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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사회 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개인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

에 력을 이끌어내는 안  개념으로서 사회  자본(Socialcapital)이 

논의되고 있다.미국의 정치학자인 퍼트남은 사회  자본을 “ 력된 행

동을 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신뢰,규범,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요소들”이라고 정의한다(Putnam,1993:167).

본 연구는 한국의 의무교육기간인 · 등학교 9년의 사회과(일반사회

역)교육과정과 스웨덴의 의무교육기간인 의무학교(Grundskola)9년의 

Civics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사회  자본 형성을 진하는 교

육내용의 비 과 성취기 을 비교하고,그에 따른 공통 과 차이 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러한 과정은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긴 사

회  자본의 구체 인 내용과 특징을 악함으로써  시 의 교육과정 

내용을 확인,평가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의 

시사 을 찾아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나아가 양국 교육과정 비교를 

바탕으로 구상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사회  자본 교육방향까지 함께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본고에서는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과 스웨덴의 Civics교육과정에 나타난 사회  자본 련 내용을 신뢰,

규범  제도,네트워크,시민참여의 4가지 역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연구목 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신뢰,규범  제도,네트

워크,시민참여에 한 교육내용의 비 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1)의 분석결과,한국의 교육과정은 네트워크와 시민참여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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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덴 교육과정은 규범  제도와 네트워크에 한 내용에 더욱 비 을 두

고 있으며,신뢰에 한 내용은 한국과 스웨덴 모두 교육내용의 비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신뢰에 한 구체 인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의 분석결과,한국은 일반  신뢰에 있어 사회  소수자에 

한 차별 해소를 교육내용의 주된 목 으로 삼는 반면 스웨덴은 사회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삼고 있었다.

(3)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규범  제도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의 분석결과,스웨덴은 인권 가운데서도 구체 으로 아동인

권에 한 내용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아동인권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

(4)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Grundskola)의 Civics 교육과정에서 네트워크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의 분석결과,스웨덴 교육과정은 사회 내 미디어 구조와 법

,경제 ,정치  연결 구조를 악하게 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반 인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게 한 반면,한국 교육과정은 정치구조에 한정

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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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Grundskola)의 Civics 교육과정에서 시민참여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5)의 분석결과,한국은 시민참여 역에 해당하는 반 인 

교육내용이 사회문제의 해결에,스웨덴은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능력에 

집 되어 있어 한국과 스웨덴의 시민참여 련 교육내용이 서로 다른 강

조 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국 교육과정 비교를 바탕으로 구상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사회  

자본 교육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사회  자본의 각 요소를 모두 포함

하여 련된 교육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둘째,신뢰 역에서는 

일반  지식이나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일반  신뢰의 교육내용에 비 을 

두되,구체  신뢰와 공 신뢰에 한 교육내용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셋

째,규범  제도 역에서는 습과 법이 력 계에 기여하는 바를 다

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넷째,네트워크 역에서는 강한 

유 에 한 내용뿐 아니라 약한 유 에 한 내용도 교육내용에 포함시

켜 학생들이 시민  참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다섯

째,시민참여 역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민참여 경험을 제공해 사

회  자본을 축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련된 교육내용을 충분히 다루어

야 한다.

주 요 어  : 사회  자본,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스웨덴 Civics교육

과정,신뢰,규범,네트워크

학    번  :2013-2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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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문제제기

2013년 한국에서는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가 출범했다.각종 범죄 발생과 공직

자의 부정부패,사회 양극화 문제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면서 다양

한 사회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  자본이 부각된 것이다.길을 지나

다 보면 이따 씩 낯선 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다.지

갑을 잃어버려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는데 나 에 꼭 갚을 테니 돈을 빌

려달라고 하는 경우,우리는 그 낯선 이에게 선뜻 자신의 돈을 내어주는

가?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이거나 빌

려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이가 

빌려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일 것이다.그 다면 우리의 

지인이 같은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지

인이라 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복 인 만

남을 통해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경우,우리는 낯선 이의 부탁보다 

지인의 부탁에 응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곤 한다.이처럼 한국 사회는 

연고에 의한 내집단 구성원들에게는 개방 이지만,그 지 않은 외집단 

구성원들에게는 매우 폐쇄 인 태도를 보인다(이재열,2002:80).즉 자신

과 연결된 아는 사이일 때 력이 용이해진다는 에서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반응을 달리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한 도움을 

요청한 낯선 이가 자발 으로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돈을 갚도록 강제하

는 구체 인 수단이 사회 내에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즉 불신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규범이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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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는 사람들 간에 신뢰를 형성하여 력을 가능  하는 요한 요

인이 된다.하지만 가장 효율 인 상황은 이러한 제 조건 없이도 사람

들 사이에 근본 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이에 퍼트남은 사회

 자본을 “ 력된 행동을 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신

뢰,규범,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요소들”이라고 정의한다

(Putnam,1993:167).

사회  자본의 개념은 1980년 에 들어 부르디외(PierreBourdieu)와 

콜만(JamesColeman),퍼트남(RobertPutnam)등의 학자에 의해 그 의

미가 발 해왔다.부르디외는 사회  자본을 "상호 면식과 인식이 제도

인 계로 지속되는 계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실질 ,잠재  재원

들의 총합"이라고 설명했다(Bourdieu,1986:248).즉 사회  자본을 일종

의 멤버십으로 본 것인데 이러한 멤버십이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을 

경제자본,문화자본과 구분하여 개념화하 다.Coleman(1990)은 사회  

자본을 인 자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분류하면서 인 자본을 노드

(node)에,사회  자본을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line)에 비유하 다.

즉 사회  자본은 한 개인이 개별 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콜만은 사회  자본을 "사회구조의 어

떤 측면들과 련된 가치로서 행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성취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설명한다(Coleman,1988:S101).한편 

Putnam(1993)은 콜만과 마찬가지로 사회  자본이 ‘상호 력을 가능  

하는 사회조직의 요소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이탈리아를 상으로 한 실

증연구를 통해 사회  자본의 존재를 증명했다.그는 경제  번 과 사

회 안정을 이룬 지역에 사람들 간의 신뢰와 참여의 규범,자발  단체 

가입을 통한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설명한다.그리고 이러한 

사회  자본의 요소가 경제 ,정치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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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면 신뢰,규범,네트워크 등의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근원은 

무엇일까?OECD는 사회  자본이 가족과 학교,기업,국가,지방정부를 

비롯한 여러 제도의 차원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OECD,2001:45).가

족은 가장 근본이 되는 사회화 기 으로,가족 내 형성된 사회  자본은 

한 개인이 사회 안에서 력의 태도를 보이는 데 지 ,정서 으로 요

한 향을 미친다.학교나 기업,정부단체 등은 서로 다른 개인이 특정한 

목 을 가지고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집단 내 동일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서로 력

하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의 과

정은 곧 사회  자본을 축 하는 과정이 된다.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은 특수한 목 을 가지고 그 목 에 맞게 교육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달하는 지식과 가치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  자본을 형

성할 수 있게 된다.학교 교육 가운데 사회  자본 형성에 가장 련이 

깊은 교과는 사회과로,최종덕(2007)역시 사회  자본이 신뢰와 규범을 

강조하는 사회과 교육을 통해 형성 는 강화될 수 있으며 사회  자본

의 형성은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인 라의 차원에

서 본다면 한 국가의 정치제도나 사법체계,복지제도,경제발  수  등

도 사회  자본의 근원이 된다.이처럼 사회  자본의 근원은 한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사회  자본의 축 은 여러 요인

의 복합 인 작용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  자본의 근원 가운데 교육의 역할에 을 맞춰 교

육내용의 특성을 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여기에서의 교육은 

학교 교육을 말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  자본 형성 효과가 검증된 

시민교육으로 그 범 를 한정한다.본고의 구체 인 연구내용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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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기간인 · 등학교의 9년과 스웨덴의 의무교육기간인 의무학교 

9년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사회  자본 형성을 진하

는 교육내용의 비 과 성취기 을 비교하는 것이다1).연구내용을 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첫째,사회  자본 형성에 향을 미치는 시민교육

의 역이 학교 교과 가운데 사회과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둘째,국가의 

근본 인 교육방향을 살펴보기 해서는 학습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경험의 질을 구체 으로 리하는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합하기 때문이며 셋째,사회  자본은 일부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공통의 내용을 교육받는 의무

교육기간의 교육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단에서 다.마지막

으로 사회  자본이 낮은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사회  자본이 높은 

스웨덴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양국의 교육내용이 가진 특

성을 악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사회  자본 

련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 시사 을 얻기 함이다.

사회  자본에 한 교육계 내부의 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과 사회

 자본의 계를 분석하는 국내 연구가 다수 등장했다.이러한 연구 흐

름을 ‘사회  자본이 교육에 미치는 향’과 ‘교육이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으로 구분해보면 자  상당수는 사회  자본이 학업성취

에 미치는 향(김경근,2000;김경식·이 철,2010;김경희·김성연·한기

1) 한국은 사회과 가운데서도 일반사회 역을 상으로 하며,스웨덴은 Civics과목을 

상으로 한다.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원문에 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교육내용

이 포함되지 않은 계로 · 등학교 9년 가운데 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 3학년

까지의 7년 과정을 실제 분석 상으로 한다.교육과정에 제시된 7년의 과정은 등학

교 3-4학년, 등학교 5-6학년, 학교 1-3학년의 세 분류로 나타나 있다.스웨덴 사회

과 교육과정 원문에는 의무학교 1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교육과정이 의무학교 1-3학년,의무학교 4-6학년,의무학교 7-9학년의 세 

분류로 제시돼 있어 9년간의 과정 모두를 실제 분석 상에 포함한다.분석 상이 되

는 양국 교육과정의 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간별 분류가 각각 3개로 동일하기 때

문에 분석 상을 와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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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2011;김두환,2008;박 진·김 화,2010;박희 ,2004;백병부·김경

근,2008;안우환,2007;이재훈·김경근,2007;이정선,2001),그리고 사회

 자본이 학교 응이나 사회 응에 미치는 향에 한 것이었다(강

주·김정화·최민지,2012;김경식·최성보·이 철,2009;양심 ·박수경·김미

숙,2013; 병주,2012). 한 사회  자본이 교육포부나 직업포부 수

에 미치는 향(신수 ·김경근,2012;안우환,2009)과 더불어 사는 능력

에 미치는 향(황여정·김경근,2013)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후자의 

경우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

구(이경아,2008)와 사회과 교육이 사회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당 론  설명의 연구가 소개되었다(최종덕,2007;황선 ·곽한 ,2012).

하지만 교육과 사회  자본의 계를 증명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

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내에서의 

사회  자본 내용분석이나 사회  자본 형성을 한 교육방향을 논의하

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사회  자본 련 내용분석을 실시한 연구

라 하더라도 교과서 분석이 주가 되고 교육과정 분석은 간략하게만 다

질 뿐이었다.서희정(2010)은 제7차와 2009개정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 교과서 3종을 사회  자본 에 따른 거틀을 가지고 분석하

다.사회  자본에 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장진아(2013)는 부르

디외의 자본 유형을 분석틀로 삼아 제7차와 2007개정 등학교 교육과

정의 사회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 다.교과서 내 사회  자본 련 내용

을 분석하는 것은 학교 장에서 리 사용되는 주 학습 자료를 분석하

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다.하지만 학교마다 다른 

출 사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육 실을 생각해 볼 때 교과서 분석보다 

앞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일이다.

국가고시 교육과정은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방향과 목 을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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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서이다. 한 교육과정 문서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학습활동을 체계 으로 구성해놓았기 때

문에 학교 장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할 때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교과서를 제작하는 기 이 되기도 한다(유종열,2009:2).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해 사회  자본 형성을 진하는 교

육내용의 비 과 성취기 을 악하는 일은 사회과 교육에서 어떤 내용

의 사회  자본 요소를,어떤 방향으로 다루어야 할지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때 다른 나라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사회  자본 련 내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은 각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사회  자본 요소

의 특징을 악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사회  자본 내용

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한 시사 도 얻을 수 있어 앞으로의 교육

과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까지 도움이 된다.사회  자본 형성에 한 국

내 교육과정 연구도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다른 나라 교육과정과의 비교 

연구를 실시하는 까닭은 의 범 를 넓히기 해서이다.국가 내 교

육과정만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경우 해외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새로운 논의나 시사 을 놓칠 수 있다.따라서 본고는 스웨

덴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Civics교육과정에 

나타난 사회  자본 내용의 공통 과 차이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사회  자본 교육방향에 한 하나의 이상  형

태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스웨덴을 비교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스

웨덴은 사회  자본 지수가 높은 국가  하나이며,둘째,의무교육기간

이 총 9년인데다 6학년 이후에 한 번,9학년 이후에 한 번 성취수 을 

평가하는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의무교육기간인 등학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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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3년의 학제  교육과정과 비교가 용이하다.셋째,교육과정에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반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  당시 집권당의 이

데올로기 한 교육과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 된다.스웨덴

의 경우 재 2011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는데,올해 실시

된 총선에서 사민당이 재집권하기 이  8년 동안 도 우  연합이 집권

했다는 에서 재 운 되고 있는 교육과정에는 보수 의 신자유주의 

이념이 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비교 상이 되는 한국의 2009개

정교육과정 한 보수당 집권 당시 작성된 교육과정이라는 에서 한국

과 스웨덴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의 Civics교육과정에 나

타난 사회  자본 내용을 신뢰,규범  제도,네트워크,시민참여의 4가

지 역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이 분석 역은 퍼트남의 사회  자본 

정의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목 에 맞게 구성된 것이며,

교육과정 분석 한 이 4가지 역에 따라 양국 교육과정의 공통 과 차

이 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연구의 의의  한계

본 연구는 한국의 의무교육기간인 · 등학교 9년의 사회과(일반사회

역)교육과정과 스웨덴의 의무교육기간인 의무학교(Grundskola)9년의 

Civics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사회  자본 형성을 진하는 교

육내용의 비 과 성취기 을 비교하고,그에 따른 공통 과 차이 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러한 과정은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긴 사

회  자본의 구체 인 내용과 특징을 악함으로써  시 의 교육과정 

내용을 확인,평가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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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을 찾아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나아가 양국 교육과정 비교를 

바탕으로 구상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사회  자본 교육방향을 제안하

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식 인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은 교육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

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문서상의 내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교과서의 선정과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교과서 

내용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그 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단원

이 구체 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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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사회  자본의 개념과 의의

1)사회  자본 개념의 등장과 발

성숙한 사회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사회  자본 개념은 민주주

의와 경제성장,교육,복지,시민참여 등 사회 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  가치로 많은 심을 모으고 있다.사회  자본이라는 명칭 

자체는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사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용어나 이론들은 이 부터 존재해왔다.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어들면서 공동체의 쇠퇴를 우려한 퇴니스(FerdinandTönnies)와 뒤르

(EmileDurkheim)이 각각 ‘공동사회(Gemeinschaft)'와 ‘계약의 비계약

 요소’같은 개념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퇴니스는 공동사회를 

‘습에 기반을 둔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 간에 인격  계를 형성한 사

회’라고 특징지었다.이때 공동사회는 사회 내 분열된 개인을 결집시켜 

공동체 심의 사회로 회복시킨다는 맥락에서 사회  자본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 ,[2003]2007:34).뒤르

이 말한 계약의 비계약  요소는 명시된 '계약'이외에 그 계약을 이

행하게 만드는 신뢰나 규범 등의 '비계약  요소'를 의미한다.따라서 이

것 역시 사회  자본의 개념과 비슷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유석춘·장미

혜·정병은·배 ,[2003]2007:33).

그동안 사회  자본의 칭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음에도 불

구하고 오늘날 이 용어가 사회과학계에 크게 자리 잡은 이유는 인간 계

에 의해 형성된다는 의미의 ‘사회 ’이라는 형용사와 ‘자본’이라는 명사

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자본은 이익을 창출하기 해 투자되었거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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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될 수 있는 재화를 말하기 때문에 자본의 개념을 사용하면 사회 상의 

역동성과 변화를 악하는데 효과 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오욱환,2014:

49-50).앞서 살펴본 퇴니스의 '공동사회'나 뒤르 의 '계약의 비계약  

요소'와 같은 용어는 용어 자체에서 사람들 간의 교류나 움직임까지 

악하기는 어렵다.하지만 사회  자본 개념은 '사회 '과 '자본'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을 통해 인간 계에 투자하는 개인의 행 와 그 투자 결과에 

따른  다른 행 를 엿볼 수 있다.한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분열된 개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응집시키는 과정 한 개개인의 선

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계에 투자한다는 의미의 사

회  자본 개념을 사용하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용어들보다 공동체

로의 결속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사회  자본’이라는 용어를 최 로 사용한 것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농 학교 감독 이었던 하니 (LydaHanifan)으로 알려져 있다.하

니 은 학교가 성공하기 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극 인 개입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며 사회  자본 개념을 사용하 다.그는 사회  자본을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호의나 유 감,상호 

연민,사교 등”으로 정의했다(Hanifan,1916:130).하니 은 개인이 혼자 

있을 때에는 상호 력이 불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이웃과 교류하고,그 

이웃이 다른 이웃과 교류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들 내부에 차 사회  

자본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그리고 이 게 축 된 사회  자본이 공동

체 체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이 된다고 설명한다(Hanifan,

1916:130).

사회  자본 개념이 본격 으로 논의된 1980년 에 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자본의 유형들(Theformsofcapital)'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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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본을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사회자본의 세 가지 형태로 나 어 소

개하 다.

그는 사회  자본을 "상호 면식과 인식이 제도 인 계로 지속되는 

계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실질 ,잠재  재원들의 총합"으로 정의했다.

즉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해당 집단 내 구성원들은 집단 으로 

소유한 신용(credential)의 자원을 얻게 되며,이것이 그들을 신뢰할만한 사

람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이러한 계는 가족이나 계 ·부족·학교·정

당 등 공동의 명칭을 사용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형성하며,동시에 그들

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교환행 에 의해 사회 으로 제도화된다

(Bourdieu,1986:248-249).

집단 내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  자본의 양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와 연결된 각 사람들이 소유한 경제 ,문화

,상징  자본의 양에 달려있다.사회  자본을 한 명의 행 자 는 

연결된 행 자들이 소유한 경제자본이나 문화자본으로 환원하기는 어렵

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회  자본 자체가 경제자본이나 문화

자본으로부터 완 히 독립 일 수 없다는 것이다(Bourdieu,1986:249).

“부모와 부모의 네트워크에 따른 문화  자원이 자식 세 로 승되는 

과정에 주목한 것이 부르디외가 제시한 문화자본의 개념이었다면,그가 

말하는 사회  자본은 좀 더 포 인 사회 계 속에서 개인이 가진 네

트워크와 집단 내 멤버십이 구성원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  기회의 자원

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상 ,2004:69).

콜만은 사회  자본에 해 논의한 그의 논문에서 사회  행 를 설명

하는 두 가지 흐름에 해 언 했다(Coleman,1988).사회학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흐름은 행 자를 사회화된 존재로 규정하여 행 는 행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규범과 규칙,의무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



12

하는 것이다.반면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흐름은 행 자가 사회  맥락

과 무 하게 독자 인 목표를 가지고 이기 으로 행동함으로써 행 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자에 해 콜만은 과잉 사회화

(over-socialization)라고 비 했고,후자에 해서는 허구(fiction)라고 지

했다(Coleman,1988:S95).그가 제시한 사회  자본의 개념은 사회  

행 를 설명하는 두 가지 흐름을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논의되지만,

‘모든 행  유형이 행 자의 이해실 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목 을 가지

고 이루어진다.’는 합리  선택 이론의 입장은 여 히 고수하는 경향을 

보인다(Coleman,1990:32).

콜만은 사회  자본의 실재를 설명하기 해 인 자본과의 차이를 강

조했다.인  자본이 행 를 일으키는 한 개인의 속성 는 능력을 지칭

하는 개념이라면 사회  자본은 행 를 진하는 개인들 간의 계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다(Coleman,1988:S100).즉 사회  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특정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생산기능을 갖고 있지만,

행 자들이 개별 으로 보유할 수도 없고 생산시설에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오직 행 자들의 계 속에 잠재되어 있다.따라서 사회  자본

은 양(+)의 외부효과를 가지며 사회 체에 정 인 향을 미친다(이

동원·정갑  외,2009:27).

의자가 종류와 모양,제조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

터앉을 수 있게 만든 기구’라는 기능에 의해 정의되듯 콜만은 사회  자

본이 그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고 보았다.그래서 그는 사회  자본을 "

사회구조의 어떤 측면들과 련된 가치로서 행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성취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정의했다(Coleman,1988:

S101).

한편 퍼트남은 콜만의 사회  자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그 의미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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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문화 역으로 확장하 다(김상 ,2004:68).그는 사회  자본을 "

력된 행동을 진하여 사회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신뢰,규범,네트워크 

등의 요소들"이라고 정의하 다(Putnam,1993:167).Putnam(1993)은 

1970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이탈리아 20개 지역정부를 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뢰와 공동체 의식 수 이 경제발 과 높은 연 이 있음을 

밝 냈다.그는 북부 이탈리아와 같이 경제  번 과 함께 효율 인 통

치 구조를 가진 사회 속에는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시민  참여(civic

engagement)의 네트워크 등 사회  자본이 충분히 축 되어 있다고 설

명한다.그리고 이 게 축 된 사회  자본은 구성원 간의 자발  력

을 진한다고 이야기 한다(Putnam,[1994]2000:281).

사람들 사이에 력이 필요한 분야는 매자와 구매자 사이,근로자와 

경 자 사이,정부와 시민 사이 등 여러 가지가 있다.이때 력이 필요

한 모든 계마다 계약과 감시를 용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

게 된다.하지만 그러한 계에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면 거래 비용과 

차를 최소화 하고 자연스럽게 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이 게 력

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고 나면 사람들 사이에는 자발 인 

력을 이 낼 수 있다는 상호신뢰가 쌓여 신뢰가 력으로, 력이 다

시 신뢰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Putnam,[1994]2000:287).

따라서 신뢰는 자발  력을 진하는 사회  자본의 구성 요소  하

나가 된다.

다음으로 퍼트남은 사회  자본의 요소 가운데 하나로 호혜성의 규범

을 강조한다.호혜성이란 “사회  교환이나 상호작용 과정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의미하고(김동

윤,2009:54),규범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행동 

규칙”을 뜻한다(권경희,[1994]2003:40)이 두 단어의 정의를 종합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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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호혜성의 규범이란 사회  교환이나 상호작용 과정에서 모두에게 이

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내 행동규칙이라 할 

수 있다. 를 들어 우리는 겨울철 이 많이 내렸을 때 ‘자기 집 앞에 

쌓인 은 자기가 치운다.’는 일종의 규범을 발견할 수 있다.이러한 규

범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까닭은 규범이 사람들 간의 거래비용을 감소시

키고 력을 이루어내기 때문이다.각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쌓인 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서는 집 앞마다 쌓인 을 치우기 해 필요

한 장비를 동원하는 등 일종의 사회  지출을 하게 된다.하지만 각자가 

자기 집 앞에 쌓인 을 자기가 치움으로써 사회 내 형성된 규범을 따르

면 상호 력이 이루어져 사회지출을 이게 된다.여기서 규범을 만들어

내는 가장 요한 요소는 호혜성이다. 호혜성은 구체 (balanced,

specific)인 것과 포 (generalized,diffuse)인 것으로 나 어지는데,구

체  호혜성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항목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으로 명

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끼리 명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바로 그 이다.

포  호혜성은 내가  시 에 타인에게 베푼 호의가 미래의 한 

때에 다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상호기  하에 이루어지는 행 로 

좀 더 장기 인 형태의 호혜성을 의미한다(Putnam, [1994] 2000:

288-289).

이때 포  호혜성의 규범은 반복 인 교환을 통해 도 높은 네트워

크를 형성한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네트워크는 크게 수평  네트워

크(horizontalnetwork)와 수직  네트워크(verticalnetwork)로 구분된다.

수평  네트워크는 동등한 지 를 가진 행 자들을 결집시키며 수직  

네트워크는 동등하지 않은 행 자를 종속 계로 연결시킨다(Putnam,

[1994]2000:290).한 국가의 축구 표  선수들 사이에 주장이 존재하

는 것처럼 실제 사회에서는 수평  네트워크와 수직  네트워크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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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목 분석 단

부르디외
집단  재화에의 근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경제  자본을  

확보하기 한  

수단

사회 계층 간 

경쟁 상황에 

놓인 개인

콜만
행 자들의 이익 추구를 

한 자원

경제  자본을  

확보하기 한  

수단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의  

개인

퍼트남

상호 이익을 한

력을 진하는 신뢰,

규범,네트워크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한 

수단

국가 차원의 

지역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하지만 그러한 계 속에서도 도 높은 수평  

상호작용을 보이는 반상회, 동조합,시민단체 등은 시민  참여의 네트

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해 긴 하게 력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시민  참여의 네트워크 역시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그라노베터(MarkGranovetter)가 설명하듯 

공동체의 집단  력을 진하는 데는 친족과 같이 강한 유 (strong

interpersonalties)를 가진 계보다 친 한 사이가 아닌 사람들과 맺는 

약한 유 (weekties)가 훨씬 요하다.왜냐하면 강한 유 는 집단 내 

력을 이루는데 매우 유용하지만,약한 유 를 통해 형성된 시민  참

여의 네트워크는 집단 간 력을 이루는 데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Granovetter,1973:1376).이처럼 퍼트남의 사회  자본 개념은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시민  참여의 네트워크를 사회  자본 요소로 제시한다.

지 까지 살펴본 부르디외,콜만,퍼트남의 사회  자본 개념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표Ⅱ-1]의 내용과 같다.

[표Ⅱ-1]사회  자본 개념의 비교

출처:OECD(2000),홍 란 외(2006)p.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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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거로 합한 것은 퍼트남

의 사회  자본 개념이다.퍼트남은 부르디외와 콜만의 사회  자본 논

의에서 다루지 않은 시민참여 요소를 더함으로써 사회  자본의 의미를 

좀 더 공공의 차원으로 발 시켰다.본고의 분석 상인 사회과 교육과정

은 교과의 목  자체가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

능,가치·태도 등을 형성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민주사회에 요청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차경수·모경환,2008:17).따

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긴 사회  자본의 개념은 부르디외가 말하는 

것처럼 집단 내 공유되는 이익을 획득하기 한 멤버십으로서의 사회  

자본도 아니고,콜만이 설명하는 것처럼 행 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한 자원으로서의 사회  자본도 아니다.사회과의 목표가 상호 력을 통

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회과 교육과정 한 목표를 달성하기 한 방향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

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는데 합한 사

회  자본 개념은 퍼트남의 정의라고 볼 수 있다.

2)사회  자본의 특징

경제자본이나 인 자본과 같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달리 사회  자본

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첫째,사회  자본은 개별 행

자들이 배타 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 자들의 계 속

에 내재되어 있는 자본이다.따라서 사회  자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

는 '개인  자원(Personalresources)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계를 통해

서 근할 수 있는 '사회  자원(Socialresources)'"이라고 설명된다(Lin,

2001:21).

둘째,사회  자본은 행 자들의 계 속에 내재한 자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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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이익도 행 자들 간에 공유된다.이는 경제자본이나 인 자본

과 같이 자본으로 인한 이익이 소유자 개인에게 배타 으로 돌아가는 경

우와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사회  자본에서 이익이 공유되는 

모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회  자본을 통해 계를 

맺고 있는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이익이 공유되는 경우이고,다

른 하나는 계에 속하지 않은 집단 밖 성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이다. 를 들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호 간의 신뢰를 통해 

밤거리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혜택은 지역 내 주민뿐 아니라 해

당 지역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제공된다(유석춘·장미혜·정병

은·배 ,[2003]2007:28).이는 사회  자본이 공공재와 같은 속성을 지

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목이다.

셋째,사회  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  교환 계는 경제자본의 교환처

럼 동등한 가치끼리의 교환이 아니다.경제  거래에서는 돈을 받은 만

큼 그에 상응하는 값어치의 등가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 이다.따라서 

상 에게 만큼 어들고 받은 만큼 늘어나는 합(zero-sum)의 계가 

나타난다.하지만 사회  자본을 매개로 하는 거래에서는 신뢰를 주고받

은 만큼 상호 간의 신뢰가 더욱 증가하는 정합(positive-sum)의 계가 

나타난다(Adler& Kwon,2000;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 ,[2003]2007:

29에서 재인용).

넷째,사회  자본의 교환은 경제자본의 교환처럼 주고받는 과정이 동

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경제  거래에서는 돈을 주고 바로 물건을 받

는 교환의 동시성이 용되지만 사회  자본의 교환은 교환과정에 시간

차가 발생한다. 컨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것을 즉각 갚는 것이 아니라 상 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때에 그

에 맞는 보상을 한다.이처럼 사회  자본의 교환은 서로가 주고받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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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에 해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제되어야 하는데 이러

한 맥락에서 사회  자본은 일반  호혜성(generalizedreciprocity)에 기

반을 둔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 ,[2003]2007:

30).

3)사회  자본의 효과

(1)사회  자본의 정  효과

사회  자본은 그 특성이나 활용 여건에 따라 사회 체에 정  

는 부정  효과를 가져다 다.사회  자본이 정 으로 기능할 경우 

한 사회는 여러 가지 이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신뢰를 기

반으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계약에 

들이는 ,시간  비용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해 지불하

는 다양한 비용을 약할 수 있다.둘째,사회  자본은 사회  계 속

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선택이나 행동을 

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는 그 내용을 얻는데 시간 ,  비용

이 소요된다.그러나 자신의 연결망에 속해 있는 구성원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원이 있다면 정보를 얻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비용이 약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사회  자본은 일종의 규

범으로 작용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요인이 된다.이러한 규범이 효과 으로 작용한다면 사회 내 

반 행 에 한 감시비용과 제재비용을 약할 수 있어 사회 체에 

정  효과가 있다(홍 란 외,2006:13-14).

사회  자본의 정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크게 경제 ,사회 ,정

치  차원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먼   Knack& Keefer(1997)는 

신뢰와 규범이 경제성장과 투자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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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사회  자본의 경제  효과를 증명하 다.그들은 이러한 연구결

과가 나타난 것에 해 높은 신뢰에 따라 안 한 거래 환경이 조성됨으

로써 경제활동과 투자 행 가 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Zak&

Knack(2001)의 연구에서도 신뢰가 높아질수록 1인당 GDP증가율이 상

승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사회  자본이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정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사회  자본은 경제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과 련된 사회

 차원의 역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Putnam(2000)은 사회  자

본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그 지 않은 국가보다 교육,보건,치안,사회·

경제  평등 수 이 높다고 밝혔다.이러한 사회  지표들은 국민의 일

상생활과 한 련이 있는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사회

 자본이 공공재의 양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말로 달리 표 할 수 

있다.공공재는 사회 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재화이지만 이를 확보하

기 해서는 각 개인에게 일정 수 의 조세 부담이 따른다.그 기 때문

에 사회  합의와 비용 분담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뢰 사회에서

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공재 혜택을 보려는 무임 승차자가 발생하여 

공공재의 체 공 이 어들 수 있다(이동원·정갑  외,2009:75). 를 

들어 신뢰 수 이 낮은 사회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만 양질의 교육을 받

도록 사교육에 집  투자하는 반면,신뢰 수 이 높은 사회의 부모들은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해 공교육의 질  수 을 높이기 한 교육세를 기

꺼이 부담한다는 것이다(이동원·정갑  외,2009:76).

사회  자본의 정치  효과 한 토크빌의 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

다.Tocqueville(2004)은 사회  자본이라는 용어를 직  언 하지는 않

았지만 사회  자본의 요소들이 안정 인 민주주의 발 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안정 으로 유지되는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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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민들이 결성한 자발  단체라고 보았다.그리고 이러한 자발  단

체가 민주주의의 발 을 해 필요한 시민의 덕성,호혜성,책임의식 등 

사회규범을 배양하는 ‘민주주의의 학교’로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토크

빌(AlexisdeTocqueville)의 주장을 이어받은 Putnam(1993) 한 시민들

의 자발  단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정부성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사회  자본의 정치  효과를 증명하 다.

(2)사회  자본의 부정  효과 

자본의 개념은 유무,과다,성패 등과 한 련이 있기 때문에 자본

과 합성된 사회  자본의 개념 한 불평등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

다.이러한 사회  자본의 부정  효과로는 첫째,집단 내 강력한 유

계가 해당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한편,집단에 

포함되지 못한 외부자들에 해 배제를 가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배타  

결속행 는 거시  차원에서 볼 때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둘째,

강력한 결속력이 집단 구성원에게 과한 요구를 가함으로써 구성원의 성

공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즉 집단 내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사회  

자본의 이익을 강조하며 그 수혜자가 되는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요구나 

제한을 가하는 경우 이러한 부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셋째,개인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갱이나 마약 카르텔처럼 사회 체의 이익에 반

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사회  자본은 ‘사악한(perverse)'사회  자

본으로 체되기도 한다(한성안,2005:22-23).



21

2.교육과 사회  자본의 계

2004년 OECD가 ‘교육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교육장 회의

에서 Putnam(2004)은 교육과 사회  자본의 계에 한 기조발표를 통

해 기존의 연구흐름을 정리하 다.교육과 사회  자본의 계에 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회  자본이 교육에 미

치는 향’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 사회  자본에 미치는 

향’에 한 것이다.

1)사회  자본이 교육에 미치는 향

사회  자본이 교육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콜만의 연구 흐름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콜만은 사회  자본이 교육 참여와 학업성취에 

향을 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먼  사회  자본과 교육 참여의 

계에 해 Coleman,Hoffer,& Kilgore(1982)는 공립학교나 다른 유형

의 사립학교보다 가톨릭계 고등학교의 퇴율이 월등히 낮은 이유가 사

회  자본에 있다고 보았다.가톨릭계 학교의 학부모들은 상호 간 교류

가 활발한 반면 공립학교나 다른 유형의 사립학교에서는 이러한 교류가 

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이는 동일한 종교나 종 에 소속된 학부모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학생들의 일탈을 막기 한 가정 내,학

교 내 사회  자본이 효율 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이후 실시된 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기 와 격려,부모와 자녀의 계는 고등학교 졸업률과 

학 진학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urstenberg

&Huges,1995),재학  가족의 이사는 고등학교 졸업률과 학 진학률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fferthetal.,1998).

사회  자본과 학업성취의 연 성에 해 콜만은 세  간 폐쇄성

(Intergenerationalclosure)2)이 높은 부모의 자녀가 세  간 폐쇄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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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녀들보다 학업성취가 높을 것이라 상했다.이를 토 로 카보나로

(William Carbonaro)는 1988년도에 미국에서 발간된 국가교육종단연구

(NationalEducationalLongitudinalStudy)자료를 활용해 세  간 폐쇄

성에 따른 학업성취 효과를 검증하 다.그 결과 세  간 폐쇄성은 수학

성 을 높이는데 향을 주지만 다른 과목과는 유의미한 연 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 졌으며,세  간 폐쇄성이 12학년의 평균 평 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으나 폐쇄성이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12학

년 이 에 퇴할 가능성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Carbonaro,1998:

295).콜만의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제한

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부모의 기 ,부모의 모니터링,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참여 등이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Braatz& Putnam,1996;Carbonado,1998;Sun,1998,1999).즉 

가족 내 형성된 사회  자본이 교육성취에 향을 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2)교육이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

OECD(2001)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교육은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력에 한 가치를 기르는

데 도움을 다.사회  자본은 교실 밖의 경험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를 들어 시민  덕성과 참여능력은 교실 내 

수업이나 학교 밖 공동체에서의 력학습을 통해 배양될 수 있으며,이

러한 력학습은 학생들이 소규모 집단 내에서 서로 도우며 목표를 성취

2)세  간 폐쇄성이란 자녀와 자녀의 친구들,자녀의 부모들,친구의 부모들 간의 인지

도 수 을 의미한다.여기서 폐쇄성이 높다는 것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임을 의

미한다(오욱환,20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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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Schine& Halsted 1997:195-210,Patrick,

1999:13에서 재인용).이처럼 사회  자본은 학교 교육 내 시민교육을 

통해 형성되거나 증진될 수 있다(홍 란 외,2006:56).

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을 한 학교에서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린트(MurrayPrint)와 콜만(DavidColeman)은 지난 10년간의 

학교 시민교육 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이 의 시민교육 로그램과 다

른 3가지의 학습상황을 발견했다.첫째,시민참여와 민주  차,국가 

정체성,정치  유산,정부구조,시민의 권리와 의무,사회정의,사법질서 

등에 한 지식 기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다.둘째,오늘날의 시민

교육 로그램은 극 인 시민의식과 비  사고, 력을 증진시키는 

기능과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셋째,사회정의,민주  차,사회통

합,다문화에 한 이해,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같이 민주시민의식과 

시민사회를 지지하는 다양한 가치를 로그램 안에 담고 있다(Print&

Coleman,2003:130-131).이처럼 시민교육은 사회  자본과 련된 가치

를 학습함으로써 사회  자본을 강화하는 데 향을 다.그 기 때문

에 Patrick(1999)은 학교 내 시민교육에 사회  자본을 강화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한다.

학교에서의 시민교육 로그램은 공식  교육과정과 비공식  교육과

정,방과 후 활동의 3가지 수 으로 구성되는데, 린트와 콜만은 이 3가

지 수 의 로그램이 모두 사회  자본 형성에 효과 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공식  교육과정에 합한 교과가 활용된다면 신뢰와 력,네트워

크 형성에 향을 미치는 시민교육을 통해 련된 기능과 가치를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Print& Coleman,2003:133).따라서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교육의 잠재성은 학교가 시민  덕성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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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실시할 때에 발 될 수 있다(Print& Coleman,2003:145).

실제로 2002년에 노르웨이의 청년 12,000명을 상으로 실시한 국가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교과만이 청년층의 정치  참여와 강한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홍 란 외,2006:130).

최종덕(2007)역시 사회  자본 형성을 해 학교의 역할이 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시민교육을 통해 사회  자본이 형성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첫째,시민교육은 시민참여에 필요한 기본 인 기능을 

가르친다.둘째,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

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셋째,시민교육은 사활동과 같은 참여 활동을 

통해 력과 책임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

하도록 돕는다.따라서 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자본이 올바르

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학교는 합한 학습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

다(최종덕,2007:153-154).

3.한국과 스웨덴의 사회  자본 실태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  자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는 삼성경

제연구소에서 수행한 이동원·정갑  외(2009)의 연구와 경제연구원

에서 수행한 장후석·고승연(2014)의 연구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  자본 지수가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산출된 경우를 소개

하고자 두 연구결과를 통해 양국의 사회  자본 실태를 제시하려 한다.

두 연구 모두 세계은행(World Bank)과 세계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등 립 이고 국제 으로 신용도가 높은 기 의 데이터를 이용

해 지표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표를 통해 산출된 지수가 믿을만한 값이라

고 단하 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사회  자본의 규모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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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 지표를 구성하여 세계 사회  자본 지수를 만들기 한 연구를 

실시하 다.분석 상에는 72개국이 포함되었으며,OECD회원국만을 

상으로 한 사회  자본 지수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되었다.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  자본 측정지표는 태도 인 측면을 나타내는 신뢰와 사회

규범,인 라 인 측면을 나타내는 네트워크와 사회구조의 총 4개 역

이었으며,4개 역은 각각 두 개의 하 역으로 구분되었다.먼  신뢰

는 반 인 신뢰도와 공정성, 융시장에 한 신뢰를 가지고 추정한 

일반  신뢰와 공공기  신뢰도,법률기  신뢰도,정부의 소유권 보호,

사회기  신뢰도를 포함한 공 신뢰로 나 었다.사회규범은 호혜성과 

규범  행동으로 나 어 측정했는데,호혜성은 탈세나 정부 보조  부정 

수 ,공공교통 무임승차,뇌물수수 등의 행 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응

답한 비 을 이용했으며,규범  행동은 법률제도와 같이 강제성을 가진 

사회규범이 지켜지는 정도를 활용했다.네트워크 역의 경우 종교 단체,

교육·문화 단체,스포츠·여가 단체에 가입한 비 을 놓고 측정한 퍼트남 

그룹과 노조,정당  문 회에 가입한 비 을 가지고 측정한 올슨 그

룹으로 구분했다.마지막으로 사회구조는 사회의 력과 화합에 향을 

주는 문화  요인과 소득 불균형,민주주의 지수,정부역량,사회갈등 지

수 등을 활용한 사회갈등으로 나 어 측정하 다.

분석 상에 포함된 72개국 가운데 OECD회원국은 29개국이었는데 이

때 OECD 회원국을 상으로 한 사회  자본 지수의 추정결과는 [그림

Ⅱ-1]과 같으며,모든 지수는 10  만 으로 산출되었다.한국의 사회  

자본 지수는 5.70으로 OECD 29개국 가운데 22 로 나타났다.이는 

OECD평균인 6.55보다도 낮은 수치로,한국의 사회  자본 수 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음을 보여 다.본고의 비교 상인 스웨덴은 사회  자

본 지수가 8.06으로 나타나 한국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OECD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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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은 수 을 보이며 OECD4 를 기록했다.

스웨덴과 한국의 사회  자본 지수 추정결과를 측정 역별로 살펴보

면,신뢰의 경우 스웨덴이 7.01로 한국의 5.21보다 높게 나타났고,사회규

범은 스웨덴이 7.35,한국이 5.19,네트워크는 스웨덴이 9.12,한국이 6.00,

사회갈등은 스웨덴이 7.20,한국이 5.77로 모든 역에서 스웨덴이 한국

보다 높은 수 을 보 다.

[그림Ⅱ-1]삼성경제연구소 OECD사회  자본 지수 추정결과(2009년)

출처:이동원·정갑  외(2009)p.178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사회  자본 지수 측정 이후 5년만인 2014년

에 경제연구원에서도 이  연구와 다른 측정지표를 사용해 사회자본 

지수를 산출했다.장후석·고승연(2014)은 OECD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  자본을 ‘신뢰,참여,배려를 통해 공 ,사  공동체 내외간의 

력을 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규정하고,OECD 32개국의 사회자

본 지수를 측정하 다.사회자본 지수란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의 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으로 여기서 사회  자본의 요소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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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회자본과 사  사회자본으로 구분된다.공  사회자본은 ‘국가나 

NGO 등 공  공동체에 한 신뢰와 배려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자본’을 의미하며,사  사회자본은 ‘가족이나 친구 등 사  공동체 내의 

신뢰와 배려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공  사회자

본은 공 신뢰,공 배려,공 참여로 구성되는데 공 신뢰란 ‘사법부,

행정부에 한 신뢰 등 국가 공  시스템에 한 신뢰’를 의미하고,공

배려는 ‘경제  약자에 한 국가의 공 인 배려’를 뜻하며,공 참여

는 ‘투표 참가와 같은 정치  활동이나 정치인,공무원 등과의 공 인 

교류’로 규정하 다.사  사회자본은 사 신뢰,사 배려,사 참여로 

구성되는데 사 신뢰는 ‘가족이나 친구 등 사  공동체를 형성하는 타인

에 한 신뢰’를 의미하고,사 배려는 ‘개인의 자유권에 한 인정과 소

수자 등 타인에 한 사 인 배려’를 뜻하며,사 참여는 ‘가족이나 친구

와의 교류,종교 등 사회  활동에의 참여와 자원 사  기부 활동 등’

을 의미한다.

측정지표는 ISSP,ESS,GallupWorldPoll,OECD,Legatum Institute

등의 설문 문항과 양  지표를 통해 공  사회자본을 측정하기에 합한 

측정지표 15개와 사  사회자본을 측정하기에 합한 측정지표 15개를 

선정하여 구성했으며,구성요소별 지수는 각 지표를 10  만 으로 환산

한 다음 지수화 하는 방식을 택해 개별 지표의 산술평균으로 사회자본 

지수를 산출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된 사회자본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

본 지수는 OECD 32개 국가3)  29 에 불과한 수 으로 나타났다.[그

림Ⅱ-2]와 같이 한국은 OECD 32개국 내 평균 수인 5.80 보다 낮은 

5.07 을 기록하고 있다. 반 인 결과에 따르면 복지선도국인 유럽 국

3)OECD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터키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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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체로 상 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르웨이가 6.66 으로 1 를 

차지한 한편 스웨덴은 6.53 으로 3 를 기록했다.

[그림Ⅱ-2] 경제연구원 OECD사회자본 지수 추정결과(2012년)

출처:장후석·고승연(2014)p.15

구성요소별 지표를 나 어 살펴보면,한국은 사회자본 지수를 구성하

는 사  사회자본과 공  사회자본 모두 취약한 상태를 보 다.한국의 

공 신뢰 부문은 OECD 32개국 가운데 31 를 기록하고 있으며,특히 

사법 시스템에 한 신뢰는 2.34 으로 OECD 평균인 5.41 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정부에 한 신뢰나 교육 시스템에 한 신뢰 역시 각각 

27 와 29 로 극히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사 신뢰 부문 역시 6.71

으로 OECD 32개국  28 의 하 권에 해당하는 수치를 나타냈으며,

사 배려 부문에서도 5.23 으로 OECD 32개국  30 의 하 권을 차

지했다.특히 성 소수자에 한 용 항목과 개인의 자유권에 한 항목

은 OECD 국가 내 최하  수 을 보이고 있으며,이민자에 한 용이

나 어린이의 성장을 한 기회 제공 항목 역시 매우 낮은 수 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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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뢰

사

배려

사

참여

공

신뢰

공

배려

공

참여

사회자본

지수

3 Sweden 7.79 8.66 4.24 6.08 7.35 5.05 6.53

29 Korea 6.71 5.23 4.26 4.11 5.99 4.14 5.07

평균 7.14 7.20 4.32 5.31 6.63 4.17 5.80

났다.반면 공 참여 부문과 사 참여 부문에서 상 으로 높은 수를 

보 는데,공 참여 부문의 경우 4.14 으로 OECD32개국  16 에 그

친 수 이지만 사회  자본을 측정하는 6개 요소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순 를 기록하고 있으며,사 참여 역시 4.26 으로 OECD내 간 수

인 18 를 유지하 다.

[표Ⅱ-2]스웨덴과 한국의 구성요소별 사회자본 지수

출처:장후석·고승연(2014)p.15

본고의 비교 분석 상인 한국과 스웨덴의 구성요소별 사회자본 지수를 

살펴보면 [표Ⅱ-2]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스웨덴의 경우 사  참여를 제

외한 모든 역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OECD평균보다도 높은 수 을 나

타내고 있어 구성요소별 사회자본 지수가 고르게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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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과 스웨덴의 국가 특성  교육제도 비교

1)한국과 스웨덴의 국가 특성

(1)한국의 국가 특성

한국은 동아시아에 치한 반도국으로 국토면 은 10만㎢이며 약 5천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인구 도는 493명/㎢로 매우 높은 편이

고,도시화율은 81.5%로  세계 으로 도시화율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인구 구성은 한민족이 주민의 부분을 차지하여 사실상 단일민족 국가

에 가깝지만 1990년  이후 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귀화하

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해외결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

화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정치제도의 측면에서 한국은 자유 민주 공화국으로 통령제에 의원내

각제  요소를 혼합한 정치제도를 택하고 있다.입법부의 주축을 담당하

는 국회는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복수정당제가 보장된

다. 재 다수당이자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여당은 새 리당이고,

그 밖의 원내 정당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등이 있다.

1993년 민간인 정부로의 복귀 이후 한국에서는 최 의 문민정부가 등

장했다.문민정부는 시장개방 이후 외환 리에 실패해 IMF구제 융사

건을 래하 고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1997년 선에서 야당에

게 정권을 이양하게 되었다.1998년에 등장한 국민의 정부에 이어 그 다

음에 등장한 참여 정부까지 10년 간 진보 정당이 여당으로 집권하 지만 

이후 2008년부터 재까지는 보수 세력이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다.

(2)스웨덴의 국가 특성

스웨덴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치한 국가로 국토면 은 45

만㎢이고,약 9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북부 지역의 추운 날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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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웨덴 인구의 1/3은 스톡홀름(Stockholm)과 테보리(Göteborg),말

뫼(Malmö)등 스웨덴 남부의 도시에 집 되어 있으며,인구 도는 약 

20명/㎢로 매우 낮은 편이다.1950년 까지는 북부에 거주하는 소수의 

핀란드 인과 사미족(Sami)을 제외하고는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

으나 이민자에 한 용정책으로 이민자 수가 속도로 증가하면서 주

민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하 다.

16세기에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이후 스웨덴은 입헌군주제의 정치체제

를 택하고 있다.의회 구성은 총선을 통해 이루어지며,임기는 4년이고 

정원은 349명이다.20세기 들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스웨덴 

내 산업근로자 수가 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들이 강력한 힘

을 얻게 되었다.오늘날 스웨덴 정당들은 노동조합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데 재 집권당인 사민당은 1889년에 창당되었다.스웨덴에서는 1932년

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9년을 제외하고 약 65년간 사민당 심의 좌

연합정권이 집권해 왔으며 이는 오늘날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스웨덴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58,269 USD로,한국의 1인당 

GDP(25,976USD)의 두 배가 넘는다.세계 인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

김한 스웨덴은 사민당의 오랜 집권으로 인해 사회 민주  통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높은 세 과 공공지출을 통한 사회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왔

다.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지

속 인 사회통합 정책을 실시한 결과 스웨덴은 소득 분배가 매우 평등한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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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과 스웨덴의 교육제도

(1)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학제는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학교로 이어지는 골격을 

취하고 있다.한국 나이로 1-7세는 취학  시기로 분류하며,8-13세까지

의 등학교 6년,14-16세까지의 학교 3년,17-19세까지의 고등학교 3

년 이후 학의 특성에 따라 2-6년에 걸친 교육이 이루어진다. 등학교

에 이어 2001년부터는 학교 무상의무교육이 국 으로 확  시행되었

고,2004년에는 학교  학년을 상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등

학교와 학교에서도 교육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특성화 학교가 존재하

지만 이러한 선택의 폭은 의무교육기간을 지난 고등학교에서 더욱 다양

하게 나타난다.

행 · 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

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 으로 일반 고등학교,특수목  고등학교,특성

화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로 구분된다.특수목  고등학교는 특수 분야

의 문 인 교육을 해 설립된 고등학교로,과학 인재 양성을 한 과

학계열의 고등학교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국제 문 인재 양성을 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술인 양

성을 한 술계열의 고등학교,체육인 양성을 한 체육계열의 고등학

교,산업계의 수요에 직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 하는 고등학교

가 있다.한편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안 형태로 

애니메이션이나 요리,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특성화 고등학

교는 다시 직업교육 분야와 안교육 분야로 나뉘는데 흔히 자를 특성

화 고등학교로,후자를 안학교라고 지칭한다.자율 고등학교는 학교 

는 교육과정을 자율 으로 운 할 수 있는 고등학교로 자율형 사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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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6년)

계

고등학

(3년)

특수목적

고등학

(3년)

실업계

고등학

(3년)

특수학

중학

(3년)

초등학

(6년)

원

(취학 전)

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나뉜다.

[그림Ⅱ-3]한국의 학제

(2)스웨덴의 교육제도

스웨덴의 학제는 유치원(Förskola)과 의무학교(Grundskola),고등학교

(Gymnasieskola), 학(Universitet/Högskola)으로 구분되며 그 밖에도 

특수교육과 성인교육 등의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다.스웨덴은 1962년

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9년제 의무교육을 법으로 확정한 이후 지 까지 

단선형 교육제도를 유지하여 운 하고 있다.학제 구성을 연령과 함께 

비교해보면 1-6세까지는 취학  시기로 보고(1-5세까지는 Pre-school,6

세는 Pre-schoolclass)7-15세까지의 9년제 의무교육인 Compulsory

school, 16-18세까지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Upper



34

secondaryschool,그 이후에는 학에서의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형태

를 취한다.스웨덴에서는 단선형 교육제도를 보완하기 한 방계형 교육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데,성인을 한 생애교육을 교육제도로 연

계시키거나 이민자들을 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

다.스웨덴 교육연구부가 제시한 스웨덴의 총 인 교육제도는 [그림Ⅱ

-4]와 같다.

[그림Ⅱ-4]스웨덴의 학제

출처:Skolverket4)

4)http://skolverket.se/skolformer/karta-over-utbildningssystemet



35

가.유치원(Pre-school)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은 등학교 비반  · 등학교에 입

학하지 않은 아동들을 상으로 한다.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은 기본

으로 아동의 신체 ,정신  성장을 책임지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함이

며,동시에 부모들이 자신의 직업 혹은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의 보

육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기 한 것이다.스웨

덴의 코뮌(Kommun)5)들은 부모가 직업이나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는 

실업이나 부모휴가(Parentsleave) 에 있는 경우,1세 유아부터 유치원

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각 코뮌들은 당한 수

의 유치원 비를 받을 수 있지만 만 3세가 되는 모든 아동들에 해서

는 연간 525시간의 일반유치원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나. 등학교 비반(Pre-schoolclass)

등학교 비반은 자율 인 학교 형태로서 아동들의 학습능력을 키우

고 등학교 수학에 잘 응하도록 돕기 해 만들어진 과정이다.만 6

세가 되는 모든 아동들은 비반의 교육활동 상이 되며,유치원과 마

찬가지로 연간 최소 525시간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의무학교(Compulsoryschool)

스웨덴에서는 모든 만 7세 아동부터 15세 청소년까지 · 등학교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교육내용은 지역에 계없이 

국에서 같은 수 의 내용을 제공하며, · 등학교는 Compulsory

school과 Specialschool,The Samischool,Children with intellect,

disabilities의 4개로 구분된다.

5)정치  측면에서 구분된 스웨덴의 가장 작은 단 의 지자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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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아동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코뮌 내의 학교에 배

정되지만 부모의 의지에 따라 배정된 학교 외에 다른 코뮌에 속한 학교

나 자율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자율학교는 기본 으로 코뮌 내 일반학

교의 목표를 따르도록 하지만 몬테소리 교육이나 종교  특성을 가진 과

정 등 코뮌 학교와 차별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의무학교 기간 의 성 평가는 8학년 가을과  학기,9학년 가을 학

기 말에 이루어지며,최종 성 표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  는 과목 

이수를 마치는 때에 받게 된다.학기별 성   최종성 은 최우수

(MVG),우수(VG),통과(G)의 3단계로 나뉜다.만약 학생이 정해진 학업

수학능력에 못 미치는 경우 그 과목에 한 성 은 공란으로 남겨지며 

신 학생의 학업결과에 한 교사평가를 기입하게 된다.

라.학생보육시설(Skolbarnsomsorg)

학생보육시설은 방과 후 가정,교육  보육 시설,열린 방과 후 활동의 

3가지로 구분되며,앞서 언 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신체발달

과 지 성장을 돕고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한 목 에서 설립

되었다.방과 후 가정이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12세까지의 아동을 상

으로 학교의 보조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아동들에게 가치 있는 여가시

간을 제공하는 로그램이다.방과 후 가정은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 혹

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1년 내내 진행되며,이용시간은 부모와 아이의 

수요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다.

교육  보육시설에서는 1-12세까지의 아동을 상으로 아동의 호기심

과 배움을 자극하는 흥미 주의 활동이 구성된다.열린 방과 후 활동은 

방과 후 활동이나 교육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10-12세 아동을 상으로 하여 학교의 역할을 보조함과 동시에 아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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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제공한다.

마.고등학교(Uppersecondaryschool)

스웨덴의 고등학교 과정은 16-18세의 청소년을 상으로 하며 의무교

육과정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다.학교 형태는 일반 고등학교

와 특수 고등학교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특수 고등학교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으로 운 된다.일반 고등학교에서는 3년 간 

18개의 국가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로그램에 따라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재 운  인 18개 로그램은 1) Child and Recreation,2)

BuildingandConstruction,3)ElectricityandEnergy,4)Technology,

5)Vehicle and Transport,6)Arts,7)BusinessManagementand

Economics,8)Businessand Administration,9)Handcraft,10)Hotel

andTourism,11)IndustrialTechnology,12)RestaurantManagement

andFood,13)HVACandPropertyMaintenance,14)NaturalResource

Use,15)Humanities,16)HealthandSocialCare,17)NaturalScience,

18)SocialScien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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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설계

1.연구목

본 연구는 한국의 의무교육기간인 · 등학교 9년의 사회과(일반사회

역)교육과정과 스웨덴의 의무교육기간인 의무학교(Grundskola)9년의 

Civics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사회  자본 형성을 진하는 교

육내용의 비 과 성취기 을 비교하고,그에 따른 공통 과 차이 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러한 과정은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긴 사

회  자본의 구체 인 내용과 특징을 악함으로써  시 의 교육과정 

내용을 확인,평가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의 

시사 을 찾아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나아가 양국 교육과정 비교를 

바탕으로 구상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사회  자본 교육방향까지 함께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2.연구방법

국가 간 교육과정 비교연구는 사회·역사 변화에 따른 국과 홍콩의 

도덕교육과정 방향을 분석한 안지 (2014)의 연구와 같이 해당 시기의 

교육개   교육정책 동향과 함께 논의되곤 한다.하지만 본 연구는 사

회변화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 내 사회  자본 내용변화를 살펴보는 연

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석범 에 포함하지 않고,  시 의 한

국과 스웨덴 사회과 교육과정만을 상으로 사회  자본 련 내용을 탐

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2009 개정교육과정’사회과 원문과 스웨덴의 

‘Curriculum for the compulsory school,preschoolclas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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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하 역 내용

신뢰
사

신뢰

구체

신뢰

-가족 간 신뢰

- 래  동료 간 신뢰

-이웃 간 신뢰

recreationcentre2011’가운데 18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해당하는 

Civics교과의 원문  함께 제공된 ‘Kommentarmaterialtillkursplaneni

samhäallskunskap’ 내용을 분석하여 비교연구를 실시하 다.

‘Kommentarmaterialtillkursplanenisamhäallskunskap’은 교육과정 내

에 숨겨진 의미를 기술한 것으로,교육과정에 한 깊은 이해를 해 사

용되었다.

3.분석 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거는 크게 신뢰,규범  제도,네트워크,

시민참여의 4개 역으로 구분되며,신뢰는 사 신뢰와 공 신뢰,규범 

 제도는 습,법,정치제도로 세분화해 하 역을 구성하 다.분석

거의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앞서 이론  배경에서 설명했듯 본고는 

퍼트남의 정의에 따라 사회  자본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이다.이에 첫

째로 퍼트남의 사회  자본 개념에 해 설명한 그의 서를 통해 그가 

말하는 사회  자본의 요소와 그 의미를 정확히 악한다.둘째,퍼트남

의 사회  자본 개념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해당 연구에 쓰인 

사회  자본 지표를 추출한다.마지막으로 련된 지표들을 묶어 퍼트남

의 사회  자본 요소에 포함하는 범주화 과정을 거친다.이를 통해 [표

Ⅲ-1]과 같은 분석 거를 구성하 다.

[표Ⅲ-1]사회  자본 련 내용 분석 거



40

일반

신뢰

-잘 모르는 타인에 한 신뢰

-사회  소수자(성 소수자,이민자,외

국인 근로자,다문화 가정 자녀,장애인 

등)에 한 신뢰

공 신뢰

-정부기 에 한 신뢰

-법률에 한 신뢰

-정치제도에 한 신뢰

-사회단체에 한 신뢰

-기업에 한 신뢰

- 매체에 한 신뢰 등

규범

 제도

습
-호혜성에 기반을 둔 습규범 는

규칙

법

-법의 기능과 역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사법체계

-기본권과 인권보장

-사회보장 제도

-국가 통치 구조

정치제도

-정치제도의 기능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원리

-민주  의사결정과정

( .회의,선거,지방자치제도 등)

네트워크

-사회집단에의 소속

-개인 는 집단 간의 연결

-사회 상과 개인 사이의 연결

-자연환경과 개인 사이의 연결

-사회구조나 기 들 간의 연결

-국제사회의 연결

시민참여
-사회문제의 해결

-의사결정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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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뢰

신뢰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미래의 행 에 해 나의 기 에 맞게 

그 행 가 이루어질 것이라 측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최항섭,2007:

75).신뢰 역은 인간에 형성되는 사 신뢰와 공 제도에 한 개인

 믿음을 나타내는 공 신뢰의 역으로 나뉜다.

(1)사 신뢰

사 신뢰란 사람에 한 신뢰를 의미한다.사 신뢰는 다시 구체

(specific)신뢰와 일반 (generalized)신뢰로 구분되는데,구체  신뢰는 

친 한 계가 반복됨에 따라 형성된 특정 상에 한 신뢰를 말하며 

가족 간 신뢰, 래  동료 간 신뢰,이웃 간 신뢰 등이 그 에 해당한

다.일반  신뢰는 구체  상에 국한되지 않은 사람 반에 한 신뢰

를 의미한다.여기서 일반  신뢰는 사회 구성원에 한 일반 인 지식

이나 사회의 인센티  는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사회과 학습내용에서 

다루는 소수자나 다른 문화에 한 편견  인식 환 문제는 교육을 통

해 인 간 신뢰가 형성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일반  신뢰에 한 내용이라고 보았다.이 게 하여 일반  신뢰의 

내용에는 잘 모르는 타인에 한 신뢰와 사회  소수자(성 소수자,이민

자,외국인 근로자,다문화 가정 자녀,장애인 등)에 한 신뢰가 포함되

었다.

(2)공 신뢰

공 신뢰는 제도의 형평성,공정성,실행성에 한 신뢰를 의미하며 구

체 으로 말하자면 공 제도에 한 신뢰라고 표 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공 신뢰는 공 제도에 한 사람들의 신뢰만을 포함하며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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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자체에 한 내용은 신뢰 역이 아닌 규범  제도 역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공 신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정부기 에 한 신뢰,

법률에 한 신뢰,정치제도에 한 신뢰,사회단체에 한 신뢰,기업에 

한 신뢰, 매체에 한 신뢰 등이 있다.

2)규범  제도

규범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사회 내부에 받아들여진 행동규칙을 의미

한다.본고에서는 규범의 범 가 갖는 모호함으로 인해 역 명칭을 규

범  제도로 수정하 다.법을 사회규범  하나로 보는 시각과 제도로 

규정하는 시각이 달리 존재하기 때문에 규범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며,법과 정치제도는 별도로 구분하 다.

(1) 습

습의 사  의미는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의미한다.앞서 이론  배경에

서 설명했듯이 호혜성에 기반을 둔 습규범은 상호 력을 진하는 요

인이 되기 때문에 법과 구별되는 규범 요소로 포함시켰다.

(2)법

퍼트남의 사회  자본 개념에서 말하는 규범은 호혜성에 기반을 둔 규

범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에 기반을 둔 규범인 법은 본래의 의미와 거

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법의 존재 자체가 일방 으로 상 를 

배신하여 력 계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으로 작용할 수 있

다면 이는 재 과 같은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력을 이 내는 

사회  자본의 요소가 될 수 있다.따라서 법 역에 포함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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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간에 신뢰를 유지시키는 내용을 주로 그 범 를 한정하 다.

이 게 선정된 법 역의 내용은 법의 기능과 역할,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반 인 사법체계,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과 인권보

장,국가 통치 구조,사회법에서의 사회보장 제도이다.

(3)정치제도

정치제도 역시 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기반을 둔 규범이지만 시민  

참여의 수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자발  력을 이루어낸다는 에서 사회  자본의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정치제도의 내용 역시 사람들 간에 신뢰를 지속시켜 상호 력을 

진하는 내용으로 그 범 를 제한하 다.이 게 하여 선정된 정치제도 

역의 내용은 정치제도의 기능,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원리,회의나 선

거,지방자치제도와 같은 민주  의사결정과정이다.

3)네트워크

Putnam(1993)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개인들 사이의 수평  계로 

특징지어지는 결사체를 의미한다.한 개인은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가입

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수평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구성원 간의 반복 인 교환과정을 통해 신뢰를 축

하고 자발  력을 이루어내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따라서 분석 거

로서의 네트워크 한 퍼트남의 설명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여 사회집단

에의 소속,개인 는 집단 간의 연결,사회 상과 개인 사이의 연결,자

연환경과 개인 사이의 연결,사회구조나 기 들 간의 연결,국제사회의 

연결로 그 내용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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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하 역 제시단원 성취기

신뢰
사 신뢰

구체  신뢰

일반  신뢰

공 신뢰

규범  

제도

습

법

정치제도

네트워크

시민참여

4)시민참여

신뢰,규범,네트워크 외에 시민참여의 역을 따로 설정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사회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규범,네트워크의 형성이 시

민참여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에서 시민참여 역은 사회  자본의 형

성이 사회과 교육목표에 미치는 정  향을 직 으로 드러내는 부

분이라 할 수 있다.그 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과정에 서술된 시민참여

에 한 내용은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규범,네트워크  어느 

한 역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따라서 분석과정에서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해 시민참여 역을 별도의 역으로 구분하 다.

이때 시민참여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회문제 해결과 의사결정과정에의 참

여로 범 를 한정하 다.

분석 거를 토 로 교육과정에서 사회  자본 련 요소를 측정하는 

거틀은 아래 제시된 [표Ⅲ-2]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Ⅲ-2]사회  자본 련 요소 측정을 한 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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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문제

앞서 진술한 연구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1)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신뢰,규범  제도,네

트워크,시민참여에 한 교육내용의 비 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1)은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

교의 Civics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체계 가운데 신뢰,규범  제도,네

트워크,시민참여에 한 내용이 포함된 단원을 거틀에서 구분한 역

별로 분류하고,상 역(신뢰,규범  제도,네트워크,시민참여)의 단

원 수를 비교함으로써 교육내용의 비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신뢰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3)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규범  제도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4)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네트워크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5)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시민참여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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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5)를 확인하기 해서는 분석 거의 각 역에 속하는 성

취기 의 내용을 분석한다.단,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각 단원별로 

성취기 이 제시된 데 비해 스웨덴의 Civics교육과정에는 3학년,6학년,

9학년에 해당하는 필수 지식수 (Knowledgerequirements)이라는 명칭

으로 학년 체에 한 성취기 이 제시되어 있다.해당 단원에 성취기

이 없는 경우는 거틀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내용체계상 내용의 련

성이 있는 단원에 해서는 논의과정에서 이를 언 하는 것으로 분석방

법을 보완하 다.분석내용은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해당 역에 속

하는 단원의 비  →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체  교육내용과 그 의

미 → 스웨덴 Civics교육과정에서 해당 역에 속하는 단원의 비  →

스웨덴 Civics교육과정의 구체  교육내용과 그 의미 → 연구문제에 따

른 공통 과 차이  서술  해석의 구조로 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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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한국과 스웨덴의 사회과 교육과정

1.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

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서체계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 별 교육목표,목표,내용의 역과 기 ,교수·학습 방법,평가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학교 별 교육목표와 목표에서는 사회과

의 반 인 교육목 과 방향에 해 서술하고 있으며 내용의 역과 기

에서는 등학교 3-4학년, 등학교 5-6학년, 학교 1-3학년에서 학습

하는 단원명과 단원의 성취기 이 제시되어 있다.여기서 제시된 성취기

을 통해 략 인 교육내용을 악할 수 있다.교수·학습방법과 평가

는 앞서 제시된 교육내용을 학교 장에서 교육할 때에 어떤 식으로 수업

을 운 하고 수업에 한 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지에 한 일종의 지침

을 제시하는 것이다.이 가운데 연구에 사용된 내용은 '목표'와 '내용의 

역과 기 '에 한 부분이다.이 장에서는 본고의 분석내용을 이해하

기 해 필요한 목표와 내용체계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그 외 분석에 

사용된 ‘사회과 역  학습 내용 성취기 ’과 이 장에서 생략한 ‘목표’

내용의 일부는 부록에 포함시켰다.

1)목표

사회과 가운데 일반사회 역의 반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회의 여러 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  환경과 역사  발 ,

정치·경제·사회  제도 등과 련지어 이해한다.

❖ 사회생활에 한 기본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상에 한 

원리를 종합 으로 이해하고, 사회의 성격  민주  사회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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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3-4학년

◦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 다양한 삶의 모습들

◦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 지역사회의 발

◦ 사회변화와 우리생활

등학교 

5-6학년

◦ 우리 경제의 성장

◦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

◦ 정보화,세계화 속의 우리

학교 ◦ 개인과 사회생활

해 해결이 필요한 여러 문제를 악한다.

❖ 사회 상과 사회문제를 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분석  조직,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

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한 탐구능력과 의사결정능력,사회참여능력

을 기른다.

❖ 개인과 사회생활을 민주 으로 운 하고,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들에 심을 가지며 민주국가 발 과 세계의 발 에 극 으로 이바지

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2)내용체계

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역 내용체계는 아래 

제시된 [표Ⅳ-1]과 같다. 등학교 3-4학년, 등학교 5-6학년, 학교 1-3

학년의 세 분류로 구성된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단원명에

서 드러나듯 각 분류마다 경제교육,법교육,사회·문화교육,정치교육의 

내용이 고루 분배되어 있다.

[표Ⅳ-1]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역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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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년

◦ 문화의 이해와 창조

◦ 사회의 변동과 발

◦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 정치 과정과 시민참여

◦ 경제생활의 이해

◦ 시장 경제의 이해

◦ 일상생활과 법

◦ 인권보장과 법

◦ 헌법과 국가 기

◦ 국민 경제와 경제성장

◦ 국제 경제와 세계화

◦ 국제사회와 국제 정치

◦  사회와 사회문제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12)p.6

2.스웨덴 의무학교(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

스웨덴 의무학교 Civics교육과정의 문서체계는 크게 목표(Aim),핵심

내용(Corecontent),필수 지식수 (Knowledgerequirements)의 세 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목표에는 사회과 교육의 반 인 교육목 과 방향

에 해 나타나 있고,핵심내용에는 학년별 교육내용이 단원명과 함께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스웨덴 의무학교 Civics

교육과정의 경우 의무학교 1-3학년,의무학교 4-6학년,의무학교 7-9학년

의 세 분류로 나 어 교육내용이 제시되어 있다.필수 지식수  역시 마

찬가지로 3개 학년씩 세 분류로 묶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필수 지식

수 은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 에 상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다만 필수 지식수 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과 다른 이 있다면 스웨덴 Civics교육과정은 각 단원별로 필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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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 제시되는 게 아니라 각 학년별로 그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이

다.이 장에서는 분석을 이해하기 한 ‘목표’와 ‘핵심내용’만을 간략히 

소개하고 분석에 사용된 ‘필수 지식수 ’과 이 장에서 생략한 ‘목표’내

용의 일부는 부록에 포함시켰다.

1)목표(Aim)

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을 기를 기회를 필수 으로 

제공해야 한다.

❖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며 소통하는지에 해 탐구

한다.

❖ 지역과 국가,세계의 사회  이슈에 해 각기 다른 에서 비

으로 평가하고 분석한다.

❖ 사회과학의 개념과 모델을 사용해 사회구조를 분석한다.

❖ 재의 사회  이슈와 사실에 근거한 주장,가치와 련된 다양한 

을 표 하고 평가한다.

❖ 미디어와 인터넷,다른 경로를 통해 사회에 한 정보를 탐색하고 

해당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한다.

❖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원리,의사결정과정에 해 탐구한다.

2)핵심내용(Corecontent)

의무학교의 Civics교과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은 아래 [표Ⅳ-5]-[표Ⅳ-7]

과 같다.크게는 의무학교 1-3학년의 핵심내용 역과 4-9학년의 핵심내

용 역 두 차원으로 구분되는데,4-6학년과 7-9학년의 경우 교과내용 

역은 동일하지만 학년에 따라 그 내용이 확장 는 심화되는 경향을 보

인다.의무학교 1-9학년까지의 Civics교육과정은 학생의 발달과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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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삶

(가)과거와 재 아동 문학과 음악, 화에서 가족

이나 학교생활 같은 일상에 한 묘사.지  사람들

에 의한 과거의 서술

(나)국가 내,국가 간 이동과 이동의 원인  결과

(다)선과 악,옳고 그름,우정,성 역할,성 평등 문

제와 같이 학생들에게 요한 생활 속 이슈

(라)학생들의 생활환경 속 규범과 규칙

(마)교통 규범과 교통수단 내에서의 안  행동

이웃 속의 삶

(가)인구의 정착을 한 자연 환경의 조건

(나)지역사회의 역사

(다)과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

(라)종교와 지역사회 내 배 장소

라 학년에서는 학생 주변의 구체 인 내용을 주로 학습하도록 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넓은 에서 추상 인 내용을 다루도록 

내용체계가 구성되었다.

(1)의무학교 1-3학년(Inyears1-3)

의무학교 1-3학년의 핵심내용은 ‘함께하는 삶(Livingtogether)’,‘이웃 

속의 삶(Livingin theneighbourhood)’,‘세계 속의 삶(Livingin the

world)’,‘실에 한 탐구(Exploringreality)’의 4개의 지식 역으로 나

어져 있다.앞의 세 가지 지식 역은 작은 지역 단 의 범 에서 큰 

세계의 범 로 나아가는 내용구성을 보인다.네 번째 지식 역인 ‘실

에 한 탐구’는 의무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실에 한 정보를 얻고,

그들의 능력 개발을 해 필요한 특정 개념과 도구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Ⅳ-2]의무학교 1-3학년 Civics교과의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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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역사회에서의 직업과 활동

세계 속의 삶

(가)지구에서 륙과 해양의 치. 륙의 이름과 

치,학생들에게 요한 륙이나 치

(나)인류의 기원,이주,사냥과 모임,농경의 시작

(다)석기 시 ,청동기 시 ,철기 시

(라)사료를 통한 역사 연구

(마)고 의 신과 웅,북유럽 국가의 신화에 한 

서술과 재  해석

(바)기독교,이슬람,유 교 내 의식과 상징,교리의 

서술

(사)교통,에 지,음식과 같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련된 환경  이슈

(아)만인의 평등과 같은 기본  인권과 아동인권 회

의에 근거한 아동인권

(자)학  의회와 같은 모임의 조직과 수행

(차)돈의 사용과 가치.다양한 지불 유형의 와 재

화와 서비스의 소비

(카)다양한 미디어에서 다루는 사회  문제

실에 한

탐구

(가)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 탐색 방법:인터뷰,

찰,측정

(나)정신 ,물리  지도를 이용한 공간의 이해

(다)과거, 재,미래에 한 연 기와 시간 개념

출처:Skolverket(2011)pp.190-191

(2)의무학교 4-9학년(Inyears4-9)

의무학교 4-6학년과 7-9학년의 핵심내용은 크게 5가지의 지식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개인과 공동체(Individualsandcommunities)’ 역에서

는 사회문제에 한 기본 이고 핵심 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정보

와 의사소통(Informationandcommunication)’ 역에서는 미디어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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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공동체

(가)가족과 다른 형태의 동거.성 역할과 성 평등

(나)생활 속 여러 조건에서 아동을 한 사회  안

망

(다)토착민인 Sami족을 비롯한 스웨덴의 여러 소수

자들.소수자의 권리
정보와

의사소통

(가)정보와 고의   미디어에서의 여론 형성

(나)메시지와 달자,목 의 구분

권리와

사법 구조

(가)규제에 한 사회  요구,법의 요성,개인과 

가족,사회에 한 범죄의 향

(나)아동인권을 포함한 인권의 의미와 요성

사회 자원과

분배

(가)개인의 재정과 일,수입,소비 간의 계

(나)공공 역에서의 세 .지방 자치제,지방의회와 

세 의 지출 상태

(다)스웨덴과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을 한 재정 

상황.풍요와 가난의 원인과 결과 

의사결정과

정치  견해

(가)민주주의의 개념과 민주  의사결정과정.개인

과 집단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

(나)정치  선택과 정당.스웨덴 국회의사당과 정부

의 다양한 일.학생들에게 요한 재의 정치  이

슈

용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권리와 사법구조(Rightsandthejudical

system)’ 역은 법교육과 련된 내용에 을 맞추고 있고,‘사회 자

원과 분배(Society'sresourcesandtheirdistribution)’는 경제교육과 련

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의사결정과 정치  견해(Decision-making

andpoliticalideas)’는 정치교육에 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이로

써 의무학교 4-9학년의 교육과정은 제 사회과학의 체 인 역에 한 

근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표Ⅳ-3]의무학교 4-6학년 Civics교과의 핵심내용

출처:Skolverket(2011)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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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공동체

(가)유년기 정체성과 생활양식.삶의 질이 사회 경

제  배경과 사회  성,생물학  성과 같은 요소에 

따라 어떻게 향을 받는가?

(나)스웨덴의 인구 구성과 규모,지리학  분포에 

따른 사회․문화․경제  결과

(다)의료 복지,연 ,실업 보험 등의 스웨덴 복지제

도와 그 기능.사회보장 제도에 한 개인과 가족의 

재정 부담과 공공 기 의 마련

(라)이 과 지 의 스웨덴으로의 이주와 사회 내 통

합과 분리

정보와

의사소통

(가)정보 달,여론 형성,오락,사회 권력구조 

악을 한 원천으로서 미디어의 역할

(나)미디어의 다양한 유형,구조와 내용.뉴스에 

한 평가와 뉴스가 사람들의 에 미치는 향.성

별,인종별 개인과 집단에 한 묘사

(다) 자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인터넷의 명암

권리와

사법 구조

(가)아동인권을 포함한 인권의 의미와 요성,스웨

덴 법에서의 차별에 한 내용

(나)인권보장을 한 여러 기 의 활동

(다)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인권 반 사례

(라)소수자와 Sami족의 치와 권리

(마)민주 사회 시민으로서 가지는 자유와 법  권

리,의무.민주 시민의 권리  의무와 련된 윤리

 딜 마.

(바)스웨덴 법제와 법의 원리.규범과 규제의 상호 

작용.형벌 체계의 역할과 범죄 피해

사회 자원과

분배

(가)가계,기업,정부의 경제  연 성  향.경

제 변동의 원인과 개인  집단에의 향

(나)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연결과 세계 속에서 

지역 경제의 변화

[표Ⅳ-4]의무학교 7-9학년 Civics교과의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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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노동 시장과 근로 조건의 변화( :근무 환경,

노동법의 변화). 로벌 사회에서의 교육과 직업 선

택,기업가 정신.개인의 직업 선택과 연  차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

(라)성,인종,사회 경제  배경과 련된 향력,

경제  자원  권력의 차이.사회 경제  배경과 교

육,주거,복지의 계.평등의 개념과 성 평등

의사결정과

정치  견해

(가)정치 이데올로기와 정당의 발

(나)EU와 스웨덴 국회의사당,정부,지방의회  지

방 자치제와 련된 스웨덴의 정치 제도.의사결정과

정과 그 결정이 개인,집단,사회 체에 미치는 

향.스웨덴 헌법

(다)세계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정부 형태

(라)오늘날 스웨덴과 세계의 사회  이슈,   

갈등.UN의 목 과 기본 임무,다른 형태의 국제분

쟁해결 방법  무력 분쟁에 한 국제법

(마)유럽  북유럽의 력 배경과 내용

(바)사회 발 을 한 개인과 집단의 정치 참여 방

법

출처:Skolverket(2011)pp.1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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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하 역 학년 단원명

하

역

단원 

수

상

역 

단원 

수

신뢰
사

신뢰

구체  

신뢰
0

5
일반

신뢰

3-4
다양한 삶의 모습들

5

사회변화와 우리생활

5-6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

1-3
개인과 사회생활

문화의 이해와 창조

Ⅴ.한국과 스웨덴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사회  자본 비교

1.개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각 역별 사회  자본 련 단원 수를 

비교한 결과 [표Ⅴ-1]과 같이 네트워크,시민참여,규범  제도,신뢰 순

으로 단원 수가 많게 나타났다.이는 제7차와 2009개정 학교 교육과정

의 사회 교과서에서 사회  자본 련 내용을 분석한 서희정(2010)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뢰에 한 사회과 교육내용이 다른 역의 교육내용

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다.상 역별로 단원 수에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지만 하 역에서 련된 단원이 하나도 없는 구체  신뢰,공

신뢰, 습에 해서는 향후 교육내용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표Ⅴ-1]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  자본 련 단원  

단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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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신뢰 0

규범 

 

제도

습 0

7

법

5-6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4
1-3

일상생활과 법

인권보장과 헌법

헌법과 국가 기

정치제도

3-4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3
1-3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시민참여

네트워크

3-4
사회변화와 우리생활

8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5-6

우리 경제의 성장

정보화,세계화 속의 

우리

1-3

개인과 사회생활

국민 경제와 경제성장

국제 경제와 세계화

국제사회와 국제 정치

시민참여

3-4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12

지역사회의 발

사회변화와 우리생활

5-6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

정보화,세계화 속의 

우리

1-3

개인과 사회생활

사회의 변동과 발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일상생활과 법

국민 경제와 경제성장

국제사회와 국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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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와 사회문제

역 하 역 학년 단원명

하

역

단원 

수

상

역 

단원 

수

신뢰

사

신뢰

구체  

신뢰
0

1일반

신뢰
7-9 권리와 사법구조 1

공 신뢰 0

규범 

 

습 1-3 함께하는 삶 1

66)
법 1-3 세계 속의 삶 3

스웨덴 Civics교육과정에 나타난 각 역별 사회  자본 련 단원 수

를 비교한 결과는 [표Ⅴ-2]와 같이 규범  제도,네트워크,시민참여,신

뢰 순으로 단원 수가 많게 나타났다.스웨덴 Civics교육과정의 단원 수는 

1-3학년이 4개,4-6학년과 7-9학년이 각각 동일한 단원명으로 5개씩 총 14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등학교 3-4학

년이 5개,5-6학년이 4개, 학교 1-3학년이 14개로 총 23개의 단원이 제시

되어 있다.따라서 역별 련 단원 수를 비교했을 때 스웨덴이 한국에 

비해 단원 수가 게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하 역에서 련된 단원이 하나도 없는 구체  신뢰와 공 신뢰에 한 

교육내용은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Ⅴ-2]스웨덴 의무학교 Civics교육과정의 사회  자본 련 단원  

단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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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4-6
개인과 공동체

권리와 사법구조

정치제도

1-3 세계 속의 삶

3
4-6 의사결정과 정치  견해

7-9 의사결정과 정치  견해

네트워크

1-3
함께 하는 삶

6

이웃 속의 삶

4-6
개인과 공동체

사회 자원과 분배

7-9
사회 자원과 분배

의사결정과 정치  견해

시민참여
1-3

함께 하는 삶

3세계 속의 삶

4-6 의사결정과 정치  견해

연구문제(1)의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의 Civics교육과정에서 신뢰,규범  제도,네트워크,시민참여에 한 

교육내용의 비 에 차이가 있는가?’에 한 분석결과,한국의 교육과정은 

네트워크와 시민참여에,스웨덴 교육과정은 규범  제도와 네트워크에 

한 내용에 더욱 비 을 두고 있으며 신뢰에 한 내용은 한국과 스웨덴 

모두 교육내용의 비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스웨  Civics 과정  규범 및 제도 역에 해당하는 단원 가운  1-3학년  

‘ 계  삶’  중복 어 상  역 단원 수는 7개가 아니라 6개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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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뢰 역

1)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신뢰 요소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신뢰 요소는 [표Ⅴ-3]과 같이 사 신뢰 

가운데서도 특히 일반  신뢰에 집 되어 있다.일반  신뢰가 일반 인 

지식이나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는 을 고려하면 교육내용에서 일반  신

뢰에 한 비 이 높은 것은 좋은 상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가족 내 

소송이나 범죄,이혼 등이 증가하고 래집단 내 따돌림이나 폭행 등이 

만연한 실에 비추어 볼 때 구체  신뢰에 한 내용 한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공 신뢰는 규범  제도 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규범  제도가 ‘존재’의 개념을 드러낸다면,공 신뢰는 ‘존재에 한 믿

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따라서 학생들이 규범  제도의 존재와 그 기

능에 해 이해하고, 실과 교육내용의 괴리를 느끼지 않는다면 공 신

뢰에 한 교육내용의 비 이 게 제시되더라도 학생들의 신뢰 수 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하지만 사회 내 존재하는 규범과 제도에 한 

인 신뢰를 강요하는 교육은 험하다.신뢰란 각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에 

한 개념이기 때문에 신뢰 여부에 한 단은 학생 개인의 몫이다.다

만 규범  제도의 존재가 개인과 집단,사회에 미치는 정 인 향에 

해 다루고,그러한 규범이나 제도가 고정된 것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참여로 인해 바뀔 수 있다는 을 강조하는 것이 요하다.그 이유는 규

범과 제도가 기본 으로 불신을 제하고 있으며 불신에 따른 험을 최

소화하기 한 목 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주기 으로 치러지는 선거와 공직

자에 한 제한된 임기,삼권분립,국민소환제 등은 의 민주주의가 정

치 엘리트에 한 국민의 불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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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이러한 제도들이 민주  지배의 정당성에 한 불신을 제거하

고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우리는 민주주의에 한 불신뿐 아니

라 인간의 불신 한 사회규범과 제도,특히 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하지만 법의 지배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행 는 

그 상에 따라 개인과 개인 는 개인과 국가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역

할을 한다.만일 부패 행 의 상이 정치 엘리트인 경우,그들은 국민으

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며 국민들은 존하는 규칙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홍재우,2005:55-57).이 듯 

불신을 제도화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은 많은 사회  비용과 제

도의 과부하를 래한다.따라서 기본 으로는 규범을 반하는 행 에 

한 처벌 만으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그 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 신뢰를 높이기 해서는 제도의 존재와 기능에 한 기본

인 신뢰를 바탕으로 반 행 에 한 처벌 가능성을 교육내용에 포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취기 에 나타난 구체 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문화  차

별과 편견이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이것이 가진 문제 을 설명

하고,일상생활에서 이를 해결하기 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와 

같이 타 문화에 한 이해와 존 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둘째,‘사

회  소수자에 한 편견  차별 사례를 찾아보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소수자 인권보호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에서 나타나듯 사회  소수자에 

한 편견과 차별제거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셋째,‘사례를 

들어 성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고,양성평등 사회의 실 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갖는다.’와 같이 성 평등 의식과 그에 맞는 

태도함양을 교육내용으로 담고 있다.이처럼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신

뢰 역에 나타난 성취기 과 교육내용은 타 문화에 한 이해와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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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제시단원 성취기

신뢰
사

신뢰

구체  

신뢰

일반

신뢰

[ 3-4]

다양한 

삶의 

모습들

(나)환경  특성과 련하여 문

화 형성의 배경을 이해하고,각기 

다른 문화를 존 하는 자세를 가

질 수 있다.

(다)문화  차별과 편견이 나타

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이것

이 가진 문제 을 설명하고,일상

생활에서 이를 해결하기 한 실

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  소수자에 한 편견과 차별 제거,성 평등 의식  태도 함양에 

한 것으로 반 인 내용이 한국 사회에 뿌리박  있는 사회문제를 해

결하는 차원에 이 맞춰져 있다.

한국 사회에는 성,나이,인종,국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지속

으로 존재하는데다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동

시에 단일민족 국가 던 한국 사회에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증

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생겨나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남녀평등에 한 여러 가지 인식개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회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교육내용도 사회변화에 맞추어 련 내용을 반 하

게 된 것이다.하지만 일반  신뢰는 범인(凡人)에 한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반  신뢰를 높이기 해서는 사회  약자를 비롯한 

차별의 상뿐 아니라 잘 모르는 타인에 해서도 기본 인 신뢰를 형성

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표Ⅴ-3]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신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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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사회변화

와 

우리생활

(나)사례를 들어 성역할이 변화

하고 있음을 이해하고,양성 평등 

사회의 실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갖는다.

(라)사회  소수자에 한 편견 

 차별 사례를 찾아보고,그 원

인을 조사하여 소수자 인권보호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 5-6]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

(다)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는 문제( :문화 이질화,새터

민 문제 등)들을 이해하고,다문

화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

를 갖는다.

[ 1-3]

개인과

사회생활

(라)사회 집단 간 는 사회 집

단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별

과 갈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합리

인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 1-3]

문화의

이해와 

창조

(나)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다

른 문화들을 이해하기 한 바람

직한 태도를 가진다.

공 신뢰

2)스웨덴 의무학교 Civics교육과정의 신뢰 요소

스웨덴 Civics교육과정에 나타난 신뢰 요소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로 일반  신뢰에 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취기

의 제시 여부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다보니 분석 거에 맞는 단원은 [표Ⅴ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개 단원으로 나타났지만,일반  신뢰에 한 

내용을 포함한 단원은 4-6학년  7-9학년의 ‘개인과 공동체’,7-9학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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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사법구조’로 총 3개 단원이었다.

성취기 에 나타난 구체 인 교육내용은 ‘국가 내 소수자와 그들의 특

수한 지   권리에 해 말할 수 있다.’로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마

찬가지로 사회  소수자에 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때 소수자의 범

는 원주민인 사미(Sami)족과 국가 내 이민자로 나타난다.하지만 한국의 

교육내용과 다른 은 사회  소수자에 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내용보다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이다.즉 그들을 사회  약

자로 구분하여 다수의 인식개선을 요구하는 방식보다 그들이 가진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평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인상 이다.그밖에도 스웨덴 

이민자에 한 교육내용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스웨덴의 경우 이민자에 

한 용정책으로 체 인구 내 이민자 비율이 20%에 육박한다.때문에 이

민자에 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으며 그 내용 한 이

민자를 소수자로 규정하여 그들에 한 차별을 없애려는 방향보다 옛날과 

오늘날의 인구구성 변화를 설명하면서 국가 내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민자를 바라보고 있다.

한편 스웨덴 Civics교육과정에 제시된 단원 수가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에 비해 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스웨덴 교육과정에는 신뢰 역에 해당

하는 교육내용이 매우 게 나타난다.따라서 구체  신뢰에 한 내용은 

물론이고 일반  신뢰에 한 내용 한 지 보다 비 이 늘어나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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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제시단원 성취기

신뢰

사

신뢰

구체  

신뢰

일반

신뢰

[7-9]

권리와 

사법구조

국가 내 소수자와 그들의 특수한 

지   권리에 해 말할 수 있다.

공 신뢰

[표Ⅴ-4]스웨덴 의무학교 Civics교육과정의 신뢰 요소

연구문제(2)의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

교(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신뢰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

에 차이가 있는가?’에 해서는 [표Ⅴ-5]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먼  한국과 스웨덴 교육과정에 나타난 신뢰 역의 공통 을 살펴보면 

첫째,구체  신뢰에 한 교육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 구체  

신뢰가 낮아져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생각해보았을 때 양국 모두 구

체  신뢰에 한 교육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둘

째,일반  신뢰에 한 교육내용은 ‘잘 모르는 타인에 한 신뢰’보다 

‘사회  소수자에 한 용  태도’에 이 맞춰져 있다.실제 일반  

신뢰의 개념은 범인(凡人)에 한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

의 일반  신뢰를 교육하기 해서는 잘 모르는 타인에 한 신뢰 역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셋째,공 신뢰에 한 교육내용이 나타나

지 않았다.이 부분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공 신뢰에 한 직 인 

내용보다도 제도의 존재와 기능에 한 설명과 함께 신뢰를 깨뜨리는 행

를 했을 때의 처벌 가능성을 교육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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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양국 교육과정의 차이 을 살펴보면 첫째,한국은 일반  신

뢰에 있어 사회  소수자에 한 차별해소를 교육내용의 주된 목 으로 

삼는 반면 스웨덴은 사회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을 주

된 목 으로 삼는다.한국에서는 ‘사회  소수자에 한 편견  차별 

사례를 찾아보고,그 원인을 조사하여 소수자 인권보호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와 같이 사회  소수자가 사회 내에서 차별 당하고 있는 실

을 이미 제하고 있다.더불어 그들의 권리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보호해

야 할 상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하지만 스웨덴에서는 ‘국가 내 

소수자와 그들의 특수한 지   권리에 해 말할 수 있다.’와 같이 소

수자가 차별의 상이 되기보다 지 와 권리를 가진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사회  자본이 호혜성의 규범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을 감안한

다면 소수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언젠가 

그 한 나에게 도움을  수 있는 동등한 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따라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상으로서의 약자

가 아닌 동등한 권리를 지닌 수평  네트워크선상의 사람으로 인식할 필

요가 있다.둘째,사회  소수자의 범 에 있어서도 한국은 양성평등,타 

문화에 한 이해,새터민 문제 등 소수자의 범 를 넓게 다루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사회  소수자의 범 가 원주민인 사미(Sami)족과 국가 

내 이민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한국과 스웨덴에서 

소수자로 여겨지는 범 가 달라 나타나는 문화  차이 이라 생각된다.

이 에 해서는 국가 내 사회변화와 사회갈등 양상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 그 범 를 달리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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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한국 스웨덴

공통

사

신뢰

∘구체  신뢰에 한 교육내용이 없다.

∘일반  신뢰에 한 교육내용은 잘 모르는 타인

에 한 신뢰보다 사회  소수자에 한 용  태

도에 이 맞춰져 있다.

공

신뢰
∘공 신뢰에 한 교육내용이 없다.

차이

사

신뢰

∘사회  소수자에 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 

교육내용의 주된 목 이

다.

∘사회  소수자에 한 

내용을 다룰 때에 양성평

등,타 문화에 한 이해,

새터민 문제 등도 포함하

고 있다.

∘사회  소수자의 권리

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

이 교육내용의 주된 목

이다.

∘사회  소수자의 범

가 원주민인 사미(Sami)

족과 국가 내 이민자 등

으로 한정되어 있다.

공

신뢰

[표Ⅴ-5]양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신뢰 요소의 공통 과 차이

3.규범  제도 역

1)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규범  제도 요소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규범  제도 요소는 [표Ⅴ-6]과 같이 

법과 정치제도에 한 단원이 각각 4개와 3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습에 한 역은 련된 단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 다.사회과와 도덕

과가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습규범에 한 내용이 주로 

도덕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해당 역의 내용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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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취기 에 나타난 법 역의 구체 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다른 사회규범과의 비교를 통해 법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일상생활

의 사례에 한 분석을 통해 권리보호와 분쟁해결을 심으로 법의 필요

성을 인식한다.’에서 알 수 있듯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의 필요성을 교육내

용에 포함하고 있다.둘째,‘국민의 기본  의무( :국방,납세,근로,교

육,환경,보건,공공복리에 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를 이해하고,이를 

수하는 태도와 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이 국민의 기본 인 권리

뿐 아니라 의무에 해서도 다루고 있다.셋째,‘규율하는 생활 역 심

으로 법 규범을 공법,사법,사회법으로 구분하고,사례분석을 통해 각각

의 특징에 해 탐구한다.’처럼 반 인 사법체계에 한 지식 측면의 교

육내용을 담고 있다.넷째,‘기본 인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 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인권보장의 역사  개과정을 

이해하고,인권보장을 한 장치로서 헌법의 의의를 인식한다.’,‘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을 이해하고,기본권 제한과 련

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탐구한다.’등에서 알 수 있듯 인

권과 기본권에 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의 사례와 인권보장의 역사,헌

법에 명시된 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을 구성하고 있다.더불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내 규정도 함께 제시

함으로써 권리의 남용을 경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제약에 

해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다섯째,‘국회,행정부,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각 기 이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운 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 통치 구조의 원리에 해 다루고 있

다.이처럼 법 역에서는 법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  의무,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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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제시단원 성취기

규범 

 

제도

습

법

[ 5-6]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가)헌법의 핵심 인 내용( :국가 

조직의 기본원리,국민의 기본 인 

권리와 의무)을 이해하고,법( :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권,국가 통치 구조 등을 교육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많은 부분이 헌법과 련된 내용이었다.

정치제도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정치의 의미

를 다양한 에서 이해하고,민주정치 발 과정에 한 분석을 통해 민

주정치의 특징을 인식한다.’와 같이 정치와 정치과정의 의미에 한 내용

을 다룸으로써 정치교육의 근본을 다지도록 하고 있다.둘째,‘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구 하기 한 민주정치 제도를 정부 형태 심으로 

탐구한다.’와 같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원리에 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사회의 정치체제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셋째,‘우리지역을 

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과정을 알아보고, 표자와 유권자의 역할에 

해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이 민주  의사결정과정에 한 소개와 함께 

의사결정의 참여자로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이처럼 정치제도의 

역에서는 정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이념  기본원리,민주  의사결

정과정에 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한 단원의 시작부터 민주  정치체제

의 정당성과 당 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의미에서부터 련된 

교육내용을 개한 것은 매우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된다. 한 법과 정치

제도 역 모두 규범  제도의 존재와 그 기능에 한 내용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교육내용 안에 공 신뢰 형성을 한 지식 측면의 요소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단된다.

[표Ⅴ-6]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규범  제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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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등)이 우리생활과 연 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나)기본 인 인권의 개념을 이해

하고,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기

본 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

례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국민의 기본  의무( :국방,

납세,근로,교육,환경,보건,공공

복리에 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를 이해하고,이를 수하는 태도와 

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라)국회,행정부,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각 기 이 삼권분

립을 원칙으로 하여 운 되는 까닭

을 설명할 수 있다.

[ 1-3]

일상생활과 

법

(가)다른 사회규범과의 비교를 통

해 법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사례에 한 분석을 통

해 권리보호와 분쟁해결을 심으로 

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나)규율하는 생활 역 심으로 

법 규범을 공법,사법,사회법으로 

구분하고,사례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징에 해 탐구한다.

(다)재 의 의미와 종류( :민사재

,형사재  등)를 이해하고,심  

제도가 가지는 법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라)일상생활에서의 분쟁 사례( :

차별,폭력, 작권 침해 등)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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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고,바람직한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1-3]

인권보장과 

헌법

(가)인권보장의 역사  개 과정

을 이해하고,인권보장을 한 장치

로서 헌법의 의의를 인식한다.

(나)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을 이해하고,기

본권 제한과 련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탐구한다.

(다)인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안에 

한 분석을 통해 인권보장과 련

된 국가 기 ( :법원,헌법재 소,

국가인권 원회 등)의 역할을 이해

한다.

[ 1-3]

헌법과

국가 기

(가)입법부로서 국회의 상과 역

할을 이해하고,국회의 조직과 기능

을 탐구한다.

(나)행정부 수반으로서 통령의 

지 와 권한을 이해하고,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다)법원과 헌법재 소의 상과 

역할을 이해하고,사법부의 조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정치제도

[ 3-4]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가)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 으로 

실 하는 것이 주민자치임을 이해한

다.

(나)우리지역을 표하는 자치 단

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역할에 해 이해할 수 있다.

(다)우리지역을 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과정을 알아보고, 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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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권자의 역할에 해 이해할 수 

있다.

(라)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비교해 보고,양자 간의 계

에 해 이해할 수 있다.

[ 1-3]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가)정치의 의미를 다양한 에

서 이해하고,민주정치 발 과정에 

한 분석을 통해 민주정치의 특징

을 인식한다.

(나)민주주의의 이념과 이를 실

하기 한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다)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구 하기 한 민주정치 제도를 정

부 형태 심으로 탐구한다.

[ 1-3]

정치 과정과 

시민참여

(가)정치 과정을 통해 다원 인 가

치와 이익이 조정되고 있음을 이해

하고,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인식한다.

(나)선거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

고,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한 선

거를 한 제도  기 에 해 조

사한다.

(다)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

을 이해하고,지역사회의 문제를 해

결하기 한 시민참여 활동을 심

으로 지역사회의 정치 과정을 탐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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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웨덴 의무학교 Civics교육과정의 규범  제도 요소

스웨덴 Civics교육과정에 나타난 규범  제도 요소는 [표Ⅴ-7]과 같이 

습 역에 해당하는 단원이 1개,법 역에 해당하는 단원이 3개,정치

제도 역에 해당하는 단원이 3개로 매우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앞서 

살펴본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습에 한 단원이 없는 반면 스웨덴 교육

과정에는 일상생활에 용되는 규범과 규칙에 한 포  내용이 담겨 

있었다.특히 사회규범의 종류부터 학습하는 한국의 교육과정과 달리 규

범과 규칙의 필요성에 해 우선 으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내용은 매우 

인상 이다.

성취기 에 나타난 법 역의 구체 인 교육내용은 크게 인권에 한 

내용과 복지제도에 한 내용으로 나뉜다.먼  인권에 해서는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한 기본 인 지식을 갖추고,이러한 권리가 학교와 가정

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이 인권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한 교육내용도 구체 으로 다루고 있으며,거시

 차원에서의 인권 개념보다 일상생활에서 용되는 인권을 먼  이해하

도록 근하고 있다.한편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복지제도에 한 지식을 

토 로 실제 사회  지원이 필요할 때 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와 같이 다른 사법체계에 한 내용보다 복지제도에 한 내용을 특별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세계에서 손꼽히는 복지국가인 만큼 스웨덴에

서는 어린 나이부터 복지제도에 해 가르치고 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이처럼 스웨덴 교육과정에서는 법 역에 있어 

사법체계나 국가 통치 구조에 한 내용보다도 아동인권을 포함한 인권 

개념의 내용을 요하게 다루고 있으며,한국과는 달리 복지제도에 한 

내용을 성취기 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었다.이는 스웨덴이 인권과 복지

에 해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인지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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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제시단원 성취기

규범 

 

제도

습
[1-3]

함께 하는 삶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는 규범과 

규칙에 해 이야기 하고,그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 지에 해 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법

[1-3]

세계 속의 삶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한 기본

인 지식을 갖추고,이러한 권리가 

학교와 가정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

는지 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4-6]

개인과 

복지제도에 한 지식을 토 로 실

제 사회  지원이 필요할 때 이를 

스웨덴 교육과정에서 정치제도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은 크게 민주

주의의 기본이념과 원리,민주  의사결정과정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정과 련하여 민주  가치와 원리가 어떻게 

용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에서 나타나듯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의 원

리가 어떻게 용되는지 가르침으로써 실 세계와 정치교육을 가깝게 여

기도록 하고 있다. 한 ‘회의가 구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해 묘사할 

수 있다.’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은 물론,‘선거제도와 정당

의 발 과정,의회와 정부,그리고 그들의 임무에 해 이해한다.’와 같은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과정도 모두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한 가지 

특이한 은 ‘민주 인 방식이지만 그 형태가 다른 다양한 통치체제에 

해 이해한다.’는 성취기 을 제시함으로써 민주  정치체제 외에 다른 

안  통치체제까지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이다.이는 정치

체제에 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  각각의 정치

체제가 갖는 장단 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표Ⅴ-7]스웨덴 의무학교 Civics교육과정의 규범  제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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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4-6]

권리와 

사법구조

인권과 아동 권리의 의미를 설명하

고,이러한 권리가 세계 곳곳에 살

고 있는 아동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를 제시할 수 있다.

인권의 의미와 요성에 해 설명

하고,세계 곳곳에서 어떤 권리가 

반되고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한 를 들 수 있다.

정치제도

[1-3]

세계 속의 삶

회의가 구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해 묘사할 수 있다.

[4-6]

의사결정과

정치  견해

민주주의에 한 충분한 지식을 토

로 민주  의사결정과정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련

하여 민주  가치와 원리가 어떻게 

용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민주  가치와 과정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민주  권리와 의

무,의사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이

익과 불이익에 해 설명할 수 있

다.

선거 제도와 정당의 발 과정,의

회와 정부,그리고 그들의 임무에 

해 이해한다.

[7-9]

의사결정과

정치  견해

민주 인 방식이지만 그 형태가 다

른 다양한 통치체제에 해 이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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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3)의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

교(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규범  제도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가?’에 한 분석결과는 [표Ⅴ-8]과 같다.한국과 

스웨덴 교육과정에 나타난 규범  제도 역의 공통 은 첫째,법 역

에서 인권에 한 교육내용을 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이다.인간의 

기본 인 권리이자 불가침의 권리인 인권에 해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 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된 것

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둘째,정치제도의 역에서 민주주

의의 기본이념과 원리,민주  의사결정에 한 교육내용이 공통 으로 

포함되어 있었다.이는 시민  참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극 인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바탕이 되는 지식 측면의 한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양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규범  제도 역의 차이 으로는 첫

째,한국의 경우 습에 한 교육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반면 스웨덴은 

일상생활에 용되는 규범과 규칙의 포 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다.

한국의 경우 습에 한 내용이 도덕과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규범의 필요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규칙 등에 

한 교육내용이 제시된다면 학생들이 반 인 단원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자본 요소로서 규범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

라 생각한다.둘째,한국은 법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  의무,사법체계

의 구조와 국가 통치 구조에 한 내용이 교육내용으로 제시된 반면 스

웨덴은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규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법의 

필요성에 한 교육내용이 함께 제시되었는지는 교과서 분석을 실시해보

아야 알겠지만 국민의 기본  의무에 한 내용이 은 것은 향후 보완

해야 할 이라 생각된다.권리와 의무는 동 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77

역 한국 스웨덴

공통

습

법 ∘인권에 한 교육내용을 비  있게 다루고 있다.

정치

제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리,민주  의사결정에 

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에 한 교육내용만을 강조하고 의무에 한 내용을 소홀히 다룬다

면 학생들 사이에 호혜성의 규범이 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셋째,스

웨덴은 인권 가운데서도 구체 으로 아동인권에 한 내용을 강조한 반

면 한국은 아동인권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최근 어린이집 

원아 폭행부터 아동 학  등 아동인권의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

큼 아동인권에 한 내용은 사회변화에 맞춰 추가되어야 할 교육내용으

로 보인다.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과 성인 사이

에 수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과정 내에 아동의 권

리와 인권에 한 내용이 강조된다면 이들 사이에 수평  네트워크가 함

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넷째,스웨덴은 복

지제도에 한 지식 측면의 교육내용이 제시된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법 

련 교육내용이 상 으로 게 나타났다.한국의 경우 국가 최상  

법인 헌법에 집 해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복지에 한 국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실제 정책 한 복지제도의 확장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에 한 교육내용을 늘리는 것은 한 개

정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다섯째,스웨덴에서는 민주주의 외에 민주  방

식을 토 로 한 다양한 통치체제에 해 학습하도록 하고 있었다.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치체제에 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학

생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표Ⅴ-8]양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규범  제도 요소의 공통 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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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습

∘ 습에 한 교육내용

이 없다.

∘일상생활에 용되는 

규범과 규칙에 한 포

인 내용이 담겨 있다.

법

∘법의 의미와 특성을 바

탕으로 법의 필요성을 인

식하게 하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  권리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  원

리에 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사법체계의 구조와 분

쟁 사례,재  차 등 

법 역의 구체 인 지식

을 교육내용에 포함하

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의 구조와 기능을 교육내

용에 포함시켜 국가 통치 

구조를 이해하도록 하

다.

∘인권 가운데서도 구체

으로 아동인권에 한 

내용을 강조했다.

∘복지제도에 한 지식

을 토 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때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 다.

정치

제도

∘민주주의 외에 민주  

방식을 토 로 한 다양한 

통치체제에 해 학습하

도록 하 다.



79

4.네트워크 역

1)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네트워크 요소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네트워크 요소는 [표Ⅴ-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 8개 단원에 걸쳐 제시되고 있다.신뢰나 규범  제도 역

보다 많은 단원 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역은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성취기 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사회집단에의 소속과 련된 내용은 

‘할머니(할아버지),아버지(어머니),그리고 나로 이어지는 세  간의 가족 

수,가족 구성 등을 조사해보고,옛날과 오늘날의 가족 형태의 차이에 

해 이해할 수 있다.’,‘사회 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사례분석을 통해 사

회 집단의 특징을 탐구한다.’와 같이 가정 는 그 밖의 사회집단에 소속

됨으로 인해 형성되는 네트워크에 해 가르치고 있다.하지만 퍼트남이 

말하는 자발  결사체 참여에 한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시민  참

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약한 유 의 교육내용이 부족하다는 을 알 

수 있다.둘째,‘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기업가,근로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이 개인 는 집단 간 연결을 드러내는 교육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이는 력에 따른 정  결과,즉 경제성장을 해 정부,기업

가,근로자의 세 집단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하나의 유기체처

럼 연결되어 있다는 을 강조하는 목이다.즉 사회 곳곳의 모든 부분

이 력 계에 의해 유지되고 발 됨을 보여 으로써 사회  자본의 요

성을 드러낸다.셋째,‘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향을 

탐구한다.’와 같이 사회 상이 개인 생활에 미치는 향을 교육내용으로 

포함하여 사회 상과 개인 사이의 네트워크를 보여주었다.넷째,‘지방정

부와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비교해 보고,양자 간의 계에 해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이 정부기  사이의 네트워크에 해서도 다루고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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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제시단원 성취기

네트

워크

[ 3-4]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라)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비교

해 보고,양자 간의 계에 해 이해할 수 

있다.

[ 3-4]

사회변화와 

우리생활

(가)할머니(할아버지),아버지(어머니),그리

고 나로 이어지는 세  간의 가족 수,가족 

구성 등을 조사해 보고,옛날과 오늘날의 가

족 형태의 차이에 해 이해할 수 있다.

[ 5-6]

우리 경제의 

성장

(나)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기업가,근로

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다)우리 경제가 국제 거래를 통해 다른 나

섯째,‘국제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국제 계에 향을 미치는 여러 행

주체(:국가,국제기구,다국  기업)에 해 탐구한다.’,‘국제기구(UN

등)와 비정부기구( :그린피스 등)활동 내용과 국가 간 력 사례( :교

토의정서)를 조사하고,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력의 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은 국제사회의 연결과 력에 한 내용이 교육과정 내 네

트워크 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사회  자본은 한 사회 내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간 력을 이루어내는 요한 요인이 된

다.개인 간 력과 같은 미시  차원부터 국가 간 력에 이르는 거시  

차원까지 련된 교육내용의 범 를  넓  제시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범  한 그 규모가  세계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 다.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네트워크 역의 내

용은 사회집단에의 소속,개인 는 집단 간 연결,사회 상과 개인 사이

의 연결,사회구조나 기 들 간의 연결,국제사회의 연결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Ⅴ-9]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네트워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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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제와 상호 의존하고 경쟁하고 있음을 

이해하고,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5-6]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다)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서 나타

나는 세계화 양상을 우리 삶의 변화와 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라)국제기구(UN 등)와 비정부기구( :그

린피스 등)활동 내용과 국가 간 력 사례

( :교토의정서)를 조사하고,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력의 요성을 이해할 수 있

다.

[ 1-3]

개인과

사회생활

(다)사회 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사례분

석을 통해 사회 집단의 특징을 탐구한다.

[ 1-3]

국민 경제와 

경제성장

(가)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우리생활에 미치

는 향을 탐구한다.

(나)물가 상승이 경제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고,물가 안정을 한 방안을 탐구한

다.

(다)실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고,고용 안정과 바람직한 노사 계 

확립을 한 방안을 탐구한다.

[ 1-3]

국제 경제와 

세계화

(가)국제 거래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국제 거래의 발생 요인을 인식한다.

(다)국제 경제 력과 경쟁,상호 의존이 

증 하는 상을 세계화와 련지어 분석한

다.

[ 1-3]

국제사회와 

국제 정치

(가)국제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국제 계

에 향을 미치는 여러 행 주체( :국가,

국제기구,다국  기업)에 해 탐구한다.

(나)국제사회에 존재하는 경쟁과 갈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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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모습을 이해하고,국제사회의 공존을 

한 노력을 외교 정책을 심으로 탐구한

다.

2)스웨덴 의무학교 Civics교육과정의 네트워크 요소

스웨덴 Civics교육과정에 나타난 네트워크 요소는 [표Ⅴ-10]과 같이 6

개 단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스웨덴 한 신뢰와 시민참여보다 네트워

크 역에 포함된 단원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한국과 마찬가지로 네트워

크에 한 내용을 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취기 에 나타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첫째,‘가계와 기업,정부 경제

의 연결 계에 해 알고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향을 미친다는 을 

이해한다.’와 같이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연결에 해 다루고 있다.이는 

앞서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기 과 동일한 것으로,사

회  자본의 축 이 가져온 력  결과를 통해 사회  자본의 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둘째,‘지역 내 자연 환경이 사람들

의 삶과 일에 어떤 향을 주는지 묘사할 수 있다.’와 같이 자연환경과 개

인 사이의 연결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나타

나지 않은 교육내용으로,네트워크의 범 를 환경으로까지 확장했다는 

에 주목할 만하다.셋째,‘사회 내 미디어 구조와 법 ,경제 ,정치  구

조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하는 지에 해 평가할 수 있다.’

처럼 사회구조 간 연결에 해서도 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여기서 

력 계의 상은 각각의 사회구조들로,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구조 

내 력 계는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 신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사회  자본 형성을 진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넷째,‘UN의 목표와 주된 업무,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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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제시단원 성취기

네트

워크

[1-3]

함께 하는 삶

지역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이러한 

이동이 아동과 가족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

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이 환경에 어떤 

향을 미치며 이것이 사회의 지속 인 발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1-3]

이웃 속의 삶

지역 내 자연 환경이 사람들의 삶과 일에 

어떤 향을 주는지 묘사할 수 있다.

[4-6]

개인과 공동체

사회 내 미디어 구조와 법 ,경제 ,정치

 구조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기

능하는 지에 해 평가할 수 있다.

사회구조의 복잡한 계에 해 충분한 설

명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가 서로 어떻게 향을 주고받

는 지에 한 한 설명을 제시하여 그 

계의 복잡성을 묘사할 수 있다.

국제분쟁을 조정하는 다양한 형태에 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차원의 

력이 평화  계에 기여하는 바에 한 를 제시할 수 있다.’와 같이 국

제사회의 력을 통한 국제 평화 유지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

처럼 사회  자본 형성에 따른 력의 범 를 국제사회까지 넓  보여주

는 것은 사회  자본의 형성을 통해 거시  차원의 평화  계가 구축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목이다.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스

웨덴 Civics교육과정의 네트워크 역에는 개인 는 집단 간 연결,자연

환경과 개인 사이의 연결,사회구조나 기 들 간의 연결,국제사회의 연결

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Ⅴ-10]스웨덴 의무학교 Civics교육과정의 네트워크 요소



84

자신과 타인의 삶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에 해 이야기할 수 있다.

[4-6]

사회 자원과

분배

세계 곳곳의 사람과 경제가  가까워지

면서 모든 이들이 상호 의존 으로 변화하

고 있음을 이해한다.

[7-9]

사회 자원과

분배

가계와 기업,정부 경제의 연결 계에 

해 알고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향을 미

친다는 을 이해한다.

국가와 지역 간의 경제  연결과 세계화 속

에서 지역 경제가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7-9]

의사결정과

정치  견해

UN의 목표와 주된 업무,그 밖에 국제분쟁

을 조정하는 다양한 형태에 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차원의 력이 평화  계에 기

여하는 바에 한 를 제시할 수 있다.

연구문제(4)의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

교(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네트워크에 한 구체 인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에 한 분석결과는 [표Ⅴ-11]과 같다.한국과 스

웨덴 교육과정에 나타난 네트워크 역의 공통 은 첫째,경제활동과 

련해 가계-기업-정부의 역할과 이들의 연결 계에 해 설명함으로써 

개인 는 집단 간 연결에 한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이다.거듭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 곳곳의 모든 부분이 력 계에 의해 유지되고 발

됨을 보여주는 것은 사회  자본 축 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람직한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둘째,국가 간 경제  연결과 국제기구의 활

동에 해 다룸으로써 국제사회의 연결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한 사회  자본의 축 이 가져오는 국가  차원의 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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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사회  자본의 향이 한 사회 내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 다.

양국 교육과정의 차이 으로는 첫째,한국의 교육과정에는 가족을 비

롯한 사회집단에의 소속에 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스웨덴 

교육과정에는 해당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가 

계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그러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과정을 

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역에서 소속에 한 교육내용은 

력에 한 내용보다 앞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이때의 교육내용은 사회

집단은 물론이고 시민  공동체에의 소속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둘째,한국의 경우 한 사회의 경제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향에 해 언 함으로써 사회 상과 개인의 연결 계를 보여  반면,

스웨덴은 상 으로 이와 련된 내용이 게 나타났다.셋째,스웨덴의 

경우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향과 지역 내 자연환경

이 사람들의 삶과 일에 미치는 향에 해 다룸으로써 자연환경과 개인 

사이의 연결까지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

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넷째,스웨덴 교육과정은 사회 내 미디어 구

조와 법 ,경제 ,정치  연결 구조를 악하게 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반 인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게 한 반면,한국의 교육과정은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비교해 보고,양자 간의 계에 해 이해

할 수 있다.’와 같이 정치구조에 한정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정치구조는 사회구조의 일부로,실제 사회에서는 정치구조 외에 여러 분

야에서 력 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사회구조의 연

결 계로 그 범 를 확장해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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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웨덴

공통

∘경제활동과 련해 가계-기업-정부의 역할과 이들

의 연결 계에 해 설명함으로써 개인 는 집단 

간 연결에 한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가 간 경제  연결과 국제기구의 활동에 해 

다룸으로써 국제사회의 연결에 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차이

∘가족을 비롯한 사회집

단에의 소속에 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 사회의 경제  변화

가 개인에게 미치는 향

에 해 언 함으로써 사

회 상과 개인의 연결 

계에 해 나타내고 있

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

동이 환경에 미치는 향

과 지역 내 자연 환경이 

사람들의 삶과 일에 미치

는 향에 해 다룸으로

써 자연환경과 개인 사이

의 연결까지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사회 내 미디어 구조,

법 ,경제 ,정치  연

결 구조를 악하게 함으

로써 사회구조의 반

인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표Ⅴ-11]양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네트워크 요소의 공통 과 차이

5.시민참여 역

1)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시민참여 요소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시민참여 요소는 12개 단원을 통해 제시되었으

며 그 내용은 [표Ⅴ-12]와 같다.본고의 사회  자본 분석 거인 신뢰,규

범  제도,네트워크,시민참여 가운데 시민참여 역의 단원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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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된 데다 사회과 체 23개 단원  반이 넘는 단원에 시민참여 

요소가 드러났다는 을 미루어 볼 때,한국의 경우 사회  자본을 형성

하는 개별 요소보다 사회  자본의 축 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측면,즉 

시민참여의 태도를 훨씬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취기 에 나타난 구체 인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첫째,‘우리지역의 문

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며,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악하고 책을 제안할 수 있다.’,‘한국 사회변동의 최근 

경향(: 출산,고령화,다문화  변화 등)을 탐구하고,사례분석을 통해 

이에 한 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와 같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한 

시민참여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사회  자본이 축 된 사회에서

는 공동체 내 력이 잘 이루어져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그 다면 사회  자본을 축 하기 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를 가르치는 것뿐일까?성취기 에서 나타

난 것처럼 시민참여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 한 사회  자본 축 에 정

인 향을  수 있다.사회문제의 해결과정에 한번 참여해 본 개인이 

그 과정에서 정치  효능감을 느껴 반복 으로 력 계에 참여하게 된다

면 이 한 사회  자본을 축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사회문제 해결을 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와 

련된 교육내용을 충분히 다 야 한다.둘째,‘주민참여와 자원 사의 사례

를 찾아보고,그것의 요성에 해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이 의사결정과

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내용도 담겨있었다.“왜 굳이 내가 참여해야 

하는가?”하며 참여에 소극 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면 시민참여

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앞서 성취기 의 내용과 같이 참여의 필요성과 

요성에 해 이해하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 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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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제시단원 성취기

시민

참여

[ 3-4]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다)소비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3-4]

지역사회의 

발

(나)우리지역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며,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악하고 책을 제안할 

수 있다.

(다)주민참여와 자원 사의 사례를 찾아보

고,그것의 요성에 해 설명할 수 있다.

[ 3-4]

사회변화와 

우리생활

(라)사회  소수자에 한 편견  차별 사

례를 찾아보고,그 원인을 조사하여 소수자 

인권보호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 5-6]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

(가)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 :빈부 격차,노사 갈등,자원 고갈 등)를 

확인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나)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참여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 용, 화,타 , 차 

수 등)를 갖는다.

[ 5-6]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가)정보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 :

SNS의 향, 작권 문제,사이버 일탈 등)

을 악하고 이에 한 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과학과 기술 발달이 불러온 사회  문

제( :유 자 조작,인간 복제 등)를 조사하

고,이를 통해 과학과 기술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과 문제 을 악할 수 있다.

[표Ⅴ-12]한국 ·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시민참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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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인과

사회생활

(라)사회 집단 간 는 사회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별과 갈등의 사례를 조

사하고 합리 인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 1-3]

사회의

변동과 발

(나)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남

북 분단에 해 분석하고,통일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단 극복 방안을 탐

구한다.

(다)한국 사회변동의 최근 경향( : 출산,

고령화,다문화  변화 등)을 탐구하고,사

례분석을 통해 이에 한 응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 1-3]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다)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시민

참여 활동을 심으로 지역사회의 정치 과

정을 탐구한다.

[ 1-3]

일상생활과 법

(라)일상생활에서의 분쟁 사례( :차별,폭

력, 작권 침해 등)를 법 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1-3]

국민 경제와 

경제성장

(나)물가 안정을 한 방안을 탐구한다.

(다)고용 안정과 바람직한 노사 계 확립

을 한 방안을 탐구한다.

[ 1-3]

국제사회와 

국제 정치

(다)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간 갈

등 문제( :독도 문제,동북공정)를 국제

계 속에서 인식하고,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능동 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 1-3]

 사회와 

사회문제

(나)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에 한 

해결방안을 탐구하고, 의 사회문제 해

결을 해 극 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

진다.

(다)미래 사회의 과제를 지속가능한 발 이

라는 에서 탐구하고,이를 실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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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역 제시단원 성취기

시민

참여

[1-3]

함께 하는 

삶

규범이 늘 좋은 것인지,사람들의 권리나 기

회를 제한하는 규범이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규범이나 규칙

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1-3]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2)스웨덴 의무학교 Civics교육과정의 시민참여 요소

스웨덴 Civics교육과정의 시민참여 역은 [표Ⅴ-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개 단원에서 발견되었다.스웨덴 Civics교육과정의 체 단원 수가 

14개인 을 생각해 볼 때 시민참여 요소는 상 으로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취기 에 따른 구체 인 교육내용은 부분 비슷하게 나타난다.‘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완 히 이해하고,자신의 심사와 

련된 사회  이슈에 해 자신의 의견을 표 하며,상 의 이야기에 의

견을 덧붙이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몇 가지 시를 활용해 개인과 

집단이 서로 다른 수 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  사회참여 기회를 제

한하는 요소에 해 타당하고 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와 같이 모

두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교육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여기서 에 

띄는 은 의사결정과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능력을 강조

하고 있다는 이다.이는 사회  자본이 축 된 사회에서 의사결정과정

에 능동 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Ⅴ-13]스웨덴 의무학교 Civics교육과정의 시민참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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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삶

완 히 이해하고,자신의 심사와 련된 

사회  이슈에 해 자신의 의견을 표 하

며,상 의 이야기에 의견을 덧붙이거나 질

문을 던질 수 있다.

[4-6]

의사결정과

정치  견해

몇 가지 시를 활용해 개인과 집단이 서로 

다른 수 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  사

회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에 해 타당

하고 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사회 이슈에 한 다양한 입장을 표 하며 

자신의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연구문제(5)의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

교(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시민참여에 한 구체 인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Ⅴ-14]와 같다.한국과 스웨

덴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참여 역의 공통 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

는 시민참여의 내용을 교육내용에 담고 있다는 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우리지역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

며,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악하고 책을 

제안할 수 있다.’,‘정보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 :SNS의 향,

작권 문제,사이버 일탈 등)을 악하고 이에 한 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남북 분단에 해 분석하

고,통일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단 극복 방안을 탐구한다.’

와 같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사회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

결 등 반 인 내용이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시민참여의 내

용에 집 되어 있었다.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면 사회문

제 해결을 해서는 탐구능력과 의사결정능력,사회참여능력이 모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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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웨덴

공통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내용을 교

육내용에 담고 있다.

차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사회  소수자에 한 인

권보호 방법,사회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문

제의 해결방안을 탐구하

는 시민참여의 내용을 많

이 다루고 있다.

∘사회  이슈나 안건에 

해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

다.

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사회문제의 해결 자체에 이미 의사결정

과 사회참여에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 쪽으로 교육내용이 집 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

된다.한편 스웨덴은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완 히 이

해하고,자신의 심사와 련된 사회  이슈에 해 자신의 의견을 표

하며,상 의 이야기에 의견을 덧붙이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다.’와 같이 

의사결정과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과 스웨덴의 시민참여 련 교육내용이 서로 다른 강조 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Ⅴ-14]양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참여 요소의 공통 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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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1.요약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의무교육기간인 · 등학교 9년의 사회과(일반사회

역)교육과정과 스웨덴의 의무교육기간인 의무학교(Grundskola)9년의 

Civics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사회  자본 형성을 진하는 교

육내용의 비 과 성취기 을 비교하고,그에 따른 공통 과 차이 을 찾

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본 에서는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의 요약과 그러한 결과가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 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나아가 양국 교육과정의 비교를 토 로 사회과 교

육과정에서 사회  자본 련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해서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의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교

의 Civics교육과정에서 신뢰,규범  제도,네트워크,시민참여에 한 

교육내용의 비 에 차이가 있는가?’에 한 분석결과,한국의 교육과정은 

네트워크와 시민참여에,스웨덴 교육과정은 규범  제도와 네트워크에 

한 내용에 더욱 비 을 두고 있으며 신뢰에 한 내용은 한국과 스웨덴 

모두 교육내용의 비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2)의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

교(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신뢰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

에 차이가 있는가?’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먼

 한국과 스웨덴 교육과정에 나타난 신뢰 역의 공통 을 살펴보면 첫

째,구체  신뢰에 한 교육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둘째,일반  신뢰

에 한 교육내용은 ‘잘 모르는 타인에 한 신뢰’보다 ‘사회  소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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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  태도’에 이 맞춰져 있었다.셋째,공 신뢰에 한 교육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다음으로 양국 교육과정의 차이 을 살펴보면 

첫째,한국은 일반  신뢰에 있어 사회  소수자에 한 차별해소를 교

육내용의 주된 목 으로 삼는 반면 스웨덴은 사회  소수자의 권리를 인

정하고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삼고 있었다.둘째,사회  소수자

의 범 에 있어서도 한국은 양성평등,타 문화에 한 이해,새터민 문제 

등 소수자의 범 를 넓게 다루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사회  소수자의 

범 가 원주민인 사미(Sami)족과 국가 내 이민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

다.

연구문제(3)의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

교(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규범  제도에 한 구체 인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가?’에 한 분석결과,한국과 스웨덴 교육과정에 

나타난 규범  제도 역의 공통 은 첫째,법 역에서 인권에 한 

교육내용을 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이다.둘째,정치제도 역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리,민주  의사결정에 한 교육내용을 공통

으로 포함하고 있었다.한편 양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규범  제도 

역의 차이 으로는 첫째,한국의 경우 습에 한 교육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반면 스웨덴은 일상생활에 용되는 규범과 규칙의 포 인 내용

이 제시되었다.둘째,한국은 법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  의무,사법체

계의 구조와 국가 통치 구조에 한 내용이 교육내용으로 제시된 반면 

스웨덴은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셋째,스웨덴은 인권 가운데서도 

구체 으로 아동인권에 한 내용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아동인권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넷째,스웨덴은 복지제도에 한 지식 측

면의 교육내용이 제시된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법 련 교육내용이 상

으로 게 나타났다.다섯째,스웨덴에서는 민주주의 외에 민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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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 로 한 다양한 통치체제에 해 학습하도록 하 다.

연구문제(4)의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

교(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네트워크에 한 구체 인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에 한 분석결과,한국과 스웨덴 교육과정에 나

타난 네트워크 역의 공통 은 첫째,경제활동과 련해 가계-기업-정부

의 역할과 이들의 연결 계에 해 설명함으로써 개인 는 집단 간 연

결에 한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둘째,국가 간 경제  연결과 국제

기구의 활동에 해 다룸으로써 국제사회의 연결에 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었다.한편 양국 교육과정의 차이 은 첫째,한국의 교육과정에는 

가족을 비롯한 사회집단에의 소속에 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

면 스웨덴 교육과정에는 해당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둘째,한국의 경

우 한 사회의 경제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향에 해 언 함으로써 

사회 상과 개인의 연결 계를 보여  반면,스웨덴은 상 으로 이와 

련된 내용이 게 나타났다.셋째,스웨덴의 경우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향과 지역 내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삶과 일에 

미치는 향에 해 다룸으로써 자연환경과 개인 사이의 연결까지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지 않았다.넷째,스웨덴 교육과정은 사회 내 미디어 구조와 법 ,경제

,정치  연결 구조를 악하게 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반 인 네트워

크를 이해할 수 있게 한 반면,한국의 교육과정은 정치구조에 한정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하 다.

연구문제(5)의 ‘한국 · 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웨덴 의무학

교(Grundskola)의 Civics교육과정에서 시민참여에 한 구체 인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한국과 스웨덴 교육과정에 나타

난 시민참여 역의 공통 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내용



96

을 교육내용에 담고 있다는 이다.하지만 한국은 시민참여 역에 해

당하는 반 인 교육내용이 사회문제의 해결에,스웨덴은 자신의 의견

을 표 하는 것에 집 되어 있었다.

본 연구가 국내 사회과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  자본 각 역의 교육내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한국과 

스웨덴의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모두 구체  신뢰와 공 신뢰에 한 교육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구체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

지 사회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구체  신뢰에 한 내용은 교육내용에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공 신뢰에 해서는 사회 내 존재하는 규범과 제

도에 한 인 신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  제도의 존재가 

개인과 집단,사회에 미치는 정 인 향을 심으로 근하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신뢰 역의 분석결과  교육과정은 ‘잘 모르는 타인에 한 신

뢰’보다 ‘사회  소수자에 한 용  태도’를 교육하는데 이 맞춰져 

있었다.하지만 실제 일반  신뢰의 개념은 범인(凡人)에 한 신뢰를 의

미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일반  신뢰를 교육하기 해서는 잘 모르

는 타인에 한 신뢰 역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우 사회  소수자를 차별의 상이자 

보호해야 할 상으로 다루고 있다.하지만 사회  자본이 호혜성의 규범

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을 감안할 때 소수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은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언젠가 그 한 나에게 도움을  수 있는 동

등한 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넷째,규범  제도 역에서 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규범의 필요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규칙 등에 한 교육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한

국의 경우 습 규범에 한 내용  부분이 도덕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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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와 같은 교육내용이 사회과에 포함된다면 학생들이 반 인 단

원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자본 요소로서 규범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아동인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역에 인권뿐 

아니라 아동인권에 한 구체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한국 사회에

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과 성인 사이에 수직  네트워크가 형

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과정 내에 아동의 권리와 인권에 한 내용이 

강조된다면 이들 사이에 수평  네트워크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

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섯째,한국의 경우 국가 최상  법인 헌법에 집 해 교육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하지만 복지에 한 국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실제 정책 한 

복지제도의 확장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 

사회보장제도에 한 교육내용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즉 사회변화에 

따라 련된 교육내용이 유연하게 추가돼야 하는 것이다.

일곱째,네트워크 역에서 집단 내 소속에 한 내용을 다루고는 있으

나 퍼트남이 말하는 자발  결사체 참여에 한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시민  참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해서는 그라노베터가 말하는 

강한 유 에 한 내용뿐 아니라 약한 유 에 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

다.

여덟째,한국 교육과정에는 기  간 연결에 한 내용이 정치구조에 한

정하여 제시되었다.하지만 정치구조는 사회구조의 일부인데다 실제 사회

에서는 정치구조 외에 여러 분야에서 력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공정

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구조 내 력 계는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 신뢰를 높이는 데까지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사회구조의 연결 계로 그 범 를 확장해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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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교육내용과 그에 따른 교육방향을 새로운 에서 바라볼 필

요가 있다.일반  신뢰에 한 교육내용을 다룰 때에 한국의 경우 소수

자에 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 인 반면,스웨덴은 

소수자에 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을 교육의 주된 목 으로 삼

고 있었다.이처럼  시 의 교육내용과 교육방향을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해 으로써 행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을 넓히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 될 것이다.

끝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사회  자본 련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

야 할지에 해 제안해보고자 한다.첫째,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 과 마찬가지로 사회  자본의 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련된 교

육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둘째,신뢰 역에서는 일반  지식이나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일반  

신뢰의 교육내용에 비 을 두되,구체  신뢰와 공 신뢰에 한 교육내

용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이때 공 신뢰에 한 교육내용은 규범  제

도의 존재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정  향을 심으로 제시되는 것

이 좋으며,그러한 규범이나 제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참여로 인해 바뀔 수 있음을 함께 드러내야 한다.즉,규범  제도의 정

당성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한 반 

행 에 한 제도  처벌 가능성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이는 규

범  제도의 공정성을 교육하기 한 것으로,공 신뢰 형성에 필요한 

정당성과 공정성을 교육내용에 녹아내려는 것이다.

셋째,규범  제도 역에서는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내

용에서 출발해 습과 법이 력 계에 기여하는 바를 다양한 사례를 통

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특히 법에서는 인권에 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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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국민의 기본  의무에 해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왜냐하면 인간이 

가지는 권리에 한 교육내용만을 강조하고 의무에 한 내용을 소홀히 

다룬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에 상응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호혜성의 규범이 학생들 사이에서 약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네트워크 역에서는 강한 유 에 한 내용뿐 아니라 약한 유

에 한 내용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이 시민  참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 사회 곳곳의 모든 부분이 력 계에 의

해 유지되고 발 함을 보여 으로써 사회  자본의 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연결에 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자본이 한 사회 내,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력을 이루어내는 요한 요인이 됨을 가르쳐야 

한다.

다섯째,시민참여 역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민참여 경험을 제공

해 사회  자본을 축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련된 교육내용을 충분히 

다루어야 한다. 한 시민참여 과정에 필요한 탐구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사회참여능력이 모두 갖추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2.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한 제언을 하고자 한

다.첫째,시민교육이 사회  자본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는 국내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사회과 교육을 통해 사회  자본이 

형성됨을 설명한 국내 연구는 당 론  진술에 그치고 있다(최종덕,

2007;황선 ·곽한 ,2012).따라서 사회  자본의 근원으로서 시민교육

의 향력을 확인하기 해서는 실증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단계에서는 특정 국가의 사회  자본 련 내용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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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비해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다른 을 근거로 해 ‘교

육과정에 사회  자본 련 내용이 많이 포함될수록, 는 특정 내용이 

포함될수록 해당 국가의 사회  자본이 높다.’고 일반화하는 것에 무리

가 있다.이를 증명하기 해서는 사회  자본 내용의 양과 구체 인 방

향을 달리하여 교육했을 때 사회  자본 수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

하는 실증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시 의 교육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회  자본 내용을 보

완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의 사회  자본 수 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자본 형성에 효과 인 시민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해서도 경험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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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한국 · 등학교의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1)목표

우리나라의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  이를 토

로 사회 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

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로 

정의된다.사회과 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의 모습은 사

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 , 용과 타

의 정신,사회 정의의 실 ,공동체 의식,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나아가 개인 ,사회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

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 은 물론 사회와 국가,인류의 발 에 기여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사회과는 지리와 역사,제 사회과학의 개념과 원리,사회제도와 기능,

사회문제와 가치,연구방법과 차에 한 요소를 통합 으로 조직하여 

사회 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교과이다. 한 사회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 상에 한 지식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  사고력,창의력, 단  의사결정력 등의 신장을 강조한다.이를 

해 학습자의 자발 인 학습 기회를 진하는 다양한 탐구방법을 활용

하고,개개인의 흥미와 심,수 을 고려한 효율 인 교수·학습 략을 

지향한다.

사회과는 학습자의 발달 정도와 사회·문화  경험을 고려하여 학교

별로 주안 을 달리한다. 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 상에  

심과 흥미를 가지며,개인의 삶과 련된 기본 인 지식과 능력을 습

득하고,창의 인 자세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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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가)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하고,이를 해결하기 한 합리

 선택 기 ( :비용,만족감,사회  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나)생산 활동의 종류를 찾아보고,각각의 활동의 

의미와 요성에 해 설명할 수 있다.

(다)합리  소비를 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과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라)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 하여 

설명하고,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생산 활동

의 요성을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삶의 

모습들

(가)우리나라 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생활 모습

( :춤,노래,축제 등)을 찾아보고 각각의 특징에 

학생들은 사회  사실과 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인 사실과 개

념을 배우고,이를 자신의 주변환경이나 문제에 용할 수 있는 사고력

을 지녀야 하며,이를 사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극 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 학교에서는 과학  차에 따라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이

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문제 해결에 자발 으로 참여하

는 시민정신을 발휘하는 것에 주안 을 둔다.

2) 역  학습 내용 성취기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체계에 따라 학교 별 일반사회 학습 역과 

학습 내용 성취기 을 소개한다.학습 역과 학습 내용의 성취기 은 

등학교 3-4학년, 등학교 5-6학년, 학교 1-3학년의 세 분류로 나 어

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학교 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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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나)환경  특성과 련하여 문화 형성의 배경을 이

해하고,각기 다른 문화를 존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다)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도,지속되

기도 한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이해할 수 있다.

(라)문화  차별과 편견이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조

사하여 이것이 가진 문제 을 설명하고,일상생활에

서 이를 해결하기 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가)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 으로 실 하는 것이 

주민자치임을 이해한다.

(나)우리지역을 표하는 자치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그 역할에 해 이해할 수 있다.

(다)우리지역을 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표자와 유권자의 역할에 해 

이해할 수 있다.

(라)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비교해 보고,

양자 간의 계에 해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발

(가)우리지역 자치 단체의 구호와 상징물을 찾아보

고,그것이 우리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나)우리지역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

며,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그 문제의 원인

을 악하고 책을 제안할 수 있다.

(다)주민참여와 자원 사의 사례를 찾아보고,그것

의 요성에 해 설명할 수 있다.

(라)미래 우리지역이 발 한 모습을 상상하여 다양

한 방식( : ,그림,노래,만화,캐릭터 등)으로 표

하고,그것을 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

다.

사회변화와 (가)할머니(할아버지),아버지(어머니),그리고 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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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생활

이어지는 세  간의 가족 수,가족 구성 등을 조사해 

보고,옛날과 오늘날의 가족 형태의 차이에 해 이

해할 수 있다.

(나)사례를 들어 성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

고,양성 평등 사회의 실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식

과 태도를 갖는다.

(다)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와 련하여 나타나

는 다양한 상을 찾아보고,그것의 문제 에 해 

이해한다.

(라)사회  소수자에 한 편견  차별 사례를 찾

아보고,그 원인을 조사하여 소수자 인권보호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

(가)우리 경제의 특징을 경제 활동의 자유와 시장에

서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경제 정보가 담긴 자료( :통계,사진,각종 지

표 등)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과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다)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기업가,근로자의 역할

을 이해할 수 있다.

(라)우리 경제가 국제 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 경제

와 상호 의존하고 경쟁하고 있음을 이해하고,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가)헌법의 핵심 인 내용( :국가 조직의 기본원

리,국민의 기본 인 권리와 의무)을 이해하고,법

( :민법,형법 등)이 우리생활과 연 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나)기본 인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학교생활 등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12)pp.10-13

(2) 등학교 5-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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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기본 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

례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국민의 기본  의무( :국방,납세,근로,교육,

환경 보 ,공공복리에 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를 이해하고,이를 수하는 태도의 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라)국회,행정부,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각 기 이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운 되는 까닭

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

(가)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빈부 

격차,노사 갈등,자원 고갈 등)를 확인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나)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참여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

용, 화,타 , 차 수 등)를 갖는다.

(다)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는 문제( :문화 

이질화,새터민 문제 등)들을 이해하고,다문화 사회

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는다.

(라)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특징을 이해하고,바

람직한 활용과 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 인 문화 

발 을 통해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태도를 갖는다.

정보화,세계화 

속의 우리

(가)정보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 :SNS의 

향, 작권 문제,사이버 일탈 등)을 악하고 이에 

한 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과학과 기술 발달이 불러온 사회  문제( :유

자 조작,인간 복제 등)를 조사하고,이를 통해 과

학과 기술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과 문제 을 

악할 수 있다.

(다)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서 나타나는 세계

화 양상을 우리 삶의 변화와 련지어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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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국제기구(UN 등)와 비정부기구( :그린피스 

등)활동 내용과 국가 간 력 사례( :교토의정서)

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력의 요

성을 이해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생활

(가)사회화의 의미와 과정을 이해하고,사회화 과정

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탐구한다.

(나)사회  지 와 역할의 의미를 이해하고 역할 갈

등의 특징을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다)사회 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사례분석을 통해 

사회 집단의 특징을 탐구한다.

(라)사회 집단 간 는 사회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별과 갈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합리 인 해

결방안을 탐구한다.

문화의 이해와

창조

(가)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사례분석을 통해 문화

가 가지는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나)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기 한 바람직한 태

도를 가진다.

(다)  매체와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

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디어 간의 상호 작용( :문화

의 달과 창조)을 인식한다.

사회의 변동과

발

(가)  사회의 변동( :산업화,정보화,세계화 

등)을 이해하고,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변동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나)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남북 분단에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12)pp.14-17

(3) 학교 1-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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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석하고,통일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바탕으

로 분단 극복 방안을 탐구한다.

(다)한국 사회변동의 최근 경향( : 출산,고령화,

다문화  변화 등)을 탐구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이

에 한 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가)정치의 의미를 다양한 에서 이해하고,민주

정치 발 과정에 한 분석을 통해 민주정치의 특징

을 인식한다.

(나)민주주의의 이념과 이를 실 하기 한 민주정

치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다)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구 하기 한 

민주정치 제도를 정부 형태 심으로 탐구한다.

정치 과정과

시민참여

(가)정치 과정을 통해 다원 인 가치와 이익이 조정

되고 있음을 이해하고,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주체의 역할을 인식한다.

(나)선거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한 선거를 한 제도  기 에 해 조

사한다.

(다)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지

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시민참여 활동을 

심으로 지역사회의 정치 과정을 탐구한다.

경제생활의

이해

(가)경제 활동과 희소성의 의미를 이해하고,희소성

으로 인하여 직면하게 되는 경제  선택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한다.

(나)합리  선택을 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함

을 인식하고,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이외에 합리  

선택을 해 고려해야할 요소들( :소득,정보,신용 

등)에 해 탐구한다.

(다)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제생활을 탐구하고,경

제 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하기 해 자산 리

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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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의

이해

(가)수요와 공 의 상호 작용을 심으로 시장의 의

미를 이해하고,다양한 시장의 를 제시할 수 있다.

(나)수요 법칙과 공  법칙을 이해하고,사례분석을 

통해 상품 가격 이외에 수요와 공 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탐구한다.

(다)수요 법칙과 공  법칙을 토 로 시장 균형 가

격의 결정 원리를 이해하고,사례분석을 통해 수요 

공 의 변화가 시장 가격  거래량에 미치는 향

을 탐구한다.

일상생활과 법

(가)다른 사회규범과의 비교를 통해 법의 의미와 특

성을 이해하고,일상생활의 사례에 한 분석을 통해 

권리보호와 분쟁해결을 심으로 법의 필요성을 인

식한다.

(나)규율하는 생활 역 심으로 법 규범을 공법,

사법,사회법으로 구분하고,사례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징에 해 탐구한다.

(다)재 의 의미와 종류( :민사재 ,형사재  등)

를 이해하고,심  제도가 가지는 법  의의를 설명

할 수 있다.

(라)일상생활에서의 분쟁 사례( :차별,폭력, 작

권 침해 등)를 법 으로 분석하고,바람직한 분쟁해

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인권보장과

헌법

(가)인권보장의 역사  개 과정을 이해하고,인권

보장을 한 장치로서 헌법의 의의를 인식한다.

(나)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

용을 이해하고,기본권 제한과 련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탐구한다.

(다)인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안에 한 분석을 통

해 인권보장과 련된 국가 기 ( :법원,헌법 재

소,국가 인권 원회 등)의 역할을 이해한다.

헌법과 (가)입법부로서 국회의 상과 역할을 이해하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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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

회의 조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나)행정부 수반으로서 통령의 지 와 권한을 이

해하고,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다)법원과 헌법재 소의 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조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국민 경제와

경제성장

(가)국민 경제 지표로서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을 탐구한다.

(나)물가 상승이 경제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

고,물가 안정을 한 방안을 탐구한다.

(다)실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고,

고용 안정과 바람직한 노사 계 확립을 한 방안

을 탐구한다.

국제 경제와

세계화

(가)국제 거래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국제 거

래의 발생 요인을 인식한다.

(나)국제 거래를 환율과 국제 수지를 심으로 이해

한다.

(다)국제 경제 력과 경쟁,상호 의존이 증 하는 

상을 세계화와 련지어 분석한다.

국제사회와

국제 정치

(가)국제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국제 계에 향

을 미치는 여러 행 주체( :국가,국제기구,다국  

기업)에 해 탐구한다.

(나)국제사회에 존재하는 경쟁과 갈등의 다양한 모

습을 이해하고,국제사회의 공존을 한 노력을 외교 

정책을 심으로 탐구한다.

(다)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문제

( :독도 문제,동북공정)를 국제 계 속에서 인식하

고,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능동 으로 참여하는 태도

를 가진다.

 사회와 

사회문제

(가)사회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 주요한 사

회문제( :인구 문제,노동 문제,환경 문제)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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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징을 조사한다.

(나)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에 한 해결방안

을 탐구하고, 의 사회문제 해결을 해 극 으

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다)미래 사회의 과제를 지속가능한 발 이라는 

에서 탐구하고,이를 실 하기 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12)pp.25-30

2.스웨덴 의무학교의 Civics교육과정

1)목표(Aim)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개인과 사회가 상호 간에 어떤 향을 주고  

받는 지에 한 학생들의 지식을 발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시민교

육은 학생들로 하여  사회구조와 사회문제에 한 총체 인 망이 가

능하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이를 해 사회 ,경제 ,정치 ,법  

측면의 내용과 환경  미디어에 한 내용은 시민교육 학습 내용의 근

본이 된다.

시민교육에서의 학습은 사회문제에 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의 질문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학생들은 이

러한 방식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의 조건,성 평등의 요성,각 사람

이 가진 서로 다른 과 그들이 사회 발 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이나 학업에서 얻는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법과 정보에 근하

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친다.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각

각의 정보가 특정한 사회  이슈나 사회구조에 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

는지 알 수 있으며,이슈와 련된 사회과학 지식 한 발 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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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  인권과 민주  차,민주주의의 운  방

식 등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한 학생들이 련된 지식을 습득하

는 것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요한 가치와 연 된 능력을 키

울 수 있도록 교육경험을 제공해야 한다.시민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

서 학생들은 개인 인 경험과 재 일어나는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

의 의견을 표 하고,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의 의견을 숙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그 결과 학생들은 사회  이슈나 다양한 의 차이에 

해 열린 자세로 참여하게 된다.

2)필수 지식수 (Knowledgerequirements)

스웨덴 의무학교의 Civics교육과정에는 3학년,6학년,9학년 과정이 

끝날 때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지식수 에 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3학년 과정이 끝날 때에는 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필수 지식수 에 한 등 별 기 이 나 어져 있지 않다.하지만 6학년

과 9학년 과정이 끝날 때에는 성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A-E등 에 

해당하는 등 별 기 이 구분되어 있으며,측정 내용은 동일하되 그 수

이 E에서 A로 갈수록 simple-developed -welldeveloped and

balanced 는 basic-relativelycomplex-verygood으로 높아지는 양

상을 보인다.

(1)의무학교 3학년(Attheendoftheyear3)의 필수 지식수

학생들은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한 기본 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이러한 권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학생들은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는 규범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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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해 이야기 하고,그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 지에 해 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학생들은 회의가 구성되고 진행되는 과정

에 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지불 수단에 해 설명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소비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지역 내 자연 환경이 사람들의 삶과 일에 어떤 향을 주는

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학생들은 사회  기능에 해 설명할 수 있

어야 하며 지역 내 활동과 직업에 한 몇 가지 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지역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이러한 이동이 아동과 가

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몇 가지 를 들 수 있어야 한다.학생들

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이 환경에 어떤 향을 미치며 이것이 사회의 

지속 인 발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그리고 그들 주변의 교통 환경 속에서 험 지역을 구분해내고,교통

안 수칙을 지킴으로써 교통 환경으로 인한 험이 감소될 수 있다는 사

실을 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에 해 공부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생활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몇 가지 를 들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들의 설명을 근거로 해 옛날과 오늘날의 삶을 간단히 비

교할 수 있어야 한다.학생들은 선사시 의 유물과 문자가 어떻게 발견

되었는지 이야기 하고,몇 가지 요한 사건과 생활환경을 로 들어 인

류의 이  역사에 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나아가 표 인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시간 개념을 확장할 수 있어

야 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심사와 련된 요한 이슈에 해 논의할 수 있어

야 한다.종교  배와 련한 몇몇 장소에 해 이야기 하고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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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상징에 해 를 제시하며,기독교와 이슬람교,유 교에 한 

주된 내용을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경 에 쓰인 내용에 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화에 따른 신과 웅에 해서도 말할 수 있어

야 한다. 한 과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기독교가 수행한 역할에 해 

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완 히 이해하고 

자신의 심사와 련된 사회  이슈에 해 개인의 의견을 표 하며,

상 의 이야기에 의견을 덧붙이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한 

간단한 인터뷰나 찰,투표를 통해 사회와 자연에 한 정보를 수집하

고 이를 통해 결과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

어야 한다.학생들은 지도와 지구본,컴퍼스 등을 활용해 세계에 한 소

규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공간 개념을 익히고,세계의 여러 륙과 다

른 나라의 크기  장소에 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

야 한다.

(2)의무학교 6학년(Attheendoftheyear6)의 A등 에 해당하는 

필수 지식수

학생들은 사회의 다양한 구조에 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그들

은 사회 내 미디어 구조와 법 ,경제 ,정치  구조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하는 지에 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이러한 사회구

조의 계에 해 자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논리 정연한 구조로 학습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몇 가지 시를 활용해 개인과 집단이 서로 다른 수 의 의사결정

에 미치는 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에 해 말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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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서로 다른 에서 사회 이슈에 가까이 다가가며, 한 

설명을 통해 이슈의 복잡성을 표 할 수 있어야 한다.그들은 사회 이슈

에 한 다양한 입장을 표 하며 자신의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인권과 아동의 권리가 가지는 의미에 

해 이야기 하고,이러한 권리가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어

떤 의미를 지니는지 를 들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민주주의에 한 충분한 지식을 토 로 민주  의사결정과정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특히 지역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과 련하여 민주  가치와 원리가 어떻게 용되는지를 보여

 수 있어야 한다.더불어 학생들은 사회에 한 정보를 탐색하고 

한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며 정보의 유용성에 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의무학교 9학년(Attheendoftheyear9)의 A등 에 해당하는 

필수 지식수

학생들은 사회의 다양한 구조에 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그들

은 사회 내 미디어 구조와 법 ,경제 ,정치  구조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하는 지에 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이러한 사회구

조의 계에 해 자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논리 정연한 구조로 학습개념과 모델을 사용할 수 있

어야 한다. 한 개인과 사회가 서로 어떤 향을 주고받는 지에 해 

한 설명을 제시하여 그 계의 복잡성을 표 하고,개인 자신과 타

인의 삶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에 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에서 사회  이슈에 해 학습하며 한 설

명을 통해 사회이슈의 복잡성을 표 할 수 있어야 한다.그들은 사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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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에 한 다양한 입장을 표 하여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 자신의 견

해를 확장시키고,자신의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인권의 의미와 요성에 해 설명하고,세계 곳곳에

서 어떤 권리가 반되고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한 를 

들 수 있어야 한다.더불어 학생들은 국가 내 소수자와 그들의 특수한 

지   권리에 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민주  가치와 과정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민주  권

리와 의무,의사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익과 불이익에 해 한 설

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회에 한 정보를 탐색하고 한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며,정보의 신뢰성과 성에 해 단할 수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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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omparativeStudyonSocialCapital

inSocialStudiesCurriculum ofKorea

andSweden

YoonhoeHeo

DepartmentSocialStudie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MajorAdvisor:MinaLee,Ph.D.

Socialcapitalhasbeendiscussedasalternativeconcepttoencourage

cooperationinmodernsocietythatisenfeebledofcommunityspirit

and widespread ofegoism.Putnam,American politicalscientist,

definessocialcapitalas‘featuresofsocialorganizations,suchastrust,

normsand networksthatcanimprovetheefficiencyofsocietyby

facilitatingcoordinatedactions’(Putnam,1993:167).

Thisresearch comparescompulsoryeducation period ofKorea,9

yearsofsocialstudies(generalsocialarea)curriculum inprimaryand

middle school, and Sweden, 9 years of civics curriculum in

Grundskola(compulsory school),to analyzeforming componentof

socialcapitalthatincluded in socialstudies curriculum ofboth

countries.Theseprocessfiguresoutactualcontentsandcharacteristics

ofsocialcapitalinsocialstudiescurriculum toconfirm andeval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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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ofcurrentcurriculum.Alsoitismeaningfultofigureout

implication points of Korean social studies curriculum through

comparisonofbothcountries.Furthermore,thegoalofthisresearchis

to suggestdirection ofsocialcapitaleducation in socialstudies

curriculum based on the comparison. This research analyzes

componentofformingsocialcapital,appearsinbothKoreansocial

studiescurriculum andSwedishcivicscurriculum,in4areassuchas

trust, norms & institutions, networks and citizen participation.

Configuredresearchquestionandanalysisresultsforresearchpurpose

arelistedbelow.

(1)Isthereadifferenceinimportanceofeducationalcontentsfor

trust,norms& institutions,networks,citizenparticipationinKorean

primaryandmiddleschoolsocialstudiescurriculum andSwedish

civicscurriculum incompulsoryschool(Grundskola)?

From analysisresultsofresearch question 1showsthat,Korean

education focusesmoreon networksand citizen participation,but

Swedisheducationfocusesmoreoncontentsfornorms& institutions

andnetworks.Theresultsshow thatbothnationsputlessfocuson

trust.

(2)Isthereadifferenceinactualeducationalcontentsfortrustin

Korean primary and middleschoolsocialstudiescurriculum and

Swedishcivicscurriculum incompulsoryschool(Grundskola)?

From analysisresultsofresearchquestion2showsthat,Koreaputs

more weight on solution for discrimination against of social

minorities,butSwedenaimsonrecognitionofsocialminorities’rights

andguaranteethoseineducational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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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sthereadifferenceinactualeducationalcontentsfornorms

& institutionsinKoreanprimaryandmiddleschoolsocialstudies

curriculum and Swedish civicscurriculum in compulsory school

(Grundskola)?

From analysisresultsofresearchquestion 3showsthat,Sweden

mainlyfocusesonjuvenilerightsbutKoreadoesn'thaveanycontents

aboutjuvenilerights.

(4) Is there a difference in actual educational contents for

networks in Korean primary and middle schoolsocialstudies

curriculum and Swedish civicscurriculum in compulsory school

(Grundskola)?

From analysisresultsofresearchquestion4showsthat,Swedish

curriculum makestounderstandoverallnetworks,butKoreansocial

studiescurriculum focusesmoreonpoliticalstructures.

(5)Isthereadifferenceinactualeducationalcontentsfor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n primary and middleschoolsocialstudies

curriculum and Swedish civicscurriculum in compulsory school

(Grundskola)?

From analysisofresearchquestion5,Koreaneducationfocuseson

overalleducationalcontentfortheabilitytosolvethesocialproblems,

but Swedish education focused on the ability to express their

opinions.Itispossibletofindoutthattherearedifferentemphases

of educational contents about citizen participation and it is

compo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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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irectionofeducationaboutsocialcapitalinthesocialstudies

curriculum basedoncomparisonofbothnations’curriculum islisted

below.First,itisnecessarytomakebalanceineducationalcontents

aboutsocialcapitalthatincludesformingcomponents.Second,putting

moreweightoneducationalcontentsofgeneralizedtrustthatformed

throughgeneralknowledgeoreducationintheareaoftrust,atthe

sametimeeducationalcontentsaboutspecifictrustandpublictrust

shouldbeincluded.Third,itisnecessarytooffervariousexampleof

contribution aboutcooperativerelationswithcustom and law from

educationalcontentsaboutnecessityofnormsin areaofnorms&

institutions.Fourth,contentsofweek tiesshould be included in

networksareaaswellascontentsaboutstrongtiesineducationto

encourage students to form citizen participation networks.Fifth,

providing experience ofcitizen participation towards students for

helpingaccumulationofsocialcapital,itshouldbeincludedenough

ineducationalcontents.

Keywords :SocialCapital,SocialStudiesCurriculum ofKorea,

Civics Curriculum of Sweden, Trust, Norms,

Networks

StudentNumber :2013-2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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