사회과 교육

과정의 특징 상 내용은 구성에 따라 지식, 능력 및 수용　및　경향으로

분리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평가 기준도 기대되는 결과의 정도를 지

식, 능력 및 수용 및 경향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아래의 표는 9학년

사회, 사회관계 영역에서 적용 된 평가 기준 및 운영에 대한 예이다.

＜표 Ⅳ-9＞ 몽골 9학년 사회과의 사회,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평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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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학년 별 사회과의 평가는 먼저，각 사회과 교육과정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를 정의하게 된다．즉，사회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얻어

야 할 부분을 먼저 지식 습득부분에서 “알아내기” 부분과 “능력” 부분 그

리고 “자립해 살기와 사회화 되기”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를 구현

하기 위해 내용을 구성하고 평가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부분은 앞 장에서 설명하였다．구체적으로 평가를 잘 수행하기 위

해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9학년 과정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문제

로서 정부와 비정부기관이 이해에 대한 능력 수준 평가，개인，사회집

단，단체들 간 관계와 교류에 대한 이해 확정하는 능력 수준의 평가，사

회교류에서 조직의 의무와 조직 간 교류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능력 수준 평가로 제시되어 있다．　

평가 구조는 학년 별로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유기적 과정을 거치고 있다．현재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　

구성에서 각 교육 현장으로 제시되고 있다．구체적인 평가는 각　교육

현장별로 상황에 맞게 실행되고 있다．　

2.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상의 특징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역 별, 학년

별로 편성되어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한

국과 미국의 유사 영역 별로 비교하되 국제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NCSS의 테마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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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지 리 영 역 일반사회영역 역사영역적용

초등학교

3～4학년

◦우리가 살아가는 곳

◦달라지는 생활 모습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이동과 소통하기

◦우리 지역, 다른

지역

◦경제생활과 바람

직한 선택

◦ 지역 사회의 발전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다양한 삶의 모습들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초등학교

5～6학년

◦살기 좋은 우리 국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우리 이웃 나라의 환

경과 생활 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환

경과 생활 모습

◦우리 경제의 성장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우리 사회의 과제

와 문화의 발전

◦정보화, 세계화 속

의 우리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

한 고려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근대 국가 수립을 위

한 노력과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

늘의 우리

중학교

1～3학년

지 리 영 역 일 반 사 회 영 역

◦내가 사는 세계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인구 변화

와 인구 문제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자원의 개발과 이용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우리나라의 영토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개인과 사회생활

◦문화의 이해와 창조 사회의 변동

과 발전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경제생활의 이해

◦시장 경제의 이해

◦일상생활과 법 인권 보장과 법

◦헌법과 국가 기관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국제 경제와 세계화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2.1 한국과 몽골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 차이점

＜표 Ⅳ-10＞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 89 -

학년 사회, 사회관계 법 률 경 제 윤 리

7～10

학년

-개인과 가치관 및

조직, 사회의 구성

더불어 사는 사회

사회 형성의 목적

개인의 사회적 책임

사회집단과 개인 간

의 교류를 이해

적극적인 사회생활

참여의 필요 이해

개인과 가족간 교류

의 형태 및 역할

사회적 감시와 사회

의 비정상적 현상에

대해

사회 질서 및 문화

사회와 사회구성

집단과 사회 조직

사회 및 상호 교류

사회 변화와 형태

사회 조사 방법

사회계층 이해

-인권(아동권리)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

인권과 자유의 기본

적 개념을 이해

시민권, 정치권, 경제

권, 사회와 문화권에

대해 이해

아이들의 법률적 교

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해

법과 규정의 기본적

정의

법의 종류 및 필요성

국회, 정부, 재판에

대해 이해

주민의 법률적 개념

소유권에 대한 법률

법을 제정 시민참여

국제 인도적인 법률

정부기관과 정부 관

가정경제(소비,선택)

-소비자, 생산자개념

노동과 생산 개념

수입과 수출

자연과 생태계, 합

리적 소비

경제학 이해

-경제적 비용과 이익,

수입에대한개념

회사 재산과 지출,

이익과 수입에 대한

개념

경영, 마케팅 개념

노동시장 개념

경제적 지표들의 연

관성 이해

경제 상승과 국민의

삶의 현황 연관성

이해

은행, 재정, 세금,

예산, 인플레이션,

습관의 일반적 기준

과 의무 개념

대인관계 윤리

도덕의 기준을 이해

도덕 구성과 종류

가족의 윤리 실천

중요성 이해

사회교류의 도덕적

기준을 지킴의 중요

성 이해

인터넷상의 윤리 이

해

개인의 도덕 기준,

그의 가치와 의무

전통 풍습과 개인의

도덕적 됨됨이(형

성) 연관성

도덕적 기준을 지키

기

11,12

학년 문 화

한국은 지리영역，일반사회영역，역사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몽골의 교과과정에 비해 보다 큰 범위 분류를 통해 통합적

교육 과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초등학교 영역에서 기본적인 역사영역이

교육되면 중등과정에서는 역사과정은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분리되고 지

리영역과 일반사회영역으로 구성되어 사회과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표 Ⅳ-11＞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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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사회의 과거와

현재 계층구조를 비

교 이해

사회 이동(지위), 그

의 유형과 채널에

대해 이해하기

사회보호, 사회복지

사회보험제도 이해

료와 직접 대하기

인권 보호 제도와 국

제 제도에 대한 이해

인권을 위반한 범죄

와 분쟁 해결

주주의 권익개념 확대

정부, 시민, 행정 간

관계의 법률적 조정

행정관리 책임 및 위

반

변호사의 의무와 권리

실업 개념

정부의 경제정책

무역의 필요성과 구

조

외환시장과 세계경

제

경제발전의 문제점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의 유래와 존

재, 그 변화에 대한

이해

문화의 구성

문화의 공통성과 다

양성을 이해하기

문화의 수준과 유

형, 의무와 중요성

11,12

학년

정치, 민주주의 국제교류

정치, 정치행정, 통치, 정치제도,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

동호회, 정당, 정부, 선거, 민주주의의

소중한 것들을 이해

국제교류 및 기본적 유형

국제 교류 제도 특성

국제교류 변화와 경향

국제기구(유엔, 유엔 전문기관들, APEC,

ASEAN, EU, SCO, NATO 등)의 활동

몽골의 교육과정은 사회　및　사회관계，법률，경제，윤리，문화，

정치와 민주주의，국제교류 등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는 주

요 주제별로 영역을 구성한 것이다．역사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정치와

민주주의，국제교류와 문화 영역이 주제 심화 과정을 통해 11학년 부터

교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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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테마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문화 ○ ○ ○ ○ ○ ○

시간 영속성 과 변화

인간, 장소와 환경 ○ ○ ○

개인발달과 정체성 ○ ○ ○

개인, 집단 및 제도 ○ ○ ○ ○ ○ ○

권력 권위 및 정부 ○ ○ ○ ○ ○ ○

생산 분배 및 소비 ○ ○ ○ ○ ○ ○

과학, 기술 및 사회 ○

국제 관계 ○ ○ ○

시민 이상 과 참여 ○ ○ ○ ○ ○

2.2 몽골　교육과정 내용에서 나타나는 NCSS테마 내용

＜표 Ⅳ-12＞ NCSS에서 선정하는 사회과 테마에 의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NCSS에서 제공하는 사회과 10가지 테마 내용이 전체적으로 몽골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반영 되어 있으나 “시간, 연속성 과 변화” 영역

에 대해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영역에 관한 내용을 몽골 교육과정

에서 역사 과목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2.3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반영된 형태

2.3.1. 사회 교과서의 목차 및 학습 순서(7～12학년별)

몽골의 사회 교과서의 목차를 통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7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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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목　　차

7학년

제1장 사회 및 사회관계

1.1. 사회 및 인간

1.2. 개인의 소중함 및 가치

1.3. 개인과 개인들 간의 관계

1.4. 사회 집단 및 그 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1.5. 사회생활의 영역

결론

제2장 윤리

2.1. 개인의 도덕 기준

2.2. 자연환경 보호 풍습

2.3. 일과 노동에 대하는 풍습

결론

제3장 법률

3.1. 왜 우리가 인권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가?

3.2. 인권은 어떻게 보호하는

가?

3.3. 아동의 권리 및 책임

3.4.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정부기관은 무엇인가?

결론

제4장 경제

4.1. 수요 및 자원

4.2. 소비 및 생산 서비스

4.3. 수익, 지출 및 예산

4.4. 합리적 소비

결론

부록

일부 용어 해석

요약 단어 해석

참고문헌 및 출처

년 부터 12학년까지 6년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각 학년

별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Ⅳ-13＞ ７학년　사회　교과서

７학년의 사회과 구성은 사회 및사회관계，윤리，법률 및 경제 순으

로　이루어져 있다．개인에 대한 이해를 사회 및 사회관계와 윤리 영역에

서 먼저 설명하고 있다．이후 인권과 경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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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목　　차

8학년

제1장 사회 및 사회관계

1.1. 사회란 무엇인가?

1.2. 사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1.3. 사회관계의 주인공으로서의

국민

1.4. 몽골 국민으로서의 나

결론

제2장 윤리

2.1. 도덕 기준에 대한 이해

2.2. 우리가 준수해야 할 도덕

기준

2.3.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의례

2.4. 도덕의 의무는 무엇인가?

2.5. 가족관계의 도덕 기준

2.6. 가족관계에서 우리가

준수해야 할 도덕 의무는

무엇인가?

2.7. 우리는 자연환경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2.8. 자연환경을 보호해 온

몽골 전통 풍습

2.9.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10 결론

제3장 인권 및 법률

3.1. 인권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

을 아는가?

3.2.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아는

것이왜우리에게 중요한가?

3.3. 인권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3.4. 인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3.5. 누가 권력을 갖는가?

3.6. 법은 어떻게 만들어진가?

3.7. 법은 어떻게 적용한가?

3.8. 법의적용은어떻게통제한가?

3.9. 지방단체는 누가 통치한가?

3.10. 결론

제4장 경제

4.1. 왜 경제를 배워야

하는가?

4.2. 물건은 어떻게

제조하는가?

4.3. 소비 및 자연환경

4.4. 당신은 스타트

소비자인가?

4.5. 시장이란 무엇인가?

4.6. 결론

부록 일부 기초 이해의 해석

＜표 Ⅳ-14＞ ８학년　사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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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목　　차

9학년

제1장

1.1.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무

엇을 알아야 하는가?

1.2. 사회 구조

1.3. 사회관계

1.4. 개인 및 개인의 사회적 참여

1.5. 사회 집단이란 무엇인가?

1.6. 사회 조직이란 무엇인가?

1.7. 조직 및 개인

결론

제2장

2.1. 도덕에 대하여 우리가 무

엇을 알아야 하는가?

2.2. 도덕의 소중함

2.3. 사회적 도덕

2.4. 도덕의 의무 및 책임

2.5. 자비심

2.6. 정직함

2.7. 자연 및 도덕

2.8. 정보기술 및 도덕

결론

제3장

3.1. 법의 인권 보호

3.2. 국민의 법적인 관계에 누

가 참여하는가?

3.3. 계약 및 아동

3.4. 근로계약은 누구의 권리와

편익을 보호하는가?

3.5. 가족 식구들의 권리와 의

무는 무엇인가?

3.7. 우리는 어떠한 사회복지

및 지원을 받아야 할 권리

가 있는가?

3.8 국민으로써 당신의 권리는

제4장

4.1. 경제학은 무엇은 연구하는가?

4.2. 사람들은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는가?

4.3. 경제 체계 및 시장이란 무

엇인가?

4.4. 시장 수요란 무엇인가?

4.5. 시장 공급이란 무엇인가?

4.6. 시장 가격이란 무엇인가?

4.7. 가계살림의 근본 무엇인가?

4.8. 시장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8학년 과정에서는 7학년과 유산한 목차 구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 및　

사회관계，윤리，인권 및 법률 및 경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8학년에

서는 사회의 개념을 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에서 먼저 설명하고 있다.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윤리를 설명하고 있다. 법률 영역에서는 인권에 대한

심화　과정이 설명되고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어 설

명하고　있다．

＜표 Ⅳ-15＞ ９학년　사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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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호되는가?

부록

요약 단어 해석

일부 용어 해석

참고문헌 및 출처

참고자료

내　　용　　목　　차

10학년

제1장 사회 및 사회관계

1.1. 사회화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1.2. 개인의 사회화

1.3. 가족이란 무엇인가?

1.4. 사회기관으로서의 가족

1.5. 가족관계

1.6. 사회의 왜곡과 그것의 영향

1.7. 사회 통제란 무엇인가?

결론

제2장 윤리

2.1. 도덕의 기준이란 무엇인

가?

2.2. 도덕의 구조

2.3. 개인의 도덕의 성숙

2.4. 개인의 일반적인 도덕 기준

2.5. 도덕 및 풍습

2.6. 도덕 및 ‘나’

결론

제3장 법률

3.1. 헌법 및 국가기관

3.2. 공무 제도

3.3. 공무원이란 누구인가?

3.4. 국민을 위한 국가 서비스

제4장 경제

4.1. 비즈니스이란 무엇을 말하

는가?

4.2. 기업/회사이란 무엇인가?

4.3. 기업 조직 형태

9학년　사회과는　사회　및　사회관계，윤리，법률　및　경제　영역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영역이 7, 8학년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

지만 내용은 사회로 확대되어 설명되고 있다. 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은

사회집단과 조직을 확대 설명하고 있으며, 윤리 영역은 사회적으로 가지

고 있어야 할 사회적 도덕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법률은 국민으로서 알

아야　할 법률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경제는 거시적 관점의 시장의 개념

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표 Ⅳ-16＞ 10학년 사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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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민이 정부 관료와 직접 　

　대하기

3.6. 국민, 아니면 기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

3.7.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

록 예방하기

3.8. 갈등, 폭력 발생 시 인권 　

　보호

　결론

4.4. 기업의 이념이 무엇인가?

4.5. 경영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4.6. 마케팅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4.7. 노동 시장

4.8. 고용 및 임금

결론

부록

요약 단어

용어 해석

참고문헌

내　　용　　목　　차

11학년

제1장 사회 및 사회관계

1.1. 사회 구조 및 우리의

생활

1.2. 사회이론의 특징

1.3. 사회를 어떻게 연구하

는가?

1.4. 사회학의 조사방법

1.5. 사회적 지위 및 의무

제2장 문화

2.1. 문화에 대한 이해

2.2. 문화의 공통점 및 의무

2.3. 문화 및 상징

2.4. 언어

2.5. 지식

2.6. 예술

2.7. 평가/가치

10학년 사회과는 사회 및 사회관계，윤리，법률 및 경제 영역 순으

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은 사회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윤리 영역은 도덕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법률 영역에서는

최상위　법인 헌법과 법이 사회적으로 적용되는 과정과 기관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기업에 대한 개념과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 지고

있다．

＜표 Ⅳ-17＞ 11학년　사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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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적인 상호작용

1.7. 사회기관이란 무엇인가?

1.8. 사회의 형태

1.9. 사회의 변화

1.10. 사회적 참여

1.11. 결론

2.8. 기준

2.9. 문화의 변화

2.10. 결론

제3장 경제

3.1. 거시경제. 국내총생산

3.2. 국내총생산 정의 방법

3.3. 사회의 복지생활. 경제

성장

3.4. 국가 및 경제

3.5. 세금 및 세금의 종류

3.6. 증권 시장. 증권거래소

3.7. 통화 및 은행

3.8. 실업자 및 인플레이션

3.9. 결론

제4장 정치 및 민주주의

4.1. 정치에 대하여

4.2. 정치적 통치

4.3. 정치적 권력이란 무엇인가?

4.4. 정치적 권력 분배

4.5. 정치 제도

4.6. 정치 제도의 내부 구조

4.7. 국민들의 정치 참여

4.8.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4.9.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

4.10. 몽골의 민주주의

4.11. 결론

제5장 법률

5.1.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

제도

5.2. 인권에 대한 국제 협약

5.3. 아동권리에 대한 선언문

5.4. 인권보호에 대한 민족

제도

5.5. 재판-인권 보호 보장

5.6. 민사 재판 과정

5.7. 형사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5.8. 형사 재판 과정

5.9. 재판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 해결

5.10. 결론

제6장 국제관계

6.1. 국제교류의 내용 및 정의

6.2. 국제교류 및 외교관의 지혜

6.3. 국제교류 구성 및 발전 단계

6.4. 국제 정치 교류

6.5. 국제 경제 교류

6.6. 국제 문화 교류

6.7. 국제교류 제도

6.8. 국제교류 규범

6.9. 국제교류 현장

6.10. 결론

부록

일부 용어 및 이해의 해석

참고 교재

인터넷 사이트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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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목　　차

12학년

제1장 사회 계층화

1.1. 사회 계층화. 기초 이해

및 이론

1.2. 사회 계층화 기준

1.3. 계층화 유형

1.4. 사회 차별의 기타 유형

및 사회 계층화의 상호

영향

1.5. 몽골 사회의 계층화

1.6. 사회 계층화에서 지위변

화과정?

1.7. 몽골의 사회 보장 제도

1.8. 결론

제2장 문화

2.1. 문화에 대한 이해

2.2.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

2.3. 문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

는가?

2.4. 문화의 대표로서의 개인

2.5. 문화적 자유란 무엇인가?

2.6. 문화적 공간

2.7. 결론

제3장 경제

3.1. 국가의 거시 경제 정책.

국고 정책

3.2. 국가의 통화 정책

3.3. 국제무역 및 환율

3.4. 보호무역 및 자유무역

3.5. 외국인 투자

제4장 정치 및 민주주의

4.1. 공익을 표현하는 이익집단

4.2. 민주주의의 매개체로서 정당

4.3.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

본이다.

4.4. 선거 제도의 특징

4.5. 국가의 존재이유

11학년에서는 윤리를 제외한 6가지 전 영역이 다 구성되어 있다. 사

회　및 사회관계，문화，경제，정치 및 민주주의，법률 및 국제 관계 영

역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사회 구조와 이

를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문화 영역에서는 문화에 대한 개념

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국가 단위의 경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법률 영역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

하고 있고，국제관계　영역에서는 국가 간 교류에 관련된 제도 및 규범을

설명하고 있다．

＜표 Ⅳ-18＞ 12학년　사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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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제경제협력 및 통합

3.7. 경제 발전의 문제점

3.8. 결론

4.6. 국가와 국민 관계의 강화

4.7. 민주주의 이론 및 현실

4.8. 민주주의는 인류의 가치관이다.

4.9. 결론

제5장 법률

5.1. 민사법의 조정 및 계약

5.2. 소유권, 그것의 보장

5.3. 사업의 법적 근본

5.4. 사업을 하는 데에 법이

왜 필요한가?

5.5. 국민이 은행과 직접 대

하기

5.6. 납세자로서의 국민

5.7. 지적재산권 보장

5.8. 행정 사건 재판 과정

5.9. 결론

제6장 국제관계

6.1. 국제교류 주요 원칙의 역사

상 특징

6.2. 국제교류의 현대 법적 환경

의 원칙 및 기준

6.3. 국제교류의 현대 도덕적 환

경의 원칙 및 기준

6.4. 국제 권리 및 윤리적 의무

6.5. 국제교류의 대상

6.6. ‘인민 외교관’에 대하여

6.7. 몽골의 국제교류 참여

6.8. 전 세계 및 지역 국제관계에

서의 몽골의 참여 및 입장

6.9. 몽골 및 이웃나라간의 교류

6.10. 결론

부록
일부 용어 및 이해 해석

참고문헌 및 전자 출처

12학년에서는 11학년과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윤리를 제외

한 6가지 전 영역이 다 구성되어 있다. 사회 및 사회관계，문화，경

제，정치　및 민주주의，법률 및 국제 관계 영역 순으로 구성되어 있

다. 사회 및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사회 계층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몽

골의 현실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문화 영역에서는 문화에 대한

구분과 이해를 위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국가 간

경제 활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에서는 선거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설명한다. 법률 영역에

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재판 중심의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국

제관계 영역에서는 국가 간 교류를 위한 원칙，제도，기준을 설명하고



- 100 -

몽골의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2.3.2. 사회과 교과서에서 나선형교육과정이 사회, 사회관계 영역에　

적용된　사례

여러 학문영역의 관련되는 개념을 심화시키면서 교과를 편성하여 개

념을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추상적 사고발달을 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

는 나선형 교육과정이 적용된 사회，사회관계 영역을 분석하였다．

7 학년

사회,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개인과 그의 특징에 대해

‐개인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에 대해

‐개인이 집단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개인과 그들 간의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8 학년

사회,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의존해서 산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은 생활요구에 따라 사화생활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

‐개인과 사회집단과 동료에 대한 개념을 갖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기 자리를 잡고 임무를 실행하는 것을 알기

‐사회집단과 개인 간의 교류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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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사회생활 참여를 이해하기

9 학년

사회,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사람의 일상생활과 그 행동들은 사회 구성체로서의 조직 범위 내에서 벌어진다

는 것을 이해하기

‐조직에 대해 이해하기

10학년

사회,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개인과 가족 간 교류의 형태와 역할 이해

‐사회적 감시와 사회의 비정상적 현상에 대해

‐사회 질서와 문화에 적응하기

11 학년

사회,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사회와 사회구성에 대하여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하여

‐사회교류와 사회상호교류에 대하여

‐사회 변화와 사회 형태에 대하여

‐사회에 대한 이론과 사회조사 방법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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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년

사회,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사회계층에 대해 이해하기

‐사회계층 기준에 대해 인식하기

‐몽골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계층구조를 비교해서 이해하기

‐사회 이동(지위), 그 유형과 채널에 대해 이해하기

‐사회보호, 사회복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사회，사회관계 영역에서 개인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집단

속에서 효과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과목의 영역을 활용

하여　심화 편성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8학년에서는

사회집단 개념 도입하고，9학년에서는 조직의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다.

10학년에서는 사회질서 개념을 연결하고 있다. 11학년에서는 집단과 사

회조직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과 연결시키고 있으며，12학년에서는 사

회 계층과 사회　이동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사회，사회관계와

관련된 여러 개념을　기본 개념과 반복적으로 주제로 다루면서 개념을

심화시켜 추상적 개념을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는 점

에서 나선형 구성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4. 12학년 사회　교과서 단원(Unit) 구성의 예

단원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교육되고 있는 한 단원을　

채택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2학년 사회，사회관계 영역에서 다루어 지

고　있는 몽골 사회의 계층화 단원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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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절에서 부터 현재의 몽골의 사회 계층 구조를 어떻게 정의하

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절의 4가지 계층구조를 설명하

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이 편성이 되어 있다. 사회

주의 시기가끝나고 1990년 이후의 사회 계층화를 다르게 이해하는 이론

을 설명하고 있다. 즉，상류계급，중류계급，하류계급 등의 세 가지 계

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적 통

계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계층 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편성하고 있다. 하류계급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인 빈곤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빈곤 범위를 정의하는 여러 가

지 질문이 편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계층화의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숙제가 주어진다. 실제 교

과 단원 번역은 아래와 같다．

12학년 사회 교과서(pp. 22 - 27)

1.5 몽골 사회의 계층화

활동 1.6 질문을 중심으로 토의하기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17.5%,와 12.3%를 기록하

였다. 이는 몽골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나 빠른 경제의 성장

에도 불구하고 빈곤 비율의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다. 빈곤 비율의 감소는

2011년 9.4%에서 2012년 2.4%로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성장은 두 자리 숫자로 급증하고 있지만, 성장 효과가 빈곤을

줄이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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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사회 계층화. 사회주의 시기 몽골 사회의 계층

구조는 크게 3가지 계층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목축 노동자, 일반 노동자

그리고 지식인 계층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대가 끝나고, 1990년 이후로

계층 구조를 좀 다르게 보게 되었다. 또한 사회의 평등성을 유지하려고 하

던 이전의 도전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연구자들이 주장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주의 때 계층은 목축민, 노동자, 지식인,　노멘클

레투라(nomenklatura)라는 네 가지 구조로 정의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목

축 노동자 계층은 어떠한 조합에 속해있는지, 그들의 보유한 가축의 수와

연간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하위 계층이 구분 될 수 있지만, 큰 차

이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조합원들의 수익, 생활수준은 일반 노동자 및 농

부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며, 보통 빈곤 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

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몽골에 노동자 계층이

구성되었다. 노동자 계층을 가로축(산업) 그리고 세로축(전문성 필요수준)으

로 해석하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면, 가로축으로는 산업에 따라, 교통업,

건축업, 서비스업, 목축업 등 평행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세로축으로

는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와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사회적 지위 차

이에 의해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자격증은 교육 수준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

으며 이와 관련하여 젊은 노동자들은 통상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 시기 또 하나의 계층은 지식인 계층이었다. 지식인 계층은

1960년까지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발전시킨 덕분에 구성될 수 있었다고

연구자들은 보았다. 1969년 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는 총인구의 19,9%는 지

식인 계층에 속해 있었다. 지식인 계층 내의 교육수준 차이가 중요한 역할

을 가졌다. 연구자들이 지적 수준으로는 지식인과 공무원, 권력 차이로는

지도자와 실행자, 소유 형태로는 공동재산 지식인과 협동조합의 지식인, 위

치로는 도시와 도시 외 지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약간의 차이가 나타

났다.

넷째 계층은 노멘클레투라 계층이다. 이들은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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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로 정당 혹은 국가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다 몽골 연구자들은 노멘클

라투라를 정당인, 국가 공무원, 기술자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했다. 노멘클

레투라에 속한 계층은 세부적으로는　그들이 가진 권력, 특별 복지 등 혜택

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상계급은 정치인 등 이며 이들을 보좌하는 비서들

은 그 다음이다. 노멘클라투라는 일반 목축민, 노동자, 지식인들보다 몇 배

더 많은 수익과 특별 복지를 받았다. (p. 23)

질문

1. 사회주의 경향을 따라 가던 시기의 계층화 구조를 그 당시의 연구자들이

목축 종사자, 일반 노동자 그리고 지식인 계층으로 구성된다고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 인민 혁명 전 시기와 사회주의 경향을 따라 가던 시기의 목축민 계층의

차이가 무엇일까?

1990년부터 시작된 사회 제도 변화는 사회주의 시기의 계층 구조 또한

변화시켰다. 이것은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던 정치 제도의 붕괴, 시장경제교

류, 민영화, 개방적인 자유무역의 폭발 등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렇게 급변하는 사회 구조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전에 있던 정보

들을 통해서 사회의 자원이 어떤 계층에 어떻게 분배되고 있었는지, 그래서

사회 계층이 어떻게 형성되어가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

다.

과도기의 계층에 대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 경제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계급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류 계급: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상류계급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

렵다. 그러나 이 계층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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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명 총 납세 (10억)

에르데네트 공장 459.07

타왕톨고이 168.81

엠씨에스 홀딩(모든 자회사가 포함) 129.73

몽골린 알트 MAK 유한책임회사 128.25

ＡＰＵ 67.38

어유톨고이 63.54

사우스고비 샌드스 42.94

모비콤 코퍼레이션 41.02

볼드투무르 예루 골 29.16

칸 은행 22.32

몸담고 있었음이 확인 된다. 흔히 이들을 “정치-경제 과두들”이라고 불렸

다. 상류계급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자본을 축적하고, 많은 소비를

하며, 고급 가구를 들인 아파트와 별장을 가지고 생활하며, 자식들을 선진

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등의 행태를 볼 수 있다. 사회 제도가 변화된 지 20

여 년 지나가기 때문에 상류계급은 기타 계급 소비와 라이프스타일과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들의 생활의 공개수준은 낮으며, 여

러 세대에 걸쳐 상류 계급을 이루는 최상류층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

이다.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 업체 중의 100위권에 들어간 업체가 납세한

세금은 총 세금 수익의 70%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자원이 소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에르데네트 공장이 납세한 세금의

규모가 민간업체 6개가 납부한 세금의 규모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민간업체

가 더욱 많은 자본을 축적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성공의 주원

천은 광산업이라는 것이 주의를 끈다.

＜표 Ⅳ-19＞ 회사들의 세금 납부, 1-10위 (2011년 기준)

출처: 중앙세무청, www.mta.mn/news/show/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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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계급: 중간계급을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중상과 중하로

나눌 수 있다. 중상계급에는 정부기관의 중간 정도 공무원, 집행국의 간부,

은행금융, 대기업 사장, 고용주, 문화, 예술, 스포츠 엘리트 집단이 속한다.

중하계급에는 중소기업 사장, 고용주, 대기업이나 서비스 기관의 매니

저, 교수, 연구원, 의사, 중간 정도의 사업자, 정부기관의 최저 공무원, 군인,

경찰의 상, 중 장교, 법원 공무원, 부유한 목동, 고급 전문가가 속한다. 이

계층의 대부분은 고용주가 아닌 직원이다.

하류계급: 이 계급을 또 다시 세 가지 계층-하상, 하중, 최하층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계급은 전체적으로 빈곤층으로 구성된다. 몽골 인구의

3명 중의 1명은 이 계급에 속한다.

하상계급을 가난한 고용자 계층이라 칭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일을

하지만 수입과 월급이 적은 일반 고용자들이 이 계층을 구성한다. 현재 고

용자의 총수와 비율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의 비

율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2010년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고용자 인구

7.5%가 이에 해당한다. 대략 예측해 보면 총인구의 8.9%는 일반 고용자이

다. 일반 고용자의 대부분은 빈곤층이다. 사회 경제 조사에 따르면 가난한

가계 중에 일을 하는 가장을 지닌 가계가 많이 관찰되었다. 전문적 능력이

부족한 것은 빈곤을 더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 복지에 매달리지

않고 일을 통해 스스로 서기위해 애쓴다.

하중계급은 조금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으며, 지원과 혜택이 반드시 필

요한 사람들이다. 길베트와 칼 등 연구자들이 이 계급은 교육을 적게 받거

나 교육이 없는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좋고, 자신감이 없고, 소득

이 적고, 정기 수익 원천이 없는 자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아주 힘

든 상황에서 살고 있으며, 사회 복지와 지원에 매달려 산다.

최하층 계급은 집이 없는 자, 노숙자, 마약과 알콜 중독자, 매춘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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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구걸, 쓰레기 줍기, 매춘하기, 노숙 등이다.

사회 모든 서비스와 지원 밖에서 생활하며 따돌림을 받은 자들이다. 2010년

기준으로 울란바토르시 복지청 정보에 따르면 노숙 생활을 하는 자가 총

1036명으로 등록된 바 있다. (p. 25)

질문

1. 현재 사회 계층화를 구성하는 데에 주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

2. 1990년대 사회 제도 변화는 사회주의 경향으로 발전했던 시기의 계층화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빈곤 문제: 빈곤의 정의는 해당 사회의 표준생활수준으로 생활하지 못

하는 것이다. 빈곤은 수익 수준 등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스스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하여 사는 수준, 본인 문제를 결정하는

의지력 수준 등에 따라 구분된다.

가계 빈곤은 생활, 자원, 지식, 그리고 권력이라는 기준으로 정의된다.

생활은 가계 수입, 가계의 자립 재정 능력, 가계 소비, 자본 등에 의한다.

자원에는 식구들의 교육, 건강,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 등이 영향을

미치며, 식구들의 능력, 자본, 아파트 등으로 정의된다. 가계가 보유자원이

있으면 리스크로부터 대처할 능력이 있다. 지식에는 정보를 얻을 기회, 사

용 능력, 교육 수준, 본인의 표현력 등을 포함시켜 이해할 수 있다. 가계와

가계 식구의 권력 수준은 거주 지역, 개인 권리와 사회적 영향력, 법적 기

회 등으로 정의된다.

정부는 최저생활수준을 정의하여, 사회 구성원의 빈곤 수준이 어느 정

도가 되어야 빈곤층인지 구분한다. 최저생활수준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

을 위한 소비를 충족할 만한 수입수준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활의 최소 소

비를 금액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최저생활수준 이하 수준에서 생활하는

인구를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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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 2010년 2011년 2012년

범위 영역 38.7 33.7 27.8

심 화 11.5 9.2 7.1

비평등성의 지니계수 0.33 0.34 0.34

빈곤층은 또 다시 빈곤자, 극빈자로 나뉜다. 최저생활수준 이하 수입,

해당 사회생활 표준과 수준 이하 조건으로 사는 사람들을 빈곤자라 한다. 1

인당 수입으로 최저생활수준의 40% 이하 수입, 생활의 사소한 소비를 충족

할 수 없는 유한 소비인 사람들을 극빈자라 한다. 빈곤 조사 범위 영역 및

심화의 지수를 계산하여 빈곤 수준을 정의한다. 총 인구의 몇 퍼센트가 빈

곤층인지는 ‘범위 영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빈곤 심화 지수’를 통

해서 어느 정도 소비 수준 이하의 인구가 빈곤층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지니

계수는 비평등 지수이며 가난하지 않은 인구와 빈곤층간의 소비 비율 차이

를 나타낸다.

＜표 Ⅳ-20＞ 빈곤 기본 지수, 2010-2012년

출처: 통계청.　가계의 사회-경제 조사(2010-2012년)

결론을 내리자면, 과도기의 몽골 사회 계층화에는 한편으로는 자본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바닥 계급이 새로 생긴 것이다. 생활수준 조사에 따

르면, 1992-1995년에 부자와 빈곤자 차이가 새로 생기고, 1995-2010년에 몽

골에 빈곤 범위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 중간 계층의 비율이 줄여들고 부자

들과 빈곤자들의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2011년 이후로 경제 성장 영향으

로 빈곤 범위 영역은 줄여들었지만, 비평등성 지수가 증가된 것을 “가계의

사회-경제 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공공재산이 많은 사회주의 때 상

대적으로 비슷한 생활과 생활 조건에서 생활했던 몽골인들은 오늘날 심화

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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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총 인 구 빈곤 인구 빈곤 범위 영역

도 시 1252.3 493.4

울란바타르 649.8 221.6

아이막의 중심지 602.5 271.8

시골에 1134.7 369.9

전국 내에 2387 849.8

활동 1.7 통계를 보고 풀어 봅시다.

＜표 Ⅳ-21＞빈곤　지수에　관한　문제　풀이

해결 문제:

1. 상기 표를 보고 각 지역의 빈곤 범위 영역을 계산해 보시오.

2. 본 표에서 비상관변수와 상관변수를 구별하시오.

3.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곤 범위 영역 내의 위치 차이를 보여 준

그래프를 만들어 보시오.

4. 그래프에서 위치 및 빈곤간의 상관함이 관찰되는지를 자세하게 해석하시오.

숙제

“경제 성장 및 계층화” 주제로 에세이(500개 단어)를 쓰시오.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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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결론

몽골의 교육제도 발전을 인민혁명 이후인 1921년부터 1940년까지

문맹퇴치에 주력한 “근대학교의 태동기간”, 1940년부터 1990년까지 “사

회주의 교육체제기간”, 1990년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시장경제 교육체

제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0년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몽골교육은 세 번째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때 발생한 가

장 큰 변화는 사회주의 이념을 탈피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민주

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실시된 것과 소련의 교육제도를 포기

함과 동시에 몽골의 문화전통에 근거한 민족주의적 교육이 부활되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및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몽골교육의 변

화는 1991년과 1995년, 2002년 세 차례의 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

다. 200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국제화, 정보화와 더불어 2005년부터

5-4-2　학제가 시행되었다. 200６년에 작성된 몽골 정부의 교육발전 마

스터플랜　목표에 따라 중등교육을 12년제로 바꾸고, 국제 기준에 맞추

어 6-3-3학제로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재 몽골은 6-3-3학제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 5-4-3학제라는 과

도기적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큰 변화를 안

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인데 이 과도기적 과정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검토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과 내용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교과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비교 검토 및 제

안 작업을 위해 선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

는 현 교육과정에 적용된 이론과 실제를 검토하고 현 몽골 사회과 교육

과정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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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사회과 교과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에 이미 개정된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여러 가지 사회과 교육과정 이론을 통해 이해하고 중

요한 부분들이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

아보았다．

몽골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과의 기초 이해, 기술, 경향을 가지며, 정의, 인도주의

를 익힘으로써 자기계발을 소망하는 국가주의, 국민의례, 공통성

(communality)을 지닌 국민으로 성숙하는 데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는，사회의 현상

및 과정 분석 능력，문제해결능력，사회과목의 주요 이해 정의 및 사용

습득 능력，거래 및 협력 능력 등이 있다. 이를 조금 더 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사회의 현상 및 과정 분석 능력으로는　학교ž지방ž국가ž민족의

사회 현상 및 과정에 대해 질문을 하기，학교ž지방ž국가ž민족의 사회 현

상 및 과정을 사회적 접근방법(Social inquiry approach)으로 조사하기，

학교ž지방ž국가ž민족의 사회 현상 및 과정 관련 정보탐색 및 수집하기，

일상생활의 사회 현상과 과정에 대하여 자기주장에 의하여 판단하고 평

가하기， 조사한 주제 내에서의 사회 현상과 과정을 역사적 및 지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구분하고 토론하기가　있다．

둘째，문제해결능력으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

는 재미있고 분쟁이 있으며 대립되는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는 정확한 수

준으로　분류(sort)하기，문제 해결에 의심스럽게 대하고 다양한 측면으

로 살펴보고 숙고하고 본인의 버전으로 제시하기，해당 문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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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차이가 있는 의견 및 생각 버전을 비교하기 공통점을 찾고 평가

하기，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사용하고 작성하기，자

기 생각 및 입장을 표현하고 근거있게 증명하고 변론하기，가치를 존중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일정한 사회적 가치의 뜻ž 내용을 이해하고 인

정하고 자기화하기，조사 의논 해결을 하는 문제 내에서의 가치를 구분

하고 해석하기，학교ž 지방ž 국가ž 민족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고 자

랑하는　소망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기，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비교

하고 선택하기가 있다．

셋째，사회과목의 주요 이해 정의 및 사용 습득 능력으로는　기초교

육의 사회과 주요 이해들을 구분하고 정의하기，기초교육의 사회학 내용

영역 내에서의 주요 이해를 자기 생각 및 사례로 해석하고 평가하기，사

회학의 일반적인 이해와 특별한 이해， 그들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올바

른 이해를 갖기，개인 사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구분하고 장단점

을 확인하고 그를 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배우기가　있다．

넷째，거래 및 협력 능력으로는，개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동을

적당하게 표현하기，남을 듣고, 이해하고 남의 생각과 입장과 관심을 존

중하기，개인관계 행동은 본인과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ž 그를　

통하여 발생한 행동 잘못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팀에 있어서 의무

와 책임을 인식하고 팀원들에게 조언 및 도움을 주고 팀원들로부터 배우

며 협력하기 등 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몽골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조직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구성적으로는 먼저 몽골의 사회과 교육과

정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까지 이르게 된 역사적 변천과정과 사회적 특징

을 기술하였다. 특히, 몽골은 근대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와 체제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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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을 시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힘

든 점이 많다. 사회과(일반사회 영역) 과목은 이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그

러한 이유로 이점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학제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역사 및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용된

사회과 구성 원리 및 이론과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내용 요소를 어느 수준에

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범위의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구성의 문

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확대법의 원리, 나선형의 원리, 통합의 원리, 그

리고 지역화의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중 나선형 원리를 이용하여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통합의 원리를 준용한 NCSS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에서 선정하는 10개의 사회과

테마인 1) 문화 2) 시간, 영속성 그리고 변화 3) 인간, 그리고 환경 4) 개

인 발달과 정체성 5) 개인, 집단 및 제도 6) 권력, 권위 및 정부 7)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 8) 과학, 기술 및 사회 9) 국제 관계 10) 시민 이상과

참여 등의 스트랜드가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의 관점에서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

해 보면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를 반영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몽골 사회과의 경우 학습 목표와 요구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와 사회관계, 윤리, 법률, 문화, 경제, 정치와 민주주의, 국제교류 등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역들이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즉, 기본적인 4가지 영역인 사회와 사회관계, 윤리,

법률, 경제의 영역이 11학년에 들어오면 심화 된 영역인 문화, 정치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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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국제교류와 관계를 맺으며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분류하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 3개의 영역이 아니라 미국에서 분류하는

10개 주제(Strand)와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몽골의 사회과는 통합형 사

회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 역사 및 지리

영역의 독립 과목 편성이다. 즉, 사회과가 아닌 역사과 및 지리과로 분리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NCSS의 10개 주제(Strand) 중 “시간, 영속성과

변화” 주제는 몽골 중등 사회과 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둘째, “과학, 기술 및 사회” 주제(Strand)는 11학년에서만 다루어지고 있

으며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1차 산업에　

의존적인 몽골의 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부분이지만, 교육은 미래를 준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제 및 과정의 심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셋째, 체

제 변화라는 큰 정치적 변화를 경험한 몽골 사회의 특징상 “정치와 민주

주의” 관련 영역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별 편성을 보면 11학년 이후에 편성되어 있다.

2．제언

몽골에서 1990년도에 시작한 민주화　과정은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

찬가지로 교육 분야에도 변화와 혁신을 초래하였다. 이때부터 교육을 인

도주의적, 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는 과정의 결과물과 지혜와 경험을 서

로 연결시켜 성립해주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해왔다. 이에 따라 몽골 교

육　분야에는 혁신적인 정책 및 교육 내용과 교육과정이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결론에서 나온 여러 특징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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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첫째,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 주제를 중

등과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11학년에서 상대적 비중이 낮게 다

루어지고 있는 “과학, 기술 및 사회” 주제(Strand)는 사회 전체의 변화와

시민의 생활 변화를 일으키므로 사회과에서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

다. 셋째, NCSS의 주요 주제인 “시민이상과 참여”가 몽골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을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학교가 조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세계 시민으

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길 위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한

다. 시민교육 내용을 분류하고 여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 종교,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등 시민교육의 여러 요소를 동등하게 교육시

켜줌으로써 현재 몽골 시민 교육의 제한된 범위를 넓히며, 학교에서 배

우는 사회과 과목과 시민교육 과목을 통합시켜야한다．

따라서 몽골의 사회과교육에서 정의, 인권, 자유, 준법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사상, 문화적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몽골에서는 정부정책

의사 결정 과정이 대중에 공개되는 추세이며,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방식이 사회와 정치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 차제에

미래세대에 시민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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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МОНГОЛЫН БОЛОВС РОЛЫГ 

2006-2015 ОНД ХӨГЖҮҮЛЭХ МАСТЕР ТӨЛӨВЛ ӨГӨӨ 
2006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몽골교육문화과학부：교육분야 2011～2012 통계자료집(БСШУЯам: Бо ло

всролын салбарын 2011-2012 оны хичээлийн жили й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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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татистикийн мэдээллийн эмхтгэл (I))

몽골국가통계청：통계뷸레텐 2012/01（Mонгол Улс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Үндэсний Хороо : Статистикийн Бюллетень 2012

몽골교육문화과학부：몽골교육분야발전과정 80년.(2001).울란바토르(БСШ

УЯам :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САЛБАРЫ Н ҮҮС

ЭЛ, ХӨГЖИЛ 80 ЖИЛД  2001 Улаанбаатар)

N.Begz (2007)．교육분야발전이론 및 문제점．울란바토르(Н.Бэгз 2007

БОЛОВСРОЛЫН ХӨГЖЛИЙН ОНОЛ, АРГАЗҮЙН АСУУДЛ  

УУД  Улаанбаатар)

몽골교육문화과학부：사회과교사 학술학회(2012), 울란바토르(БСШУЯа м:

НИЙГМИЙН УХААНЫ БАГШ ИЙН ХӨГЖИЛ: ОНОЛ, ПРАК

ТИКИЙН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АЛ 2012 Улаанбаатар)

몽골교육문화과학부：초，중등교육 유사교육과정(2006), (БСШУ Яам: Ба

га, суурь, бүрэн дунд боловсролын дүйцсэн су 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2006 Улаанбаатар)

몽골교육문화과학부：비공식교육에 대한 평가결과 및 조언(2005)．울란바

토르(БСШУЯам : Албан бус боловсролын талаар хийсэ н 

үнэлгээний дүн ба зөвлөмж 2005 Улаанбаата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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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몽골 7~12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 목   차 -

1. 12년제 7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2. 12년제 8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3. 12년제 9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4. 12년제 10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5. 12년제 11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6. 12년제 12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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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제도의 

구성부분
기대되는 결과

내                  용
평    가

지    식 능    력 수용 / 경향

사회, 사회
관계

알아내기:

‐개인과 그의 특징에 
대해 

‐개인이 소중히 여겨
야 할 것에 대해 

‐개인이 집단에 포함되
거나 영향을 끼치는지
에 대해

‐개인과 그들 간의 관
계가 사회를 구성하는
지에 대해 

능력:

‐본인과 다른 학생의 
개인 특징을 의문과 

‐개인과 그의  반복되
지 않는 특별한 특징에 
대해

‐개인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귀중한 것들)

‐개인이 집단에 포함되
거나 영향을 끼치는지
에 대해

‐개인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사회가 집단과 단체, 
사업, 문화와 정치 등 
여러 가지의 교류로 구
성되는 것에 대해

‐개인과 그의 특징에 
대한  사회상상과 
개념을 자기말로 설
명하기

‐개인이 소중히 여겨
야 할 것들을 성격
의, 노동의, 교류의, 
건강의 등 종류별로 
말하기

‐ 개인이 왜 집단에 
포함되는지, 왜 집단
의 단원이 집단을 
대표하는지, 왜 집단
에 영향을 끼치는지
의 이유와 연관성을 
예와 자료를 토대로 

‐개인과 그의 특징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표현한 에세이, 논술 
작성하기

‐개인이 소중히 여겨
야 할 것들을 성격의, 
노동의, 교류의, 건강
의 등 종류별로 표를 
만들기

‐ 개인이 왜 집단에 
포함되는지, 왜 집단
의 단원으로 대표가 
되는지, 왜 집단에 영
향을 끼치는지의 이유
와 연관성을 예와 자
료를 토대로 에세이 

‐개인과 그의 특징, 개
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
향, 사회가 개인에게 끼
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
의 수준

‐개인이 여겨야 할 것들
을 종류별로 구별하고 
순서를 정하는 능력의 
수준

‐개인관계는 사회관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예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설
명하는 능력의 수준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와 연관성을 정의하는 
능력의 수준

1. 12년제 학교 7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학습 목표 :◯사회, 사회관계, 윤리, 법률과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

◯사회와 윤리, 법률, 경제적 현상과 과정 이해, 관찰 능력

◯가족, 집단과 단체, 학교, 단체 활동 적극적 참여, 타인과의 협조, 타인으로부터의 학습

◯개인과 집단, 학교와 단체에서 타인과 서로 이해하고, 본인과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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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발견하는 방
법을 배우기

‐개인이 집단에 포함
되거나 영향을 끼치
는 이유와 결과를 예
와 증거자료를 토대
로 토론하기

자립해 살기, 사회화:

‐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관, 대인관
계 특성 및 공감을 습
관화하기

 ‐개인이 사회 영향으
로 구성되고 또한 사회
를 구성하여 변화시키
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
해 

설명하기

‐개인관계로 인해 사
회관계와 교류가 구
성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와 경우를 
인용하기

‐사회는 집단과 단
체, 사업, 문화와 정
치 등 여러 가지의  
교류로 구성된다는 
것을 자기 수준의 
의문과 대화 등으로 
수집하고 작성한

 자료와 지식으로 
증명하기

작성하기

‐개인관계로 인해 사
회관계와 교류가 구성
된다는 것에 대해 평
가하기

‐사회는 집단과 단체, 
사업, 문화와 정치 등 
여러 가지의  교류로 
구성된다는 것과 그의 
이유와 연관성에 대해 
조별로 토론하기

‐사회는 일면에서 집단
과 단체와 다른 면에서
는 사업, 문화와 정치 
등 여러 가지 관계와 
교류로 구성된다는 것
을 표로 만드는 능력의 
수준 

‐본인과 다른 학생의 개
인 특징을 질문 및 인
터뷰로 발견하는 방법
을 이용하여 발견하고 
타인을 평가하는 능력
의 수준

윤리:

‐도덕의

기준

‐전통적

풍습

알아내기:

‐습관에 대하여

‐습관의 일반적 기준
과 의무에 대해 개
념을 익히기

일상생활과 삶, 사
업하기 전통의 진보
적인 풍습을 알기

‐대인관계 윤리에 대
해

능력:

‐도덕과 습관에 대한 
개념

개인의 습관 일반적 기
준:

‐친절하고 화목함, 그리
고 고집 센 성격

‐겸손함과 거만한 성격

‐공정함과 비겁한 성격

‐꼼꼼함과 부주의한 성
격

‐도덕과 개인 습관
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기

‐습관의 일반적 기
준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설명하기

‐습관의 일반적 기
준과 의무에 대해 
간단하게 도움말을 
작성하기 

‐가족과 친구들, 그
리고 집단 내에서의 

‐본인 성격의 단점을 
알고 고치려고(잘못을 
인정하고, 남을 용서
하기) 노력하기

‐본인과 타인에게 요
구하여 목적을 세우고 
일하려고 노력하기

‐부모와 선생님 그리
고 타인을 대할 때 습
관의 일반적 기준과 
의무를 수행하기

‐타인의 성격의 공통

‐습관에 대한 자료와 
개념의 

지식수준

‐본인 성격의 단점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
는 태도의 수준

‐부모와 선생 그리고 
타인과 대할 때 습관
의 일반적 기준과 의
무를 수행하는 행동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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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이 일상생활에
서 중요한지에 대해
자기 말로 설명하기

‐전통의 진보적인 풍
습을 예를 들어 설
명하기

자립해서 살기, 사
회화되기:

집, 학교, 사회, 문
화 환경에서 습관의 
일반적 범위를 지켜 
행동하기

‐본인 성격의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더 
형성되도록 만들기

‐인내심과 불안정한 성
격 등

‐화목(가족, 친구, 단원
들과 대할 때)을 소중
히 여긴다

‐자연을 대할 때 습관
의 범위를 지키기

‐본인과 남에게 주는 
사업을 하는 전통의  
진보적인 풍습:

‐협동 생활과 노동에 
대한 내용과 풍습 

‐노동과 살림에 대한 
교훈, 속담과 옛이야기

습관의 일반적 기준
의 공통점과 차이점
에 대해 정하기

‐자연을 대할 때 습
관의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결
과에 이르는지를 실
질적으로 설명하기

‐협동 생활과 노동
에 대한 교훈을 풍
습을 통해서 설명하
기

‐노동의 힘으로 삶
이 나아진다는 것을 
연기로 표현하기

‐노동과 살림과 관
련된 풍습과 속담, 
옛이야기 등이 영향
을 미치는 습관의 
내용을 정의하기

적인 가치에 대해 논
의하고 그들의 사상을 
존중하기 

‐자연을 대할 때 습관
의 긍정적인 면을 고
려해야 하는 것에 대
해 선후배들에게 제안
하거나 편지 쓰기

‐협동 생활과 노동에 
대해 교훈을 준 풍습
을 평가하기

‐노동과 살림과 관련
된 풍습과 속담, 옛이
야기 등의 도덕적인 
영향에 대해 의논하기

‐타인에게 질문하기, 
대화와 의논, 토론에 
참여하기

‐관련 교과서, 책, 잡
지 등에서 기록을 하
기

‐본인과 타인의 목표
를 세우고 일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의 수준

‐타인의 성격의 소중
한 공통점을 존중하고 
받아드리는 태도의 수
준

‐성격의 긍정적인 면
을 여기고,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본인 입장을 선
후배들에게 표현하는 
능력의 수준

‐협동 생활과 노동에 
대해 교훈을 준 풍습
을 보고 배우는 자세
의 수준

법률:

알아내기:

인권(아동권리)에 대
한 지식 확대

‐아동권리 보호에 대
한 몽골법, 아동권

‐인권에 대한 개념

‐인권 종류:

‐학습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인권에 대한 개념
을 구두나 서면으로 
표현하기

‐인권과 관련된 문
서를 찾고, 그 중요

‐인터넷 웹 사이트에
서 인권 및 아동권 그 
수행과 위반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
기

‐인권에 대한 개념을 
구두나 서면으로 표현
하는 능력 수준

‐인권과 아동권, 그들
의 수행에 대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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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규칙, 규정,

법

‐정부조직

리조약 등 인권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사회복지에 대한 개
념   

능력:

인권보호기관의 업
무를 설명하기

‐지역의 행정기관 업
무에 대해 정확한 
연원을 이용해 정보 
수집, 작성 방법을 
배우기

자립해 살기, 

사회화:

‐일상생활에서 인권
과 법률적 범위를 
지키기

에서 살기

‐의견을 표현하기

‐건강 보호 받기

인권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아동권리조약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몽골　법

‐초중등 교육법에 아이
들의 수학할 권리를 어
떻게 보호해 줬는지에 
대해

‐사회복지에 대한 일부 
법과 규정(사회복지 법
률에 대한 개념)

‐도, 군, 시, 구의회

‐읍, 동 시민회

‐도, 군, 시, 구청장과 
도, 군, 시, 구청

성을 설명하기

‐인권보호기관의 업
무를 설명하기

‐가족과 학교 환경
에서의 아동권{수
학, 건강하고 안전 
된 환경에서 살기 
등} 위반 구별 및 
해결할 방법에 대해 
제안하기

관련된 상황 분석 
시 예전에 습득한 
법률적 지식을 이용
하기

‐사람들이 연금과 
보조금, 복지 서비
스를 어느 곳에서 
받는지에 대해 말하
기

‐관련법과 규정, 조
항을 이용하기

‐정보통신기술을 이
용해 연구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하기

‐지역행정기관과 일

‐위의 것들은 자기 수
준에 맞게 작성해 단
체와 학교(벽신문, 퍼
스터, 안내책자 만들
기, 연출하기, 
(AKHA, DEVJEE, 
TV 프로그램) 토론하
기 등)애 소개하기

‐아동권 보호관련 법
의 어떤 조항을 위반
했는지 예문을 토대로 
조별로 의논하기

‐본인과 집단 범위 내
에서의 인권과 관련된 
정확한 생각을 부모와 
선생, 사회 지도자 (복
지사), 학교 행정, 지
방정부기관과 일부 무
정부기관에 의뢰하기

‐지방정부기관 직원 
같은 사람들과 만나기

‐그러한 기관들의 연
락처 목록이 들어간 
안내책자 만들기

방법을 이용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수준

‐인권과 아동권 수행
과 위반에 대한 정보
를 자기 수준에 맞게 
작성해 단체와 학교에 
소개하는 능력 수준

‐아동권 보호 관련 일
부 법의 조항을 예문
을 토대로 해석하는 
능력의 수준

 ‐본인과 집단 범위 
내에서의 인권과 관련
된 정확한 생각을 타
인에게 문의하거나 대
하는 능력 수준

‐지방정부, 행정기관의 
일부 직원들과 대하는
(대화하고 본인생각을 
말하기 등)능력 수준

‐지방정부, 일부 행정
기관 업무와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이것에 대
해 남들에게 광고하는 
능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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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부행정기관의 
역할을 구별해 호명
하기

‐경제:

‐경제에

대한 개념

‐시장

경제에

대한 개념

알아내기:

‐본인과 가족의 소
비, 물품 선택, 부
족, 소비자와 생산
자에 대해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에 노동과 생산, 
서비스가 필수적인 
것에 대해

‐구매자와 구입자,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해

‐돈 보수 수입과 수
출에 대해

‐자연과 생태계, 합
리적 소비에 대한 
개념을 갖기

능력:

‐위의 경제적 개념을 
자기 수준에 맞게 
설명하기

‐가정의 수입수출을 

‐본인과 가족의 소비에 
대해

‐구입 능력에 대하여

‐노동과 생산과 서비스
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
하여

‐선택, 합리적 소비, 사
유재산과 전략에 대하
여

‐돈에 대한 개념

‐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에 대하여

‐구매자와 구입자

‐생산자와 소비자

‐그들의 연관성에 대하
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념

‐자기 학교, 사업, 경제
에 대하여

‐본인과 식구들의 
소비량을 확인하기

‐부적절한 소비에 
한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우리가 매일 사용
하는 식품, 의류, 문
구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는지
를 확인하기

‐우리 생활에서 돈
이 어떤 역할을 하
는지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안하
기

‐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자원이 꼭 필
요하다는 것을 예와 
자료로 확인하기 

‐시장에 누가 어떤 
역할로 참여하는지
를 설명하기

‐원하는 것(사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은 서
로 다르다는 것을 예
문을 통해 설명하기

‐올바르게 사용하기, 
적절한 선택을 하기, 
사유 재산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남에게 
알려주기

‐가족의 매일의 식품
소비에 대해 계산하기

‐사람들이 경제적 자
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부정한 결
과를 가져오는지에 대
해 조별로 의논하기

‐본인과 가족의 경제
적 소비와 자원, 부족
에 대한 지식의 수준

‐생산과 서비스, 생산
자와 소비자, 노동, 
수입과 지출, 돈과 보
수에 대한 개념을 설
명하는 능력 수준

‐올바르게 사용하기, 
적절한 선택을 하기, 
사유 재산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배운 수
준

‐본인과 가족의 수입
과 지출을 계산하기,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찾는 능력 수준

‐사람들이 경제적 자
원과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장단점을 
예를 토대로 설명하는 
능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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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하기

자립해 살기, 사회
화되다:

‐나와 가족 범위에서 
경제적 계산을 하고 
적당한 소비를 일상화  
시키기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
기 위해 사회 환경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
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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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제도의

구성부분 기대되는 결과
내                용

평     가
지   식 능   력 수용 / 경향

사회, 

사회교류

‐개인,

사회집단

‐개인과

개인,

알아내기;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의존해
서 산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은 생활요구에 따라 사화생활
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

‐개인과 사회집단과 동료에 대한 개념
을 갖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기 자리를 잡
고 임무를 실행하는 것을 알기  

‐사회집단과 개인 간의 교류를  이해
하기

‐적극적인 사회생활 참여를 이해하기

‐사람들의 서로 의존
하는 삶과 그 구성 
및 기준 

‐사람들이 동료와 단
체와 집단으로 구성
되어 준법적 삶을 한
다.

‐개인과 가정, 학교, 
동료와 단체 그리고 
사회집단이란 개념을 
이해하기

 

‐사람들의 협동적이며 준법적 
삶의 형태는 사회라는 것임을 
설명한다.

‐사회구성, 그 안에 속한 개인
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예를 
들어 해석 한다

 

‐사회교류란 사람들이 서로 연
결되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등 개인
과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는 것을 설명하기

‐대인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문을 만들기

‐같은 반과 동료 및 가
족이란 집단에 대해 자
기 입장을 표현하여 평
가하기

‐사회교류는 개인이 본
인을 표현하는 것과 서
로 의존해서 함께하는 
활동 이라는 것을 행동
으로 보여 준다  

‐개개인의 취미와 습관
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
하고 타인을 존경하기

‐대인관계와 사회교류

‐사람들의 조직성과 기준
을 가지고 의존해서 사는 
것이 사회라는 것임을 설
명하는 능력 수준

‐본인의 경우와 관련된 예
를 들어 개인과 집단 간 
조합에 대해 설명하는 능
력 수준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
단 간의 사회교류를 설명
하는 능력 수준

‐집단 내의 자기 입장과 
임무를 정하는 능력 수준

2. 12년제 학교 8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학습 목표 :◯시민으로 형성되는데 필요한 사회와 윤리, 법률과 경제의 기본을 이해하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실행, 사회와 법률과 윤리의 기준 준수, 경제적인 현명한 선택을 배우기

◯학교, 가족과 사회생활, 적극적인 선택과 참여, 타인으로부터 배우고 또는 타인에게 본보기가되기

◯학교, 가족, 집단과 단체 및 개인과의 상호 이혜관계, 본인과 타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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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집단

간의

교류

할 수 있는 (능력):

‐사회생활, 사회조직, 사회교류, 사회
의 기준, 개인과 집단이란 개념들의 
차이점과 연관성 등을 설명하기

‐같은 반 동료라는 조직에 대해 설명
하기

‐사회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
는  방법을 찾기

자립해 살기와 사회화되기:

개인이 시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마음이 생기기

‐사회조직의 갈등을 예방하고 생긴 갈
등을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 한다

‐타인을 존중하여 예의 있게 대하기

‐타인의 취미와 사상을 존중 한다

‐조직, 조직의 구성
과 특성

‐사람들의 관심과 사
회교류

‐나 자신과 타인과의 
합리적인 관계를 이
해하기

‐개인과 집단 동료 
간 관계에 있어서 합
의와 갈등

 ‐타인과 공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표
현해야 할지를 알아
내기

‐선생과 학생, 학교 직원과 학
부모간의 교류에 대해 표를 
만들기

‐집단과 동료 간의 갈등 때문
에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의논
하기

‐개인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
하기

‐ 집단 내에서 본인의 사상과 
권리를 합리적으로 표현하기

‐집단의 갈등을 분석하여 해결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에 대해 의논하여 평가
하기

‐대인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은 비폭력적
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집단 내에서 본인의 사
상과 권리를 적절히 표
현하고 보호하기

‐본인의 의사소통 수준
을 평가하기

‐타인과의 팀워크

‐집단 내의 서로 다른 취
미와 사상과 이익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 수준

‐집단 갈등을 해결하는 방
법을 표현하는 수준

‐가족, 학교, 동료 활동에
서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 수준

‐가족, 동료,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도중에 아이가 
사회화되며 형성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설명하는 
능력 수준

법률:

‐인권

‐법과 규정

‐정부 조직 

알아내기:

‐인권과 자유의 기본적 개념
을 이해하기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
회와 문화권에 대해 이해하
기

‐아이들의 법률적 교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해하기

‐법과 규정의 기본적 정의를 

‐인권과 자유의 
기본적 개념

‐ 시민권, 정치
권, 사회권, 경
제권, 문화권에 
대한 이해

‐인권 보호와 
침해된 인권 구
제하는 방법

‐아이들이 법률

‐인권과 자유의 기본적 
지침을 본인의 생각으
로 정의하기

‐시민권, 정치권, 시회
권, 경제권, 문화권에 
대해 증명해서 설명하
기

‐의료보호권, 교육권 등
에 대해 설명하기

‐인권에 대한 언론 매체

인권과 자유에 대
한 의논회나 토론
회에 참석해 본인
의 생각을 증명해
서 설명하거나 남
의 의견을 들어주
기

‐인권에 대한 정보
를 이용해 타인에
게 정보를 알리기

인권과 자유의 기본적 지
침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
수준

-인권을 보호해 주는 지
방단체의 임무 경향을 설
명하는 능력수준

-자신과 타인의 습관, 정
해진 경향을 인권의 기준
치수를 이용해 평가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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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
기

‐법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기

‐정권(법을 정하고, 실행하
고, 재판하는 권력)에 대해 
이해하기 

‐국회, 정부, 재판에 대해 이
해하기

‐중앙과 지방 기관구성과 선
거에 대해 이해하기

능력:

인권과 자유의 기본적 지침
을 설명하여 자료 수집하기

‐인권 침해 사례 만들기

법과 규정은 사회 교류를 조
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준수
해야 되고 위반 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정권에 대해 증명하여 설명
하기

‐지방정부 의무와 권리를 분
석하기

‐선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

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의 
대한 이해

규정과 법의 기
본적 정의

‐법의 발생에 
대한 개념

‐법의 종류에 
대해

‐정권에 대한 
개념

‐국회, 정부, 재
판에 대한 개념

‐지방기관의 임
무와 권리에 대
한 개념

‐중앙과 지방기
관 구성 방법과 
선거에 대한 개
념

에 실린 정보를 분석 
한다

아동의 의료 보호권과 
교육권 위반에 대한 자
료 모집

‐ 의료 보호권과 교육권 
위반을 해결하는 방법
을 찾기

‐아동권 실행을 평가하
기

‐어떤 경우를 토대로 법
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하기

개인과 조별로 교실내 
규정을 만들기

‐정해진 규정을 분석하기

‐법은 사회교류를 조정 
하여 사회기준을 정한
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민(아동)이 법안에 
제안할 수 있음을 설명
하기

‐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
해 표를 만들기

‐법은 정부나 권력 있는 

‐아동권을 인식하
여 자신의 안전을 
취하기

‐관련 기관에 아동
권 침해에 대해 상
담 받고 의뢰 한다

‐정해진 규정을 분
석하여 평가 한다

‐ 지방에서의 인권
보호기관에 대해 
알아보기

‐학교나 관할 구역 
내에서 유효한 법
과 규정은 준수 한
다

‐정부와 지방 기관
에 아동권에 대한 
문제로 의뢰하기

‐국회에서 확정된 
법(교육법) 조항의 
실행을 평가하기

‐정부와 재판기관
에 학생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내
용의 편지를 쓰기

-의료보장권과 교육권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수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수준

-정해진 규정을 분석하여 
제의하는 능력수준

-어떠한 규정을 만드는 
능력수준

-법을 만드는 과정을 설
명하는 능력의 수준

-국회, 정부, 재판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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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립해 살기와 사회화되기:

학생은 평상시 습관과 경향
을 인권의 기준치수를 이용
해 평가하기

‐인권서류와 관련법과 규정
에 따른 인권이 침해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 의
견을 표현하기

‐중앙과 지방정부기관에 의
뢰하기

기관이 정하는 것을 설
명하기

‐법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책임 있는 것을 설
명하기

‐헌법과 기타 법의 차이
점과 총괄에 대해 본인 
생각으로 설명하기

‐정권은 입법권, 행정권, 
재판권으로 나누는 까
닭과 연관성을 설명하
기

‐국회, 정부, 재판 업무
에 대한 표를 만들기

‐지방정부기관 업무에 
대해 설명하기

‐지방정부기관(시, 도, 
구, 군의회) 업무 활동에 
시민(아동)이 어떤 방법
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를 설명하기

‐선거에 대해 증명하여 
설명하기

‐지방정부기관 업
무활동에 시민(아
동)이 어떤 방법으
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토대
로 예문을 만들기

‐지방선거에 대해 
자료를 수집, 분석
하여 평가하기

윤리:

‐도덕의

알아내기:

‐도덕의 기준을 이해하기

도덕적 기준은 
개개인의 일상

도덕적 기준의 준수는 
개개인의 몸가짐에 달

평상시에도 도덕의 
기준을 지킨다

도덕 기준 개념의 수준

-도덕 기준 형성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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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통 풍습

‐도덕의 기준 구성과 종류에 
대해 이해하기

‐가족의 도덕적 기준의 중요
성을 이해하기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서
로 도움을 주고받음의 중요
성을 이해하기

능력:

‐도덕기준 준수에 대해 설명
하기

‐개인의 도덕적 기준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임을 설
명하기

환경 보호 도리를 형성화하
기

자립해서 살기와 사회화되
기:

‐학교든 집이든 도리를 지키
기

‐전통 풍습을 일상화시키기

‐환경을 보호하는 도리를 지
키기

‐일상생활에서 도리의 책임
을 인식하기

생활을 조정한
다는 것을 안다

‐가족 내에서 
지켜야 하는 도
덕의 기준을 이
해하기

‐인사, 존경, 감
사 등 전통 풍
습을 이해하기

‐사람이 지키고 
금해야 하는 풍
습을 안다

‐자신의 도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기

‐모든 일이든 
정성으로 하기

‐자연을 보호하
는 도리를 안다

‐자연을 보호해
온 전통 풍습에 
대해 안다

‐좋은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
하기

‐나쁜 행동의 

려 있다는 것을 설명하
기

‐도덕에서 겸손하고 친
절함, 화목함의 기준을 
설명하기

‐도덕적 기준의 의무를 
설명하기

‐도덕적 기준 형성의 중
요성을 설명하기

‐가정 도덕의 시급한 문
제를 의논하기

‐부모와 형제를 존중하
기

‐고집을 이겨내기

‐친구를 존경하기

‐성실함

‐거짓을 혐오하기

‐타인으로부터 배우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
고 보호해야 하며 이것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고  의논 한다

‐자연보호에 대한 전통 
풍습을 일상화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안 한다

‐사회와 일상 속 
도덕기준 위반과 
그 위반을 없애는 
방법을 제안하여 
평가하기

‐전통 풍습을 연구
하여 배우기

‐자기 생활 속 행동 
중에서 좋고 나쁜 
습관을 확정하여, 
좋은 것은 계속하고 
나쁜 습관은 금하기

‐부모와 형제를 돕기

‐어떠한 일도 규칙
대로 하기

‐남의 노력을 존중하기

‐모든 물건은 아껴
서 사용하기

‐시간의 가치를 알
고 정해진 시간 내
에 다 한다

‐인사, 존경, 감사할 
줄 알아야한다

‐자연보호 도리를 
지키기

‐학습은 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

-도덕적일 수 있는 수준

-대인과 도리 있게 대할 
수 있는 수준

-도덕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수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수준

-가족관계상 도덕을 설명
하는 능력의 수준

-전통 풍습을 설명하는 
능력수준

-전통풍습에서 일상화시
키는 능력수준

-자연을 보호하는 전통풍
습을 일상화시키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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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우선으로 하는  도
리를 형성하기

‐좋은 행동은 보고 배우고 
나쁜 행동은 금하기

불이익을 이해
하기 ‐잘못을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여 
사과한다,

남을 용서할 줄 알
아야 한다

경제:‐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

‐시장에
대한
개념

알아내기:

‐경제의 관련 개념을 이해하
기

‐시장, 그 형태, 수요와 공급, 
단가에 대한 개념

‐시장 경쟁과 법인 그 형태에 
대해 알아내기

능력: 

‐경제란 생산 교환 소비 분배
에 대한 종합 개념임을 설명 
한다

‐경제의 선택권에 대해 설명
하기

‐소유 및 그 종류를 정의하기

‐시장과 수요와 공급, 단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장 경쟁(독점)에 대해 설명
하기

경제란 개념

‐경제 자원(요
소), 소비

‐경제의 선택권, 
합리적인  소비

‐소유 그의 종류

‐시장 그의 형태
‐수요와 공급의 
개념

‐시장과 가격

‐시장 내 경쟁
에 대한 개념

‐법인과 그의 구
성 형태( 회사, 
주식회사, 등)

경제란 생산 교환 소비 
분배의 종합 개념임을 
설명하기

‐경제 재원(요소) 와 소
비에 대해 설명 한다

‐경제 선택권에 대해 설
명 한다

‐합리적인 수용에 대해 
설명 한다

‐소유와 그의 종류를 정
의하기

‐시장에 대한 개념을 설
명 한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
념을 설명 한다

‐소비자의 수요와 생산
품의 단가의 연관성을 
설명 한다

‐시장 내 경쟁(독점) 개

경제 개념에 대해 
의논하기

‐경제 자원(요소)　
와 소비를 보이는 
경우를 만들기

‐경제 선택권을 이
해하기

‐합리적인 수용을 
형성화시키기

‐자기 가족의 소비 
용량을 만들기

소유 그 종류에서 
사유, 소유, 사용, 
관리 등에 대해 의
논하기

‐시장과 그 형태에 
대해 에세이 작성
하기

‐수요와 공급에 영
향을 미치는 것에 

경제기본개념을 설명하는 
능력수준

-경제 자원(요소)　와 소
비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
수준

-현명한 경제 선택을 하
는 능력수준

-합리적인 수용 형성화의 
수준

-수요 그의 종류를 설명
하는 능력수준

-시장 그의 형태를 구별
하여  설명하는 능력수준

 -수요와 공급의 차이점
과 연관성을 설명하는 능
력수준

-시장 단가 개념을 설명
하는 능력수준

-경쟁에 대한 정보를 분
석하는 능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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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활동을 분석하기

‐경제 의 선택과 합리적인 수
용에 대해 설명하기

‐자립해서 살기와 사회화되
기:

‐자신과 타인의 재산을 아끼
며 사용하기

‐자립해서 경제 교류를 하기

‐나와 친구, 가족과 학교 등
의 경제적 소비와 자원 사용
에 대해 의논하기

‐경제의 합리적인 선택을 배
우기

념을 설명 한다

‐어떤 법인의 업무에 대
해 설명하기

대해 설명하기

‐소비자의 수요와 생
산품의 단가와의 연
관성에 대해 의논하
여 평가하기

‐경쟁에 대해 조사
하고 평가하기

‐어떤 법인의 업무
활동을 분석하기

-법인 그의 형태를 설명
하는 능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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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제
도의

구성 
부분

기대되는 결과
내                   용

평           가
지  식 능  력 수용 / 경향

사회,

사회

교류:

‐개인과

집단, 

단체

간의

알아내기:

‐사람의 일상생활과 그 행

동들은 사회 구성체로서의 

조직 범위 내에서 벌어진

다는 것을 이해하기

‐조직에 대해 이해하기

능력:

‐개인과 단체 간의 교류 

문화 일부의 예를 토대로 

‐개인, 사회 구성원인 

단체, 집단 간 관계

와 교류에 대한 개념

‐사회의 두 번째 구

성원인 조직에 대한 

개념

‐조직 내에서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개념

‐개인과 단체간 관계와 교

류에 대해 설명하기

‐사회의 두 번째 구성원인 

조직과 첫 번째인 구성원을 

구별하기

‐개인 권익과 단체 목적의 

합치와 위반에 대한 예를 

찾아 정의하기

본인의 학습 행동과 학교, 

‐개인은 해당 기관 내

에서 올바른 몸가짐의 

태도 형성하기

‐자기 지역의 기관들을 

찾아서 그들의 목적과 

의무에 대해 평가하기

‐학교 행정과 지역의 

어떤 기관이 해결할 

문제를 찾아내 청원서 

작성하기

‐개인과 조직의 문제로 정부와 비정부

기관이 의뢰할 수 있는 능력 수준

‐개인, 사회 집단, 단체들 간 관계와 

교류에 대해 확정하는 능력 수준

‐사회 교류에서 조직의 의무와 조직 

간 교류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설명

하는 능력 수준 

3. 12년제 학교 9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학습 목표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집단, 단체), 법률, 윤리와 경제의 기본적 개념 이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수행, 사회와 법률, 윤리의 기준을 지키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 공부하기

◯학교, 가족, 사회와 집단생활의 적극적인 참여, 남에게 배우고 남에게 본보기가 되기

◯학교, 가족, 사회와 집단 그리고 개인과 서로 이해하며 본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일상화 하고, 타인

의 권리와 사고를 존중하여 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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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설명하기

자립해 살기와 사회화 되기:

‐사회집단과 단체 내부 교

류에 적응하여, 자신감 갖

고 문제 해결하기 

단체 간의 연관성에 대해 

예문으로 설명하기

‐일정(정부와 비정부)의 기

관에 해결할 문제점을 의뢰

하기

‐소속되어 있는 학교. 

단체의 조직구성, 목적

과 의무, 규정에 대해 

확인하기

윤리:

도덕적 

기준

‐전통적

 풍습

알아내기:

‐사회교류의 도덕적 기준 
준수의 중요성 이해

‐집단들과 친구들 존경, 
서로 도와줌의 중요성 이
해

‐인터넷의 도덕적 규범 
이해

‐능력:

‐사회의 도덕적 기준 지
킴의 중요성에 대해 예문
을 들어 설명하기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사회교류를 조정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전통적인 풍습의 가치와 

‐사회　 도덕적 기준
에 대한 개념

‐사회 교류의 전통적
인 풍습에 대한 개
념

‐사회 내에서 지켜야 
할 시민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개념

‐환경을 보호해 온 
전통적인 관습에 대
한 개념

‐도덕 기준을 어긴 
행위

‐사회 참여에 대한 
도덕의 기준

남에 대한 배려와 
그의 형태

‐사회 도덕적 기준을 지키
는 것이 사회 질서와 규칙
을 정하고 평화를 제공해
주는 수단이 되는 것을 설
명하기

‐사회 도덕적 기준의 역할
을 본인의 말로 설명하기

‐사회 도덕적 기준을 일상
화시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대중의 행위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기

‐남의 좋은 점과 좋은 성
품을 보고 배우기

‐남을 배려하기

‐환경과 적합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

‐일상생활에서의 사회　
도덕적 기준 준수

‐사회 도덕적 기준 위
반과 위반을 없애기 
위해 본인이 제안과 
평가하기

‐사회교류의 전통적인 
풍습에 대해 공부하기

‐선생님과 친구들, 타
인을 가능한 도와주기

‐본인과 타인의 재산
을 아끼기

‐환경보호 도덕적 기
준을 준수하기

‐환경보호에 대한 전
통적 풍습을 배우기

‐사회 도덕적 기준을 설명하는 수준

‐사회 도덕적 기준을 일상화 시키는 
수준

‐사회 도덕적 기준에 따라 동하는 수
준

‐사람들과 사회 도덕적 기준에 따라 
대하는 수준

‐사회 도덕적인 교류에서 적합한 결
정을 내리는 수준

‐사람을 존경하는 수준

‐전통적인 풍습을 설명하는 능력의 
수준

‐전통적인 풍습을 일상화 시키는 태
도의 수준

‐환경과 적합하게 대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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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확정하기

‐환경을 보호하는 도덕적 
기준을 일상화시키기

‐인터넷 소비의 도덕적 
기준을 준수

자립해 살기와 사회화  
되기: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도
덕적 기준을 지키기

‐전통적인 풍습을 일상화
시키기

‐환경을 대하는 도덕적 
기준을 지키기

‐일상에서 사회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여 수행하
기

‐도덕적인 행위를 찬성하
여 배우며, 비도덕적 행
위를 혐오하기

‐인터넷 소비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기

‐지도하거나 지도받
는 법에 대한 개념

‐인터넷 소비의 도덕
(인터넷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개념

 

고 의논하기

‐환경을 보호하는  전통적
인 풍습을 일상화시키기 
위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
기

‐지도하거나 지도 받는 개
인과 사회의 중요성을 설
명하기

‐인터넷의 도덕적 기준을 
지킴의 중요성을 확정하기 

‐지도하거나 지도 받
는 법을 일상생활에서 
실행하기

‐인터넷의 도덕적 기
준을 준수하기

  

‐지도하거나 지도 받는 법을 일상생
활에서 실행하는 수준

‐인터넷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수
준

법률:

‐인권

‐규정

알아내기:

‐시민의 법률적 개념

‐시민의 법률적 능력

‐입법 과정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법과 규정 조항
에 본인의 제안

‐시민의 법률적 개념
을 자기 말로 정의하
기

시민의 권리와 자
유에 대한 의논과 
토론회에서 자기 
생각을 증명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기본적 
규칙을 해석하기

‐본인과 가족의 정해진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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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법

‐정부

조직

과 기능에 대해

‐법인에 대하여

‐분명한 일부 권리
(소유, 노동, 사회복
지, 가정법 등)에 대
한 개념

‐입법 과정 참여 가
능성에 대해

‐몽골 정부조직에 대
하여

능력:

‐입법 과정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예를 만들기

‐자신의 행동과 경향
을 시민의 권리에 의
해 평가하여 기준을 
정하기

‐규정과 법은 시민의 
교류(소유와 노동 
등)를 조정하여, 그
를 어긴 경우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설명
하기

‐중앙정부와 지방정

과 권익을 반영
시키는 등)

‐법과 인권 개념
의 연관성

‐시민의 법률적 
개념

‐사람들이 시민
의 법률적 교류 
참여에 대해

‐시민의 법률적 
능력과 기능에 
대한 개념

‐법인에 대한 개
념

‐일부 권리에 대
한 개념(소유권, 
소유권 보호 등) 

‐상속과 유서에 
대한 개념

‐노동권에 대한 
개념

‐노동 연령, 노동 
특징, 보수와 휴
식시간에 대한 
개념

‐소유, 노동, 사회복
지, 가족의 권리를 해
석하기

‐위의 권리에 대한 언
론매체 정보를 분석하
기

‐위의 권리를 침해함
에 대한 정보를 구해
(언론매체와 기타 연
원을 이용) 작성하기

‐위의 권리의 침해함
을 해결할 방법과 기
회를 확정하기

‐위의 권리에 대한 실
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기

‐일정한 예문에 의해 
법을 만드는 데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목록화, 해석하여 단
독 및 조별로 제안서 
작성하기

‐시민(어린이)이 일부 
법안에 제안을 제출하
거나 법의 실행을 검
토하는 것에 대해 설

남의 생각을 존중
해서 듣기

‐시민의 권리에 대
한 기원 및 자료
를 이용해 발표하
기

‐시민 법률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 자
기 권익과 안전을 
보호  하기

‐본인이 발견한 인
권 침해 문제를 
지 역 정 부 기 관 의 
관료에게 제출하
여 해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본인이 조사한 권
리에 대한 자료를 
광고하기

‐시민 권리 보호 
목적의 정부기관 
업무를 이해하기

‐학교, 집단, 단체, 
지역에서 유효한 
규정과 법조항을 
준수하기

인권에 대한 기준과 치수를 
이용해 평가하는 수준

‐조사한 권리와 관련된 법률적 
문서에서 인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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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관(요구사항이나 
청원서 제출, 편지 
쓰기 등)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
기

‐노동계약에 대
한 개념

‐아동 노동과 그
의 특징

‐정부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해
결 과정의 시민 
참여

명하기 ‐가족과 학교에서
의 폭행으로부터 
나와 남을 보호하
는 것을 배우기

‐정부와 지역행정기
관의 결정권에 대해 
증명하여 설명하기

자립해 살기와 사회
화  되기:

‐법률적 서비스 제공
에 대하여

‐인권과 시민권이 침
해됐는지 확인하고, 
자기 생각을 편지, 
호소, 경고문, 비평문 
쓰기 등으로 표현하
기

‐조사한 내용 범위 
내 관련 정보는 정보
통신기술을 사용해 
수집, 분석, 평가하여 
관련 기관이나 사람

‐가족들의 권리
와 의무

‐가족과 학교에
서의 폭행과 그
를 예방하기

‐위의 권리 보호
와 침해된 권리
를 구제하는 방
법들

‐몽골 정부조직
에 대한 개념

‐몽골정부의 독
립과 정권에 대
한 개념

‐몽골 행정과 국
토단위에 대한 
개념

‐법은 모두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책임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가족과 학교에서의 폭
행으로부터 나와 남을 
보호하기

‐몽골정부의 조직과 독
립, 전권과 상징, 그 
내용을 해석하기

‐몽골 행정과 국토단위
에 대한 개념을 자기 
말로 설명하기

‐자신이 작성한 인
권의 최소 기준을 
이용해 본인에 대
한 인권 보호를 
평가하기    

‐몽골 정부의 독
립, 전권, 상징 그
의 내용에 대한 
개념에 의해 독립
성 보호와 자랑하
는 태도를 배우기

‐정부 상징에 대해 
그림 앨범을 만들
어 홍보하기

‐학교와 정부기관
의 발생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가족과 학교에서의 폭행으로
부터 나와 남을 보호하는 능
력의 수준

‐몽골 정부의 독립과 전권을 
증명하여 설명하는 능력의 수
준

‐정부상징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용하는 능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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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의뢰해 결정
하도록 공부하기 ‐몽골 정부의 상

징과 그 내용

경제:

‐경제의 
기본적 
개념

‐시장의 
개념

알아내기:

‐경제란 선택의 학문
이란 것을 이해하기

시장 구조,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 수요
와 공급법칙, 시장의 
균형적 물가에 대한 
개념

능력:

‐어떻게 경제적 욕구
를 보유한 자원을 사
용해 충족시키고, 어
떻게 선택을 잘 하는
지 이유를 설명하기

‐수요와 공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을 
해석하기

‐시장의 균형을 이룬 
상태와 균형적 물가
의 중요성을 해석하
고, 분석하기

자립해 살기와 사회
화되기:

‐경제란 선택의 
학이란 것을 이
해하기

‐생산 요소: 토
지, 노동, 재산, 
사업관리 능력이
라는 개념

‐시장구조와 구
성원

‐시장과 수요와 
공급의 연관성

‐시장의 균형 물
가, 시장의 균형
을 이룬 상태에 
대해

‐경쟁 및 그의 
형태들에 대해

‐완전한 욕구 충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
인과 회사, 정부가 선
택을 하게 된다는 것
을 해석하기

‐생산 요소:  토지, 노
동, 재산, 사업관리 
능력이라는 개념을 설
명하기

‐자기 나라의 전통적
인 생산과 서비스 분
야와 시장에서의 최고 
분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장 교류에 개인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방법을 확인하기

‐수요와 공급, 물가의 
연관성에 대해 증명하
여 해석하기

‐경쟁의 형태들에 대
해 설명하기

‐일상생활에서 지
혜로운 선택을 하
기

‐경제학을 연구함
으로써”적은 비용
으로 성과 있는 
것”을 만들거나 
경제적으로 계산
하기

‐업무 관리 노하우 
습득

‐자기 나라의 전통
적인 생산과 서비
스 분야와 시장에
서의 최고 분야에 
대해 의논하기

‐경제적 경쟁의 중
요성을 평가하기

‐소비자 문화를 습
득하기

‐경제적 선택과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

‐본인 소비 교양의 수준

‐옷, 책과 노트, 펜과 연필, 책
상과 의자 등을 아끼며 사용
하는 능력의 수준

‐지역과 가계용 생산과 서비스
에 참여하는 능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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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지식을 일
상생활에서 사용하기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일상화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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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도의 
구성
부분

기대되는 결
과

내                             용
평  가

지         식 능       력 수용 / 경향

사 회 , 
사회

교류

‐개인과 
가족(가
족 ‐작은 
집 단 , 
사회 조

‐개인과 가족　
간 교류의 형
태와 역할 이
해

‐사회적 감시
와 사회의 비
정상적 현상
에 대해

‐사회 질서와 
문화에 적응

‐개인과 가족(가족‐작은 집단, 사
회 조직)간의 교류:

‐가족이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최초의 작은 집단

‐가족은 사회조직이다(공통적 가
치관: 사랑과 존경, 식구들과 그
들의 목적, 임무, 예절 등)

‐가족관계: 부부, 부모, 자식, 친척
과 함께 사는 지혜와 그 가치 등

‐가족이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최
초의 작은 집단인 것을 
증명하기

‐가족관계 형태를 확정
하기

‐가족관계상 부모와  다
른 가족들, 자식의 의무
에 대해 설명하기

가족의 내적 관계. 가치
관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입장을 
확정함

‐가족관계의 전통을 존중
하기

‐‐가족관계상 부모와  기
타 식구들, 자식의 의무
와 참여를 평가하기

배운 지식과 
능력 수준으로 

평가 한다

4. 12년제 학교 10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학습 목표 :◯사회(가족, 집단, 단체, 대중 등), 사회교류에 대하여, 윤리와 법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

◯사회문화와 윤리, 법률의 공식적, 비공식적 기준을 준수하고, 경제적 생활과 선택에 대해 배우기

◯사회, 집단과 단체, 기관이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참여하고, 타인에게 배우고 또는 타인들

에 본보기가 되기

◯사회, 집단과 단체. 개인과의 적합적인 관계, 본인의 권리와 의무, 도리와 책임은 일상화 하고, 남을존

중하고 배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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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의 
교류

‐ 사 회 
감사

‐개인의 
사회화

하기 ‐가족 구성원들 및 사회에서 수행
해야 할 의무: 경제적인, 교양과 
사회화, 성적 관계, 사회 연속적 
관계 등

‐결혼, 가족의 유형과 풍습에 대
한 개념

‐사회적 감시:

‐사회적 도리는  법에 따라 실행
되는 사회생활의 과정

‐ 사람들은 사회질서에 따라 사적 
및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사회 질서를 지킴 즉, 사회 감시
는 사회 질서를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

‐사회 공식과 비공식적(법과 법률, 
풍습과 도덕, 종교 등) 감시에 대
해

‐사회 비정상적 현상에 대한 개념
과 유형, 그를 예방하는 방법들

‐‐개인의 사회화:

‐개인의 사회적 특징과 사회화에 
대해

‐사회화란 개인이 삶의 올바른 목

‐사회적 도리는 법에 따
라 실행되는 것을 설명
하기

‐‐ 사람들이 사회질서에 
따라 사적과 사회적 임
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지를 분석하기

‐현재 거주지와 학교의 
사회적 감시에 대해 조
별로 기획안을 작성하
기

‐사회의 공식적과 비공
식적 감시 의무에 대해 
삶에서 종종 일어나는 
경우를 설명하기

‐사회의 비정상적 현상
이 일어나는 이유와 조
건, 그것을 예방하는 방
법을 찾아내기

‐개인의 사회적 특징과 
사회화를 확인하기

‐일인자와 이인자, 반대
와 재사회화의 차이점
을 설명하기

‐개인의 사회화 요소와 

‐사회적 도리는 법에 따
라 실행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입장을 정하기

‐‐‐사람들이 사회 질서에 
따라 사적과 사회적 임
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에 대해 에세이 작성하
기

‐지금의 거주지와 학교의 
사회적 감시에 참여하기

‐‐사회 공식과 비공식적 
감시 의무에 대해 평가
하기

‐사회 비정상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조건, 
그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평가하기

‐개인의 사회적 특징과 
사회화 되는 것을 일상
화시키기

‐사회화의 요소에 대해 
평가하기

‐일인자와 이인자, 반대
와 재사회화의 차이점에 
대해 자기 입장을 정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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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중함, 기준, 사회적 입장, 
임무 등 예절을 학습하는 과정, 
사회화 단계: 일인자와 이인자, 
반대와 재사회화

개인의 사회화 요소: 가족, 학교, 
교육, 친구, 집단, 단체, 문화예술, 
경제, 언론매체 등

‐개인의 사회화에 재산, 전공, 교
육의 차이가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해

영향에 대해 도식으로 
나타내기

‐개인의 사회화에 재산, 
전공, 교육의 차이점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에세이 작성하기

‐개인의 사회화와 문화예
절 준수 형태

‐개인의 사회화에 재산, 
전공, 교육의 차이점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윤리:

‐도덕의 
기준

‐ 전 통 
풍습

‐개인의 도덕 
기준, 그의 가
치와 의무에 
대해

‐전통 풍습과 
개인의 도덕
적 됨됨이(형
성) 연관성에 
대해

‐본인 행동에
서 도덕적 기
준을 지키기

‐개인의 도덕

‐개인의 도덕적 기준, 그의 가치
와 의무

‐개인의 도덕 인식에 대해

‐개인의 도덕적 교류(명예를 지킴, 
나와 남을 상대함, 노동, 재산을 
대하는 등)에 대해

‐개인의 성격을 형성시키는 기회
와 방법에 대해

‐자신을 아는 몽골 지혜와 방법 :

‐마음을 고치는 지혜

‐말(이야기)를 다스리는 지혜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

‐잘못을 아는 지혜

‐개인의 도덕적 기준과 
그의 가치와 의무를 도
식으로 나타내기

‐개인의 도덕인식에 대
해 설명하기

‐개인의 도덕적 교류에 
대해 설명하기

‐개인의 성격을 형성시
키는 방법을 제안하기

‐자신을 교양시키는 지
혜를 배우는 방법을 확
정하기

‐자신을 알아내는 몽골 
전통 방법에 대해 설명
하기

‐개인의 도덕적 기준과 
그의 가치와 의무를 평
가하기

‐개인이 도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의논
하기

‐개인의 도덕적 교류를 
평가하기

‐개인의 성격 형성에 대
해 연설문 작성하기

‐자신을 알고 교양시키
는 지혜와 방법을 배우
는 것을 평가하기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
와 방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에세이 쓰며 문제

배운 지식과 
능력 수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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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알고 교양시키는 방법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와 방법

‐자신을 평가하는 지혜

‐자신을 알아내는 몽골 
전통 방법을 실행하기

‐거주지역과 학교 특징
에 맞추어 자신을 어떻
게 교양시키는지에 대
해 설명하기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
을 세우기

점 제안하기

법률:

‐인권

‐ 법 과 
규정

‐ 정 부 
조직

‐전쟁, 폭력 
등 리스크 가
능성이 있는 
시기에 인권
을 보호하는 
기준 제도와 
국제 인도적
인 법률에 대
해

‐정부 서비스, 
공무, 공무원, 
그들의 의무
에 대해

‐ 정 부 기 관 과 
정부 관료와 
직접 대하기

‐무력충돌‐전쟁, 폭력 시 국제 인
도적 법률이 준수해야할 기준제
도가 되는 것에 대해

‐국제 인도적 법률은 전쟁, 폭력 
시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 
실행 규정이 되는 것에 대해

‐인신 매매범죄와 마약 사용 등 
인권이 침해되는 현상 예방에 대
해

‐정부 서비스에 대해

‐시민이 받는 정부서비스의 종류

‐공무와 그의 종류

‐공무원, 그의 분류와 임무

‐정부기관과 정부 행정기관 관부
에게 청원서 제출 하는 것에 대
해  

‐무력충돌‐전쟁, 폭력 시 
국제 인도적 법률은 준
수 표준 제도가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인신 매매 범죄와 마
약 사용 등 인권이 침
해되는 것을 예방 및 
방지를 하고, 관련 사례 
및 상황을 분석하기

‐정부서비스 종류를 증
명, 해석하기

‐정부 공무의 특징에 대
해 설명하기

‐시민이 정부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을 자기 수
준에 맞게 확정하기

‐공무원의 임무에 대해 

‐무력충돌‐전쟁, 폭력 시 
국제 인도적 법률이 사
람의 생명과 명예를 보
호하는 것을 평가하기

‐‐인신 매매 범죄와 마약 
사용 등 인권이 침해되
는 현상 예방 방법을 광
고하는 일에 참여하기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과 
양을 평가하기

‐정부 공무와 공무원을 
존경하여, 교양 있게 행
동하는 것을 배우기

‐정부기관과 관부에게 
청원을 잘 표현하기

배운 지식과 
능력 수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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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정부기관과 관부에게 
청원하는 방법을 조사
하기

경제:

‐경제에 
대한 기
본적 개
념

‐시장에 
대한 개
념

경제적 비용
과 이윤, 수입
에 대한 개념

‐회사 재산과 
지출, 이익과 
수입에 대한 
개념

‐경영에 대한 
개념

‐마케팅에 대
한 개념

‐ 노 동 시 장 에 
대해 설명하
기

‐노동시장 수
요 및 취업과 
관련해서 전
공을 선택하
기

경제 교류 당사자:

‐경제적 비용과 이익, 수입(회사인 
경우)에 대한 개념

‐회사(공장) 목적, 업종과 형태에 
대하여

회사(공장) 재산과 지출, 이익과 
수입에 대한 개념

‐경영에 대한 개념

‐경영과 회사 성공의 연관성에 대
해

마케팅에 대한 개념

‐노동시장에 대한 개념

‐노동이 경제적 자원인지에 대해

‐노동시장수요와 공급, 물가에 대
해

‐보수와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에 대해

‐노동의 효율과 노동 생산성에 대
해

‐비용과 이익과 수입에 
대한 개념을 회사(공장) 
업무와 생산성과 연결
시켜 사용하기

‐경영이란 그 기관의 업
무 기획, 인력. 재정, 물
질적 자원 관리, 리드, 감
사 등 통일된 업무란 것
을 확정하기

‐경영과 경영인의 임무
를 설명하기

‐경영과 회사 성공의 연
관성을 확정하기

‐마케팅은 개인과 회사 
생산품과 업무를 하는 
데에 부족하거나 필요
한 것을 찾아낼 수 있
는 경영업무임을 설명
하기

 ‐마케팅이 회사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설명하기

‐회사(공장)를 사례로 하
여 경제적 지출과 이익, 
수입을 계산하기

‐사업 경영 업무(기획, 
인력. 재정, 물질적 자원 
관리, 리드, 감사)를 도
식으로 나타내기

‐경영과 경영인의 기술
을 공부하기

‐성공한 회사 경영을 분
석하기

‐수준에 맞게 마케팅 하
기

‐마케팅은 회사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해결에 마케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

‐요인 시장과 노동시장
의 연관성 평가

배운 지식과 
능력 수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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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전공 선택의 연관성에 대
해

‐취업전공에 대하여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해결에 마케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정하기

‐요소 시장과 노동시장
의 연관성을 확정하기

‐노동시장 수요와 취업
의 연관성에 대해 수준
에 맞게 분석하기

자기 나라 노동시장 현
재 경향을 설명하기

전공에 요구되는 기준
을 해석하기

‐노동시장과 취업의 연
관성 평가

‐자기 나라 노동시장 상
태를 관찰하여 조사하기

‐취업과 관련하여 미래
의 전공을 선택하는 경
향 형성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재주와 취미가 적합한지
를 발견하고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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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제
도의
구성부
분

기대되는 결과
내 용

평 가
지 식 능 력 수용 / 경향

사회, 사
회교류

알아내기:

‐사회와 사회구성
에 대하여

‐집단과 사회 조
직에 대하여

‐사회교류와 사회
상호교류에 대하여

‐사회 변화와 사
회 형태에 대하여

‐사회에 대한 이
념과 사회조사 방
법에 대한 개념

‐사회와 사회교류에 대
한 용어와 정의

‐거시사회수준:

‐사회에 대한 개념

사회구성:

‐지위

임무, 역할

‐조직(institute)

‐미시 사회수준:

‐사회적 행동

‐사회와 사회교류에 대한 용
어와 정의를 설명하는 것

‐사회에 대한 개념 설명하기

‐사회구조는 사회가 조직적,
조절적, 질서적, 존재감감인
것을 설명하기

‐지위들의 역할 차이점과 그
연관성을 확정하기

‐본인의 지위와 그 역할, 그
리고 그 갈등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기

사회와 사회교류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도식으로 나
타내기

‐사회구성에 대해 조별로
의논하기

‐사람의 타고난 지위와 만
들어낸 지위의 차이점에 대
해 의논하기

‐역할에 대해 일부 사람들
의 지위를 예를 들어 대화
하기

‐사회행동과 상호관계에
대해 조별로 의논하여 평가

‐사회, 사회교류에
대한 개념을 이론
적이고 실증적으로
정의하는 능력 수
준

‐몽골의 거시와
미시 사회 조직과
관련된 자료에 의
해 평가하는 능력
수준

‐사회, 사회교류의
문제점에 대해 학

5. 12년제 학교 11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학습 목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법률,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

◯사회생활을 알아내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

◯사회, 문화, 법률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을 따르기

◯집단과 단체, 개인과 기관과 합리적으로 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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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력:

‐사회, 사회구성,
사회 상호교류, 사
회 존재, 사회 변화
와 발전 등 개념을
설명하기

‐개인 습성에 영
향을 주는 개인과
사회적요소를 발견
하기

‐사회의 거시와
미시(macro &
micro)수준의 행
동을 증명하여 조
사하는 기술을 익
히기

자립하여 살기와,
사회화되기:

‐사회의 거시와
미시 수준의 조건
에 적응하기

‐사회 상호관계

‐조직 그의 형태와 특징

사회 존재, 변화, 발달:

‐사회 유형들

‐사회변화, 개혁, 발전

‐사회조사 방법:

‐사회조사방법에 대한
개념

그의 단계

‐사회조사 방법(양적, 질
적)

‐정보 수집과 분석방법

‐해석방법 등

‐ 사람들이 일상에서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은 사
회와 사회행동, 사회의 상호
교류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몽골사회 정치, 경제, 가정,
교육, 문화 등 제도의 범위에
서 문제점을 확인하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특징을 증명하기

‐정부, 경제, 가정, 교육, 종
교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변
하고 있는지)를 사회 역사적
유형으로 증명하기

‐학생들의 성적 성공률을 조
사 하는 데에 의문, 면접, 취
재 방법 등을 어떻게 사용하
는지 계획을 세우기

내리기

‐개인이 일상에서 일반적
으로 하는 행동이 사회문화,
경제, 정치 등의 조직과 어
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결과
와 연결시켜 평가하고 실수
로부터 예방하기

‐기타 학습하는 과정에 사
회조사방법을 이용하기

‐학생들의 성적 성공률에
대해 앞의 방법들을 사용해
조사를 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기(가정수입,
부모의 학력, 거주지역 등)

교 내에서 소모의
조사를 하여 결과
작성 능력 수준

‐사회 현상, 과정
의 연관성, 그의 까
닭, 결실, 변화를
확정하는 능력 수
준

문화

알아내기: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의 유래와 존
재, 그 변화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개념:

‐문화의 정의(내용, 본
질)

‐문화는 정확한 공간과

‐문화는 사람이 사회 구성원
으로써 인생 속에서 사용하고
또 만들어내어 상속시키는 지
혜, 믿음, 신뢰, 상징, 풍습,
도덕, 법률과 기타의 능력과

‐문화에 대한 개념을 사용
해 사회의 일정한 조직과,
민족 문화의 특징을 평가하
기

‐문화의 유래와 존재, 발전

‐문화 그의 구조,
구성부분에 대한
지식과 개념의 수
준

‐문화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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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문화의 구성과
구성부분을 이해하
기

능력:

‐사회와 사회조직
의 문화를 관찰하
고 연구하는 데에
사회조사의 일반적
방법을 사용해 정
보를 수집하고 정
리하기

자립해 살기와 사
회화되기:

‐문화의 구성과
구성부분 중에서
일상화시키기

기간에서 만들어지고 존
재하고 발전 한다

‐문화와 사회생활의 연
결성

문화가 개인을 사회화시
키는 역할과 그의 가치

문화의 구조와 구성부
분:

‐물질적 문화와 정신 문
화

‐문화의 구성부분: 언어,
지식, 상징, 습성, 평가와
예술, 문학, 종교, 과학에
대한 개념

‐문화수준의 차이점(개
인의, 전통의, 국제문화
등)

기술 등을 포함한 합계인 것
을 확정하기

‐문화는 일정한 공간과 기간
내에서 유래되어 존재하고 발
전되는 것을 증명하기

‐문화는 사회조직들의 특정
들의 합계 간 것에 대해 자기
수준의 가설을 세우기

‐문화의 존재와 변화를 증명
해서 설명하기

‐문화가 사회생활의 기타 부
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와 기
타 분야를 형성화 시키는 기
준을 자기 수준에서 증명해보
기

‐문화의 구조(지적과 물적)
를 올바르게 구별하여 연관성
을 설명하기

‐문화의 구성부분들을 알맞
게 목록화하여 그들의 차이점
과 공통점을 증명해 말하기

‐문화의 구성부분인 언어,
지식, 상징, 도덕, 표준, 평가
등을 증명하여 정의하기

‐예술, 문학, 과학, 종교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하기

해 온 기간과 공간의 연관
성에 대해 조별로 의논하기

‐문화의 공식과 비공식적
기준이 사랄들의 관습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련된
사회조사 방법을 이용해 관
찰하고 연구하기

‐문화가 사회생활의 기타
부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를 조사방법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조별로 의논하기

‐ 개인을 사회화시키는 문
화의 가치를 평가하기

‐‐문화에 대한 지식으로
전통문화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본인 입장에서 표현
하기

‐문화교류 기준의 사회화
시키기, 인식시키기 등의 역
할과 가치에 대한 관찰과
지식을 토대로 에세이 작성

‐문화의 구성, 구성부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자
기 입장에서 표현하기

‐ 문화의 기본적 구성 부
분을 일정한 기준으로 구별

념을 이용해 사회
의 일정한 조직과,
민족의 문화 특징
을 평가하는 능력
수준

‐문화의 유래와
존재, 발전되는 기
간과 공간의 연관
성에 대해 도식으
로 나타내는 능력
수준

‐문화의 공식과
비공식적 기준이
사람들의 관습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련 사회조사 방
법을 이용해 관찰
하고 연구하여 평
가하는 능력의 수
준

‐문화가 사회생활
의 기타 부분과 어
떻게 연관되는지를
여러 면에서 증명
하여 설명하는 능
력의 수준

‐문화 역할과 가
치에 대한 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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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구성부분과 예술이
사람들의 인생 속 관습의 기
준이 된다는 것을 일생생활에
서 예를 들어 설명하기

‐개인의, 전통의, 국제적 문
화 수준의 차이를 증명하기

하여 비교해 의논하기

‐문화구조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지적문화와 물적(ed)
문화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
의논해 평가하기

‐예술, 문학, 과학, 종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취재하여 그 결과
를 알리기

‐문화의 구성부분인 상징
이 사람들의 관습과 관계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자기 수준에 맞게 평가하기

‐문화에 대해 개인의, 전통
의, 국제적인 수준으로 하는
기준 수치를 자기 수준으로
만들어내기

지식을 토대로 에
세이 작성하는 능
력의 수준

‐문화의 구성, 구
성부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토
론하는 능력의 수
준

‐ 문화의 기본적
구성 부분을 비교
해

정의하는 능력의
수준

‐문화구조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지
적문화와 재산적
(ed) 문화에 관련
된 자료를 평가하
는 능력의 수준

‐예술, 문학, 과학,
종교의 역할과 가
치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알리는
능력의 수준

‐문화의 구성부분
인 상징이 사람들
의 관습과 관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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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능
력의수준

‐문화에 대한 개
념을 이용해 전통
문화와 개혁된 문
화를 비교해 정의
하는 능력의 수준

경제:

‐경제에
대한 기
본적 개
념

‐시장에
대한 개
념

알아내기:

민족의 경제적 통
합 치수를 알아내
기

‐경제적 통합 치
수들의 연관성 이
해

‐경제 상승과 국
민 삶의 수준 연관
성을 이해하기

‐돈, 은행, 재정,
세금, 예산, 인플레
이션, 실업에 대해
이해하기

‐능력:

‐민족의 경제제도

‐민족의 자원(재산)

‐경제 상승과 국민 삶의
현황

‐경제 변동과 주기

‐인플레이션

‐실업(미취업)

‐민족의 경제적 통합 수치를
목록하고 설명하기

‐국민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
을 수입과 수출로 계산 하는
방법을 배우기

‐경제상승과 하락, 국민의
생활수준과의 연관성을 확인
하고 명목 상승과 실질 상승
을 설명하기

‐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데
에 자금, 은행, 재정, 예산, 세
금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필
요한 것을 증명하기

‐경제 변동의 결과 인플레이
션과 실업이란 것을 확정하기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원인
과 결과 및 그 연관성을 도식

‐국민 총생산과 국내 총생
산 상승은 민족의 경제적
치수가 되는 것을 증명하여
의논하기

‐거시 경제치수 문제를 풀
고 평가하기

‐제조업은 민족 경제의 안
정적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
는 것을 본인 생각에 의해
증명하기

‐경제상승과 국민 생활수
준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민족의 경제상승을 분석
하기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
해 조별로 의논하기

‐민족의 경제적
통합 수치를 목록
하고 설명하는 능
력의 수준

‐거시 경제치수를
표로 나타내는 능
력의 수준

‐제조업은 민족
경제의 안정적 상
승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를 통
계자료를 토대로
증명하는 능력의
수준

‐경제상승과 국민
생활수준의 연관성
을 나타낸 표를 만
들거나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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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통합 치
수를 설명하기

‐민족의 자원을
확정하는 간단한
방법과 수단을 사
용하기

‐인플레이션과 실
업의 원인과 그 결
과성, 경제적 연관
성을 계산해보기

자립해 살기와 사
회화되기:

‐거시경제 현상에
대한 지식을 이용
해 경제의 실질적
현황을 잘 평가하
고 경제적 선택권
에 대해 배우기

‐돈, 은행, 제정대책, 증
권시장‐증권, 주식에 대
하여

‐예산, 세금, 세금정책

‐경제 수입의 재분배

‐가난과 가난을 감소시
킬 수 있는 방법

으로 나타내기

‐돈, 은행, 재정 대책, 증권
시장, 증권, 주식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예산, 세금, 세금 대책이 올
바르게 실행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수입 재분배의 경제적 성과
를 설명하기

‐실업, 빈곤의 원인과 결과
및 그것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정하기

‐경제상승에 영향을 주는
세금에 대해 관련 지식을
사용해 분석하기

‐증권시장과 증권 거래소
업무에 대해 조별로 의논하
기

‐급격히 일어나는 일시적
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연결시켜 의논하기

‐실업, 빈곤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제안하고 조별로 의논하기

능력의 수준

‐민족의 경제 현
황과 상승을 관찰
하고 통계학적 분
석을 하는 능력의
수준

‐인플레이션과 실
업의 연관성을 확
인하는 능력의 수
준

‐경제상승에 영향
을 주는 세금에 대
한 관련 지식을 사
용해 분석하는 능
력의 수준

‐증권시장과 증권
거래소 업무에 대
해 정보를 수집하
고 통보하는 능력
의 수준

‐주기의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연결
시켜 확인하는 능
력의 수준

‐실업, 가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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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증명하는 능력의
수준

정치와

민주주의

알아내기:

‐정치, 정치행정,
통치, 정치제도, 민
주주의에 대해 이
해하기

능력:

‐정치, 정치행정,
정치통치, 정치권은
어떻게 일상생활과
연결되는지를 사회
조사방법을 사용해
서 관찰, 연구할 능
력을 가지기

‐위의 지식과 개
념을 사회생활에서
사용하고 정치과정
을 관찰하는 방식
으로 이 분야에 대
한 지식을 만들기

‐정치에 대한 개념

‐정치의 정의

‐정치통치

‐정치행정

‐정치권

‐정치제도:

‐정치제도에 대한 개념

‐정치제도의 구조와 구
성원

‐정치제도의 내부구성

‐시민의 정치참여와 그
의 형태

‐정치는 사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내리고 실행하는 행위란
것을 확정하기

‐정치는 사회의 여러 가지
제안 때문에 정치통치, 정권,
정부 등의 수단을 토대로 결
정하는 행동임을 증명하여 설
명하기

‐문제갈등이 있어도 공동으
로 준수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와주는 수단이 정치 통치란
것을 확정하는 기준을 만들기

‐정치 통치란 사회적 하나가
아님 그 이상의 집단이 자기
들의 희망을 기타 집단이 인
정하게 하는 능력이란 것을
증명하기

‐정치통치를 권력, 명예, 강
제의 도움으로 실행하는 행동
이 정치행정이라는 것을 정의
하기

‐정치권력이란 회망을 이루
는 수단과 능력이란 것을 증

정치에 대한 개념을 사용
해 몽골의 정치 현황을 평
가하기

정치에 대한 지식을 사용
해 정치과정을 분석하여 평
가하기

‐정치적 해결 과정을 분석
하기

정치통치에 대한 예문 만
들기

‐정치권력 유형(강제하기,
의무를 물기, 거래하기)의
발견과 그에 대해 조별로
의논하기

‐정치권 분배와 실행에 대
해 엘리트와 다원론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평가하기

‐정치적 명예와 그의 유래
에 대해 조별로 의논하기

‐정치제도 구조의 도입, 변
동, 도출 순환이란 구성부
분을 평가하기

‐정치개념을 자기
수준에 맞게 정의
하는 능력의 수준

‐정치에 대한 개
념을 사용해 몽골
정치의 현황을 평
가하여 자기 입장
을 표현하는 능력
의 수준

‐정치적 과정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능력의 수준

‐ 정치적 해결 과
정을 분석하는 능
력의 수준

‐정치통치에 대한
예문 만드는 능력
의 수준

‐정치 권력 유형
(강요하기, 의무 붙
이기, 매매)의 발견
을 확정하는 능력
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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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해서 살기와
사회화되기:

‐정치와 사회생활
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들
을 삶에서 실행하
는데 선택을 하기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민주주의 발달 단계

‐몽골 내 민주주의

명하여 설명하기

‐정치제도에 대한 개념을 도
식으로 나타내기

‐정치제도 구성원을 설명하
기

‐정치제도 구조의 투입, 변
동, 산출을 나타낸 모델을 만
들기

‐정치제도의 내부구조(관심
사항 표현하기, 협동, 실행)

‐시민의 정치참여 유형에 대
해 설명하기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설
명하기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구별
하기

‐몽골의 민주주의 과정에 대
한 경우를 만들어내기

‐정치적 해결에 대한 지식
을 사용해 반, 학 교, 도, 수
도, 국회를 예문으로 의논하
기

‐시민의 정치참여 유형을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의논
하기

민주주의와 그의 유형에 대
해 조별로 의논하기

민주주의 개념을 이용해 몽
골 민주주의 현황을 평가하
기

‐몽골의 민주주의에 대해
에세이 작성하기

정치권 분배와 실
행에 대해 엘리트
와 다원론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비
교해 확정하는 능
력의 수준

정치적 명예와 그
의 유래에 대해 설
명하는 능력 수준

‐정치제도 구조의
도입, 변동, 도출
순환이란 구성부분
확인하는 능력 수
준

‐정치적 해결과정
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의 수준

‐정치적 참여 유
형에 대해 의논하
여 토론하는 능력
의 수준

몽골의 민주주의
현황에서 민주주의
에 대한 지식을 이
용해 평가하는 능
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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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민주주의
에 대해 에세이 쓰
는 능력의 수준

법률:

인권

법과

규정,

규칙

정부

조직

알아내기:

‐인권보호 전통적
제도와 국제적 제
도에 대한 이해

‐인권을 침해한
어떠한 범죄와 분
쟁 해결에 대한 이
해

능력:

‐인권보안기구와
인권침해 분쟁 해
결에 대해 설명하
기

‐사업을 하면서
따라야 할 법률적,
도덕적인 기준을
정하기

자립해서 살기와
사회화되기:

‐인권을 보호하는 전통
적제도와 국제적제도

‐인권 보호 목적으로 활
동하는 전통(국내)의 기
관과 국제기관

‐인권에 대한 전통이나
국제적 법률(인도적인 법
률) 문서(자료)

‐인권과 사고 검증, 해
결하는 과정

‐ 인권과 사고 검사, 해
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
는 자의 권리와 의무

‐사건, 분쟁을 해결하는
무재판 방법

‐청원서, 불만

‐사업을 하면서 따라야
할 법률적이나 도덕적인
기준

‐정부와 시민 간 관계와
그것을 법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인권을 보호하는 전통적제
도와 국제적제도의 기관을 구
별하기, 그 제도를 도식으로
그리기

‐전통과 국제적기관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을 확인하기

‐인권에 대한 전통적이나 국
제적 법률 문서(세계 인권선
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
리에 대한 국제 인권 협약,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
제 인건 협약) 내용을 구별하
기

‐청원서 작성, 제출, 해결안
에 대한 설명

‐사업을 하면서 따라야 할
법과 규정을 읽고 설명하기

‐몽골국가 헌법을 연구하여,
헌법에서 정부와 시민 간 관
계의 토대를 뭐라고 정했는지
를 설명하기

‐정부가 시민 앞에서, 시민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
는 국제 인권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개하기

‐인권에 의해 전통적이거
나 국제적인 제도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판정 과정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 의논하
고 작은 재판을 열기

‐세계 인권선언,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인권 협약, 시민 정치
적 권리에 대한 국제 인건
협약 관련 조항은 몽골 헌
법 관련 조항과 비교해 보
기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지식은 정확한 권리와 의무
를 설명 하는 데에 사용하
기

‐선택한 법인의 정관, 규칙
과 업무를 분석하기

‐몽골 헌법에서 정부와 시
민간의 평등한 교류 규칙을

‐우리나라에서 활
동을 하는 국제 인
권기관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여 소
개하는 능력의 수
준

‐인권에 의해 전
통적이나 국제적
제도가 어떻게 실
행되는지를 해결법
에 대한 지식을 사
용해 의논하는 능
력의 수준

‐세계 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인권 협약, 시
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인건 협
약 관련 조항은 몽
골 헌법 관련 조항
과 비교해 작성하
는 능력의 수준

‐세계 인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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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민간의
관계상 기준을 지
키기

‐정부행정권의 제한
이 정부 앞에서 가져야할 권
리와 의무에 대해 자기 수준
에 맞게 정의하기

정한 조항을 찾아 설명하기

‐정부가 시민에게, 시민이
정부에게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헌법 관련 조
항을 찾아 증명해 보기

에 대한 지식은 정
확한 권리와 의무
를 설명하는 능력
의 수준

‐선택한 법인의
정관, 규칙과 업무
를 분석하고 평가
하는 능력의 수준

몽골 헌법에서 정
부와 시민간의 평
등한 교류 규칙을
정한 조항을 찾아
설명하는 능력의
수준

정부가 시민 앞에
서, 시민이 정부
앞에서 가져야할
권리와 의무에 대
해 헌법 관련 조항
을 찾아 증명하는
능력수준

국제교류

알아내기”

‐국제교류와 그의
기본적 유형 이해

‐국제 교류 제도
특성 이해

‐국제교류와 그의 유래,
발달

‐국제교류의 기본적 유
형:

‐국제 경제 교류(국제
무역, 국제 관광 등)

‐국제교류와 그의 유래, 발
달을 증명해서 설명하기

‐국제교류의 기본적 유형과
관련 분야별로 증명해보기

‐국제교류의 기본적 유형(정
치, 경제, 문화 등)들을 자기

역사적 지식을 이용해 국제
교류와 그의 유래, 발전 특
성을 의논하기

‐국제교류의 어떤 유형들
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지를 평가하기

역사적 지식을 이
용해 국제교류와
그의 유래, 발전 특
성을 정의하는 능
력의 수준

국제교류 분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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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국제교류의 기본
적 유형과 관련 분
야 업무에 대해 설
명하기

‐자립해 살기와
사회화되기:

‐국제교류 유형과
제도에 대해 조별
로 의논하여 평가
하기

‐국제 정치 교류(계약과
협상 체결, 대사와 대기
인 교환 등)

‐국제 문화교류(과학, 교
육, 기술 분야의 교류 등)

‐국제 교류의 제도(일원
화, 2원화, 3원화, 다원화
)와 그의 특성

나라와 타국의 같은 분야의
업무와 비교해서 설명하기

‐국제교류 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에 대해 연결시켜
설명하기

‐국제교류 제도에 대해 도식
으로 정하기

‐국제교류 유형 중 어떤
형태가 우리나라 발전에 중
요한지에 대해 전통 통계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자
기 수준에 맞는 계산을 하
고 평가하기

‐현대의 국제교류 제도변
화와 경향을 지역별로 및
세계를 토대로 의논하기

동과 결과를 평가
하는 능력의 수준

국제교류 유형 중
어떤 형태가 우리
나라 발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전통 자
료와 정보통신기술
을 사용해 자기 수
준에 맞는 계산과
평가를 하는 능력
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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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도
기대되는 결과

내                용
평       가

지     식 능      력 수용 / 경향

사회, 

사회

교류

알아내기:
-시회계층에 대해 이해하
기
‐사회계층 기준에 대해 인식
하기
‐몽골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계층구조를 비교해서 이해하
기
‐사회 이동(지위), 그 유형
과 채널에 대해 이해하기
‐사회보호, 사회복지, 사회
보험제도에 대해 이해하
기
능력:
‐사회 계층의 발생 원인과 

‐사회계층의 용어와 정
의

‐사회계층 개념:

‐사회적 구별

‐사회의 불평등함

‐사회조직과 계층

‐사회 상, 중, 하류 계층

‐사회계층 치수:

‐경제(재산, 수입, 기타)

‐교육, 직업

‐권력

‐명예

‐사회구조와 사회 계층 간 연
관성을 설명하기
‐사회 계층이 생기는 원인과 
결과를 정의하기
‐거주 지역사회, 학교‐단체 내 
계층을 조사하기
‐학생들과 관련된, 예를 들어 
우수성적 성과, 자신감, 종교, 
도덕, 사회참여 등에 사회 계
층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보기
‐사회 계층 및 그 구조와 관련
된 수와 자료, 표를 분석하여 
평가하기
‐수입, 전공, 교육, 직업 등의 

‐사회의 불평등함과 계
층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생활조건을 평가
하여, 생활의 목적을 정
하며 예측 불가능한 위
험을 고려하기

‐사회 계층의 기본적 기
준(수입, 교육, 권력, 명
예 등)에 대해 조별로 
의논하여 평가하기

‐사회의 서로 다른 유형
을 가진 사회 계층 상황
을 평가하기  

‐사회적 차별을 반대하
고 타인의 이러한 행동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능력의 수준

‐사회의 불공평함과 계층
의 연관성을 토대로 설명
하는 능력의 수준

‐사회 계층의 기본적 기
준을 목록화하고 구별하
고 정의하는 능력 수준

‐학생 본인이 사회의 어
느 계층을 대표하는지를 
근거로 하는 능력 수준

‐몽골 사회의 계층과 빈
곤의 원인, 그의 관계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하는 
능력 수준

6. 12년제 학교 12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학습 목표 :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법률, 국제교류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이해하기

◯사회생활, 활동 분석, 협동 평가 연구 방법에 대해 배우기

◯사회, 문화, 법률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기준을 평가하여 따르기

◯집단과 단체, 개인과 기관, 대중, 사회에 적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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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설명하기
‐‐사회 계층의 기본적인 
기준들을 정의하기 
몽골의 과거와 현재의 사
회 계층과 그 특징을 정
의하고 평가하기
자립해 살기와 사회화되기:

몽골의 사회계층에 대한 소
규모의 연구를 하고, 평가하
기

‐사회계층에서 본인의 지
위(status)를 정하고, 사회
계층 상황에 적응하기

‐사회적 불평등함의 
기타 유형들:

‐성별

‐민족과 인종

‐나이 등

사회적 이동:

‐지위의 이동, 그 유형

‐그 채널들

‐사회보호:

사회복지

‐사회보험

수치로 사회조직의 지위 차이
를 확인하기
‐교육률에 경우 성별 차가 있
는지를 관찰하기
‐사회조직에 대한 선입견과 반대
사상,  차별에 대한 연관성을 설
명하기
‐몽골 사회의 계층과 가난의 
원인, 그 관계를 근거를 들어 
정의하기
‐몽골 정부에서 실현하는 사
회복지 대책과 봉사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하기   

을 비평하기

‐몽골의 빈곤에 대해 평
가하기

몽골 정부에서 실현하는 
사회복지 대책과 봉사 
상황에 대한 자기 입장
을 정하기

‐몽골의 사회복지 대책과 
봉사상황에 대한 통계자
료를 토대로 조사하여 평
가하는 능력 수준

‐지방사회 계층에 대한 
사회조사방법을 사용해 
소규모 연구를 하고 작성
하는 능력 수준

문화 알아내기: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
성을 이해하기

‐문화의 수준과 유형을 
알아내기

‐문화의 역할과 중요성
을 이해하기

능력:

‐문화의 여러 종류와 유
형, 그들의 존재와 발전
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

‐문화의 보편성

‐문화의 내부적 통
합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자유

‐문화의 수준

‐문화의 형태

‐문화의 기준

‐문화의 변화

‐문화의 의무와 중

‐문화의 보편성(대화, 
이해, 동거, 적응을 하
는 수단이 되는 등)을 
발견하기
‐문화의 보편성과 내부
적 통합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기
‐문화의 다양성을 사회조사 
방법으로 발견하고, 증명
하기
‐세계 민족과 각 나라의 
문화의 차이점과 특징
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

‐문화의 보편성 발견
치수와 기준을 정하여 
조별로 의논하기

‐문화의 다양성에 대
한 개념을 이용해 전
통문화  종류를 평가
하기

‐세계 여러 민족과 나
라의 문화 차이와 특
징에 대해 비교를 한 
에세이 작성하기

‐개인과 사회생활 속 

문화에 대한 개념을 토
대로 정의하는 능력 수
준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
성을 사회조사 방법으
로 발견하는 능력 수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 전통문
화의 종류를 평가하는 
능력 수준

‐세계 여러 민족과 나
라의 문화 차이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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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하기

‐본인이 이바지할 수 있
는 기여에 대해 계획하
고 정하기

자립해 살기와 사회화 
되가:

‐몽골의 전통문화 모형
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부터 배우고, 기타 민족
의 문화를 존중하기

요성 기
‐인간의 권리 및 자유는 
문화의 다양성의 근원
과 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에 대한 사례를 만들
어내기
‐문화의 수준과 유형(고
전, 민중, 대중 등)을 
구별하여 올바르게 정
의하기
‐문화의 각 유형을 관련
된 이론과 실제적 근거
로 증명하여 정의하기
‐문화 유형들의 연관성
과 갈등성을 사회생활 
속 자료를 토대로 증명
하여 설명하기
‐문화의 공식( 법과 법률)
적, 비공식(도덕, 종교, 풍
습)적 기준을 비교해 정의
하기
‐몽골 전통의 주된 문
화, 수반 문화, 역문화 
차이를 발견하는 기준
을 정하기
‐문화의 변화 방법(개
혁, 개발, 발명, 전달과 
교환 등)을 자료로 증
명하여 설명하기

문화의 전통과 개선 
과정에 대해 비교 평
가하기

‐인권과 문화의 각종 
관계에 대해 자기 입
장을 표현하기

‐문화의 수준과 유형
의 차이 및 보편성에 
대해 조별로 의논하기

을 존중하는 태도의 수
준

‐개인과 사회생활 속 
문화의 전통과 변화를 
비교해 정의하는 능력 
수준

‐문화적 자유의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근거
를 들어 표현하는 능력 
수준

‐문화의 수준과 유형의 
차이와 보편성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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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전통문화의 의
무와 중요성을 일정한 
자료로 증명하기

‐문화유형의 생활 속 
발견에 대해 예를 만
들기

문화 유형의 존재와 
발전 차이, 공통과 갈
등에 대한 조별로 토
론하기

‐전통, 풍습, 도덕적 
기준을 설명하여 평가
하기

‐몽골 전통의 주된 문
화, 수반 문화, 역문화
에 대해 소규모 취재
를 하여 의논하기

‐몽골의 클래식, 민중
의, 대중의 문화와 관
련된 예술, 문학적 예
를 가지고 의논하여 
평가하기

‐몽골 전통의 클래식
과 대중의 문화 변화
에 대해 연극하기

‐문화의 의무와 중요

‐문화 유형의 발견을 
어떠한 경우를 가지고 
자립해 증명하는 능력 
수준

‐문화 유형의 유사성과 
대립성을 관찰, 분석, 
평가하는 능력 수준

‐전통, 풍습, 도덕적 기
준화와 조절하는 의무 
실행을 평가, 증명하는 
능력 수준

몽골 전통의 주된 문
화, 수반 문화, 역문화
에 대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평가
하고 토의하는 능력 수
준

‐‐몽골의 클래식, 민중
의, 대중의 문화와 관
련된 예술, 문학적 예
를 가지고 평가하는 능
력 수준

‐몽골 전통문화에 대해 
연출하는 능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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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에세이 작
성하기 ‐문화의 의무와 중요성

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
하는 능력 수준

경제:

‐경제
에 대
한 기
본 적 
개념

‐시장
에대
한개
념

알아내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무역 및 그 필요성과 구
조에 대해 이해하기

‐외화 시장에 대해 이해
하기

‐세계 경제에 대해 이해하
기

‐경제발전의 무작용을 알
기

능력: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의무와 개입해 설명하기

‐무역의 이익과 손실을 
학생 수준에 맞게 정의하
기

‐경제 상승과 관련해서 
자연, 생태계, 사회와 정
치 간의 연관성과 영향을 
조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내용

‐경제에 있어서 정부
의 의무와 정부 개입 
수단

국가 간의 무역의 필
요성과 요구

‐무역대책

‐외화 시장과 환율

‐무역 수지와 균형

‐몽골의 무역대책, 그
것의 실행

‐세계 경제에 대하여

‐세계화와 경제적 세
계화  문제점

‐다국적 대기업에 대
한 개념

‐안정적인 발전 문제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내용을 설명하기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의무와 정부 개입 수단을 
정의하기
‐무역의 필요성과 요구에 
대해 설명하기
‐무역의 이익과 손실을 
조사하기
‐몽골의 무역대책에 대한 
본인생각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
‐가상적 및 현실적 환율
을 설명하기
‐무역의 구성, 수입, 수출, 
수지  등을 설명하기
‐세계 경제 변화와 혁신
에 있어서 몽골정부의 입
장에 대해 설명하기
‐세계화와 일원화의 관계
를 자기 나라 경제를 바
탕으로 확인하기
‐경제 세계화의 한 가지 
유형이 “다국적 대기업”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의 내용을 분석하기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의무와 정부 개입 수단
을 평가하기
‐우리가 쓰는 제품들을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
는지 자기 입장에서 설
명하기
‐몽골에 있어서 “절대적
과 상대적”인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별
로 의논하기
‐우리나라의 무역 손실
을 줄이는 것에 대해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몽골경제 세계화의 장
단점에 대해 평가하기
‐몽골 광산업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다국적 대기업이 해당 
나라의 경제에 어떤 긍
정적, 또는 부정적인 결
과를  가져오는지를 평

‐정부에 있어 경제 정책, 경제
에 있어 정부의 개입에 대해 
증명하여 설명하는 능력 수준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내용을 
분석하고 전하는 능력 수준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의무와 
정부 조절 수단을 설명하는 
능력 수준
‐국내산 및 다른 나라 제품의 
질과 소비에 대해 자기 입장
에서 평가 내리는 능력 수준
‐우리나라 경제의 절대적과 상
대적인 장점을 정하는 능력 
수준
‐우리나라 무역의 구성, 수입, 
수출, 수지를 통계자료를 토
대로 그래프로 보여주는 능력
의 수준
‐몽골 경제에 있어 세계화의 
장단점에 대해 평가하는 능력
의 수준
‐몽골의 광산 분야가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는 능력의 수준
‐다국적 대기업은 경제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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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해 살기와 사회화되
기: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절
을 존중하기

‐무역정책을 자기수준으
로 평가하기

‐몽골의 무역 성장에 대
해 자기 입장을 표현하기

인 것을 확인하기
‐몽골의 경우 경제적 이
익은 향상되었지만 생태
계적인 불균형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
기
‐인간계발이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른 나라의 경우와 자기 
나라의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하기

가하기
‐자연환경 활용과 생태
계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법률적, 문화적 환경
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자기 입장을 표현하기
‐몽골의 경우 인간 개발 
교육수치가 높지만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
지 않은 것에 대해 평
가하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증명하여 설명
하는 능력의 수준  
‐자연환경 사용과 생태계 균형
을 이룰 수 있는 법률적, 문
화적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대해 자기 입장을 표현
하는 능력의 수준
‐몽골의 경우 경제발전에 중요
한 요소들을 통계자료를 토대로 
제안하는 능력의 수준

정치와

민주주
의

‐알아내기:

‐동호회, 정당, 정부, 선
거, 민주주의의 가치들
을 이해하기

능력:

‐이러한 이해를 사회생
활 속 정치와 민주주의 
과정을 관찰, 연구하는
데 사용하고, 이러한 연
구에 사회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기

자립해 살기와 사회화
되기:

정치와 민주주의 문화
를 익히고, 이 문화를 

‐동호회

정당과 그의 의무

정당의 제도

정부 개념:

‐정부의 특징

‐정부의 권력

‐정치의 의무

‐정부의 형태

‐정부 기관

‐사회 내 동호회의 방향
과 의무, 활동을 이론과 
실제를 통해 설명하기

‐동호회와 공공기관(사회
단체)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식으로 나타
내기

‐동호회 활동 특징과 형
태를 목록하기

‐정당, 그 특징과 의무를 
정하기

‐‐정당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  설명하기

‐정당 제도를 문서를 토
대로 하기

‐사회 내 동호회의 방
향과 의무, 활동에 대
해 토론하기

‐학생이 어떤 동호회
에 참여하여 어떤 활
동을 할지를 기획하여 
표현하기

‐정당, 그 종류와 형태
에 대한 도식을 만들
기

-정당 및 언론의 개인
적, 사회적 의무를 분
석 및 평가

‐정당 제도에 대한 개
념을 이용해 몽골의  

‐정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능력 수준

‐사회 내 동호회의 방
향과 의무, 활동을 이
론과 실제로 설명하는 
능력 수준

‐정당, 그 종류와 형태
에 대한 도식을 만드는 
능력 수준

‐정당의 의무와 특징을 
정의하는 능력 수준

‐정당 제도에 대한 개
념을 이용해 몽골의  
큰 정당 활동을 평가하
는 능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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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단체, 기관과 대
중, 사회에 퍼뜨려 일상
화시키기 

‐정부와 시민의 관
계

‐선거 개념

‐선거제도

‐민주주의 이론과 
형태

‐민주주의의 가치들

‐정부에 대한 개념(개념
적 특징)을 토대로 정의
하기

‐정부의 특징(인구, 국토, 
공통 권력)에 대한 관련 
근거를 들어 정하기

, 비례한, 혼합 등)들을 
자기 말로 설명하기

‐민주주의 이론을 비교해
서 설명하기

‐민주주의의 유형들을 정
의하는 것

‐민주주의의 소중한 것들
을 구별하고 목록하는 
것

큰 정당 활동을 평가
하기

‐정부 특징에 대한 에
세이 작성하기

‐정부 권력에 대한 이
론적 개념과 그것의 
실행 상태를 비교하여 
조별로 의논하기

‐민족 국가, 정부의 일
부 정치적 해결안의 
장단점에 대해 관련 
근거를 정하여조별로 
토론하기

 연관성에 대해 취재
를 하는 것

‐정부에 대해 구두, 또
는 서면으로 표현하는 
능력 수준

‐정부 권력 및 그 분립
을 정하는 능력 수준

-민족 국가, 정부의 일
부 정치적 해결안의 장
단점을 정의하는 기준 
및 수치를 세우는 능력 

‐정부 권력 분립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 권력 
등)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정부의 내‐외부적 의무
와 특징을 정하기

‐정부의 형태를 확인하
여 설명하기

‐정부의 중앙 기관과 지
방기관들의‐정부의 권

‐정부 권력 분립(입법, 
행정, 사법 권력 등) 
에 대한 제안을 조별
로 의논하기

‐정부 유형에 대해 에
세이 작성하기

‐정부의 내외부적 의
무와 경향 내용을 사
회생활의 사례로 의논
하고 평가하기

‐정부 권력을 실현하는 
유형들을 비교하여 조
사하는 능력 수준

‐정부의 내외부적 의무
와 특징 내용을 실제의 
사례로 설명하는 능력 
수준

‐정부와 시민 관계의 일
부 갈등점을 지적하는 
능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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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그 내용과 형태를 
확정하기

 의무와 특징을 따로따
로 정하기

‐정부와 시민 관계의 법
률적, 도덕적 일부 조정
을 설명하기

‐선거 개념을 설명하기

‐선거 규칙을 목록하기

‐선거제도, 그 기본적 
유형(과반수

‐정부와 시민 관계의 
일부 갈등점에 대해 
조별로 의논하기

‐선거가 어떤 참여 유
형에 포함되‐유권자와 
당선자 활동 순환 관
계와 연관성에 대해 
사례로 보여주기

‐몽골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이고 는지와 몽
골의 선거와 선거 제
도를 평가하기

 소중한 것들이 어떻
게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한 것의

‐몽골의 선거와 선거제
도에 대한 지식을 이용
해 평가하는 능력 수준

‐유권자와 당선자 활동 
순환 관계와 연관성에 
대해 사례로 보여주는 
능력 수준

‐몽골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이고 소중한 것
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입장으로 표현하는 능
력 수준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
중한 것들이 몽골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설
명하는 것

법률:

‐인권

알아내기:

‐단체와 소수 주주의 권
익에 대한 개념을 확대
시키기

‐정부, 시민, 행정 간 관계
의 법률적 조정에 대해 이
해하기

‐행정관리 책임, 행정관리 

‐단체와 소수 주주
의 권익

‐인권과 사건 해결
절차

‐사건 해결절차 종
류: 민사건, 형사건, 
행정건

‐은행, 재정, 세금거

‐단체와 소수 주주의 권
리를 구별하고 정의하
기

‐민사건, 형사건, 행정
건과 분쟁 해결절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
교해서 설명하기

‐사건과 분쟁 해결절차
에서 참여자의 의무와 

‐사회단체와 소수 주
주의 권익이 보호되거
나 거론된 상황을 발
견하는 연구를 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
하는 것

‐‐민사건, 형사건, 행
정건과 분쟁을 해결한 
경우를 분석하기

‐단체와 소수 주주의 권
리를 구별하고 정의하
는 능력의 수준

‐‐민사건, 형사건, 행정
건과 분쟁을 해결한 경
우를 분석하는 능력의 
수준

‐중앙은행, 거래은행, 
금용규제위원회,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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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 정 , 
규칙

‐정부
조직

위반에 대해 이해하기

‐변호사의 의무와 권리
에 대해 이해하기

능력:

‐은행, 재정, 세금의 법률적
인 조정에 대한 개념을 일
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자립해서 살기와 사회화
되기:

‐인권을 침해한 어떠한 
사건(범행)과 분쟁(살인
범, 명예 훼손, 인간 매
매, 사기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지
식을 토대로 본인과 남
의 권익을 보호하기

래를 하는 데에 따
라야 할 기준

‐정부, 시민, 행정간
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적 기준

‐행정관리 책임, 행
정관리 위반 

‐변호사와 변호사  
선임에 대해

권리, 책임을 구별, 확
인하여 그 관계에 참여
하기

‐은행, 재정, 세금의 법
률적 지식을 토대로 부
동산 소유와 관리, 증권
시장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관리를 하기

‐행정관리와 행정과의 
대하는 능력을 가지다

‐시민의 행정관리 위반, 
행정법 위반 행동들을 
구별하고 예방하기

‐변호사 선임에 대해 설
명하기

‐중앙은행, 거래은행, 
금융규제위원회, 증권
거래소, 관세청 등 기
관의 활동과 권력에 
대해 알아보고 시민들
이 준수해야 할 규정
을 조사하기

‐시민과 행정의 관계
상 시민의 의무와 권
리, 책임, 행정의 의
무와 권리, 책임에 대
해 도식으로 나타내기

‐변호사의 의무와 권
리에 대한 법 조항을 
토대로 조별로 의논하
기

래소, 관세청 등 기관의 
활동과 권력에 대해 설
명하는 능력의 수준

‐시민과 행정간 관계상 
시민의 의무와 권리, 책
임, 행정의 의무와 권
리, 책임에 대해 도식으
로 나타내는 능력의 수
준

변호사 업무에 의해 비
판과 평가를 하는 능력
의 수준

국제
교류

알아내기:

‐국제교류 및 그 변화와 
특징에 대해 이해하기

‐세계 여러 나라가 협력
의 효과는 국제기구(유
엔, 유엔 전문기관들, 
APEC, ASEAN, EU, 
SCO, NATO 등)의 활
동으로 알아내기

‐국제교류의 이해

‐현대 국제교류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국제적 합작 활동
은 국제교류의 적절
한 형태임에 대해

‐국제교류에 있어 
몽골의 참여:

‐몽골의 외교와 국

‐국제교류의 이해 정의

‐국제교류상 상호 이익
이 되는 협력 활동을 
이웃나라와 발전국의 
경우로 설명하기

‐국제교류에서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기관의 
활동을 통계자료를 토
대로 설명하기

‐국제교류의 이해에 
대해 조별로 의논하기

‐국제교류의 인도적 
지원(봉사활동)이 몽
골에서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여 알리기

‐국제 협력회 활동범
위 내에서의 몽골의 
활동에 대해 벽신문을 

‐국제교류의 이해에 대
해 여러 면에서 설명하
는 능력의 수준

‐국제교류의 인도적 지
원(봉사활동)이 몽골에
서 어떻게 진행 되는지
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
의 수준

‐국제 협력회 활동범위 
내에서의 몽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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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국제교류의 주체들에 
대해 설명하기

자립해 살기와 사회화
되기:

‐국제 교류 규칙, 법률
적, 윤리적 기준을 따르
기 

  

가 안보 이념에서

‐몽골 외교의 기본
적 방향

‐중앙아시아와 몽골

‐동북아시아와 몽골

‐국제교류 주체:

‐정부

‐국민

‐국제기관

‐다국적 단체(기업)

‐국제교류 규칙과 
기준(국제 법률적, 
윤리적 기준)에 대
해

‐국제 협력회 활동 규모
와 영향에 대해 통계를 
토대로 하기

‐국제교류에 있어 몽골
의 참여와 몽골의 외교
와 국가 안보 이념에 
대해 설명하기

‐정부, 국민, 국제기관
과 다국적 단체는 국제
교류의 주체인 것을 예
를 들어 설명하기

‐국제교류 규칙과 기준
을 국제적 계약, 협의
서, 협정의 관련 조항 
등으로 증명하여 설명
하기 

만들기

‐국제교류에 국가를 
대표해 참여하는 봉사
단과 군사적 개입을 
평가하기

‐몽골의 외교정책 방
향과 국가 안보에 대
한 이념은 어느 나라
와 어떤 규칙에 따라
서 교류를 하도록 정
했는지를 자기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평가하
기

‐국제교류 규칙, 법률
적, 윤리적 기준을 준
수하거나 위반하는 것
에 대해 의논하기

에 대해 에세이를 쓰는 
능력의 수준

‐몽골의 외교정책 방향
과 국가 안보에 대한 
이념은 어느 나라와 어
떤 규칙에 따라 교류를 
하게 정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의 수준

‐국제교류 규칙, 법률적
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
하거나 위반하는 문제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표
현하는 경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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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democratic revolution in Mongolia, the development of

Mongolian education system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primary period of modern schooling” a crusade against illiteracy from

1921 to 1940, period of socialist education system” from 1940 to 1990

and from 1990 until the present “period of education in market

economy system”. In 1990, This has become a third historic turning

point for Mongolian education system. following that the new

democratic government in 1990. In this period, the most significant

change was the new education system based on free market economy

system and democracy transition from socialism. Educational system

in this period was based on Mongolian culture and customs and

removal of the Soviet Union educational system.

After the transition into free market economy system and

democracy, Mongolian education was developed through the reforms

of education laws three times, in 1991, 1995 an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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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2, following the reform of education law, the changes

made were for complying with globalism and towar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in 2005, school system was divided

into years of 5-4-2. However in 2006, in accordance with the master

plan for educational development made by the Government of

Mongolia, it was announced that the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program will be changed into 12 academic years and

segmented into 6-3-3 years,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stead of 6-3-3 years of academy, the current Mongolian

educational system has been 5-4-3 years and intensively in operation.

This system became an important beginning for adapting safely the

reform of educational curriculum. This stage required a great deal of

studies and analysis on social implication and educational curriculum

contents, but it seemed that the contents related to these were not

sufficient enough. In this respect, this study was done in term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comparisons. This research work was

intended to address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reform of Mongolia, which was necessary for its education

system adaptation.

The research work was planned as follows;

1) Understanding of the objectives for Mongolian educational

system transition

2)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social and education

curriculum by leading developed countries

3）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contents and

　　organization of Mongolian social studie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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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parison study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the US

(focusing on NCSS)

5) Improvement plan and further suggestions

This research work was completed based on the analysis

focused on the organizational and substantial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social studies curriculum. Firstly, for understanding of

Mongolian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historical transitions and

soci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from the primary stages up until

now. However, it was not clear to understand the basics of education

curriculum in periods after modern schooling because of its rapid

transition and changes in the system. From the social studies point of

view (social science area), it was very important to study these

changes in the system. By studying relations and comparing aspects,

it was helpful to understand current academic system and educational

curriculum. Based on historic and social system, analysis on

organization and contents of Mongolian social studies curriculum was

completed to the point. Furthermore, for more clarification, it included

theoretical and analytic examples for the organizational principles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Numerous approach methods were used to clarify what kind of

factors from which perspective should be done on the contents for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if there was any issues related to them,

how those kind of issues should be organized and addressed to a

certain level. This research work analyzed social studies curriculum

through spiral principle based various principles including expanding

environment, spiral curriculum, integration, and regional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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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in terms of integration, up to 10 themes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developed by NCSS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1) Culture 2) Time, continuity, and change 3) People, places,

and environments 4) Individual development and identity 5)

Individuals, groups, and institutions 6) Power, authority and

governance 7)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8)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9) Global connections 10) Civic ideals and

practices. From the view of these perspectives, the analysis was done

on scope of Mongolian social studies curriculum.

From the framework of spiral curriculum, Mongolian social

studies curriculum content can be considered as which these kinds of

principle is in domination.

Mongolian social studies curriculum consists of 7 areas

including social relations, morality, culture, legislation, economy,

politics and democr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 which all originated

from combined educational curriculum. Therefore, once the basic 4

areas of society and social relations, morality, legislation and economy

were divided into 11 academic years, the combined areas such as

culture, politics and democracy and international exchange can be

complied into scopes as expansion.

The Korean curriculum had has three kinds of scope, history,

geography and social science, whereas there are 10 kinds of strands

in the United States curriculum. This point is similar to Mongolia, so

it's social studies curriculum can be considered as combined system.

Pertaining to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social

studie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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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the academic subjects were mostly related to history

and geography. In other words, not society related subjects, but

historic and geographical subjects. However, “time, continuity, and

change" in ““NCSS`s 10 kinds of strands were not familiar to

Mongolian middle and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Secondly, only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trands were

compiled into 11 years of academic curriculum, so it was not

sufficient to the appropriate level. The first stage of the current

system transition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step, therefore it

needs to be combined strands and appropriate curriculum.

Thirdly, implementing the transition system was considered as

a great political change related to “political and democracy” in the

general society. However, this revived social and education curriculum

was only designed to be implemented after having included into 11

years of schooling.

As to the following areas, reform plans should be implemented.

Firstly, “Politics and democracy” related strands should be penetrated

into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Secondly, three kinds of strands such a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which were only inserted into 11 years of schooling

should be combined into social studies curriculum transition process.

Thirdly, NCSS`s main strands such as “civic ideals and

practices” were insufficient in current Mongolian system. For this,

subjects relating to civic educ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system. Following the trend of globalization, civic education was

strengthened, so that these areas of subjects were implemen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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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Therefore this aspect requires interest into multi-cultural

education.

Civic education content covers environment, religion, education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multi-cultural education, therefore

these elements should be reflected into educational system of

Mongolia. By this, the limits of civic education will be expanded and

the social related subjects should be combined to the civic education.

Ultimately, the further studies will be a necessity regarding

on issues how to teach emotion, humanity and liberty aspects related

to the social education and the difference in people`s thoughts and

cultural aspects.

Key words :Mongolian education system, Mongolian social studies

curriculum, Mongolian social studi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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