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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사회탐구 과목의 선택현황을 중심으로*

김덕수**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수능제가 심화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최근 10여 년의 수능 사탐 과목 선택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학입시가 우리 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선택수능제는 국영수를 사실상 공통 필수로

하고, 대학의 인문계열 수험생에게는 과학탐구영역을 제외한 사회탐구영역 과목만을,

그것도 다수의 과목들(사탐 10과목, 과탐 8과목) 중에서 소수의 과목(2과목)만을 선택

하도록 한 선택수능제는 인문계열 지망 학생은 과학 교과에, 자연계열 학생은 사회 교

과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수업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영수 외에 탐구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만을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학생들의 ‘자

율적 선택’에 맡기다보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을 과목의 수업이 진행될 때 수업집중도

가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교사들도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

생들에 대해서 사실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

은 문제는 사탐이나 과탐의 선택과목의 수가 2014학년도부터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

어들면서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수능 사탐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교육적 중요성보다는

수능시험에서 얼마나 점수따기에 유리한지에 따른 비교육적 동기에 의해 크게 좌우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해서 꼭 필요한 과목들(예를 들면 세

계사나 세계지리 등)조차 상대적으로 내용 요소가 많거나 어려워서 시험 준비에 소요

되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의 기피과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목선택 범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배

울 수 있도록 선택수능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에서는 단대별로 또

는 학과별로 꼭 필요한 과목조차 이수하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EBS 수능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2013. 12. 6)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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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든지 혹은 일종의 ‘입학 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수교육’을 시행해서 기

초학력을 보강하고 명실상부하게 ‘대학수학능력’을 갖추고 대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

어야한다.

【핵심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선택중심교육과정, 학생선택권, 제7차 교

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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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매년 11월 첫째 주 목요일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993년 처음

시행된 뒤 작년 가을에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이 시행 20주년을 맞이했다. 수능 시험

당일 아침은 경찰이 입시생 수송 ‘작전’에 돌입하고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한 시간씩

늦어지는 등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입시생을 둔 가정은 그야말로 초긴장의

하루를 보낸다. 게다가 학생부, 수능, 대학별 고사(논술/면접) 등 3개 요소로 입시를 치

르는 상황에서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을 표방한 정부 방침에 따라 수능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한 정권하에서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입시제도는 개혁안

의 발표, 반대 여론의 비등, 수정안 발표를 거듭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2009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시험 과목명,

출제 범위 등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기존 수능과 비교할 때 영역의 명칭이 언

어, 수리, 외국어영역에서 국어, 수학, 영어영역으로 바뀌었고, 세 영역에서 각각 A/B

형 수준별 시험이 실시되었다.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영역에서 최대 선택과목 수가 3개

에서 2개로 축소되었으며 직업탐구영역에서 시험 과목의 통합이 있었다. 제2외국어/한

문영역에서는 기초 베트남어가 추가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년 11월 27일(수)에 2013년 11월 7일 목요일에 치러진 수

능의 개인 성적을 수험생들에게 통지하면서 채점 결과를 공개했다.1) <표 1>에서 보듯

이 201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606,813명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한 영역들에서 사

회탐구영역에 337,134명, 과학탐구영역에 235,946명,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60,209

명이 응시했고, 총 응시자 대비 사회탐구, 과학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응시자 비

율은 각각 57.5%, 40.3%, 9.9%이었다.

영역
총

응시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한문사회 과학 직업 계

인원(명) 608,813 606,074 572,914 596,478 337,134 235,946 13,100 586,180 60,209

비율(%) 100 99.9 94.4 98.3 (57.5) (40.3) (2.2) 96.6(100.0) 9.9

<표 1> 영역별 응시자 현황

탐구영역 중 인문계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사회탐구는 10과목 중에서 2과목을, 자연

1) 2013. 11. 27(수),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채점결

과 보도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숫자나 비율, 내용을 추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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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과학탐구는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자유롭게 택하도록 되어

있고,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원하는 학생만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은 <표 2>, <표 3>, <표

4>와 같다.

순위 과목명 인원(명) 수능 응시자 606,813명 대비(%)

1 사회문화 155,249 25.6

2 생활과 윤리 137,054 22.6

3 한국지리 112,459 18.5

4 윤리와 사상 71,114 11.7

5 한국사 42,529 7.0

6 법과정치 38,203 6.3

7 세계지리 37,684 6.2

8 동아시아사 36,982 6.1

9 세계사 28,772 4.7

10 경제 13,420 2.2

<표 2> 사회탐구영역 응시자 337,134명의 과목별 응시 현황

순위 과목명 인원(명) 수능 응시자 606,813명 대비(%)

1 생명과학Ⅰ 137,375 22.6

2 화학Ⅰ 136,761 22.5

3 지구과학Ⅰ 78,836 13.0

4 물리Ⅰ 52,692 8.7

5 생명과학Ⅱ 39,676 6.5

6 지구과학Ⅱ 10,442 1.7

7 화학Ⅱ 10,200 1.7

8 물리Ⅱ 5,758 1.0

<표 3> 과학탐구영역 응시자 235,946명의 과목별 응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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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과목명 인원(명) 수능 응시자 606,813명 대비(%)

1 기초 베트남어 22,865 3.8

2 아랍어Ⅰ 9,969 1.6

3 일본어Ⅰ 7,884 1.2

4 한문Ⅰ 6,329 1.0

5 중국어Ⅰ 5,782 1.0

6 프랑스어Ⅰ 2,007 0.3

7 스페인어Ⅰ 1,894 0.3

8 러시아어Ⅰ 1,745 0.3

9 독일어Ⅰ 1,734 0.3

60,209

<표 4> 제2외국어/한문영역 응시자 60,209명 중 과목별 응시 현황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 탐구영역이나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선택률에서 과목들 간

에 극심한 격차를 보인다. <표 2>의 사회탐구의 경우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의
선택률이 높고 경제, 세계사의 선택률은 아주 낮으며, <표 3>의 과학탐구의 경우

생명과학1, 화학1의 선택률이 높고 물리Ⅱ의 선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상황은 수능 과목 선택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

고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2외국어 과목에 포함되어 올해 처음 수능 무대

에 ‘출전’한 기초 베트남어가 작년 ‘챔피언’ 아랍어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는 영광’

을 차지했다. 아랍어는 작년에 1,565개 고등학교 중 단 세 곳만이 아랍어를 가르

침에도 불구하고 제2외국어/한문 총 응시자 67,782명 중 27,844명(41%)이 응시해서 수

능 ‘로또’ 과목이 된 바 있었는데, 금년에는 응시자 수가 9,969명(17%)으로 감소하였다.

그 대신에 단 두 고등학교에서만 개설된 기초 베트남어가 응시생 60,209명 중에서

22,865명(37%)이 선택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2)

이 글은 여러 과목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수능 교과목 선택제 하에

2)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선택률은 수능 선택제의 문제

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많은 대학들이 요

구하지도 않는 과목에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벼락치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영수 등 주요 과목들은 고등

학교 때 내내 집중해서 공부하고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해도 1-2등급을 맞기가 어려운데, 

아랍어나 베트남어와 같은 외국어는 길게는 3달, 짧게는 1달만 공부해도 1-2등급이 가능하

고, 단 이틀 공부해서 아랍어 과목 3등급을 맞은 학생도 있다고 하니 ‘로또’ 수능이라는 말

이 나올 만도 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몇몇 중상위권 대학에서 제2외국어 성적을 사탐 한 과

목 성적과 대체해서 제출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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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근 10여 년간의 사회탐구 과목 응시자의 선택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파

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탐구 과목, 특히 사회탐구 과목의 선택 현황

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최근 10년간 수능 사탐 과목 선택현황

2004년 가을에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영역 교과목 선택

제가 도입되고 이에 맞추어 선택형 수능체제가 처음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수능의 역

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11개 선택과목에서, 과학탐구영역

에서는 8개 선택과목에서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고, 문과 계열 학생은 사탐

과목만을, 이과 계열 학생들은 과탐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0년 동안

과목명이나 그 수가 다소 조정이 되었고, 선택과목 수가 축소되었지만 기본 틀은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다.3) 이와 같은 과목 선택제는 대학이 모집계열의 특성을 고려해 영

역/과목별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 이수를 보장하고자 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

기 위함이었다.4)

교과
2005학년도

(총 11과목 중 택4)

2012학년도

(총 11과목 중 택3)

2014학년도

(총 10과목 중 택2)

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좌동 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좌동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일반사회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좌동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 윤리 좌동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표 5> 사회탐구 과목명과 선택과목 수의 변화(2005학년도～2014학년도)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최소 55만 명, 최대 67만 명이 응시한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

목별 선택 현황(<표 6>)을 보면 선택률의 심각한 불균형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과목 선택제와 선택과목의 축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탐

과목 중에서 선택률이 가장 낮은 세계사나 세계지리는 평균 60만 명 중에서 3만

3) 2014학년도 수능 사탐 과목의 변화를 들면 지리군에서 경제지리를 폐지하면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통합하였고, 역사군에서는 국사와 근현대사를 신설된 한국사로 통합하고 
동아시아사를 신설하였으며, 사회군에서는 법과 사회와 정치를 통합하여 법과 정치를 

신설, 윤리군에서는 기존의 윤리 과목을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로 나누었다. 

4) 김신영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22 (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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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내외가 응시한 것으로, 그리고 거의 매년 선택률 1위를 차지한 사회문화는 22만

명에서 28만 명의 학생들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목의 선택 결과가 교육 수

요자인 학생들에게 있어 ‘(학생) 선택권’의 실현이자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과목 선택률은 곧 이 나라와 사회를 책

임질 미래의 주역이 어떤 교육을 받으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연마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표 7>에서 보듯이 전국의 수능 과목 선택률이 서울대 입학생들에게

도 예외 없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 현황과 그것이 지닌 함의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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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도

응시
인원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2005 574,218

과목명
한국지
리

사회
문화 윤리

한국
근현
대사

국사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세계
사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인원수 232,370 229,1
00

179,6
97

171,5
91

159,0
52

98,
856

84,
485

54,
911

30,
006

29,
671

29,
614

비율
(%) 40.5 39.9 31.3 29.9 27.7 17.2 14.7 9.6 5.2 5.2 5.2

2006 554,345

과목명 사회문
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국사 경제 법과
사회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25,633 211,5
26

172,7
06

158,5
84

102,4
87

100,1
89

86,
666

62,
584

47,
784

33,
346

32,
816

비율
(%) 40.7 38.2 31.2 28.6 18.5 18.1 15.6 11.3 8.6 6.0 5.9

2007 551,884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
사회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27,422 214,4
99

168,4
14

161,4
21

106,3
92

88,
068

69,
507

62,
434

54,
286

37,
917

33,
120

비율
(%) 41.2 38.9 30.5 29.2 19.3 16.0 12.6 11.3 9.8 6.9 6.0

2008 550,588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
사회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31,950 221,7
73

174,8
34

165,1
27

108,9
58

84,
239

57,
570

57,
009

52,
925

40,
047

34,
838

비율
(%) 42.1 40.3 31.8 30.0 19.8 15.3 10.5 10.4 9.6 7.3 6.3

2009 559,475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
사회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47,329 220,0
83

193,9
05

171,0
01

113,0
83

80,
559

58,
635

56,
111

54,
104

40,
551

33,
549

비율
(%) 44.2 39.3 34.7 30.6 20.2 14.4 10.5 10.0 9.7 7.2 6.0

2010 638,216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
사회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80,470 248,2
46

233,4
87

188,9
66

127,9
37

84,
837

69,
704

63,
735

61,
375

49,
094

38,
785

비율
(%) 43.9 38.9 36.6 29.6 20.0 13.3 10.9 10.0 9.6 7.7 6.1

2011 668,991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
사회

세계
지리

경제
지리

세계
사

인원수 287,918 238,6
20

236,4
87

200,8
06

124,6
23

75,
372

63,
838

63,
520

56,
531

52,
890

42,
428

비율
(%) 43.0 35.7 35.3 30.0 18.6 11.3 9.5 9.5 8.5 7.9 6.3

2012 648,946

과목명
사회
문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지리 국사 경제 세계

사
경제
지리

인원수 239,665 187,9
41

167,2
36

152,9
76

92,
602

46,
838

43,
840

43,
441

41,
726

31,
158

29,
999

비율
(%) 36.9 29.0 25.8 23.6 14.3 7.2 6.8 6.7 6.4 4.8 4.6

2013 621,336

과목명 사회문
화

한국
지리

한국
근현
대사

윤리 정치 법과
사회 국사 세계

지리 경제 세계
사

경제
지리

인원수 221,473 172,1
65

158,2
69

150,6
57

82,
766

43,
918

39,
032

38,
151

32,
701

29,
683

20,
498

비율
(%) 35.6 27.7 25.5 24.2 13.3 7.1 6.3 6.1 5.3 4.8 3.3

<표 6> 2005학년도～201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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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과목수)

총응시

누적인원

(학생수)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2009
(4)

5,684

(1,421)

과목명 국사
한국
근현
대사

사회
문화

한국
지리

윤리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사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인원수 1,421 833 783 763 585 522 301 207 122 75 72

비율

(%)
100 58.6 55.1 53.7 41.2 36.7 21.2 14.6 8.6 5.3 5.1

2010
(4)

5,944

(1,484)

과목명 국사
한국
근현
대사

사회
문화

한국
지리

윤리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인원수 1,484 965 875 754 626 522 332 134 114 69 69

비율

(%)
100 65.0 59.1 51.0 42.2 35.2 22.4 9.0 7.7 4.7 4.7

2011
(4)

5,960

(1,488)

과목명 국사
한국
근현
대사

사회
문화

한국
지리

윤리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지리

경제
지리

세계
사

인원수 1,488 1,042 842 738 678 535 288 147 78 62 62

비율

(%)
100 70.0 56.6 49.6 45.6 35.9 19.4 9.9 5.2 4.2 4.2

2012
(3)

4,505

(1,500)

과목명 국사
한국
근현
대사

사회
문화

윤리
한국
지리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지리

세계
사

경제
지리

인원수 1,500 645 606 491 442 423 172 110 47 37 32

비율

(%)
100 43.0 40.4 32.7 29.5 28.2 11.5 7.3 3.1 2.5 2.3

2013
(3)

4,347

(1,377)

과목명 국사
한국
근현
대사

사회
문화

윤리
한국
지리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지리

세계
사

경제
지리

인원수 1,377 708 630 489 425 344 175 86 63 37 13

비율

(%)
100 51.4 45.8 35.5 30.9 25.0 12.7 6.2 4.6 2.7 0.9

2014
(2)

합격생

652

과목명
한국
사

사회
문화

윤리
와사
상

한국
지리

경제
법과
정치

동아
시아
사

생활
과윤
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수시
일반
지원
생들
수능
성적
미반
영

인원수 652 189 123 114 79 53 35 25 22 12

비율

(%)
50 14.5 9.5 8.7 6.0 4.1 2.7 1.9 1.9 0.9

<표 7> 서울대 합격자 수능 사회탐구영역 지원현황(2009학년도～2014학년도)



10 교육연구와 실천 제80권 (2014. 7. 31)

3. 대학입시 자료로서의 수능의 도입과 ‘선택수능제’의 문제점

우리나라 대입제도에서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는 고등학교 내신, 수능, 대학별

논술 또는 면접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있고, 반영 비율은 각 대학에 따라 다르다. 그

중에서 수능은 국가가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 학생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을 높일 수 있는 평가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5) 고등사고능력의 측정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의미 있는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수능은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상대 평가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

이라는 점에서 그 명칭과 성격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대입 평가 자료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수능은 1986년 대통령직속 심의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의가 기존 ‘대학입학학력고사’

를 대체하는 시험으로 범교과적 학업 적성 평가를 위한 ‘대학입학적성시험’을 제안하

면서 태동하였고, 선행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1993년 2월 교육부의 새 대학입학시험제

도 기본 계획 확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명된 후 같은 해 8월 20일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다가 2005학년도에 학생의 능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1997년 12월 고시, 2002년 고등학교에 적용)의

기본 정신에 따라 시험의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선택수능제’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고교 과정(계열)에 따른 구분 응시가 폐지되었고,

다만 수리영역에서 수준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여 선택 응시하도록 하였으

며,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1개 영역만 택하여 최대 4과목(직업탐구는 최대 3

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선택수능제’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진학 계열을 고

려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취지였고 선택과목 수가 4과

목에서 2과목까지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6)

‘선택수능제’의 토대는 1992년에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내걸고 등장한 제6차 교

육과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인문계열과 자연계

열 공히 공통필수과목으로 국사, 국민윤리, 한국지리, 정치경제, 세계사
가 있었고, 인문계열의 필수과목으로 사회문화와 세계지리가 있었다. 그러나 1996

년 고등학교에 적용된 제6차 교육과정 연구진은 학습자 부담의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통 필수과목의 축소 및 필요와 능력 수준에 따른 과목 선택의 확대, 주당 수업시

수와 학기당 이수과목의 축소, 유사과목 중복교과의 통폐합, 교과 구조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고7) 제6차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치러진 1999학년도 수능은 수리· 탐구(Ⅱ)의

5) 김신영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 22 (1), 2.

6) 양길석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교육평가연구, 23 (4), 

770-771.

7) 김성자 (2014). 「역사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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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에서 인문계 및 예체능계는 필수과목(공통사회8)+국사+윤리 79%)과 선

택과목 1개(21%)9)를, 자연계는 필수과목을 응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리· 탐구

(Ⅱ)의 과학탐구영역에서 인문계 및 예체능계는 공통과학을, 자연계는 공통과학(67%)

에 더하여 선택과목 1개(33%)를 응시하게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 체제가 도입된 것은 향후 교육과정이나 수능시험체제

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다만 선택과목의 결정권이 학생이 아닌 시도 교육청과 단

위 학교에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이수단위인 204단위에서 특별활동 16단위를

제외한 교과 시수 단위가 188단위였는데, 68단위를 교육부가 공통 필수교과목으로 결

정하고 나머지 120 단위는 선택교과목으로 편제하여 지방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선택

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교과 단위 전체 188단위를 놓고 교육부가 36%, 시도 교육청이

51%, 단위학교가 13%의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10) 제6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체제 도

입은 그동안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던 교육과정 편제 결정권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위임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편제 결정권을 지역화, 분권화, 자율화하는 방향

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11)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서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학습”

을 강조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면서

양과 질에서 더욱더 확대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2-3학년은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대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선택과정을 강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12) 학생들은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목

에 배당된 136단위 중에서 최대 50%(68단위)까지에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

과정 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13) 학생들은 28단위 이상 68단위 이내의 범위에서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배우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117.

8) 공통사회=한국지리+일반사회

9) 선택과목 택1(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10) 한명희 외 (1991).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 개

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12.

11) 김성자 (2014). 「역사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131.

12) 김성자 (2014).「역사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133.

13) 소경희 (200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선택권’의 의미와 구현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20 (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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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교과목을 무조건 배워야하는 관행을 벗어나려 했

다는 데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선택수능제’는 우선 인문계와 자연계라는 계열

구분을 없애고 학생 자신이 원하는 계열을 택하고 그 안에서 관련된 과목만을 그것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수하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면

할 수 없게 했다. 즉 대학의 자연계 학과 지망생은 사회탐구 과목 중 인문계 필수과목

을, 인문계 학과 지망생은 과학탐구의 공통과학을 수능 시험과목에서 응시하지 않게

함으로써 교양과 균형을 골고루 갖춘 세계시민을 길러내야 할 교육의 큰 목표를 구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제 7차 교육과정부터 확대 적용

된 수능의 탐구영역 선택제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 교육과

정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우선 홍후조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선택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과

정 결정 주체로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와 최종 선택 주체로서 학생이 일반선택과

목 혹은 심화선택과목과 같은 선택대상들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이를 주

체위주선택교육과정이라 명명함)고 전제한 뒤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1) 선택교

육과정임에도 학생들은 필수와 다름없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2) 선택 주체와

선택 대상, 양자에 의한 선택 규정은 상호 충돌을 일으키며 이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

법은 선택 교육과정의 취지를 왜곡하게 된다. 3) 다수의 결정 참여자에 의해 선택교육

과정 실현에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 4) 각 교육 주체가 선택교육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로 정리했다.14) 그리고 결론에서 홍후조는 “교육이 학습자의 더 나은 공

부와 삶을 열어주기 위한 교수자로 대표되는 앞 세대의 배려라고 하면 교육과정은 그

일을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

육과정은 학생을 위해 베풀어지는 것이며 선택교육과정의 진정한 주인은 학생”이라고

강조하면서 학생만이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선택교육과정의

설계는 주체 위주에서 대상 위주로 전환되어야하며 이 때 교육청, 학교, 교사와 같은

교육 주체들은 진정한 선택 주체인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와 진로, 적성과 능력에 합치

하는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선택대상들을 설계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는 것이다.15)

한편 소경희는 전국적으로 30개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표집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선택권’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제안한 바가 있다. 소경희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선택권’의 특징

14) 홍후조 (2002). 「선택 ‘주체’ 위주의 선택교육과정 설계의 문제점과 과제」, 교육과연구
40 (1), 179-188.

15) 홍후조 (2002). 「선택 ‘주체’ 위주의 선택교육과정 설계의 문제점과 과제」, 교육과연구
40 (1),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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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첫째, 과목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과정’선택권이고, 둘째 ‘적극적’보다는 ‘소극적’

선택권, 셋째 ‘자유’보다는 ‘제한’ 선택권이라고 요약했고,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과정별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과정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도 과목

군별 혹은 과목군내 교과별로 개설된 2-3개의 과목 중에서 ‘택 1’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

라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양적으로는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실

질적인 선택의 폭은 제한되는 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요컨대 실제 단위 학교에 편성

되어 있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학교가 설계한 ‘과정’이나 ‘교과’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16)

소경희는 이러한 지적과 함께 학생의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국가 교육과정의 틀 안에

서 과목선택권을 양적으로 일부 부여했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

선택권의 실질적인 구현 방안으로 국가가 규정하는 졸업 이수 단위의 축소와 학교 단

위에서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단위

학교에서 학생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과정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의 예를 들었다.

그러나 학생 또는 학교의 선택권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홍후조나 소경희의 결론은 현실성이 있는 진단이라 보기 어렵고 보편적인 가

치관을 가진,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국민 또는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할 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의문이 든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우리나라 교육이,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에 발목이 잡혀 있고, 외고, 특목고, 국제고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이 일반고에 비해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가진 학교들이 더욱 입시에 유리한 과목

을 개설하여 ‘교과편식’을 오히려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석사학위 논문에서 132명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사회과 선택과목의 선택 현황

과 이유를 설문하고 논증한 김용운은 수능 선택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17)

사회탐구의 경우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해서 가르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학

교가 일정한 기준으로 몇 개의 과목을 개설할 수밖에 없다. 우선 사회과 선택과목 선

정시 학생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학생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101명, 76.5%), ‘일부 반영되었다’(15명, 11.3%), ‘모르겠다’(11명, 8.3%), ‘많이

반영되었다’(5명, 3.7%)순으로 답했다.18)

16) 소경희 (200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선택권’의 의미와 구현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20 (4), 100.

17) 김용운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 선택과목 편중현상의 분석과 개선방안」, 석사

학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8) 김용운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 선택과목 편중현상의 분석과 개선방안」,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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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선호도가 높은 사회문화(132명 중 90명 선택, 68%)의 경우 ‘수능에서 점

수받기 유리’(64명, 71%),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13명, 14.4%), ‘흥미와 적성에 맞아

서’(10명, 11.1%), ‘담당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3명, 3.3%) 순으로 선택 이유를 밝혔다.

반면에 선택률이 가장 낮은 세계사(132명 중 10명 선택, 7.6%)의 경우 선택 이유가

‘흥미와 적성에 맞아서’(6명, 60%),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2명, 20%), ‘담당선생님이

잘 가르쳐서’와 ‘수능에서 점수받기 유리’(1명, 10%) 순으로 나타났다.19) 실제로 사회
문화가 수능에서 점수 받기 유리한 과목인가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응시생 대비

만점자 비율로 알아볼 때 2012학년도에서는 11과목 중 6번째, 2013학년도에서는 9번째

를 기록해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교과의
내용이나 시험 준비가 쉽다는 생각이 수험생들에게 작용한 것 같다.

또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의 수업이 진

행될 때 수업 집중도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설문 대상 132명 중 102명(77.2%)이 수능

시험에서 선택과목과 상관이 없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무의

미하다”, “수업내용이 너무 어려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집중하지 않았다”, “아무

리 수업시간이라도 수능이 코앞이라 선택과목 공부가 더 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공부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선택과목과 상관없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교사의 반응에 대한

설문에서도 62명(46.9%)이 ‘모른 척 내버려 두었다’, 34명(25.7%)이 ‘프린트물 등 수업

자료만 제공하였다’고 학생들이 답했다.20) 결국 11과목 또는 10과목에서 3과목 또는 2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수능 선택제는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업 집중도를 심각하

게 떨어뜨리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학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50.

19) 김용운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 선택과목 편중현상의 분석과 개선방안」, 석사

학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45. <표 V-9> 각 과목의 수능 선택 이유

20) 김용운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 선택과목 편중현상의 분석과 개선방안」, 석사

학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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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도입된 지 20여 년을 다해가는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사고력 중심의 시험으로 출발하였다. 선택중

심교육과정이 확대된 제7차 교육과정은 2007개정 교육과정 및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형식적으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기본 정신은 유지

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이 가세하면서 출발 당시 최

대 4과목 선택이었던 탐구과목(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의 선택 수는 2014학년도 수능

에서 2과목으로 축소되었고 국영수의 비중은 확대되었으며, 학생들의 교육에서의 ‘영

양결핍’은 심화되었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선

택권이 부여된 탐구과목들의 선호 또는 비선호도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며 반복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고등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교과에 대한 ‘편식’ 현상은 심각

할 정도에 이르렀다.21)

더 심각한 문제는 선택과목의 선호도가 단지 시험 준비와 고득점에 얼마나 유리한지

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 사실상 대학입시 준비기간인 현실

하에서 입시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과목들은 그 교육적 중요성과는 별개로 아예 개설

되지 않거나 개설되더라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일선 현장의 담당 교

사들은 호소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사회과 교육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세계사나 세계지리와 같은 과목은 학습 부담이 다른 사회교과들에 비
해 크다는 이유로 거의 ‘고사’ 직전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능 선택현황과 극단적인 교과편식 현상은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합격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대는 그동안 국사를 입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왔고, 이번 수능에서는 국사와 근현대사가 통합된 한국사를 필
수로 지정하였으므로 실제 학생들은 사회탐구 10과목 중에서 한국사를 제외한 한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서울대 진학을 희망하는 인문계열 수험생들의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과 교과편식은 오히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학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수험생들의 일부를 합격생으로 받아 교육을

시켜야하는 대학 당국은 ‘교과편식’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물론, 문제의식마

저 여전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교육부 당국도 마찬가지이

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목)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 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발표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2017학년도

수능체제의 현행 골격 유지, 중장기적 융․복합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능체제 개

21) <표 5>는 2005학년도부터 지난 2013학년도까지 한국교육평가원의 수능 평가자료를 토대

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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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검토,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쉽게 출제,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등급

으로만 설정, 과도하게 높은 기준은 완화 유도, 성취 평가제의 대입반영은 2018학년도

까지 유예, 내년부터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재 방식 개선 등이다. 덧붙여 “융

합형 인재 육성의 필요성 및 의견 수렴 기간에 나타난 문․이과 융합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고려하여 금년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

체제(2018학년도 고1 적용) 개편도 검토한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디

에도 수능 탐구과목의 선택 제도가 초래한 ‘과목편식’의 폐해를 수습하려는 의지는 보

이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능 선택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는

다. 학생들의 교과 편식은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

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운영 과정과 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선택과목들 중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들을 통폐합하고 내용요소를 축소하여 꼭 필요한 학습내용으로 필수화

하는 것이다. 사실 제6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문과․이과 간에도 사회과와 과학과를 교

차해서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문과 학생은 과학을 배우지 않고 이과 학생은 사회

과를 배우지 않는 현행 교육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가거나 사회

로 진출할 때 보편적인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

다. 더욱이 문과 이과 내에서 조차 선택과목 수를 극히 줄임에 따라 학생들의 지적 능

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처럼 문과 학생들이 10개 중에서 2개를, 이과

학생들이 8개 중에서 2개는 ‘마음대로’ 선택하게 방치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중요

하지만 배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기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열어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교육정책의 연구자들이나 교육 당국은 이제 선택수능제과 선택중심교육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대학 차원에서는 단기처방으로라도 각 학과마다, 입시 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과목편

식’을 한 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비선택과목들에 대해 보충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금년 초부터 서울대학교 안에서 입학본부, 기초교육원, 교무처

에 그리고 대학신문을 통해 이러한 탐구과목의 지나친 ‘과목편식’ 문제를 알리고 대책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22) 서울대 입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강하고 전

공에서 깊이 있게 학문을 연마해 갈 수 있도록, 사회․과학 교과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과목들에 대해 입학 전에라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의 첫 번째는 각 학과가 대학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기초과목들

(사회 교과, 과학 교과, 예체능 교과)을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학습하도록 분위기를 조

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역사교육과에 지원하는 학생은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

22) 김덕수 (2013). 대학신문, 「대학에서라도 세계사 교육이 보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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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 중에서 적어도 두 과목 이상은 수업을 받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합격생들 중에서 필요한 기초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입학 전인 2월 한 달 동안

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인터넷 강의는 EBS 수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시

간과 돈을 투자한다면 사범대학 부설학교 해당 교사들에 인터넷 강의를 의뢰하는 경

우도 있을 것이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은 인터넷 강의를 통한 보수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교육제도의 개선에 있다. 사실상 그동안 입시제도의 개선 방

안을 논의할 때, 수능 교과목 선택제가 학생들의 ‘교과편식’을 낳아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은 전혀 없었고, 그에 대한 대안의 연구 방안도 제

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말로는 인류 평화와 화합, 다문화, 다원화의 가치를 외

치지만 실상은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점점 더 노골화되는 세계화 시대를 살

아갈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영양실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염려된

다.

장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와

관련 연구자 및 교사가 공동의 연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지, 피교육자인 학생들

의 선택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다. 만일 학생들의 선택률이 낮은 ‘비인기’ 과목들(세계
사, 세계지리, 지구과학 등)이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 과목들이라면 그러한 점

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고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폐지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입시와 교육제도는 특정 교과들이 부당하게 ‘고사’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수험생

에게 약삭빠른 기회주의와 ‘편식’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제도로만 기능하고 있다. 중

등교육은 창의성을 갖춘 세계화된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

어야 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탐구과목의 선택체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과목을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다문화주의

를 주창하는 세계화 시대에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이대로 좋은지에 대해서도 성

찰이 필요한 시점이며, 따라서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

론 이 문제는 한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

제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우리 사범대학이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23)

23) 본 논문은 2014. 4. 30. 투고되었고, 2014. 5. 26.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4. 7. 11. 게

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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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lective centered curriculum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Seriousness of ‘unbalanced selected subjects’

Deogsu KI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ate the problems of selective centered curriculum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fter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students could choose the 4 subjects in the areas of social studies’ 11 subjects, but

the number was reduced to 2 subjects by 2014 CSAT. Many students want to

learn only the ‘easy’ subjects (for example, Society and Culture, Korean Geography,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are reluctant to choose the World

History or World Geography, because those subjects need many contents and much

time to learn. On the other hand, they gave much time to study the ‘important

subjects’, such as Korean language, Mathematics, English. The ‘unbalanced selective

subjects’ were and are very serious. At first we need to review and reform the

selective centered curriculum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finally

students can learn and not avoid the ‘really important subjects’. Secondly I propose

that university authority provide the additional program to the fresh men who did

not learn the world history or geography etc,.. We live o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t will continue to be a major force in the future. We need to educate the

students to understand world history, culture, and geography,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m, and to contribute to the world peace and better

international friendship.

【Keyword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reas of social studies,

selective centered curriculum, the students’ selective right, the 7th national

curricul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