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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이해 연구

- 질적 접근을 통해

박성혁* 정석민**

<국문요약>

이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새롭게 신설된 심화 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 교과

의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섬층 면담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법과 사회’ 교과의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교과서의 내용 체계를 교사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셋째， 교과서를

교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이다. 연구를 위해 3명 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가 인식하는 목표와 국가 교육 과정의 법교육

목표가 달랐다. 교과서 내용 면에서 교사마다 교과서 서술 방식 분량 내용 요소에 대

한 평가가 달랐다. 교과서 활용 면에서 수능 시험의 영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모두 가르

쳐야 했기 때문에 교과서 활용도가 높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면， 교사는 교과서를 평가하거나 활용할 때，

교사의 일상적 목표에 기초하여 ‘최적화된 수업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법과 사회’ 교과서， 7차 교육과정， 일상적 목표， 최적화된 수업 행동， 국가교

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심화선택과목， 교사의 인식， 질적 접근， 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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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a Social Studies Teacher's Cognition

on 'Law and Society' Textbook through qualitative approach

Park, Sunghyeok* Jeong, Suk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 social studies teacher's cognition on

'Law and Society' textbook through in-depth interview . The concrete issu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are teachers thinking about the goals of the subject

matter 'law and society', the quantity of content and the content itself? Secondly, how

does teachers use the textbook? Simultaneously, if the problem being in the textbook,

how do teachers resolve the problem? For this study, an ethnographic interview was

conducted via face to face with three teachers who teach the subject of 'law and

society' in a high school.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re is not a great deal of difference

among teachers's recognition towrad the goals of law-related education. But there is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goals which teachers think, and the official goals of

law-related education. Regarding the element content and the quantity of content, the

evaluation differs notably. while one teacher thinks to be good, another teacher thinks

not. Regarding using textbook, all teachers teach every content of the textbook to

highschool students because of 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 To conclude, how to

use textbook depends on the teacher's viewpoint. This study finds that the teacher

evaluate and use the textbook on 'lesson target in everyday life' on law-related

education.

Key Words : 'law and society' textbook, teacher's recognitio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use of textbook, element content, qualitive approach, 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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