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연구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5, Vol. 18, No. 2, pp. 29～53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계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한 연금교육 개선방안 모색1)
·

성 혜 영(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요 약

≫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수록된 연금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연금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교 사회과와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연금교육과 관련된 영역은 무엇인지, 내용체계에 따른
연금교육 관련 성취 기준과 그 접근 관점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성취 기준의 달성을 위해 활용된
각 교과서별 연금교육의 내용 체계성과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총 5개 영역이 연금과 관련이 있었고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총 2개 영역이 연금과 관련이 있
었다. 또한 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육과정에서 각각 1개 영역이 연금과 관
련이 있었다. 해당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 대책, 복지 서비스, 사회보장제도의 이
해, 생애 재무설계를 위한 수단이라는 총 4개의 관점에서 연금에 관한 내용이 학습되고 있었다. 각 출판
사 별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개괄적 기술에 그친 교
과서를 비롯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교과서도
있는 등 내용의 깊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향후 학교 연금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이해를 위한 연금교육과 개인과 가족의 생애설계를 위한 재무교육의 2가
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성취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회보장 교육에 관한 중점 학습항목과 학습내용을 정해 발표하여 각 교과서 집필진이 참
고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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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성혜영(2015)의 한국연금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발표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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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노후 소득보장의 기반이 되는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상황은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수나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2)(국민연금공단, 2014)에 비추어 볼 때 미성숙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규모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압축적 발전과정 상에서 성실한 납부와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를 통해 노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원칙과 취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기금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들이 오히려 왜곡되어 전달되기도 했다. 공적연금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국민연금을
제도 확대에만 집중하다보니 그 취지나 기본원리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
으로 부족하였던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제도로
잘못 오인되고 있는 것이나 기금 고갈 시점 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인식 등
은 지금도 사회 저변에 넓게 확대되어 있다. 보건복지부(2013)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71.6%가 동의하고 있지만 신뢰도는 35%로 상대적으로 낮고, 연령별 차이도
커 60대는 70.7%가 신뢰하고 있지만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신뢰한다는 답변이
14.3%에 불과하다.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는 일차적 원인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
양한 속성을 당국이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것과 전문가 그룹이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기 않았던 것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
도의 역사가 깊지 않은 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한 연금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크다.
또한 최근 OECD 국가들의 연금제도 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방식의 제도를 공적연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제도들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각 국가들은 운영방식이나 특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
(OECD, 2013). 다시 말해 공적연금제도가 가진 소득재분배 기능을 비롯한 사회연대의 원리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금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확립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세계
적 추세와 동일한 맥락에서 개인의 체계적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교육도 중요해지고 있다.
연금교육은 모든 연령대를 아울러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보다 충분한 시
2) 노령연금 수급자수 전체 대비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 수는 4.9%, 노령연금 평균 지급액은
478,180원(2014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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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 역시 강조된다. 이
에 본 고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체계 중 연금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어떠한 관
점에서 연금에 관한 내용이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한 후 실제 교과서에는 연금관련 내용을 어떻
게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결과에 따른 함의를 찾아내 학교 연금교육의 개
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제외국의 학교 연금교육 사례를 미국, 호주, 네
덜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의 관련 선행연구와 자료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의 연금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내 연금교
육의 현황을 중․고등학교 사회과 및 중학교 기술·가정과,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선행자료 및 연구의 검토

1. 학교 연금교육의 해외사례
우리나라 학교 연금교육에 대한 분석을 위해 먼저 제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조사하였다.
미국은 주별로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재무교육 프로그
램에서 연금교육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개인 재무교육은 단독 과목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수학이나 과학, 사회과학, 경제, 역사, 소비자·가족학 과목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교육의
내용은 교사의 판단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지만 JumpStart에서 만든 개인 재무교육에 관한
국가표준(JumpS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2015)을 사용하도록 권
장하고 있다. 재무교육에 관한 국가표준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에서 학교 재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도 많이 참고 되고 있다. JumpStart 청소년 재무교
육의 국가표준 중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저축과 투자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JumpStart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자들과 부모들이 자유롭게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3)를 구축하여 정부나 기업, 대학, 비영리 기관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CD와 DVD 및 교육에 필요한 각종 게임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자유롭게 실시하는 교
3) http://www.jstart.org/, http://www.jumpstartcoalition.org/about-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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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가이드와 체크리스
트도 함께 제공하며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대학의 관련 기관들과 연계
를 맺고 있다.
미국 재무부(the US Treasury)에서도 2007년부터 재무교육을 시작해 13세 이상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 툴을 개발하였다.4) 2008년부터는 ‘the Financial Literacy
Challenge’라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재무교육에 관한 국가표준에
기초해 만들어졌으며 평가문항은 총 35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은 모두
재무교육 재단이나 학술기관과 같은 민간섹터로부터 나오며 정부 장려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호주 정부는 2005년 재무부 산하에 금융지식재단(the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5) 설립하여 재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의 미션은 호주 국민 전체의 금융
지식과 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해당 재단은 교육당국과 협업하고 있
으며 이외에 기업이나 공동체 조직 등과도 협조하며 재무교육에 관해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같은 해 소비자 금융지식 기본구조가 정립됨에 따라 금융지식재단의 업무 중 하나로
학교 재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임을 정립하였는데 학습의 차원은 지식, 이해, 스킬, 가치
와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소비 및 재무지식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재무교육 프로그램은 3학년, 5학년, 7학년, 9학년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는데 재무에 관
한 기본적 계산능력과 지식을 학습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수행한다. 이중 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9학년 과정에서 금융상품과 공공서비스의 학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소비자 금융교육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CentiQ)의 일부로 학교교육이 이루
어진다. 2006년부터 추진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금융교육을 향상시킨다는 취지하에 8세부
터 18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대상은 12-18세까지이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요구되는 교육내용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5-6세의
경우 저축, 구매란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하고 7-8세는 돈의 중요성과 가치, 다양한 지불 수단에
대해 배운다. 9-10세는 용돈관리와 저축의 다양한 기능, 11-12세는 다양한 지불방법 학습과
올바른 저축과 지불수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공부한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특정한 가이드라인
은 없으며 경제과목이나 사회과학 과목에 포함하여 학습한다.
학습은 대체로 해당 교과목 선생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교사들이 금융이나 재무에 관한 특
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이들은 대부분 소비자 조직
에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역 정부나 소비자 조직,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예산을 지원하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교재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CentiQ 프로그램6)은 중앙정
4) The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http://www.treasury.gov/resource-ce
nter/financial-Education)
5) http://www.understandingmoney.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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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에서 지원하고 있는 Nibud(National Institute for Family Finance
Information)7) 프로그램에서도 학교 교육을 위한 예산과 교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연금교육은 사회보장교육에서의 접근과 개인 생애 재무관리 교육에서의 접근의 두 가
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장 교육의 일부로 연금교육을 학교교육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침에 의해 후생노동성 내에 전문가 협의체인 “사회보장 교육추진에 관한 검토회”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9회 운영되었고 이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2014년 7월에 발표되었
다(후생노동성, 2014a). 사회보장에 관한 중점 학습 항목은 사회보장의 이념, 사회보장의 내
용, 사회보장의 과제로 나누어지며 사회보장의 내용 안에서 공적연금제도의 특징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14b).
사회보장의 이념에 관해서는 ‘일본 사회보장의 기본 방침을 이해하는 것’과 ‘사회의 성립과 성
장에 사회보장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더불어 ‘사회보장을 공부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하고 있는데 이중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공적연금의 의의’, ‘공적연금의 구조’로 나누어 학습한다. 교재는 텍스트판과 영상교재,
영상교재를 시청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쉬트로 구성하였다.
개인의 재무능력을 향상시켜 합리적인 생애설계를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은 주로 가정과 교육에서 다루어진다.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가정과 학습지도 요령(문부과
학성, 2010)을 참조하면 가정기초과목과 가정종합과목, 생활디자인 과목에서 연금과 관련된 내
용을 찾을 수 있다. ‘생애의 경제계획과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를 통해 사고나 질병, 실업, 은퇴
와 같은 리스크에 대비해 생애 임금이나 근로활동, 연금의 관계에 대한 지도요령을 추가하여 생
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생애 단계별로 자신의 생활을
예측해 보도록 하고 각 단계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 보
장제도나 사적 보장제도를 이용하여야 함을 기술하고 있으며 공적 보장 내 사회보험의 하나로
공적연금을 소개하였고 이와 함께 사적보장과 저축습관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앞서 후생노동성이 제안하고 있는 사회보장교육과는 목적
과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교육 차원에서는 사회의 성립과 성장을
위해 사회보험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
해 공적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 전체의 연대와 개인 생활의 안
정이라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자인 개인 생활의 안정 차
원에서의 접근은 공적연금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제적 대비를 위해 사적 부분의 보험, 연금,
6) http://www.wijzeringeldzaken.nl
7) http://www.nibud.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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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제외국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개인 생활은 안정을 위해 생애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더욱
활발히 연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적연금이 활성화된 국가들의
최근 경향이 반영된 현상이기도 하다.
분야
목적

중점
학습
항목

분야
목적
중점
학습
항목
분야
목적

<표 1> 사회보장을 공부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
사회보장의 이념
․ 일본 사회보장의 기본 방침에 대한 이해
․ 사회의 성립과 성장에 사회보장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 위험과 자립과 사회보장제도
․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
․ 부득이한 이유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음.
․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음.
․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가 사회보장
제도임.
○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방침
․ 일본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여타의 사회복지, 공적부조, 공중위생이 있음.
․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험료(자기부담 포함)으로 이루어짐.
․ 사회보험의 수급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의 납부가 원칙임.
․ 사회보장제도는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지탱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것임.
․ 사회보장제도는 시장경제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사회안정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소득재분
배를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는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대상자 개인의 생활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경
제․사회의 안정․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며 그 국가의 사회의 존재방식을 반영하고 있음.
사회보장의 내용
․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의 개요와 의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 공적연금과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 중 적어도 1개의 제도를 소재로 하여 공적 보험
제도의 의의나 역할 제도의 개요에 대해 학습한다.
※ 강제가입에 의해 많은 사람이 보장 대상이 되고 사회전체가 안정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 각 제도가 서로 보완․지지(현역세대가 고령세대를,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을) 하고 있다는 점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보장제도가 전제되어있는 사회의 현상과 과제, 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
의 방향성 등을 큰 틀에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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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보장의 이념

○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현상과 과제
․ 소자고령화나 비정규 고용의 증대를 시작으로 한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주요
에도 다양한 과제가 생겨나고 있음
학습 ․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부담 및 급여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항목 ○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
․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활력있는 사회, 아동양육이 용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는것
자료: 후생노동성(2014b). 사회보장에 관한 중점학습 항목

2. 국내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학교 연금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례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이 공동으로 개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참고할 수 있다. 「초·중·고 금융교
육 표준안」은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이라는 5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다시 ‘개인재무관리, 금융서비스와 보호, 은퇴
설계 등’의 13개 중단원으로 나누었다. 표준안에서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위험관리와 보험’의
대단원 중 ‘보험’이라는 중단원의 고교과정 성취 기준에서 제안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동일한 대단원의 ‘은퇴설계’ 중단
원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해 은퇴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
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로써의 국민연금은 보험 단원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은퇴설계 단원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연금과 관련된 내용만을 특정해 학교교육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은 없지만 이와
연관이 있는 금융소비자 교육이나 생애설계, 고령화 및 인구에 관한 교육내용을 분석한 최근 연
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중·고 교과서의 고령화 사회 관련 내용을 분석한 연구(박윤경·설
규주·구정화, 2015)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관점, 고령화 사회 대비 주체, 고령화 사회 대비 내
용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는데 이중 고령화 사회 대비 내용 분석에서 공적 측면의 대비를 노인
복지로 구분하고 여기에 연금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금전 측면에서의 기본적 복지대책으로 국
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노인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위적인 내용이 주를 이
룬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타난 인구 관련 내용을 분석한 연구(옥일남,
2014)는 분석 준거를 인구변천, 가족, 양성평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인구변천 소주제 중 인구문
제의 대책에 관한 분석 준거에서 연금관련 내용을 함께 포함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대비, 노인 인력 활용, 노인 복지 지원 등을 제안하는데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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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
용을 인구 문제의 대책의 하나로 분류시켰다.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교육에 관한 교과서 분석
연구는 최근의 흐름에 걸맞게 다수 이루어져 왔는데 최연자와 최은진(2005)은 학교금융소비자
교육내용의 분석틀을 기본경제원리, 금융환경, 개인재무관리, 금융소비자의 역할의 대영역으로
구분하고 소영역의 보험에 사회보험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금융소비자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김은정, 2012)와 사회과 교과서의 금융교육을 분석한 연구(유혜림, 2014)에서는 개별교
과에서 금융소비자교육의 체계를 분석하고 학교급별 연관과 체계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부하위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상 외국의 사례들과 국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교육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지닌 공적연금을 이해시키고 그 취지에 대한 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소득보장 제도
를 이해해 이를 개인의 생애 재무설계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다른 축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대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교육에 포함되는 사회연대의 원리보다는 다양한 연금제도를 통해 스스
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연금이 포함되는 상위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금과 관련된 내용
을 어느 단원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체계성의 언급이나 세부 내용의 적합
성과 오류는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보장교육이나 생애설계 교육에 있어 연금교육이 교육
과정 및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중·고등학교 사회과와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연금교육과 관련된 영역은 무엇인가?
1-1. 내용체계에 따른 연금교육 관련 영역의 성취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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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용체계에 따른 성취 기준의 접근 관점은 어떠한가?
2. 중·고등학교 사회과와 가정과 교과서별 연금교육의 내용은 어떠한가?
2-1. 연금관련 내용을 활용한 단원은 무엇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2. 교과서에 기술된 연금관련 내용은 성취 기준에 적합하며 오류는 없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금교육을 사회과와 가정과 교
과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2009년 교육과정 내용 체계 중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
함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해당 영역의 성취 기준을 분석해 연금에 대한 접근관점
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출판사별 교과서를 살펴보고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영역에서 성취 기준
의 달성을 위해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사용되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집필된 2012년 및 2013년 출판본 교과서 중 중
학교 사회과 교과서 6종,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4종,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5종,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과서 2종을 활용하였다.
IV.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 연금교육 현황 분석

1.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연금 관련성 분석

사회과 교육과정 중 공통 교육과정에서 중학교(교육과학기술부, 2011a; 2012)의 내용 체계
는 지리 영역과 일반 사회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용 체계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연금
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체계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사회의 변동과 발전, 경제 생활의
이해, 일상생활과 법,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의 5개 단원이다.
<표 2>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지리영역
일반 사회 영역
○ 내가 사는 세계
○ 개인과 사회생활
○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 문화의 이해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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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영역
○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 자원의 개발과 이용
○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 우리나라의 영토
○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일반 사회 영역
○ 사회의 변동과 발전
○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 정치 과정과 시민참여
○ 경제 생활의 이해
○ 시장 경제의 이해
○ 일상생활과 법
○ 인권 보장과 법
○ 헌법과 국가 기관
○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 국제 경제와 세계화
○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각 체계별로 다시 영역별 학습내용 성취 기준을 통해 연금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맥락
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에서는 지역에 따라 인구 문제에 차이가 있음
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 문제점, 대책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고령화 문제의 해결 대책으로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사회의 변동과 발전’에서는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예, 저출산․고령화, 다문
화적 변화 등)을 탐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
로 연금제도를 소개한다.
세 번째, ‘경제생활의 이해’에서는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제생활을 탐구하고, 경제적으로 지
속 가능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한다. 일생동
안의 자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예금 및 보험과 함께 연금을 소개한다.
네 번째, ‘일상생활과 법’단원에서는 생활 영역 중심으로 법 규범을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징에 대해 탐구하는데 이중 사회법의 하나로 국민연금법
을 소개한다.
다섯 번째, ‘현대 사회와 사회문제’에서는 사회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의 주요한 사회
문제(예: 인구문제, 노동문제, 환경문제)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하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한다.
앞서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사회의 변동과 발전에서와 같이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금제도
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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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연금제도는 인구문제인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
한 대책이 되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고 생애 재무설계를 위한 자산관리에 필요한 수단의 하나
로 소개된다.
<표 3>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준 연금 관련성과 접근 관점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중 연금 관련성
접근 관점
1.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저출산․고령화의 대책
고령화 대책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예, 저출산․고령화, 고령화 대책
2. 사회의 변동과 발전
다문화적 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
3. 경제생활의 이해
일생을 통한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생애 재무설계
사회법으로 구분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4. 일상생활과 법
각각의 특징에 대해 탐구
이해
현대의 주요한 사회 문제(인구문제)의
5. 현대 사회와 사회문제
고령화 대책
현황과 특징을 조사

각 단원의 성취 기준의 달성을 위해 주요 교과서에서 연금제도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 교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금 관련성이 있는 5개 단원 중 총 4개 단원에서 연금
제도를 활용해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2개였으며 3개 단원에서 활용한 경우가 3개, 2개 단원
에서만 활용한 경우는 1개 교과서였다.
<표 4>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연금관련 단원과 내용
1. 인구변화와 2. 사회의 변동과 3. 경제생활의 4. 일상생활과 법
인구문제
발전
이해
노후를 복지국가를 지향
고령화 사회에 대 여유로운
위한 하는 현대 사회는
비하여 노인들의 맞이하기
자산관리
계획을
국민에게 최
삶의 질을 향상하 세울 필요가 있 모든
소한의
인간다운
기 위한 노력도 다.
보장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은 노후를 생활을
삶의
질을
향상하
두산
의료
시설을
늘리
×
저축하 기 위하여 노력하
동아
고 기초노령연금 대비하여
는
금융상품으로
이를 위해 만
을 확대하여 지급 국가에서 보장해 는데
들어진
법이 사회
하는 등 노년층을 주는 국민연금, 보장법이다.
국민
위한 복지 정책을 개인이 가입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강화하는 노력도 개인연금 등이 국민연금법 등이
필요하다.
있다.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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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후진국은 인구 폭
발로 빈곤과 식량,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가 핵심 이슈
로 부각되는 반면,
선진국은 저출
산․고령화로 인
해 연금 및 건강
보험 개혁이 불가
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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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책
신사
고

비상
교육

㈜지
학사

1. 인구변화와 2. 사회의 변동과 3. 경제생활의 4. 일상생활과 법 5. 현대 사회와
인구문제
발전
이해
사회문제
개발도상국은 가
족계획 사업을 통
고령화 문제를
노년기에는
은퇴
해 출산율을 적절
해결하기 위해
를 하여 소득이
한 수준으로 조절
서 국민연금 제
줄어들거나
연금
해야 하고 선진국
도를 통한 노후
만으로 생활한
은 양육비 지원과
소득 보장과 노
×
다.
×
같은 출산장려 정
인복지의 확충,
*
노후준비를
위
책을 통해 출산율
노인의 취업 기
한 자산관리의
을 높이면서 노인
회 제공 등의
중요성
:
국민연
일자리 창출, 퇴직
적극적인 노력
금 공단 소개
연금제도 개선 등
을 하고 있다.
의 노인복지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 문제는 모
든 국민이 반드시
될 노년기 각종 사고나 질 사회법의 종류:
고령화 문제를 겪게
삶의
질 문제로 병 등의 위험에 노동법, 경제법,
해결하기 위해 바라보아야
한다. 대비하여 보험에 사회보장법(국민
서 우선 국민연 이를 위해 국민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금을 비롯한 연 금 등 노년기의 가입하거나
×
충실히 국민연금법,국민
금제도와 사회 사회적 안전망을 연금을
기본적 건강보험법, 장애
보장제도를 정 튼튼하게 만들고 납부하여
인
노후
비해야 한다. 그에 대한 세대간 할 필요가대비를
있다. 인복지법) 등
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
령, 장애 등으로 사회법의 종류에
소득 확보가 어 는 사회보장법,
고령화 대책:
려울 때 국가가 노동법, 경제법
노령연금 개선,
국민의 생활을 등이 있다. 사회
노후설계 프로
보장하고자 정기 보장법에는 국민
×
×
그램 개발 등을
적으로 연금을 연금법, 국민건강
통한 노후설계
지급하는 제도이 보험법, 고용보험
지원
다.
법, 산업재해보상
퇴직연금은 금융 보험법, 노인복지
기관에서 매년 법 등이 해당된다.
퇴직금 해당 금
- 40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체계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한 연금교육 개선방안 모색

1. 인구변화와 2. 사회의 변동과 3. 경제생활의
인구문제
발전
이해
액을 적립하여
노동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
시금 형태로 지
급받아 노후 설
계하도록 한 제
도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
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노인복지
등의 대책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개선, 노
고령화 시대를 연금제도
맞아 노인의 경 인제도 장기요양보험
다양한 노
제적 기반을 마 인복지등 정책이
미래 련하기 위해 연 진되고 있다. 추
×
엔 금을 활성화하 * 연금제도 : 국민
고 일자리를 마 이 일정 기간 보험
련하는 등의 사 료를 납부하고 퇴
업이 필요하다. 직, 고령, 질병,
사망 등에 따라 본
인 또는 가족이 급
여를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노년기에는 은퇴
로 소득이 중단
인구고령화에
되기 때문에 예
대비하기
위해
금, 보험, 연금
천재 연금제도 및 노
×
교과서 인복지 제도를
등을 미리 준비
해야 한정된 소
마련해야 한다.
비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현대 사회와
4. 일상생활과 법 5. 사회문제

사회법에는 노동
법, 사회보장법,
경제법이 속한다.
사회보장법에는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

×

×

단원 구성의 체계성을 살펴보았을 때 인구문제에 따른 고령화 대책의 관점이 중학교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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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3차례 등장함으로써 중복적인 요소가 컸다. 예를 들어 ‘좋은책 신사고’의 경우 ‘인구변화
와 인구문제’ 단원에서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를 설명하고 다시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단원에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비상
교육’ 역시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단원 및 ‘사회의 변동과 발전’ 단원에서 고령화 문제의 해결이
라는 관점의 유사한 내용으로 연금제도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교과서 기술상
의 문제라기보다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성취 기준에 인구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중복적으
로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내용면에서는 기술상에 적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금’ 또는 ‘연금제
도’로 표현하여야 할 것을 그 하위 개념인 ‘퇴직연금’이나 ‘노령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
가 그것이다. 또한 2개 교과서에서는 ‘일상생활과 법’ 단원에서 사회보장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
아 개선이 필요하다.

나.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연금 관련성 분석

다음으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선택 교육과정 중 일반과목 사회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각 내용 중 연금 연관성이 있는 영역은 ‘공정성과 삶의 질’ 대단원에서 ‘삶
의 질과 복지’의 소단원과 ‘합리적 선택과 삶’ 대단원에서 ‘고령화와 생애 설계’ 소단원이다(교육
과학기술부, 2011a; 2012).
<표 5> 고등학교 일반과목 사회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요소
○ 개인 이해
사회를 바라보는 창
○ 세상 이해
○ 개인과 공동체
공정성과 삶의 질
○ 다양성과 관용
○ 삶의 질과 복지
◦ 고령화와 생애 설계
합리적 선택과 삶
◦ 일과 여가
◦ 금융 환경과 합리적 소비
◦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환경 변화와 인간
◦ 공간 변화와 대응
◦ 세계화와 상호 의존
◦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
미래를 바라보는 창
◦ 지구촌과 지속 가능한 발전
◦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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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원에 대한 학습내용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공정성과 삶의 질’ 단원은 개인과 공동체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과 사회, 그
리고 국가의 노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삶의 질과 복지’ 소단원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지역차 해소, 환경 고려, 복지 제도,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
고 평가하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한다.
‘합리적 선택과 삶’ 대단원 중 ‘고령화와 생애 설계’는 고령화가 한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고령화 사회를 염두에 둔 생애 설계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 성취 기준은 다음 3가지이다.
①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현상과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② 생애발달 단계별 과업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애설계(교육과 취업, 결혼, 출산, 노후 등)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예측한다.
③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저축과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을 파악하고 자신의 일생 주기를
고려한 재무 설계를 한다.
또한 해당단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탐구활동에 대한 예)가 제시되어 있
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생애 주기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본다(단, 출산 육아비, 교육비, 생활비, 주택마련비 등
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할 것)
②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향후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추론해 보고, 생애주기 단계별
소득 및 지출 비용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해 본다.
정리하면 고등학교 일반사회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접근은 크게 사회보장제도의 이해와 생애
재무설계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으며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고령화
대책으로의 접근은 생애 재무설계의 접근에 포함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표 6> 고등학교 일반과목 사회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준 연금 관련성과 접근관점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중 연금 관련성
접근 관점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지역차 해소, 환경 사회보장제도
1. 삶의 질과 복지 삶의
고려, 복지 제도,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고 평가
이해
경제생활을 위한 저축과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을 파 생애 재무설계,
2. 고령화와 생애설계 안정적인
악하고 자신의 일생 주기를 고려한 재무 설계를 실시
고령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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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제 교과서에서 해당 단원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연금제도와 관련된 내용
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총 4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2개 단원 모두에서 연금관련 내
용을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2개였으며 1개 교과에서에는 고령화와 생애 설계 단원에서만 연
금제도를 설명하였다. 나머지 1개 교과서에서는 두 단원 모두에서 연금제도를 해당 단원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교과내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비상교육

㈜지학사

미래엔

천재교육

<표 7> 고등학교 일반과목 사회 교과서의 연금관련 단원과 내용
1. 삶의 질과 복지
2. 고령화와 생애설계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
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사회보험은 수혜자와 국가 또는 기업이 납부
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사회구성원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업무 재해 등과 같은 위험 은퇴이후 노후생활 기간에는 근로소득이 크게
에 노출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줄어들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한다. 따라서 노후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 원칙이고 생활기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의 크기에
비례한다. 사회 보험에는 연금, 건강보험, 고
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이 있다.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50대 : 자녀 대학 교육비와 결혼 비용을 준비하
고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도 구체적으로 계획, 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가입해 두었던 보험과 연금 등의 금융상품
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 존에
을 점검,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도 재무설계의 중
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부분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 요한
60대
: 은퇴 이후 받게 될 연금 등 수입을 점검
제도
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시기인 만큼 지출 비
용도 점검. 자산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
하고 건강유지 비용과 병원비도 확보하여야 함.
×
×

중학교 사회 교과서와 비교하여 체계성을 살펴보면 사회보장법의 예로 국민연금법을 단순히
기술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제도의 특성과 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한 교과서가 있었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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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다룬 연금관련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와 크게 차이가 없어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상교육의 경우는 ‘삶의 질과 복지’ 단원에 포함하기에 적당
한 내용을 ‘고령화와 생애설계’에 담고 있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았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용의 기술상에 적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회보험을 소개하며 ‘국민연금’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을 ‘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2.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가.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연금 관련성 분석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연금관련성이 있
는 영역은 ‘진로와 생애 설계’ 단원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해당 단원의 성취 기준은
생애 설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를 하고, 가정 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며, 다양한 가정생활 복지서비스를 탐색하여 자신의 생애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 8> 중학교 기술 가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요소
․청소년의 발달
○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
○ 청소년의 생활
․옷차림과 자기표현
․주거와 거주 환경
․청소년의 시간․스트레스
○ 청소년의 자기 관리
․청소년의 소비생활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 가족의 이해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
․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
․지속 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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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진로와 생애 설계

내용 요소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세부 소단원인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에서는 생애 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애주기 관점과
경제적 자립 관점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 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
스’ 단원에서는 일․가정 양립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방법을 모
색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 생활복지서비스를 찾
아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앞서 사회과 교과에서
는 사회보장제도를 이해시키는데 공적연금제도를 활용하였다면 가정과 교과에서는 가족이 이용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공적연금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설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 중학교 기술 가정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준 연금 관련성과 접근관점
·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중 연금 관련성

접근 관점

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애주기 관점과 경제적 생애 재무설계
1.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생애
자립 관점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
2.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 생활복지서비스를 복지 서비스 활용
활 복지 서비스
찾아보고 이를 활용

학교에서 사용되는 주요 교과서에는 해당 단원을 학습하는데 연금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싣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한 5개 교과서 중 3개 교과서에서 2개 단원 모두에 대해 연금관련 내
용을 포함시켰고 생애 재무설계를 학습하는 데에만 활용한 교과서가 1개, 복지 서비스의 활용을
학습하는 데에만 활용한 교과서가 1개였다.
<표 10>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의 연금관련 단원과 내용
1.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2. 일 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 CSA(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
두산동아 스로
×
건강, 대인관계, 취미 등의 분야에서 상담과
함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득, 저축액,
나이 등을 입력하면 평생 재무 설계 시뮬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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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션 결과를 볼 수 있다.
(출처 : http://csa.nps.or.kr)
미래엔

2. 일 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 정책과 관련 있는 법률>
4대 사회보험(국민대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
금), 국민건강보험, 산업 재해 보상보험, 고용
보험

×

<가정경제의 설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출이 많은 시기에 대비
가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축,
천재교육 하여
투자, 보험 등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잘 관리
하고 현명한 소비생활로 지출을 줄이는 지혜
가 필요하다.
<은퇴자금 관리>
노후를 위한 자금은 다른 자산과는 구별해서
준비해야 한다. 은퇴 주머니는 소득 공제 혜택
교학 이 있는 연금 저축 보험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
연구사 이 좋다.

연금은 가입자들이 노후를 대비하여 위하여
정기적으로 법률로 정한 보험료를 내고 퇴직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일종의
㈜삼화 후에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보험제
출판사 보험료를
도 이다. 연금 제도에 의해 모아진 자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을 연기금
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냈다
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
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들이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소득이 감소되었을 때 보험방식으로 보
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건강보험 및 질병보험, 연금보험, 고용보
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있는데 이들 중 건강보험
및 질병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은 소득을
보장해 준다.
<사회보장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
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일부 부담하고 사업주나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다. 흔히 4대 보험
으로 일컫는다.
종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관련 내용을 활용한 2개의 단원은 생애 재무설계, 복지서비스의 활용이라는 두 개의 관
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단
원에서 설명하는 연금 관련 내용들이 좀 더 성취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공적연금이 노후 재무설계의 기반이 되며 젊은 시절부터 장기간 가입해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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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기금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교과서가 있었는데 중학교에서 학습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단원의 내용 체계의 성취 기준은 가정생활 복지서비
스를 찾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있으므로 사회보험법을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국민연금제
도를 복지서비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연금 관련성 분석

다음으로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육과정에서 연금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하였
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가정과학은 선택교육과정 심화과목에 해당하며 가족생활, 소비자
와 가계 재무 설계, 식생활, 의생활 관련 단원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중 연금과 관련된 단원은
소비자와 가계 재무 설계이므로 이 단원의 내용 체계만을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육과정 내용체계
영역
내용 요소
․가정 자원 관리의 필요성
○ 가정자원 관리
․효과적인 가정 자원 관리
․소비자 신용 및 금융 기관에 대한 이해
○ 가정 경제의 설계
․가계 재무 계획과 관리
소비자와
가계재무 설계
․건강한 소비문화
○ 소비문화와 소비자 주권
․소비자 주권 및 역할
관련 직업의 세계
○ 소비생활 관련 직업과 진로 ․소비생활
․가계 재무 설계 관련 직업․진로 개발

소비자와 가계 재무 설계 영역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과 가족의 삶의 방식과 생애 주기
의 이해를 통해 개인이나 가족이 가진 자원을 관리하고, 가족 구성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책
임과 권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가계 재무 설계와 관련된 분야의 적성을 파악하
여 직업과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연금과 관련 된 세부 영역은 가정
경제의 설계이며 생애 재무설계를 위해 금융 상품의 한 종류로 연금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관점
에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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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고등학교 가정과학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준 연금 관련성과 접근관점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중 연금 관련성
접근 관점
신용, 금융기관 상품에 대해 파악하고,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가정 경제의 소비자
맞는
가계
재무 계획과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가계 재 생애 재무설계
설계
무 관리 방식을 선택․활용하는 능력 함양

분석한 2개 교과서에서 모두 금융상품의 하나로 연금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축, 투자와 함께
보험의 하나로 연금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과 내용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학습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면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과에서는 사적보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사
적 보험에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표 13>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과서의 연금관련 단원과 내용
가정 경제의 설계
<금융상품의 종류>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는 금융상품이다.
- 공적보험
․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 국민의 최저생활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하다.
강제성을 띤다.
천재교육 ․․ 보험가입에
종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
- 사적보험
․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된다.
․ 기업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 가입에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 종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등
<금융상품의 종류와 특성: 저축, 보험, 투자>
보험은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며 실시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상문연구사 나눈다.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
험 등이 있다. 민영보험은 보험 대상이 사람이냐 물건이냐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된다.

교과 과정이 체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생애 재무설계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금관련 교육내
용이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더 깊이 있고 차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금융상품의 종류의 하나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사적 연금을 활용해 어떻게 생애 재무
설계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층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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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
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중·고등학교 사회과 및 가정과 교과과정 내 연금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금제도는 <표
14>에서와 같이 고령화 대책, 복지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이해, 생애 재무설계를 위한 수단이라
는 총 4개 관점에서 학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생애 재무설계를 위한 수단으로 연금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학교 과
정 내에서 사회과와 가정과에 공통으로 이루어진다. 사회과와 가정과 모두에서 일생을 통한 자
산관리의 수단으로 연금을 소개하는데 주지할 사항은 각 출판사의 교과서 별로 내용의 깊이에
차이가 컸다는 점이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개괄적 기술에 그친 교과서
가 있는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해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었고 퇴직연금
과 개인연금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한 교과서도 있었다. 고등학교 가정과학에서 연금을 금융상품
의 하나로 소개하는 것은 생애 재무설계의 수단으로의 연금이 확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고령화 및 전 세계적 저성장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사적 연금의 보
완적 기능이 중요해 지고 있으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
에서 다루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적연금을 노후 대비를 위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입을 권장하는 교육 내용이 아니라 장단점을 파악한 신중한 선택의 필요성 및 소비자
가 발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중학교 사회과에서 사회보장제도로의 접근과 가정과의 복지서비스로의 접근은 사회법 체계의
이해와 개인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이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제 교과
서에 싣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법 중 국민연금법을 설명하는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특히
사회과의 경우 사회법의 체계상 국민연금법이 어디에 위치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심이므로 다
른 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 대책으로의 연금교육이 중학교 사회과에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3개 단원에 걸쳐 등장하는데, 모두 인구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연금이 소
개되고 있어 중복성이 크다. 따라서 중학교 일반 사회 영역 중 사회의 변동과 발전 부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체계적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기본 취지와 원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데 할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관점에서의 연금교육은 고등학교 일반사회의 ‘삶의 질과 복지’ 단원으로
- 50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체계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한 연금교육 개선방안 모색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출판사별로 내용의 깊이에 차이가 컸다. 강제가입, 사회전체
의 연결, 세대간의 지지 소득계층간의 지지 등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해시키기보다 사회보험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포함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었다.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과
가정과
사회과
가정과

<표 14> 연금교육의 접근 관점
고령화 대책
복지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이해
○
○
○
○

생애
재무설계
○
○
○
○

다양한 교과와 단원에서 연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각
과목 간, 학교급 별, 각 단원별 연관성 및 차별성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출판사 간에도 내용의 깊이 면에서 차이가 크므
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연금교육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상
세화를 지양하고 대강화를 추구함으로써 교과서 집필자의 재량을 확대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이 상세한 집필 자료를 구비해 교과서 집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교육의 중요성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 연금교육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후속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 내 연금교육의 맥락을 크게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차원에서의 연금교육과
개인과 가족의 생애설계를 위한 재무교육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 내용체계 성취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애 재무설계 관점에서의 연금교육은 금융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실
시되고 있지만 사회보장 교육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교육에
관한 중점 학습항목과 학습내용을 정해 발표하여 각 교과서 집필진이 참고하도록 할 것을 제안
한다. 여기에는 강제가입이나 사회연대성 등 사회보험의 기본 이념을 명시하여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학습보조 자료인 PPT, 영상교재, 워크쉬트를 생산
하여 담당 교과 교사가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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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Improve Pension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through analysis of Curriculum and Textbook
Hea-Young Sung
(Associate Research Fellow,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is research is aimed to identify the contents and level of pension education in school
through analysis of the pension related information in textbooks and curriculum. First we
evaluated what areas are related to pension education in the cont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ocial studie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Secondly, education achievement
standards and approaching perspectives in pension education are also analysed. Lastly, the
differences among the contents of pension education in textbooks are analysed. In the results
of contents analysis, five areas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and two areas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are related to pension. And each one area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high school home education are related. In the analysis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se education areas, four perspectives - aging society, welfare services,
understanding of the social security and lifetime financial planning means - are used in
learning pension. In the analysis of textbooks published by various publishers, we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pth of content. Some books distinguish between public pensions
and private pensions and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s and private
pensions. In conclusion, to make pension education systematic and technical, it is suggested to
announce two-dimensional educational standards. One is for pension education for an
understanding social security and the other is financial education for the design of individual
and family lifetime. It can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public pension and necessity of
systematic design for lifetime retirement.
Key-words: pension education, social security education, lifetime financial planing,
curriculum and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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