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의정의를안다.

○과거사회교육의접근방식을알아본다.

○오늘날사회교육에영향을준이론과모델을살펴본다.

○오늘날사회교육의특징을이해한다.

사회교육의목적은상호의존적인세상에서아동이문화적으로다양하고민주적인사회

의시민이되기위해필요한정보를알고, 이를토대로논리적으로의사결정하는능력을

발달시키는것이다.

Ì¹사회교육ù회(2003)

아동은학급이라는작은사회에참여함으로써훌륭한시민이되기위해필요한

지식, 기술및태도를갖게된다. 교육현장에서하는모든경험은아동이민주

사회의시민으로성장하도록도와주지만, 특히사회교육이이러한교육에가장적합

하다. 아동은사회교육을통해개개인을존중하는것과더불어공익을위해일정부분

개개인의욕구를포기하는것도배운다. 미국사회교육협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NCSS)에따르면사회교육의정의는다음과같다.

민주시민으로서능력을촉진하기위한사회과학과인문학의통합학문으로서…사회

사회교육의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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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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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문화인류학, 고고학, 경제학, 지리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심리학, 종교및

사회학뿐아니라인문학, 수학, 자연과학과같은학문에기초한통합적이고체계적인

교육을제공한다(NCSS, 1994, p. 1).

사회교육의목적은아동이‘민주시민으로서의자격’을갖추도록하는것이며이를

위해지식, 기술, 태도를통합한다. 이러한측면에서사회교육은어린유아를대상으

로하기에는너무방대하다. 취학전아동뿐만아니라초등학교저학년아동에게도경

제, 역사, 지리학에대해모두배우기를기대할수없으며, 민주사회의구성원으로서

참여하기위해필요한태도와기술을배우기도어렵다. 하지만유아기사회교육이매

우중요한이유는바로유아가그만큼어리기때문인데, 유아기는이후발달시기동안

필요한 이해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NRC),

2000, 2001].

아동이성장하고배우는데는오랜시간이걸리므로취학전유아및초등학교저학

아동을위한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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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유아교육기관에서유아사회교육은자연스럽게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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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교실에서사회교육을실시하면서부담을가질필요가없다. 이시기는직관적사고

를발달시키며, 좀더복잡한이해를하고태도및기술을정교화하기위해필요한기

초지식을얻는다(NCSS, 1994; NRC, 2001).

유아기사회교육은유아교육기관에다니면서자연스럽게일어나는데, 교실은유아

의작은민주사회이다. 교실내개인의권리가집단의권리와지속적으로균형을이루

며, 유아는교실내에서사회교육학습의기초가되는지식, 기술, 과정, 태도를자연

스럽게배우고사용한다(Mitchell, 2000; Pohan, 2003).

과거에이루어진사회교육방향을살펴봄으로써오늘날유아기사회교육이유의미

하고적절한방식으로이루어질수있다. 즉역사적측면에서사회교육과정의접근방

법을살펴봄으로써이러한접근방법이오늘날사회교육에어떻게영향을주었는지알

수있다. 

사회교육에대한과거의접근방법

진보주의교육및지금－여기교육과정

1930년대이전사회교육은사실, 즉외워야하는사실에대해중점을두었다. 사실에

대한 단순 암기는 유아에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였기에 미첼(Lucy

Sprague Mitchell, 1934)은유아가주변세계를이해하고그안에서자신의위치를

알아가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미첼은 아동발달 이론 및 듀이(John Dewey,

1900a, 1902, 1944)의진보주의교육운동에영향을받았는데, 사회교육내용과관련

된사실을암기하는교육보다아동중심적이고, 적극적이고직접적이며, 자유선택을

하고, 풍부한자원을제시하며, ‘경험하는’사회교육이중요하다고하였다. 듀이의철

학에기초하여미첼은아동의현재생활과관련없는사실에만중점을두는기존교육

을비판하는교육과정을만들었다.

미첼의기본적교육개념은아동이스스로경험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그녀는사

회교육과정이아동을둘러싼세계의사물과문화에대한경험과발견에기초해야한

다고믿었다. 그것이바로‘지금－여기’교육과정이다.

제1장_사회교육의기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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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은아동이경험하기전에그것을가르치는것은위험하다고보았다. 교사는아

동에게정보를쏟아붓는것이아니라직접조작하고만져봄으로써정보를받아들일

수있도록다양한경험을제공해야한다.

사회교육 주제를 연계적으로 조직하는 패턴은 미첼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였다

(Wade, 2003). 예를들어사회교육과정은나와이웃으로시작하여아동을둘러싼맥

락을확대하여시간과공간적측면에서더멀리떨어져있는사회를소개한다. 이는

수평적확대/지역사회확대교육과정또는나선형교육과정으로알려져있다.

학년 강조점

유치원(K) 가족과이웃

1학년 지역사회, 지역사회를돕는사람

2학년 미국

3학년 세계여러나라의사람

하지만불행하게도많은사람들이미첼의이론을오해하였다. 사회교육을위해교

사는아동생활의지금과여기에기초해야한다는것을분명히하였지만, 이들은아동

의지금-여기생활의복잡성을무시하였다. 환경내사물간의관계, 또는상호의존

아동을위한사회교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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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관계망에중점을두는대신사회교육은오래된관습에머물렀다. 유치원시기에

아동은가족내에서생활하는것을배웠으며, 1학년아동은소방관이자신들을돕는

것을, 3학년은아동이살고있는이웃에대하여배웠다. 결국미첼이강조한사고와지

적발달의관계는무시되었다(Wade, 2003).

미첼(1934)은언제어디서든아동의세계는자신의지식을확장하고사고를증대하

기에충분하고복잡한기회가된다고하였다(p. 16). 얼핏보면지리학습이유아가자

기주변의 환경을탐색하면서시작된다는미첼의제안은유아를둘러싼환경이너무

복잡하기때문에지리교육으로서부적절한것으로오해할수있다. “오늘날유아는매

우복잡한세계에서태어난다. 주변문화의복잡성은사회교육을불가능하게만든것

이아니라오히려유아기사회교육을필수적인것으로만들었다.”(p. 8) 미첼은주변

환경에대한유아의이해를넓히고풍부하게하고, 관계에대한사고, 경험의일반화,

상징및극놀이를통한구체적경험의재현을통해유아의인지적능력이발달한다고

보았다(p. 11).

유아의지적과정, 즉관계를생각하고, 경험으로부터일반화하고, 상징및극놀이

를통해구체적경험을재현하는과정에대한미첼의입장은피아제와인헬더(Piaget

& Inhelder, 1969), 비고츠키(Vygotsky, 1986)의이론과일치한다. 또한발달적으로

적합한실제(Bredekamp & Copple, 1997)의철학은미첼의생각과일치한다. 이후진

행된연구및이론들은미첼이주장하였던원리를지지하고있다.

●아동은어릴수록직접적이고감각적인경험을필요로한다.

●하나의경험, 사실, 또는생각은어떤방식으로든다른것과연계되어야한다. 2개

의사실과그들을연합한관계는일반화, 추론및직관적인도약을가져오고이론을

구축하게한다.

●아동이배우는것은일상생활과연계되고어떤방식으로든아동에게유용해야

한다.

●놀이와적극적인학습은필수이다.

아동의지적발달을촉진하는데실제경험보다유용한것은없으며지금-여기의

제1장_사회교육의기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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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사회교육경험의기초를제공할것이다. 

오늘날아동의지금－여기세계는넓고다양하며, 다문화적이고전세계적이다. 바

그다드에폭격이이루어진뒤 5세인칼라가“우리학교에도폭탄이터질까요?”라고

물었다. 이는칼라가지도에서이라크의위치를공부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오늘날교사가아동의지금－여기환경의복잡성과포괄성을인식해야

한다는것을말해준다. 아동의흥미에기초할뿐아니라가까운세계와시공간적으로

떨어져있는세계를이해하도록하는것이사회교육의한부분이다.

사회생활교육과정

미첼(1934)이자신의이론을정립할때힐(Patty Smith Hill, 1923)은기본생활습관

과사회적기술발달을목적으로하는교육과정을시작하였다. 민주사회에서생활하

기위해필수적인기술과습관을훈련시키는것은유아를민주주의에참여하도록준

비하는것이다. 힐의저서인 A Conduct Curriculum for the Kindergarten and

First Grade(유치원과 1학년생을 위한 품행 교육과정)에서유아가배워야하는모든기

술과습관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으며, 측정가능한형태로기술하였다. 이는도덕및

사회적품행의영역에중점을두었다.

아동발달및정신분석이론에기초한힐의사회생활교육과정은 1930년대시민교

육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확대되었다. 사회생활접근방법에따르면어린유아는

집단생활에필요한기술을학습할발달적준비가되어있다. 가정에서적합하게행동

하는것을배운유아는유아교육기관에서필요한사회적기술을발달시킬준비가된

것이다. 

삶의심리사회적요소를강조한정신분석이론은사회생활교육과정을지지하였다.

아동이학교상황에서감정을표현하고정서적, 사회적지지를구하는방법을배워야

한다는개념은사회생활교육과정으로녹아들었다.

1930∼1940년대에만들어진많은유아원의교육과정은사회생활교육과정에기초

를두었는데, 유아에게다음과같은내용을제시하여사회적·정서적발달을격려하

고촉진하고자하였다.

아동을위한사회교육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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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교구및아이디어공유하기

●타인과건전한관계형성하기

●자기자신을신뢰하기

●자기행동에대해책임감갖기

●흥미와주의집중범위를확장하기

●타인과우호적이고자발적인마음으로협력하기

●타인의가치와기여를인정하기

●자아개념및자아존중감발달시키기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프로그램에서타인과상호작용하고, 느낌을이야기

하고, 공유를강조하고, 협동행동및규칙학습을위한자유놀이시간이필요하였다. 사

회생활교육과정은개인및타인과환경에대한관계, 또는상호작용, 협동, 상호의존성

과같은복잡한사회교육개념에중점을두는다학제적이고상호연계되는교육과정

이라기보다온화한방임교육과정이라고할수있다. 즉유아에게풍부한놀잇감과교

구·교재를제시한다음자신및타인과함께생활하는것을혼자서학습할수있도록

두었다. 유아의지적발달에는거의관심을두지않고유아가어떻게공유할것인지,

제1장_사회교육의기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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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외투걸기, 물건다루기, 코풀기, 신발끈묶기, 협력하기를가르치고시행하기

위한계획과절차를개발하고시행하였다.

1930년대사회교육과정은사회적기술증진에중점을두었다(Freeman & Hatch,

1989). 하지만이후‘낙제학생방지법’의통과와학문적능력증진을위한사회적압력

이증가하면서사회생활교육과정은거의사라지게되었고, 사회적기술을제외한언

어및수학기술이중심이되었다.

사회교육에서사회생활교육과정의실패는아동을총체적으로보지못하였기때문

이다. 많은교사가아동이타인과관계를맺고, 타인의관점에서보고, 복잡한사회적

규칙체계를이해하는것은사회적과제일뿐아니라인지적과제라는점을이해하지

못하였다. 타인과관계맺기는언어기술이필요한의사소통능력을요구한다.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사고를공유하고, 듣고, 말하는능력은인지적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아동의사회생활증진을위한교육과정계획시언어발달을촉진하고, 인지

적성장, 규칙, 도덕적가치및이해관련개념의발달을통합하는것이무시되거나간

과되었다.

기념일교육과정

사회교육의다른접근방식으로기념일교육과정이있다. 기념일행사는일상적인학

교일정에서즐거운부분이다. 하지만기념일을사회교육의기초로하는경우가많아

지고, 해를거듭하면서행사를통해얻게되는지식, 기술, 태도및가치에대한관심

없이똑같은기념행사가반복적으로이루어진다(Myers & Myers, 2002).

상업회사는단위계획, 포스터, 패키지프로그램을가지고기념일교육과정을지원

하는데, 이는모두해당기념일을즐기는것에만초점을두고있다. 예를들어핼러윈

에유아는순례자모자모양의패턴을따라그리고, 호박모형을자르고, 노래를부르

며, 사실보다는미신과전설로이루어진이야기를듣는다. 이러한교육과정에서유아

의사회교육은피상적이고미신과같이비현실적인속성을지니고있는데, 이는잘해

봐야사실이아닌이야기를듣는것이고최악의경우사람에대한선입견을발달시킬

뿐이다.

그러나이는사회교육과정에서기념일을고려할필요가없다는말은아니다. 기념

아동을위한사회교육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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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통해가족, 지역사회, 국가에대한정체성을촉진할수있다(Vygotsky, 1986).

제대로소개되기만한다면여러나라의기념일을아는것으로다른문화와전세계적

관계를깨닫게한다. 정직, 용기, 친절함과같은가치의의미를분명히하는이야기,

비디오, 역할놀이, 음악, 게시판활용, 토론하기는아동이역사를이해하도록한다

(National Center for History in the Schools, 1994; NCSS, 1988).

그림 1.1에역사적관점에서사회교육의강점과약점을요약하였다.

교육과정에영향을미친사회적기초와이론적기초

20세기중반사회교육과정에영향을준두가지주요한사회적사건이있었다. 첫번

째는소련의스푸트니크호발사이고또다른하나는 1960년대에이루어진시민권운

동이다. 그외피아제(1969) 및비고츠키(1978) 이론역시교육과정에영향을주었다.

제1장_사회교육의기초 9

시기 접근방법 개념 약점 강점

1920~1930년대 사회생활교육과정 민주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사회적 기술이 필

요하다.

주로 기본 생활습관 훈

련 및 형성으로 나타난

다. 사회학습의 복잡성

을무시한다.

사회적기술은민주사

회에서생활하기위해

요구된다. 타인의권익

을고려하기위해서는

협동, 공유, 협상및자

신의이익을포기하는

능력이필요하다. 

1934년 지금－여기교육과정 아동의학습은직접적이

고자신의주변환경내

경험에기초한다.

단순하게‘나의 가족’,

‘지역사회 인사’를 알아

보기만 하는 의미 없는

단원으로잘못이해되어

실시될수있다.

즉각적인 지금－여기

세계의복잡성을이해

하고사고를촉진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 교

육과정은 오늘날에도

지속되며이론과실제

에의해지지된다.

1930년대

이후

기념일교육과정 없음 진부하고무의미한내용

이나 생각, 제한된 사고

와문제해결

없음

유아교육에서사회교육의역사적기초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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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트니크호의도전

소련의첫번째인공위성인스푸트니크호의발사이후, 미국내교육학자들은미국교

육이론과실제를재평가하였다. 1959년에우즈홀회의(Woods Hole Conference)에

서많은교육자와과학자들이학제의내용을결정하고아동에게어떠한방식으로교

육내용을제시할지를의논하였다. 회의이후브루너(Jerome Bruner, 1960)는“교과

교육과정은기본개념이해에기초하여결정되어야하는데, 이는그교과를구성하는

기저원리에대한이해를통해성취된다.”(p. 31)고하였다.

교육과정의내용은교과구조를강조해야한다는브루너의입장은교육과정계획자

나교육자들의지지를받고그시간이후교육과정발달의지침이되었다. 교과에주

요한개념과이론이교육과정의핵심이되어야하며, 귀납적사고가교수방법이되었

다. 수학, 과학, 사회교육과정등이이러한입장에기초하여개발되었다.

1965년에로비슨(Robison)과스포덱(Spodek)이교과문제의구조에초점을둔 5세

유치원생을위한프로그램을기술한New Directions in the Kindergarten(유치원의

새로운지침서)를출간하였으며과학, 수학, 언어, 사회교육의내용에대한교육과정을

포함하였다. 로비슨과스포덱은어린아동은한때자신의이해수준을넘는것으로여

겨졌던개념을성공적으로학습할수있다고결론내렸다.

아동이과거에지녔던아이디어는어떻게학습할것인지에대한현재의지식으로

강화된다(NRC, 2001).

●아동은매우어렸을때세계에대한아이디어와개념을발달시킨다.

●아동이학교에가져오는초기개념또는전개념은사회적세계에대한새롭고관

습적인지식의기초가된다.

●아동의학습은연속적이며긴시간에걸쳐생각을다룬다.

●아동은사고한다. 그들은다양한방식으로정보를얻고질문한다.

●아동은사회과학자의도구를사용한다.

●아동은새로운상황에접근할때자신이이해한것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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