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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하고,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 등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스포츠, 대중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세계 10위 글로벌 경제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간 물적·인적 교류도 확대되어 2012년에는 한해 내·외국인출입국자 수가 5천만명을 돌파
하고, 체류외국인이 140만명이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
으로 구성된 이민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민자가 한국생활의 적응과 자립에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실시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운영기관이 271개로
대폭 확대되어 2012년 한 해 참여자가 12,500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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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이해

ႃ
k
ᔓ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및 한국어강사의 자격기준 강화와 함께 국립국어원과 한국어강사 공동
연수회를 실시하여 강사의 역량을 높이고, 평가시스템도 전문화하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에
양적·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교재의 경우, 한국어과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이해과정은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민자의 특성에도 적합하도록 한국
사회이해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교재를 개발·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이민자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 법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일상생활 등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진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이민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대한민국의 공동가치를 존중하고, 한국인과
문화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교재가 발간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출판까지 책임을 맡은 한국이민재단, 책임연구와
집필을 하신 경인교육대학교 설규주 교수님과 연구진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아낌없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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ᯣࢷʗ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이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해 가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충분히 함양해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교재이다.
본 교재는 크게 사회1, 사회2,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의 8가지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과정의 이수시간에 맞추어 총 50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은 아래과 같이 ‘들어가기-학습목표 보기-본문-알아두기-더 배우기-정리하기문제풀기’의 순으로 설계되어 이민자들에게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단원별 구성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는?

명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
1

한국의 상징

자로는 大韓民國, 영어로는 The Republic of K

사회1

나 South Korea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들어가기

1. 한국의 상징

다. 현재의 국가명인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사용

Section

를 태극기(太極旗)라고 부른다.

다음 사진 중 한국의 상징과 관련이 있는
옆의 빈칸에는 자신의 출신국가를 상징하

부분으로 이민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는

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한국의 정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줄여서

국기에 대한 맹세

내용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부르는 것이다. 한자로는 大韓民國, 영어로는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한이나 South Korea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북한과 구별
하여 부르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명인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들어가기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太極旗)라고 부른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다음 사진 중 한국의 상징과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보고 아래 칸에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4괘가 있다. 흰색

옆의 빈칸에는 자신의 출신국가를 상징하는 것을 그려보고, 그 아래 칸에 이유를 적어 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한국의 상징

출신국가의 상징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에 대한 사랑을 의미
한다.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 중 빨강은 존귀,
파랑은 희망을 나타내고, 빨강과 파랑이 합쳐진
것은 조화로운 우주를 표현한다. 주변에 있는 4괘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의

한국에서는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는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이때는 오른 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맹세를 같이 하기도 한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태극기를 자신의 집 문가나
창가에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이유 ▶

이유 ▶

부르는 모습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인 국가가 있다.

이유 ▶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를 애국가라고 하는데, 나라를

이정표를 제시하는 단계로 단원별 주제에 맞는

사랑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 100여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애국가는 전체 4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국가 행사를 제외하고는 1절만

학습목표 보기
이유 ▶

학습목표 보기

이유 ▶

▶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하기 전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

1. 한국의 정식 국가명이 ‘대한민국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기
ᧁǎa

2.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국기

알아두기

1절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3.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이 어떻

ᧁǎa

2절 :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

본문

3절 :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1절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1. 한국의 정식 국가명이 ‘대한민국’임을 말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국기, 국화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대해 말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이 어떻게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14 만들어졌는지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학습목표 보기

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런 의미를 고려하면 태극기는 평화와

와~ 대단한 사람이네.

14

학습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는?

한국의

이유 ▶

들어가기

2절 :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4절 :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

3절 :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절 :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 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본문은 실질적인 교수학습의 핵심 내용이 되는

후렴(각 절마다) : 무궁화 삼천리 화려

후렴(각 절마다) :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15

부분이다.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진이나 도표 등을 최대한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알아두기
주로 읽기자료의 형태로 이민자들이 한국을 이해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이나 흥미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4

한국사회 이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더 배우기

문맹

대한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상태나 그런 사람을 말함

무궁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문

1

보통
Section

정리하기

나무 문자는?
대한민국의 국화와

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지식이나 사고력 측면에서 더

1.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는?

서 무
사랑

심화한 내용이거나 다른 활동을 통해 기존 내용을

한국의 상징

않는

정리하기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국호는 1948년부터 사용됨

문맹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은 무궁화이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담겨 있음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상태나 그런 사람을 말함

무궁화라는 명칭에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대한민국의 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담아서 애국가라고 부름

꽃이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로 무궁화는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일 꽃을 피우면서

심도있게 다뤄보는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2. 대한민국의 국화와 문자는?

나무 하나에 약 2천여 개의 꽃송이가 핀다. 한국에
서 무궁화는 오래전부터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사랑받아 왔다. 또한 현재는 다섯 잎의 무궁화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
징하는 대한민국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문맹퇴

•대한민국의 공식 문자인 한글은 약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짐

상을 줄

1.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임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
•대한민국의 국가는 나라

였다.

한글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

문제풀기

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글은 자음(14개)과 모음

더배우기
(10개)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자가 되는 과학적인

정리하기

ǎʑෝ݅۵ԁ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었다. 자음과 모음

본문에서 다룬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

모두▷합하여
24개이며,
소리가
나는 대로
적으면
3월 1일
(삼일절)
: 일제
강점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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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색

② 태극기의 4괘 색 •

• ㉡ 검은색

▷ 6월 6일 (현충일) : 국가를 위해 자신의

만들어진 이후에 문맹이 줄었고, 민족문화를 발전

▷ 7월 큰
17일
(제헌절)
1948년
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었다.:한글의
이런최초의
정신을

2. 다음 (

헌법

▷ 8월 15일 (광복절) : 1946년 일본 식민지

문맹퇴치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게
였다.
▷ 10월

국경일에 국기를 단 모습

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시

2)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는 자랑스러운 ( ㉣ )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 ㉤ )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한다.

9일 (한글날) : 세종대왕이 한글을

더배우기

3. 다음의 한국 상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ǎʑෝ݅۵ԁ

문제풀기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한글의 모음은 하늘을 상징하는 ( ㉠ ), 땅을 상징하는 ( ㉡ ), 사람을 상징하는 ( ㉢ )의 요소

이어받아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세계적으로

: 한반도에 민족의
상을▷줄10월
때 그 3일
상의(개천절)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정하

문제를 제시하였다.

① 태극기의 바탕색 •

되기에 비교적 익히기가 쉬운 문자이다. 한글이

주었다.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2. 대한민국의 국화와 문자

1. 다음 중 서로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시오.

소리 문자이다. 자음은 사람들의 발음 기관을 보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ㅣ)이라는

문제풀기

① 대한민국의 국화는 진달래이다.

▷ 3월 1일 (삼일절) : 일제 강점기 중 1919년에 일으킨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한 날
▷ 6월 6일 (현충일) :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날 (조기)

② 대한민국의 정확한 영문은 South Korea이다.

▷ 7월 17일 (제헌절) : 1948년 최초의 헌법이 통과한 날을 기념한 날

③ 애국가의 1절에는 동해와 백두산, 남산이 나온다.

▷ 8월 15일 (광복절) : 1946년 일본 식민지에서 광복된 것을 기념한 날

④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이다.

1. 다음 중 서로 관계가 있는 것

▷ 10월 3일 (개천절) : 한반도에 민족의 시조가 국가를 만들어 선포한 것을 기념한 날
조기로 국기를 단 모습

16

① 태극기의 바탕색 •

▷ 10월 9일 (한글날) :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한 날

② 태극기의 4괘 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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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2.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TIP
본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거나 본문에 언급된
주요 용어나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였다.

정답보기
문제의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정답보기

사회1

찾아보기

사회2
P. 17

1. 한국의 상징
1. ①-㉠, ②-㉡

9. 한국의 보육제도
1. 1)○

2. 1) ㉠·, ㉡-, ㉢ㅣ

2) ㉣ 태극기, ㉤ 대한민국

3. ④

문화
P. 49

정치
P. 65

13. 한국의 전통 의식주
1. ①-㉡, ②-㉠, ③-㉢

2)×

2. 김장

3. ③

3. ①

P. 21

2. 한국의 가족

제시하여 학습자의 자가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1. 1)○ 2)× 3)○
2. 대학원

P. 53

P. 69

11. 한국의 교육열

1. ①-㉡, ②-㉠, ③-㉢

1. 1)× 2)○ 3)×

2. 1) ㉠ 주5일

2. 대학수학능력시험

2) ㉡ 9, ㉢ 6, ㉣ 1

3. ③

1. ①-㉠, ㉢, ②-㉡, ㉣

2. 세배

3. ④

1. ①-㉠, ㉢, ②-㉡, ㉣

P. 57

2. 불교

3. ③

2. 전세

3. ②

1. ①-㉡, ㉣, ②-㉠, ㉢

P.29
2. 우체국

3. ③

12.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1. 1)× 2)○ 3)○

P. 33

1. 1)○ 2)× 3)○

2. 인터넷

3. ③

2. 공공부조

3. ①

P. 61

P. 81

1. ①-㉢, ②-㉠, ③-㉡
2. 1) ④

1. 1)× 2)○ 3)×

2. 주말농장

214

P. 105

3. ④

P. 109

1. ①-㉡, ②-㉣, ③-㉠, ④-㉢
2. 소련, 미국, 휴전, 통일
3. ②

P. 85

18. 한국의 대중문화
2. ①, ③, ⑤, ⑥

19. 한국의 전통 가치와 연고
1. 1)× 2)○ 3)×

2. 1) ④, 2) ③, ⑤

3. ③

P. 89
3. ④

3. ③

P.45

8. 한국의 인구 변화
1. 1)○ 2)○ 3)×

3. ②

P.41

7. 한국의 도시와 농촌
1. 1)× 2)○ 3)×

2. 대통령

23. 한국의 정치과정

24. 한국의 국제관계

2) ③, ⑤

3. ④

3. ②
1. 1)× 2)× 3)○

P. 37

6. 한국의 복지체계

P. 101

1. 1)○ 2)○ 3)○

2. 사회통합프로그램

5. 한국의 대중매체

3. ④

2. 1) 여론, 2) 선거, 3) 언론

17.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

1. 1)× 2)○ 3)×

3. ①

P. 97

2. ㉠ 영주권, ㉡ 3, ㉢ 19

22. 한국의 정부형태
1. ①-㉡, ②-㉠, ③-㉢

P. 77

16. 한국의 주거 문화

3. ②

4. 한국의 교통과 통신

2. 4·19혁명

21. 한국의 정치제도
1. ○

P. 73

15. 한국의 종교

3. ③

P.25

3. 한국의 일터

하였다.

10. 한국의 학교

1. ①-㉡, ②-㉠, ③-㉢, ④-㉣
2. ㉠ 장남, ㉡ 부부, ㉢ 핵가족
3. ③

1. 1)○ 2)○ 3)×

2. ㉠ 어린이집, ㉡ 유치원

14. 한국의 명절

교재에서 학습한 주요단어를 ㄱㄴㄷ 순으로

P. 93

20.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2. 출산율, 고령화

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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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제

들어가기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상징

한국의
상징물과
출신국가의
상징물 비교

1. 한국의 정식 국가명이 ‘대한민국’임을 말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국기, 국화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는?
2. 대한민국의 국화와 문자는?

애국가

국기를 다는
날

2. 한국의
가족

한국 가족의
다양한 모습

1. 한국 사회의 가족 문화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의 가족 및 친척 관계와 호칭을 말할
수 있다.
3.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한국의 가족은 주로 어떤 형태
일까?
2. 한국의 가족과 친족은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

달라지는
한국의 가족

한국의 가족
에서 ‘우리’와
‘식구’라는
표현

3. 한국의
일터

여러 가지
일터의 모습

1. 한국 사회의 직장생활 특징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1. 한국인들은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까?
2. 한국 사람들의 직장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일터에서
인간관계

한국 내
직장인들의
여가 생활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1.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1.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통신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통카드와
환승제도에
대해 알고

5. 한국의
대중매체

많이
이용하는
대중매체

1. 한국의 방송이나 신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인터넷과 SNS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1. 방송이나 신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2.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TV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면?

SNS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생각해 볼까?

6. 한국의
복지체계

은퇴나 해직
또는 사고에
대한 준비
여부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체계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

1.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회복지제도
관련 기관
알아보기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안내센터는?

7. 한국의
도시와
농촌

도시와
농촌의 모습

1. 도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농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도시와 농촌의 변화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주말농장이란
무엇일까?

도시와 농촌의
장 · 단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연도별 출산
장려포스터

1. 한국의 인구정책을 알고 이해한다.
2.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한다.
3. 한국의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알고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할까?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4. 한국의
교통과
사회
통신
1

8. 한국의
인구 변화

6

본문

1. 도시의 특징과 변화 알기
2. 농촌의 특징과 변화 알기

1. 한국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2.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은?

알아두기

더 배우기

보이스 피싱

있는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영역

주제

학습목표 보기

본문

알아두기

더 배우기

영유아,
유치원 활동

1. 한국의 임신·출산 및 보육제도에 대하여
알고 이용할 수 있다.
2. 한국의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하여 알고
이용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고 이용할 수 있다.

1.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2. 영·유아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할까?

임신·출산
지원금 이용
절차

다문화가정에서
보육비를
지원받으려면?

한국 학교
생활 모습

1. 한국의 학제 및 학사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교육환경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

1. 한국의 초·중등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외국인 자녀의
한국 학교
생활

이런 학교도
있어요⋯
대안학교!

11. 한국의
교육열

사교육에
따른
스트레스

1. 한국의 입시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다.

1. 한국은 왜 대학진학률이
높을까?
2. 기러기 아빠는 왜 생겼을까?

한국에서
인기있는 합격
기원 선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 제도

12. 지역
사회와
평생
교육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1.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다.
2. 이민자를 위한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다.

1. 평생교육이란 무엇일까?
2.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도서관

이민자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13. 한국의
전통
의식주

올바른 식사
예절

1. 한국 음식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3.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1.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2. 한옥과 한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국인이 즐겨
먹는 떡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한옥마을

출신국가의
대표적인
명절

1.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명절과 자신의 출신국가의 명절을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3. 한국의 전통 놀이에 대해 알 수 있다.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귀성 전쟁

송편을 찔 때
왜 솔잎을
넣을까?

15. 한국의
종교

소원을 비는
모습 비교

1.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의 다양한 현대 종교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16. 한국의
주거
문화

거주하는
집과 출신국
비교

1.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집의 형태를 알 수
있다.
2. 한국인의 주거 형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한국에서 집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9. 한국의
보육제도

10. 한국의
사회
학교
2

14. 한국의
명절

문화

들어가기

한국사회 이해

17.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

2. 한국의 교육열과 사교육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갖추어야 할 예절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3. 돌잔치와 환갑잔치가 갖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4. 한국 생활 중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의례에
참여할 수 있다.

정월대보름
에는 더위를
팔아요.

한국의 전통
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2. 현대의 한국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

집 안에도
여러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왜 고사 때
돼지머리를
올릴까?

1.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2. 한국에서는 집을 어떻게
구할까?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이 뭘까?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1. 한국의 주요 의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한국에서는 생일잔치를
어떻게 할까?

결혼식,
장례식에는 왜
돈을 가지고
갈까?

돌잔치에
갈 때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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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의
대중
문화

들어가기

학습목표 보기

좋아하는
노래, 드라마
연예인 등

1.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자신이 경험한 한국 대중 문화와 본인의 출신
국가의 대중문화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예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한국에서 강조되어 온 전통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본인의 출신 국가의
전통가치와 비교할 수 있다.

문화
19. 한국의
전통
가치와
연고

정치

2. 한국의 전통가치 중에 배워야 할 만한 가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3. 연고의 뜻을 알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4. 연고로 인해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다.

알아두기

더 배우기

1.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중문화
2.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힘

야구장,
축구장에서
함께 응원해
보는 건
어떨까?

케이팝은 왜
인기가 있을까?

1.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는 무엇일까?
2. 한국인들은 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할까?

알아 두면
좋은 이웃
관련 속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1. 한국의 정치는 어떤 특징을
띠고 있을까?
2.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한국의 정당

20.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의 발전

주인의 의미

1. 민주공화국과 민주정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게 된 주요 사건
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1. 한국의
정치
제도

거주지역의
지방자치
단체 표시

1.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외국인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한국 지방자치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한국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할까?
2.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외국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할까?

22. 한국의
정부
형태

다양한
대표자의
명칭 구분

1. 한국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국회, 법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한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2. 법은 어디서 만들고, 재판은
어디서 할까?

청와대

헌법재판소
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23. 한국의
정치
과정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

1. 정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익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 여러 가지 시민참여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은
어떻게 정치에 반영될까?
2.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민심이 곧
천심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표현의
자유

24. 한국의
국제
관계

분단된
한반도,
이산가족 등

1. 한국의 분단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 분단의 아픔이 있는 대한민국
2. 한국과 관련된 주변국가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철마는 달리고
싶다

독도는
한국 땅

해상왕
장보고

1. 한국 경제가 성장한 과정과 주요 산업이
변화한 모습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출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풍부한 노동력, 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운
우수한 노동력이 수출 증가와 경제 성장에
기여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1.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2.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

한국의 수출
증가 추이

25. 경제
성장,
경제
한강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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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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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

27. 금융
기관
이용
하기

들어가기

본문

알아두기

더 배우기

한국
대기업과
대표 상품

1. 세계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말할 수 있다.
2.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한국
상품들을 알 수 있다.
3. OECD, APEC, G20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힘을 설명할 수 있다.
4. 한국이 해외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 20-50 클럽에 진입하다
2.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주요 국가의
경제규모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금융기관
이용한 곳
찾기

1.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을
알고, 금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2. 한국에서는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말할
수 있고, 금융 기관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4.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장 한도를 말할 수 있다.

1. 은행과 거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2. 시중 은행 외에 어떤 금융
기관이 있을까?

대표적인 저축
상품은?

예금자 보호
제도

1. 오늘은 어디에서 장을 볼까?
2.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부가가치세와
현금 영수증,
알아 두면
편리해요.

소비자를
보호하라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스펙(Spec)
열풍

외국인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

경제

28. 시장과
장보기

학습목표 보기

한국사회 이해

각 지역의
특산물 표시

1.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의 좋은 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형 마트,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3.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를 이해하고, 상품
구매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4. 물건을 구매할 때 유통 기한 표시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29. 취업
하기

직업소개소,
인력시장
경험

1. 한국의 일자리 상황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1. 취직하기 쉽지 않네요
2.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30.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입국 시 필요
서류

1.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2.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외국인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

비자(VISA)란?

외국인 자녀는
한국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 찾기

1. 대한민국 국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출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무엇
일까?
2.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까?

국적과
출생증명서

외국인 자녀의
국적 문제는?

법
31. 대한민국
국민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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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학습목표 보기

알아두기

더 배우기

선거와 납세
의미 찾기

1.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병역과 납세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한국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2. 한국 국민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모든
한국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의무일까?

33. 한국의
법집행
및 분쟁
해결

범죄자와
경찰관 구분
하기

1. 한국의 사법 처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2. 법 집행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한국인들에게 법이란 무엇
일까?
2.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특별사법경찰
이란?

34. 한국의
생활
법률

법을 몰라
어려움 겪은
경험 말하기

1. 법을 통해서 재산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2. 법을 통해서 가족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1.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는 누가
키울까?

35.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와 보호

Q&A 법률
상담 게시판

1.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설명
할 수 있다.
2.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1. 소송을 통해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2. 권리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는
기관은 어디일까?

긴급한 도움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36. 준법의
중요성

두 나라에서
보내온 편지

1. 올바른 법의식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정의로운 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1. 법은 지켜야 한다
2. 정의로운 법을 만들도록 노력
해야 한다

32.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법

1. 한국 역사의 흐름은
어떠했을까?
2. 한국 최초의 국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받을 때 연락
할 수 있는 곳

속담에 담긴
한국의 법문화

보호받지
못한다

정의의 여신상

37. 한국의
역사Ⅰ
(고대)

고인돌

38. 한국의
역사Ⅱ
(중세)

코리아란
이름의 유래

1. 고려의 성립 과정을 말할 수 있다.
2. 고려의 사회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3. 조선의 성립 과정을 말할 수 있다.
4. 조선의 사회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1. 고려는 어떤 나라였을까?
2.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두 임금을 섬
길 수 없다!
- 고려 말 충신
정몽주

3·1절

1. 조선 후기에 새롭게 생긴 학문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에 한국이 맞이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다.
3.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국채보상운동
은 어떤 독립
운동이었을까?

1. 천원권과 오천원권에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2. 만원권과 오만원권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한국의 동전에
새겨진 의미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1.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2.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아시아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39. 한국의
역사
역사Ⅲ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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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표를 통해 한국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2.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본문

40. 한국의
인물사 I
(지폐 속
위인들)

출신국가
화폐 비교

41. 한국의
인물사 Ⅱ
(영웅적인
인물들)

출신국가의
영웅적인
인물들

3. 고대국가 수립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나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 한국의 화폐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말할
수 있다.
2. 화폐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1. 광개토대왕과 이순신장군의 업적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독립운동가인 유관순과 김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발해는 어떤
나라였을까?

유교는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영역

주제

들어가기

학습목표 보기

42. 역사 속
한국의
문화예술

지배층과
서민의 문화

1. 한국의 귀족과 양반이 누린 예술 문화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2. 서민 문화의 특징과 종류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1. 귀족과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서민은 어떻게 살았을까?

43. 한국의
주요
문화재

출신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재와
전통놀이

1. 한국의 주요 문화재를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 종교 문화와 왕실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한국의 종교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한국 왕실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44. 한국의
위치,
기후,
지형

한국의 기후
특징 등

1. 한국의 기후, 지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1. 한국의 기후와 계절은 어떠
할까?
2. 한국의 지형(산지, 평야,
바다)은 어떠한 모습일까?

계절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백두대간”
이란?

45. 한국의
중심부,
수도권

수도권 지역
방문 경험

1. 수도권의 위치, 인구, 산업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한 까닭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한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모습은 어떠할까?
2. 또 다른 중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모습은?

서울은
언제부터
수도였을까?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

46. 아름다운
자연경관
의 강원,
충청

강원, 충청
지역의 경험

1. 강원, 충청지역의 위치, 인구, 산업, 자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강원지역에서 관광업이 발달한 까닭에 대해

1. 아름다운 자연경관
강원지역의 모습은?
2.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충청지역의 모습은?

강원지역에
관광산업이
발달한 이유
3가지는?

세종특별
자치시로 인해
새로운 중심지가
된충청지방

47. 지역경제
의 중심,
경상,
전라,
지리
제주

경상, 전라,
제주 지역의
경험

1. 경상, 전라지역의 위치, 인구, 산업, 자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제주지역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광업이
발달한 까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공업과 함께 발달한
경상지역의 모습은?
2. 식량자원이 풍부한
전라지역과 관광도시 제주

KTX로 인해
한층 더
가까워진 남부
지방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에
선정된 제주

48. 지역마다
다른 관광
명소와
축제

지역 축제의
경험

1. 지역별 관광명소나 축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지역별 관광명소나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1. 지역별 관광명소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2. 과거와 현재가 담긴 지역별
축제는?

전통과 현대를
가르는 물길,
청계천

세계인의 날
행사란?

49.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사회
기관

지역사회
기관 방문
경험

1.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 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지역사회 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2. 현장 답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인구, 발달한
산업을 조사하고 이해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2. 지역의 특성을 답사를 통해
살펴볼까?

문화생활을
편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요!

답사 보고서
양식

50.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1.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1. 우리 지역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 간 협력
문제 해결의
사례

지역사회 참여
계획서 세우기

역사

설명할 수 있다.

본문

한국사회 이해

알아두기

더 배우기

시조는
무엇일까?

민화는 어떤
그림일까?

한국의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국의
문화유산은?

전통마을 :
하회와 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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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

1. 한국의 상징
들어가기
다음 사진 중 한국의 상징과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보고 아래 칸에 그 이유를 적어 보시오.
옆의 빈칸에는 자신의 출신국가를 상징하는 것을 그려보고, 그 아래 칸에 이유를 적어 보시오.

한국의 상징

출신국가의 상징

와~ 대단한 사람이네.

이유 ▶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이유 ▶

이유 ▶

이유 ▶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정식 국가명이 ‘대한민국’임을 말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국기, 국화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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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1

한국의 상징

Section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는?

한국의 정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줄여서

국기에 대한 맹세

부르는 것이다. 한자로는 大韓民國, 영어로는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한이나 South Korea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북한과
구별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현재의 국가명인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太極旗)라고 부른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4괘가 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에 대한 사랑을 의미
한다.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 중 빨강은 존귀,
파랑은 희망을 나타내고, 빨강과 파랑이 합쳐진

▶

태극기

것은 조화로운 우주를 표현한다. 주변에 있는 4괘는

한국에서는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이때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맹세를 같이 하기도 한다.

각각 건(하늘), 곤(땅), 감(물), 리(불)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할 때 태극기는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경일이나 국가 기념일에 태극기를 자신의 집 문옆이나 창가에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인 국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를 애국가라고 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 100여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애국가는 전체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국가 행사를 제외하고는 1절만
▶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하기 전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기
ᧁǎa
1절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2절 :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절 :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절 :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후렴(각 절마다) :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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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대한민국의 국화와 문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라는 명칭에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로 무궁화는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일 꽃을 피우면서
나무 하나에 약 2천여 개의 꽃송이가 핀다. 한국
에서 무궁화는 오래전부터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사랑받아 왔다. 또한 현재는 다섯 잎의 무궁화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대한민국 국가 문장과 무궁화

문맹

한글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상태나 그런 사람을 말함

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글은 자음(14개)과 모음
(10개)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자가 되는 과학적인
소리 문자이다. 자음은 사람들의 발음 기관을 보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ㅣ)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었다. 자음과 모음
모두 합하여 24개이며, 소리가 나는 대로 적으면
되기에 비교적 익히기가 쉬운 문자이다.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문맹이 줄었고, 민족문화를 발전
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글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퇴치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게
▶

한글 모음과 자음으로 글을 구성할 수
있는 휴대폰 자판(천지인)

상을 줄 때 그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정하
였다.

국경일에 국기를 단 모습

더 배우기
ǎʑෝ݅۵ԁ
3월 1일 (삼일절) : 일제 강점기 중 1919년에 일으킨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한 날
6월 6일 (현충일) :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날 (조기)
7월 17일 (제헌절) : 1948년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한 날
8월 15일 (광복절) :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한 날
10월 3일 (개천절) : 한반도에 민족의 시조가 국가를 만든 것을 기념한 날
조기로 국기를 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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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한글날) :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한 날

1

한국의 상징

정리하기

1.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는?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국호는 1948년부터 사용됨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담겨 있음
•대한민국의 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담아서 애국가라고 부름

2. 대한민국의 국화와 문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임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은 약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짐

문제풀기

1. 다음 중 서로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시오.
① 태극기의 바탕색 •

• ㉠ 흰색

② 태극기의 4괘 색 •

• ㉡ 검은색

2.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한글의 모음은 하늘을 상징하는 ( ㉠ ), 땅을 상징하는 ( ㉡ ), 사람을 상징하는 ( ㉢ )의
요소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2)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는 자랑스러운 ( ㉣ )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 ㉤ )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한다.

3. 다음 한국 상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국화는 진달래이다.
② 대한민국의 정확한 영문명은 South Korea이다.
③ 애국가의 1절에는 동해와 백두산 그리고 남산이 나온다.
④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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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

2. 한국의 가족
들어가기
다음의 사진은 한국의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신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만나 본 가족의 모습을 순서대로
표시해 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1. 한국에서 자신의 가족은 위 사진 중 어떤 가족과 가장 비슷한 모습입니까?
2.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자신의 가족은 위 사진 중 어떤 가족과 가장 비슷한 모습입니까?

학습목표 보기
1. 한국 사회의 가족 문화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의 가족 및 친척 관계와 호칭을 말할 수 있다.
3.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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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가족

Section

한국의 가족은 주로 어떤 형태일까?

한국에서 결혼은 보통 30대 전후에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체로 신랑의 나이가 신부보다 3~4살 정도 더 많으며, 자녀는 보통
1~2명 정도를 낳는다. 한국에서는 공부나 취업을 위해서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할 때까지 자녀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자녀를 여러 명 낳아 키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인 장남은

장남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살고, 나머지 자녀는 결혼

부모가 낳은 자녀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을 한 후에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장남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도 했다. 그래서 한 집에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여러
세대의 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서로 간섭받기 싫어서 장남일지라도 결혼한 이후 부모와 같이 사는

핵가족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점차 부모와 미혼의 자녀만 같이 사는 핵가족 형태가

한 쌍의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
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젊은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홀로 사는 1인가구나 부부만 사는
1인 가구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혼자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

알아두기
ݍḡ۵⦽ǎ᮹a᳒

* 자료: 통계청(2011)

비친족가구 1.0%

비친족가구 1.2%
부부 15.4%
1인가구 23.9%

기타 7.1%

부부 22.7%
1인가구 34.3%

2010년

4세대이상 0.1%
부부+자녀 37.0%

3세대 6.1%
모+자녀 7.2%

부+자녀 2.0%
▶

2035년

4세대이상 0.0%
기타 8.2%
3세대 3.8%
모+자녀 7.2%

부부+자녀 20.3%

부+자녀 2.5%

가구유형별 가구 (2010년과 2035년의 비교)

위 그래프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3세대 이상이 한집에 같이 사는 경우는
적게 나타나며,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35년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부만 사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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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과 친족은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

Section

친족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간에는 주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까운
지인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아이의 이름을 사용하여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시집간다’와 ‘장가간다’의
의미
한국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에게는
‘장가간다’라고 하고, 여자에게는
‘시집간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남편의 집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시집’이고, 아내의 집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장가’이기 때문이다.

경우도 있다.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에게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른다.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아이를
낳기 전에는 보통 ‘(새)아가’라고 부른다.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며느리에게는
‘어멈아’, 아들에게는 ‘애비야’라고도 부른다. 아내의 부모는 사위에게 성을 앞에
붙여서 ‘◯서방’이라고 부른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누나에게는 ‘형님’,
증조부

증조모

조부

외증조부

조모

여동생에게는 ‘아가씨’라고 부른다. 아내는

외증조모

외조부

외조모

남편의 형에게는 ‘아주버님’, 남동생이 결혼을
했으면 ‘서방님’,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백부

고모

부

숙부 외숙부

모

이모

‘도련님’이라고 부른다. 남편은 아내의 언니에게는
‘처형’, 여동생에게는 ‘처제’, 오빠에게는 ‘형님’,

형

자(손위누이)

아(나)

제(남동생)

매(여동생)

남동생에게는 ‘처남’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가족 관계를 ‘촌수’로 표시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1촌, 형제자매
간에는 2촌이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위치라고 보기 때문에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나의 아이와 남편 여동생의 아이는 4촌이 된다.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사촌’이라고
부른다. 남편의 여형제네와의 사촌은 ‘고종사촌’, 남편의 남형제네와의 사촌은
‘친사촌’, 아내의 여형제네와의 사촌은 ‘이종사촌’, 아내의 남형제네와의 사촌은
‘외사촌’이라고 부른다.

더 배우기
⦽ǎ᮹a᳒ᨱᕽ‘ᬑญ’᪡‘Ǎ’۵⢽⩥

가족이 한 상에서 음식을 먹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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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 애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남편’ 등에서 ‘우리’는 ‘나’를 대신하는 것
으로 ‘나와 당신’을 합한 표현이기에 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당신은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만큼 당신을 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가족
대신에 ‘식구’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식구라는 표현은 같이 한상에서 밥을 ‘먹는 사이’
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와 일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경우에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하는데, 이는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2

한국의 가족

정리하기

1. 한국의 가족은 주로 어떤 형태일까?
•결혼 후 부부가 독립하여 사는 경우가 많지만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늘고 있음
•자녀를 1~2명 정도로 적게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
•부부와 자녀만 사는 가족이나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2. 한국의 가족과 친족은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
•한국에서는 가족 관계를 촌수로 따지기도 함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1촌임
•형제 또는 자매간의 관계는 2촌임
•부부간의 관계는 촌수를 따지지 않음

문제풀기

1. 가족에 대한 호칭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① 남편의 부모님•

•㉠ 아가씨

② 남편의 여동생•

•㉡ 시부모님(아버님, 어머님)

③ 아내의 여동생•

•㉢ 처제

④ 아내의 부모님•

•㉣ 장인, 장모님

2.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자녀 중에서 ( ㉠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2) 한국의 가족은 예전에는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 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 ㉡ )와 그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나 홀로 사는 ( ㉢ )가 증가하고 있다.

3. 다음 중 한국의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에서 아내와 남편은 1촌이다.
② 한국에서 식구라는 표현은 잠을 같이 잔다는 의미를 갖는다.
③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사촌이라고 한다.
④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가족 형태는 3세대가 같이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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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일터
들어가기
다음 사진들은 한국의 일터와 관련이 깊다. 어떤 모습이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는지 생각해 보시오. 또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아래에 ◯ 표시를 해 보시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
24시간 영업하는 가게
불이 켜진 사무실

여성 취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

취업을 위해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 사회의 직장생활 특징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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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직장인들

직장인들의 회식

3

한국의 일터

Section

한국인들은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까?

한국에서는 15세 이상부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어서 보통 20세 이상이 되어야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55세에서 60세 전후에 직장에서 은퇴한다.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원하는 일자리는 ‘공무원’

공무원

이고, 뽑는 수가 적어서 경쟁률도 높다. 그 다음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사람

으로는 대기업체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예전에는
대학졸업을 앞둔 시기에 맞추어 입사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시로 채용을 하는
▶

공무원 시험 준비 스터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외에도 작은 중소 회사에
취직하거나,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거나 개인적

으로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

최근 들어 남녀의 대학 진학률이 비슷해지고 취업을 하는 남녀의 비율도 그 격차가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함

많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중반을 전후해서 출산과 양육 등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후에 다시 일을 하기
원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알아두기
ᯝ░ᨱᕽ᮹ᯙešĥ
한국 사람들은 직장생활에서도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직장 내에서도 윗사람에 대하여
존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같은 회사 내에서는 고향이나 졸업한 학교가
같은 사람들 간에 작은 모임을 만들기도 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친해지면 직장 동료
간에도 ‘형님’이나 ‘언니’라고 하거나 이름을 부르면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직장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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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한국 사람들의 직장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퇴근

한국의 관공서나 회사에서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일정의 일하는 시간이 끝났을 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오후 6시까지 일을 한다. 그 가운데 12시를 전후
하여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이 있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직장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하여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저녁을 먹고 직장에

▶

야근하는 직장인의 모습

남아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을 ‘야근’이라고 한다.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만 일을 하는 ‘주
5일제’가 적용되지만, 일부 직장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일을 한다. 식당과
같은 가게는 1주일 내내 쉬지 않고 손님을 받는 곳도 있다. 대도시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여는 식당이나 물건을 파는 가게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회사 근처에서 직장
생활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모임을 갖기도
한다. 이를 ‘회식’이라고 한다. 회식을 하는 날에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기도
한다. 그래서 회식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주말에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
▶

노래방 회식 장면

많다.

더 배우기
⦽ǎḢᰆᯙॅ᮹ᩍaᔾ⪽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휴일을 보내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장인들이 주말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TV보기, 컴퓨터하기, 등산
하기 등이 있다.

해수욕장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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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약 1주일 간의 휴가를 갖게 되는데, 가장
무더운 때인 7월 말이나 8월 초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여름 휴가철에는
주로 해수욕장이나 계곡과 같은 시원한 곳으로 놀러간다. 최근 들어서는 휴가 기간에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특별히 휴가를 내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계절별로 국내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3

한국의 일터

정리하기

1. 한국인들은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까?
•한국인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함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편임

2. 한국 사람들의 직장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에서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일하는 시간이 끝나도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휴가는 더운 여름철인 7월 말과 8월 초에 많음

문제풀기

1. 다음의 관련된 사항을 연결하시오.
① 아내와 남편 모두 일하는 것

•

• ㉠ 공무원

② 최근 한국인이 주로 원하는 일자리 •

• ㉡ 맞벌이

③ 같은 회사 사람들의 저녁 식사 모임 •

• ㉢ 회식

2. 다음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한국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일하는 (
2) 한국의 관공서나 회사는 보통 오전 (
점심시간은 보통 (

㉣

㉡

㉠

)시부터 오후 (

)제도를 실시한다.
㉢

)시까지 일을 한다.

)시를 전후해서이다.

3. 다음 중 한국의 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에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도 있다.
② 휴가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간다.
③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은 그 비율에서 남성과 비슷하다.
④ 회사에서 친한 사람을 ‘형님’, ‘언니’라 부르며, 인간관계를 강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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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교통과 통신
들어가기
다음 사진은 한국의 교통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지하철

버스

기차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승용차

자전거

오토바이

일반/개인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콜밴 : call van)

1. 여러분이 평소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본인의 출신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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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교통과 통신

Section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다.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는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사람들은 도로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해 있는 정류장에서 목적지 주변
으로 이동하는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나 버스 전광판을 통해서 시내버스의
도착 시간을 미리 알 수도 있다.
지하철은 주로 대도시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지하철역에서 목적지로
가는 지하철을 타면 된다.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지하철이 없다면 다른 노선 으로 갈아타고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하철은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 노선도

▶

버스 전광판 - 버스 도착 안내

서울에는 현재 1~9호선과 분당선,
신분당선 등 여러 노선의 지하철
이 운행되고 있다.

지하철이 있는 도시
현재 지하철은 서울을 포함한 수
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운행하고 있다.

▶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

택시는 요금을 내면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교통수단이다. 정해진
경로가 없고 목적지까지 비교적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택시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기본요금이 비싸고, 이동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범택시는 시설이 좋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형택시(콜밴 : call van)는 차가 커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지만 일반택시에 비해 요금은 비싸다.
도시 밖으로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또는 기차를 주로 이용
한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버스터미널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차는 각 도시에 있는 기차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차는
KTX(고속철),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호가 있다. KTX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지만 다른 기차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일정금액을 주고 교통
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한다.

알아두기
Ʊ☖⋕ऽ᪡⪹ᱽࠥᨱ⧕ݡŁᯩ۵a
교통카드는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는 카드를 말하며 최근에는
택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에 이 기능을 포함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환승제도는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해서 이동할 때 또는 2개 이상의 버스를 타야
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환승하는 제도이다. 이때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환승은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은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횟수는 횟수는 대체로
3-4회 정도 가능하다.

버스의 교통카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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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통신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통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정보나 소식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등이 주된 통신수단으로 이용된다.

우체국 표시

택배
우편물이나 짐, 상품 등을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해주는 일

무선통신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로
통신하는 것

우편은 우체국을 통해 편지나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우체국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택배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보낼 수도 있다.
전화는 다른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전화에는 집이나.
사무실에 연결된 유선전화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어서 각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한국은 공공기관이나 개별 가정에도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용 컴퓨터(PC)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더 배우기
ᅕᯕᜅ⦝ᝒ
보이스 피싱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을 알아내어 범죄에 이용하거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사례 1] 딸이 아침에 학교에 갔어요. 딸이 나간 뒤 30분 후에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딸을 데리고 있다고 해요. 옆에서 딸이 우는 소리도 들려요. 그 남자는 빨리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해요.
[사례 2]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항상 이용하는 은행이
에요. 문자에 적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평소에 이용하는
홈페이지가 맞는 것 같아요.
[사례 3] ARS 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입니다. 소포가 도착하여 반송예정입니다. 다시 듣고 싶으시면 0번, 안내를
원하시면 9번을 눌러 주십시오”라는 안내가 나온 후 9번을 누르면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서
집주소와 전화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을 자세하게 물어 본 다음 전화를 끊는다.

휴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28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 여러분이 위와 같은 전화 또는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 경찰청 1379, 검찰청 130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336)

4

한국의 교통과 통신

정리하기

1.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시내버스는 정류장에서 탈 수 있으며 일정한 요금을 내고 정해진 경로로 이동함
•지하철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이동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음
•택시는 원하는 장소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나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비쌀 수 있음
•도시 밖으로 이동할 때에는 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타거나 기차역에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음

2. 통신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체국을 통해 국내나 국외로 편지나 물건을 보낼 수 있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전화로 대화할 수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
하고 있음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 하시오.
1) 시내버스는 요금을 내면 원하는 장소로 바로 이동하게 해준다. (

)

2) 지하철은 도로 사정과 관계없이 이동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다. (

)

3)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에 비해 요금이 더 싸다. (

)

2. 다음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편지나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

)에 가면 된다.

3. 다음 중 한국의 교통통신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차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새마을호이다.
② 택시는 일정한 요금을 내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③ 전화를 통해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④ 한국은 공공기관에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 정보습득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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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

5. 한국의 대중매체
들어가기
다음 사진은 한국의 다양한 대중매체를 나타낸 것이다. 사진을 보면서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텔레비전
- 뉴스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오늘날 한국이

포털 사이트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소셜 네트워크(SNS)

1. 자신이 한국에서 주로 이용하는 대중매체는 무엇입니까?
2.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주로 이용했던 대중매체는 무엇입니까?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방송과 신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인터넷과 SNS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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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5

한국의 대중매체

Section

방송이나 신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일어
나는 새로운 소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오늘날 TV나 라디오, 신문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TV의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

EBS-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

통해 사회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통 KBS, EBS, MBC, SBS 등의
TV방송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 운영되는 지역 방송도
있다. 이 중 EBS는 주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와 오락,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청취자

을 제공하는데, 특히 실시간 교통정보를 전해주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

프로그램이 많아서 운전 중에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청취자가
보낸 사연이나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신청받아서 들려 주기 때문에 청취자들의 참여가 높은
▶

라디오 방송

편이다.
신문의 종류

신문은 사회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건이나 화제들을

일반신문, 스포츠/경제신문, 지방/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무료신문

지면(종이)을 통해 보여준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신문 외에도 스포츠나 경제 등을 다루는 전문신문과
각 지방이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도 있다.
신문은 대부분 유료지만, 요즘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배포되는 무료신문들도 많이 있다.

▶

무료신문

알아두기
57ಽ݅᧲⦽⥥ಽəఉᮥᅕŁ݅໕
과거에는 TV를 통해 볼 수 있는 방송이 KBS, EBS, MBC, SBS 등으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하면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케이블 방송이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드라마, 영화, 오락, 뉴스, 스포츠,
홈쇼핑, 종교, 교육 등 약 90여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24시간 볼 수 있다. 또한 지나간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되고 있어서 시간에 관계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케이블 방송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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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포털사이트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자신이 만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처음의
화면으로 사용 되는 사이트이다.
한국에서는 다음 (daum),
네이버(naver), 네이트 (nate) 등을
많이 사용한다.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정보를 얻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UCC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없이 제작한
콘텐츠를 말한다. 주로 인터넷
공간에 직접 제작한 동영상이나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

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갖는 내용을
블로그 등을 통해 표현할 수도 있으며,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까페나 커뮤니티 등을 만들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이민자들의
경우 각자의 관심이나 출신국가에 따라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들끼리 직접 소통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를 통해 SNS를 하는 사람
들이 늘어나면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한국인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YouTube)에
올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라는 추천을 받아서 2012년 9월에는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광
고나 전자상거래, 게임 등도 SNS와 결합되기도 한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SNS를 이용하여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도 있다.

더 배우기
4/4᮹ᰆᱱŝ݉ᱱᨱ⦹ݡᩍᔾb⧕ᅝʭ

더배우기

SNS 이용자의 25.7%가 ‘하루에 1회 이상’ SNS를 이용한다고 한다. SNS를 통해
친구나 가족과 소식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한다. 또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하여 상품 및 기관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해운대 화재’ 속보 트위터가 빨랐다’>
1일 오후에 일어난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의 화재 소식은 방송이나 신문보다 SNS인
트위터를 통해 가장 먼저 전해졌다. 사진을 본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속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화재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신문 2010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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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대중매체

정리하기

1.

방송이나 신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TV는 영상을 통해 소식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도구임
•KBS, EBS, MBC, SBS 방송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고, EBS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함
•라디오는 음성으로만 정보를 전달함

2.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정보를 얻는 유용한 수단임
•인터넷을 통해 정보 검색, 이메일 확인, 은행 업무 등을 할 수 있고 블로그나 까페 등도 이용할
수 있음
•SNS는 개인들끼리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

문제풀기

1. 다음 중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하시오.
1) TV는 뉴스나 드라마 등을 영상으로 제공한다. (

)

2) 주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방송국은 MBC이다. (

)

3) 최근에 한국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무료 신문을 접할 수 있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으로 오늘날 정보를 얻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 중
하나이다.

3. 다음 중 한국의 대중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MBC, KBS, EBS는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② 신문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이나 화제를 음성으로 전달한다.
③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인터넷에 까페를 만들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④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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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복지체계
들어가기
다음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했어요.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회사에서
정년퇴임을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1. 자신의 출신국가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2. 자신은 위와 같은 상황들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체계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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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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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한국의 복지체계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의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
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일정 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에는 크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네 가지가 있다.
건강보험

아플 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

국민연금

나이가 많이 들어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연금을 지급해준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대표적인 공공부조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히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한부모가정복지 등이 있으며 주로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아두기

최저생계비
인간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한부모가정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부모
중 아빠나 엄마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ᔍ⫭ᅕ⨹šಉʑšᦥᅕʑ
명칭

설립목적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설립
국민연금 업무 관련 문의 : 1355, www.nps.or.kr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
건강보험 업무 관련 문의 : 1577-1000, www.nhic.or.kr

근로
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
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고용·산재보험 업무 관련 문의 : 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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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는

2014년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한국 국민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2인 가구(월)

1,027,417원

외국인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3인 가구(월)

1,329,118원

4인 가구(월)

1,630,825원

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 지원과 무료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
에게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임신과 출산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학업성취가 낮고 사회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 3~12세의 자녀에게는 자녀
생활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생활 적응 및 취미 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출산·육아 교육

▶

한국어 교육

▶

요리 수업

▶

체험활동

더 배우기
ǎᯙ᮹⦽ǎᔾ⪽ᱢ᮲ᨱࠥᬡᮥᵝ۵ᦩԕᖝ░۵
우선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가 있다. 이곳은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출입국 민원 상담과 관련 생활정보 안내를 18개 언어로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제공하는 민원 안내창구의 역할을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10개 언어로 각종 생활 안내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초기상담 서비스를 24시간
10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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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체계

정리하기

1.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아플 때 의료비를 지원

고용보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실시

국민연금

나이가 많이 들어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연금을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을때 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에 생활비를 지원

의료급여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

2.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외국인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 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임신과 출산 지도 서비스와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하시오.
1) 사회보험은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
2)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 (

)
)

3) 사회복지서비스는 돈을 줌으로써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2. 다음 (
(
있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3. 한국의 복지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아플 때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②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돈을 지원해 준다.
③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에는 아직까지 외국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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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의 도시와 농촌
들어가기
다음 사진은 한국의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다. 사진을 보면서 아래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1. 위의 사진은 도시와 농촌 중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2. 도시와 농촌의 풍경을 볼 때 무엇이 달라 보입니까?

학습목표 보기
1. 도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농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도시와 농촌의 변화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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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와 농촌

Section

도시의 특징과 변화 알기
도시인구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50,000

이뤄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40,000

이동하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는

30,000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특히 많은 인구가

농촌인구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도시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도시의 생활 양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20,000
10,000
0
2003

집중되어 있다.

도시화

2005

2007

2009

2011

참고 : www.index.go.kr (e-나라지표) '도시화 추세'

▶

연도별 도시 및 농촌인구 추이

오늘날 정치, 경제,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나
기업들은 주로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나 교육, 문화 등의 공공시설들도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훨씬 많이 접할 수 있다. 특히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도로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도 더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시의 생활이 농촌의 생활보다 편리하다고 여겨진다.

▶

금융·행정 중심지

▶

대규모 주택 단지

▶

소비 중심지

▶

제조업 중심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생겨났다. 예를
들면 도시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이 부족해지거나 집값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주택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통이
복잡해졌고, 주차 문제 등도 발생하였다. 산업시설이나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공기나 물이 오염되는 등의 환경문제도 심각해졌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확충, 교통체계 정비, 하수 정비 시설 확충, 녹지 공간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알아두기
ᵝัᰆᯕྕᨨᯝʭ
도시에 살면서도 가끔 농촌에서 여가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작은 농장을 마련하여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이라고 한다. 주말농장은 도시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 하는 전원
생활을 제공하는 한편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주말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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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농촌의 특징과 변화 알기

한국은 과거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했지만 산업화 이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농촌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에
비해 변화나 발전 속도가 느려서 전통적인 삶의 모습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오늘날 농촌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하였다. 우선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하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노인만 남게 된 가정들이 많아 노인을 돌보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각종 편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 많은 농촌에서는 의료서비스 및 각종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을 현대화하는가 하면, 농촌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11,220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의
주택을 현대화하거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을 늘리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도시 생활을 그만두고 농촌에 와서 사는 귀농·귀촌

4,067

769
1,302
2002

2004

1,754
2006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2,218

2008

2010

2012

2002~2012년 귀농가구 현황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
HACCP은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으로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도시의 모습

더 배우기
ࠥ᪡Ⅽ᮹ᰆⰑ݉ᱱᨱ⦹ݡᩍᔾb⧕ᅕʑ
1. 도시에 살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 생각해 보고 말해 봅시다.
2. 농촌에 살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 생각해 보고 말해 봅시다.
농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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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7

한국의 도시와 농촌

정리하기


1.

도시의 특징과 변화알기

•한국의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공업화 추세를 타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일어남
•도시에는 정치, 경제, 행정 기관들과 의료, 교육 등의 공공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음
•도시는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생활의 범위가 넓음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함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음

2. 농촌의 특징과 변화알기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 문화, 편의시설 등이 부족함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함
•정부에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맞으면 O, 틀리면

X표시를 하시오.

1)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도시에서 농촌으로 젊은이들이 이동했다. (
2) 한국의 도시는 농촌에 비해 의료 및 편의시설 등이 잘 되어 있다. (
3) 한국의 도시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다. (

2. 다음 (

)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최근 도시 사람들은 여가 활용 및 농촌의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
)을/를 이용한다. 도시
사람들은 전원생활의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농촌 사람들은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3. 다음 중 한국의 농촌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일손이 부족하다.

② 노인문제가 있다.

③ 생활편의 시설이 발달했다.

④ 귀농 인구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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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

8. 한국의 인구 변화
들어가기
다음 자료는 한국의 인구 정책과 관련된 포스터를 나타낸 것이다. 포스터를 보면서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1960년대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198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1. 위의 글이나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본인 출신 국가에서는 한 가정에서 보통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합니까?
3.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높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인구정책을 알고 이해한다.
2.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한다.
3. 한국의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알고 이해할 수 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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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의 인구 변화

Section

한국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한국의 인구는 현재 약 5,000만 명을

자료 : 유엔인구기금 '세계인구현황보고서'

1960년대-80년대에는 아이를 적게

1 니제르
2 아프가니스탄
3 소말리아
4 동티모르
5 우간다
평균세계전체
182 일본
183 몰타
184 한국
18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86 홍콩

낳도록 하는 정책이 실시되기도 했다.

▶

넘어섰는데, 이는 세계 총 인구의 약
0.7%에 해당한다. 한국의 인구 변화는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7.01
6.42
6.31
6.27
6.16
2.52
1.26
1.25
1.24
1.22
1.01

국가별 합계출산율 순위(2010년)

합계출산율

그러나 최근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게 되었고, 또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 났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2010년 기준 1.24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여성 1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
(만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
되는 평균 출생아 수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화(노령화)

있으며, 임신이나 출산,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늘려가고 있다.
178.5

한편, 한국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꾸준히

노령화지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

늘어나는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가부장제

67.7
51.0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20.0
219만5천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5.1
1990

부족해서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00.7
1천21만8천

인구의 약 12%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
할 수 없는 노인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112.5

고령인구가 유년
인구를 추월(전망)

2012년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

28.6
292만9천

6.4
1997

55.1
658만9천

34.3
458만6천

481만

535만7천

8.5
2006

9.9
2007

11.0
2010

65세 이상 고령 인구(명)

339만5천

7.2
2000

707만5천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하는 남성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 구성
원을 이끌어 가는 것

총인구 대비 구성비(%)
13.4 14.3 20.8
2016

2018

2026

고령자 인구 및 노령화지수 추이

알아두기
⦽ǎᨱᕽ۵ঙᅕ݅ᦥॅᮥᖁ⪙⧁ʭ
과거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문화가 발달하여
남자를 여자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남자에 비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
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는 딸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녀평등에 대한
생각이 확산되면서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사라졌으며,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아들에
비해 딸을 더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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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은?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156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약 59만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중 38%를 차지
하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의 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약 7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과 베트남 등의 순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 온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이다. 또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의 증가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 자료: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이처럼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에 맞추어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 속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인구(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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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더 배우기
ᔍ⫭☖⧊⥥ಽəఉŝǎᱽđ⪝ᦩԕ⥥ಽəఉ
법무부에서는 늘어가는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고, 한국사회문화의 이해를 지원하여 국민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지역
사회에서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 발급절차,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해 주는 상설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교육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온라인상
으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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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 변화

정리하기

1. 한국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한국의 출산율은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음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은?
•한국 체류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외국인정책과 다문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설명 중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하시오.
1) 한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

2) 한국 내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다. (

)

3)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최근 들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

2. 다음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국 사회의 (
미칠 수 있다.

㉠

) 저하와 급속한 (

㉡

)은/는 미래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3. 다음 중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60년대 인구정책은 많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였다.
② 1970년대 인구정책은 한 명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였다.
③ 1980년대 인구정책은 아들 출산을 장려하였다.
④ 2000년대 인구정책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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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의 보육제도
들어가기
다음의 사진은 한국에서 어린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기관의 모습이다. 사진 자료를 보면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1. 위의 각 사진은 무엇을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되는지 사진의 옆 칸에 적어 보시오.
2. 자신의 출신국가에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임신·출산 및 보육제도에 대하여 알고 이용할 수 있다.
2. 한국의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하여 알고 이용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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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육제도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출산 지원비는
임산부가 각종 진료와 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임산부는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인 “고운맘 카드”라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운맘카드는 출산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과 출산 장려금도 있다.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육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비도 지원하고

아이사랑카드

있다. 지원비는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며,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지원 금액이 다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다.
보육비/양육수당 신청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2013년 기준)
소득, 재산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

286,000~394,000원

소득, 재산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220,000원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한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10만원
~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알아두기
ᯥᝁ·⇽ᔑḡᬱɩᯕᬊᱩ₉

임신확인서 및 고운맘
카드 신청서 제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고운맘 카드 이용

고운맘 카드 수령

고운맘 카드 신청

병원에서 임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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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할까?

영·유아 교육기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들의 보육 및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은 만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에 대해 보호와 교육을 담당한다. 정부나

어린이집 이용
•만0세~취학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인이 설립한 사립 어린이집,
회사의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어린이집,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정도까지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공휴일
보육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유치원 이용

유치원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만3세~취학 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유치원과 민간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운영되며,
종일제 유치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정도까지 운영된다. 점차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활동

일반적으로 국·공립 교육기관의 보육비가 사립 교육기관의 보육비보다 싸다. 그래서
국·공립 교육기관에 어린이를 보내려면 미리 신청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육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➊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➋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개인 신용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외국인등록증(배우자), 통장
➍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 ➊·➋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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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배우기
݅ྙ⪵aᱶᨱᕽᅕᮂእෝḡᬱၼᮝಅ໕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자녀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는 일반 보육비 지원
금액과 같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각종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9

한국의 보육제도

정리하기

1.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 “고운맘카드”로 지급됨
•고운맘카드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보육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
•영·유아 보육비는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됨

2. 영·유아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할까?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음
•어린이집은 만0세부터 취학전까지 이용할 수 있음
•유치원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시오.
1) 한국은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
2) 임신·출산지원비는 출산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2. 다음의 (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취학 전 영·유아의 교육기관으로 (

㉠

,

㉡

)이/가 있다.

3. 다음 중 설명이 맞지 않은 것은?
① 보육비는 만3세까지의 아동에게만 지원된다.
② 어린이집 입학은 만0세부터 가능하다.
③ 유치원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이용 만0세-5세까지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보육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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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의 학교
들어가기
다음 사진은 한국의 학교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사진 자료를 보면서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1. 위의 사진은 각각 무엇을 하는 모습처럼 보이나요?
2. 자신의 출신국가에서는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학제 및 학사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교육환경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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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학교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초등교육 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등교육 기관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 있다.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의 두 개 학기로 운영되며, 매년 3월에 1학기가 시작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한국 국민이라면 꼭 받아야 한다.
3월~7월

7월~8월

9월~12월

12월~2월

입학/개학

여름방학

개학

겨울방학

1학기

2학기

한국의 학기
•1년 2학기
•1학기(3월~8월)
•2학기(9월~다음해 2월)
•방학(여름/겨울)

초등학교 입학은 만6세부터 가능하다. 자녀가
만6세가 되면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한다. 자녀의
입학을 미루거나 앞당기고 싶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는 6년 과정으로 국·공립 초등학교와

▶

초등학교 운동회

사립 초등학교로 구분된다. 정부에서는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국·공립 초등학교로 배정한다. 사립 초등학교의 수는 국·공립
초등학교에 비해 매우 적어서 희망자 중 추첨을 통해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학교는 3년 과정으로 일반 중학교와 특수목적 중학교가 있다. 일반 중학교가

의무교육

대부분이며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일반 중학교에 배정된다. 특수목적 중학교는 예술, 체육, 외국어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특화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3년 과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으로 구분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고입선발고사나 학교별 입학시험을 치른 후
진학한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직업 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이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과학, 외국어 등의 분야를 집중 교육하는 학교이다.

알아두기
임대차 계약서

ǎᯙᯱ֡᮹⦽ǎ⦺Ʊᔾ⪽
외국인 자녀를 한국 학교에 입학시킬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주변에 사는
이웃의 확인을 통해 주거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집이나 사무실 등을 빌려 쓸 때 작성
하는 계약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보내주는 가정통신문은 잘 읽어 보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부모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수업 준비물, 숙제 등을 기록한 알림장도 매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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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 기술 등을 가르친다. 대학교는 학문 분야와 특성에 따라 2년제, 3년제, 4년제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한국에는 4년제 대학이 가장 많다. 특화된 직업 교육을 하는 2년제, 3년제 대학
전문대학

들도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받는다.
한편, 최근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학습하는 대학도 늘고
있는데 방송통신대학, 디지털대학, 사이버대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일반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고등학교

사이버대학

졸업 예정자 및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2010년에는 약 82%에 달하였다.
대학교의 등록금은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립대학교의 경우 1년에 300만원~
500만원 정도, 사립대학교의 경우 1년에 600만원~1,000만원 정도 된다. 비싼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
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유학생이 늘고 있는데 유학생에 대한 숙소, 학비 지원 등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원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
되며 각각 2~3년 정도씩 공부하게 된다. 대학원에서는 대학교에서보다 더욱 전문
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한다.

더 배우기
ᯕ⦺Ʊࠥᯩᨕ⋯⦺ᦩݡƱ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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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는 입시위주 등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학교다. 학생 중심,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대안학교가 각각 존재한다. 2012년 4월 기준
으로 한국에는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곳이 48개에 이른다. 대안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10

한국의 학교

정리하기

1. 한국의 초·중등교육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학기는 1년에 2학기로 구성되며, 1학기 시작은 매년 3월임
•초등학교 입학은 만6세부터 가능하지만 입학 시기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
서류를 제출함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임
•중학교는 일반중학교와 특수목적 중학교로 구분됨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구분됨

2.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학교는 2년제, 3년제, 4년제 등으로 구분됨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기술 등을 가르침
•최근에는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대학교도 늘어나고 있음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됨
•대학원에서는 대학교보다 전문적인 학문이나 기술을 연구함

문제풀기

1. 다음 중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1) 한국에서 학교는 1년에 2학기로 운영된다. (
2) 한국의 의무교육 기간은 6년이다. (

)

)

3)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취학 통지서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

2. 다음의 (

)에 들어갈 같은 교육기관을 쓰시오.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대학교와 (
(

㉡

)

㉠

)이 있다.

)에서는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등을 운영한다.

3. 다음 중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나이는?
① 만3세

② 만5세

③ 만6세

④ 만8세

53

사회2

11. 한국의 교육열
들어가기
아래 그림은 한국의 초등학생이 쓴 글이다.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보시오.

저는 우주를 보고 싶지만
와~ 대단한 사람이네.

하지만 전 못갑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가야되고 피아노도 가야되고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미술도 가야되요. 그리고 우주선도 없고
그래서 못갑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학원이라고 한다. 한국의 아이들은 왜 이렇게
학원에 많이 다니는 것일까?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도 학원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입시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다.
2. 한국의 교육열과 사교육에 대해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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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열

Section

한국은 왜 대학진학률이 높을까?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특수목적
중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고 그 비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대학교 진학률도 80%를 오르내리는데 이 비율 역시

진학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체 졸업생 중 상급학교에 들어
가는 학생의 비율

위해서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임금
일을 하고 받는 돈

누구나 볼 수 있고 매년 11월에 실시된다. 수능은 대학
진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지금도 학력이 취업과 임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학력별 임금차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더라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알아두기
⦽ǎᨱᕽᯙʑᯩ۵⧊Ċʑᬱᖁྜྷ
한국에서는 중요한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선물을
한다. 엿과 찹쌀떡은 잘 붙고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 많이 주고 받았다. 요즘에는 잘 찍으라는 의미의 포크, 잘 풀라는 의미의 휴지,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의 거울 등도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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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기러기 아빠는 왜 생겼을까?

한국은 진학률뿐만 아니라 교육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몇 가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사회적
으로 성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비로 적지
않은 돈을 쓴다. 정규 학교교육만 받으면 큰 돈이 들지 않지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며 경쟁한다. 특히

초·중등학생의 학교 외 보충
교육비(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강의 과외비 등)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생활은 더욱 힘들다. 그래서 ‘고3병’,
‘입시지옥’과 같이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표현하는 말도 생겨났다. 최근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좋은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서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연령도 더 낮아지고 있다.

조기유학

또한 대학 진학과 취업에 영어가 도움이 많이

초·중·고 학생들이 외국교육기관
에서 공부하는 것

된다는 생각에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쓰는 나라로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이때 어린 자녀를
외국에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가게 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
학비를 보낸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빠를 기러기 아빠라고 한다. 1990년대 말
조기유학 열풍으로 시작된 기러기 아빠의 증가는 가족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더 배우기
݅ྙ⪵aᱶᯱ֡ෝ᭥⦽✚ᄥᱥ⩶ᱽࠥ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전형과 특별한
자격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이 있다. 특별 전형 대상에는 농어촌학생,
재외국민, 특성화고교출신자, 저소득층학생 등이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은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과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할 대학별로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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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열

정리하기

1. 한국은 왜 대학진학률이 높을까?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 입학시험을 보지 않음
•한국에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함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2. 기러기 아빠는 왜 생겼을까?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임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
•높은 교육열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지나친 입시 경쟁 등의 부작용도 나타남

문제풀기

1. 다음 중 옳은 설명에는 O, 틀린 설명에는 X를 표시하시오.
1)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

)

2) 한국에서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

)

3) 한국에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치르는 시험으로 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3. 다음 중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의 교육열은 매우 낮은 편이다.
② ‘입시지옥’은 한국 학생들의 힘든 입시 생활을 표현한 말이다.
③ 조기유학이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④ 기러기 아빠란 자녀의 교육비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아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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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들어가기
이민자를 위한 여러 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민자를 위한 교육기관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방문 경험을 말해 보시오. 그리고 한국에서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말해
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무엇을 배울까?

한국어 교실

요리교실

문화체험

바리스타 양성과정

학습목표 보기
1.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다.
2. 이민자를 위한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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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평생교육

Section

평생교육이란 무엇일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찾아서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필요할 때 원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평생교육은 글자 그대로 평생 동안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는 주로 각 분야의 전문가과정이나
자격증과정 등을 운영한다. 각 지역에 있는
구민회관,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에는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고
수업료도 저렴하다. 음악, 미술, 외국어, 컴퓨터,
운동, 문화체험 등 다양한 수업이 연령층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SNS

사회 변화에 맞게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SNS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문화센터는 여성이나 아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여기서는
요리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사진교실처럼 여가나 취미생활을 위한
과정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평생교육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이버대학이나 원격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교육 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아두기
저자강연

ᯕၝᯱෝ᭥⦽݅ྙ⪵ࠥᕽš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독서교실, 저자 강연, 미술놀이교실, 각종 문화체험교실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도서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도서관에서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책과 음악자료, 동영상자료 등을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부모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부모 나라의 동화
읽기,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체험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책을 쓴 사람이 직접 책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

59

Section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면서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www.socinet.go.kr

돕기 위한 교육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이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거나 체류자격을 바꿀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누리
다문화 가족의 한국 생활에 필요
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www.liveinkorea.kr

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 안내
യᇆჟᆅ
ᅱஞॳ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사회적응교육,
취업지원교육, 자녀교육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한다. 센터에 나오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 교육도 하고 있다.

EBS 두리안
단계별 진행

교육과정
•한국어과정 : 면제 ~ 최대 415시간

이민자를 위해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 동영상을 4개 나라 언어로
제공
www.ebs.co.kr/durian/kr

01

단계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한국어 기초

한국어초급1

한국어초급2

한국어중급1

한국어중급2

한국사회이해

이수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3점~20점

21점~35점

36점~65점

66점~80점

81점~100점

구분

사전평가 구술 3점 미만
점수
(지필점수무관)

운영기관 배정
(조정)

09

중간평가(KIIPKLT) 응시신청

종합평가(KINAT)
응시신청

▶

2013년 신청자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모집 기간

1학기

2013. 1. 10.(목) 09:00 ~ 2. 1.(금) 17:00

2학기

2013. 5. 6.(월) 09:00 ~ 5. 24.(금) 17:00

3학기

2013. 7. 29.(월) 09:00 ~ 8. 16.(금) 17:00

신청 방법

www.socinet.go.kr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운영기관별 정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 차수는 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인터넷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후, 메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참가
신청(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전평가 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
※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상기 모집기간에 한해 인터넷(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각 운영기관별

사전평가 점수,
교육과정 및 단계
확인

▶

한국어
각 과정 진행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08

과정 종료시 단계평가
(거점운영기관 주관)

11

▶

한국사회이해
과정 진행

별도 지정장소

12

▶

국적·체류상담

▶

귀화신청 등

15

종합평가
(KINAT)

▶

별도 지정장소

이수증 발급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16

관할 출입국

2013년 시험 일정
구분

사전평가(레벨테스트)

일정

1차 : 2. 16.(토) 13:00
(단계조정기한 : ~ 3. 8.)
2차 : 6. 8.(토) 13:00
(단계조정기한 : ~ 7. 5.)
3차 : 8. 31.(토) 13:00
(단계조정기한 : ~ 9. 27.)

구성

필기시험(50문항)
+ 구술시험(5문항)

시험시간

60분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방송

관할 출입국

각 운영기관별

14

▶

04

▶

관할 출입국

07

중간평가
(KIIP-KLT)

13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➊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등
➋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F-2)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 등
➌ 일반 영주자격(F-5-1) 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➍ 외국인근로자의 특정활동(E-7) 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➎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자격(F-5)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➏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F-2) 자격 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➐ 한국어과정 종료 후,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시험(KIIP-KLT) 합격증’ 발급
➑ 모든 과정 종료 후, 종합평가에 합격할 경우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증’ 발급

교육 시작

10

▶

혜택

교육과정 및
단계 배정

▶

거점운영기관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하는 이민자(등록외국인 등)

▶

별도 지정장소

06

▶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기본소양
사전평가

▶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참여 대상자

03

▶

05

운영기관
등록 신청

▶

※ 2013년 신규 참여자부터 적용함(기존 참여자는 기존 단계 적용)

위탁

02

참여 신청

•한국사회이해과정 : 50시간 공통

중간평가(KIIP-KLT)

종합평가(KINAT)

1차 : 5. 25.(토) 13:00
2차 : 8. 17.(토) 13:00
3차 : 11. 23.(토) 13:00

1차 : 4. 27.(토) 13:00
2차 : 7. 27.(토) 13:00
3차 : 10. 26.(토) 13:00

(EBS)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필기시험(30문항, 작문 필기시험(40문항, 작문
포함) + 구술시험(5문항) 포함) + 구술시험(5문항)
55분

70분

준비물

접수증, 신분증, 필기구

참고사항

참여신청 시 0단계(한국어 기초)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체크할 경우
“사전평가” 면제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의 위탁이나 지원을

※ 시험 장소는 평가일전에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로 통보되며 결과는 평가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로 통보

세부내용 안내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우측 “사회통합프로그램” 배너를
통해서도 연결 가능

받는 민간단체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컴퓨터, 요리, 운전면허
필기, 한국 문화 체험, 이중 언어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과, 제빵, 바리스타, 풍선아트, 네일아트, 원어민 강사 등 취업을 위한 교육도
제공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교육 과목과 지원하는 서비스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기 전에 각 기관의 상담 센터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한다.

더 배우기
ᯕၝᯱᯱ֡ෝ᭥⦽݅ྙ⪵⦺ᦩݡƱ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60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다문화가족 학생 중에는 한국의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가 늘어
나고 있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다문화가족 학생이 가진 특기와 적성을 잘 살려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능력을 펼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 수업, 다중언어 수업, 다문화 수업,
직업 교육, 체험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현재 지구촌학교, 서울다솜학교,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아시아 공동체학교, 새날학교 등의 다문화 대안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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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평생교육

정리하기

1.

평생교육이란 무엇일까?

•평생교육은 일생 동안 필요한 분야를 계속해서 배우는 것임
•평생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최근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평생교육이 증가하고 있음

2.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민자를 위한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음
•이민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과목으로 구성됨

문제풀기

1. 다음 중 옳은 설명에는 O, 틀린 설명에는 X를 표시하시오.
1) 이민자는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

2) 이민자 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기관마다 다르다. (

)

3)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는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컴퓨터, 요리 등이 있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법무부의 (
)은/는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다음 중 평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생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
③ 인터넷을 이용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교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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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의 전통 의식주
들어가기
여러분은 한국의 식사예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음 그림에서 한국의 올바른 식사예절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O표를
해 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피가먹는다.
흐르고 있어서인가?
밥그릇이나 국그릇을장보고의
손으로 들고
(
)
음식을 먹을 때는 큰 소리를 내며 먹는다. (

)

윗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윗사람이 수저를 들 때 까지 기다린다. (

)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얼굴을
옆으로 하고 입을 가리고 한다. (

)

학습목표 보기
1. 한국 음식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3.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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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김칫독

한국 음식의 기본은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
이다. 대체로 이것들을 한상에 차려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같이 먹는다. 한식은 밥과 반찬
을 먹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

겨울에 김장한 김치를 저장하기
위해 땅에 묻어 두었던 것으로
요즘은 냉장고를 많이 이용한다.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다. 밥은 쌀을 재료로 하여
짓는 것으로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다.
한국인이 밥을 먹을 때에는 국과 반찬을 함께
먹는다. 국은 보통 고기,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서 끓여 먹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먹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 위에서 직접

▶ 한상차림

끓여 먹는 전골이나 국보다 국물을 적게 하여 끓여내는 찌개를 먹기도 한다.
비빔밥

반찬으로는 주로 채소를 이용하여 만든 나물이나 김치가 있다. 김치는 한국을 대표
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특히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많은 가정에서
김장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김장이란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이다. 김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김치 이외에도 일정 시간 저장해 두었다가 먹는 발효음식이 발달

불고기

해 있다. 발효음식으로는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장류나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젓갈류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밥과 함께 국, 반찬을 주로 먹지만 특별히 요리하여 먹는 음식
도 많다. 이들 음식은 때로는 밥과 함께 먹기도 하지만 별도로 즐기는 음식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불고기, 삼겹살구이, 삼계탕, 비빔밥 등을 들 수 있다.
백설기

알아두기
⦽ǎᯙᯕᷱĉບ۵ਂ
한국인들은 오랜 옛날부터 쌀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떡을 즐겨 먹었다. 평소에도 떡을
먹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결혼식이나 제사, 명절, 생일 등을 맞이했을 때 떡은 꼭 있어
야 할 음식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떡은 가족끼리 먹기도 하고 이웃, 친척 등과 함께
나누어 먹거나 선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백설기, 인절미, 절편, 가래떡 등이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떡이다.

인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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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과 한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온돌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다. 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집 뒤에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때면 불
기운이 방 밑에 있는 돌을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 주는 전통적인
난방 장치

산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집 앞에는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남향집을 선호했다. 한옥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맞게 온돌과 대청
마루를 갖고 있다. 추운 겨울에는 한국 고유의 난방 장치인 온돌이 있어 방을 따뜻
하게 하였고,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생활하며 더위를 피하
기도 하였다. 한옥은 지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로 나뉜다. 초가
집은 가을에 추수를 한 볏짚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의 집으로 많이 사용

대청마루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되었다. 기와집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양반들이
살았다.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자
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한다. 넉넉한 바지
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지냈다.

초가집

요즘은 한복을 일상복으로는 잘 입지 않고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주로 입는다. 대신에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하도록
만든 생활한복이 등장했다.

기와집

더 배우기
⩥ᰍʭḡԉᦥᯩ۵⦽᪆ษᮥ

전주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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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통 한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전주
에 있는 한옥마을, 서울의 북촌과 남산에 있는 한옥마을이 있다. 전주한옥마을에서는
한옥생활체험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한옥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북촌한옥마을은
걸어서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다. 남산골한옥마을은 조선시대 한옥을 그대로
복원해 놓아서 전통적인 주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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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한식은 한국인의 전통 음식 문화임
•한식의 기본 식단은 밥, 반찬, 국이나 찌개임
•한국에는 김치, 각종 장류, 젓갈류와 같은 발효식품이 많음

2. 한옥과 한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옥은 한국인의 전통 주거 양식임
•한옥의 온돌과 대청마루는 한국에 기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임
•한옥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구분됨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 의복임
•남자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여자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가 기본임

문제풀기

1. 한국의 의식주를 설명하는 말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① 한식•

•㉠ 한국인의 전통 의복

② 한복•

•㉡ 한국인의 전통 음식문화

③ 한옥•

•㉢ 한국인의 전통 주거양식

2. 다음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추운 겨울 동안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을
(
)(이)라고 한다.

3. 다음 중 한국의 의식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식의 기본 식단은 밥, 국, 반찬이다.
② 한국 음식 중에는 발효 식품이 많다.
③ 한복을 입을 때 남자만 버선을 신는다.
④ 한옥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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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의 명절
들어가기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명절 모습이다.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한국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미국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베트남

태국

1. 자신의 출신국가의 대표적인 명절은 무엇인가?
2. 자신의 출신국가에서는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사를 하는가?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명절과 자신의 출신국가의 명절을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3. 한국의 전통 놀이에 대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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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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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명절

Section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이다. 설날은 음력 1월

덕담

1일이다. 음력 기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로 주로
새해에 많이 함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설날에는 돌아가신 조상
에게 감사하는 의식인 차례를 아침에 지낸 후에,
집안의 어른들에게 큰 절을 하는 세배를 드린다.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새해에도 건강
하게 잘 지내도록 덕담을 해주는데, 아이들에게

▶ 세배

세뱃돈을 주기도 한다.
설날에는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히는데, 이것을 설빔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설빔
으로 색이 곱고 화려한 색동옷을 입혔다.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은 떡국이다. 떡국은
장수를 의미하는 가래떡을 납작하게 썰어서 끓인 음식이다. 한국에서 떡국을 먹는
것은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침을 먹은 후에는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한다. 설날에는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모여 윷놀이를 하거나 아이들은

떡국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과 같은 놀이를 즐겼다.
성묘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돌보는 것

알아두기
ȡᖒᱥᰢ
설과 같은 명절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은
고향의 부모를 찾아가는 귀성길에 나선다.
이때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교통 체증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요즘은 고향의 부모들이 자녀가 있는 대도시로
가서 명절을 지내고 오는 역귀성도 늘어나고 있다.

부럼

ᱶᬵݡᅕᨱ۵᭥ෝ❵ᦥ
음력 1월 15일을 정월대보름이라고 한다.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날로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내 더위 사가라”라고
외치며 더위를 판다. 이렇게 하면 그 해 여름의 더위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이날
에는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는다. 또한 호두, 밤, 땅콩 등을
딱 소리가 나게 깨어 먹는 부럼 깨물기를 한다. 예로부터 이것을 하면 피부병이 생기지
않고 이가 튼튼해진다고 전해온다.

오곡밥과 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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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국의 또 다른 명절인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한다. 이때는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수확하는 시기로 일 년 중 가장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날씨도 좋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생겼다. 추석에는 그 해
수확한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차례를 드린다. 추석에 성묘를
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 벌초를 한다. 벌초란 무덤과 그 주위의
풀을 베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이다. 쌀을 이용하여 달 모양으로 만든 떡으로 솔잎
위에 쪄낸다의 의미에서 송편이라고 부른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
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추석은 일 년 중 보름달이 가장 크고 밝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추석 밤에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달맞이나 강강술래 놀이를 즐겼다.

송편
▶ 강강술래

더 배우기
ᘂ⠙ᮥ⁵ভ᪽ᗵᯯᮥքᮥʭ
송편을 찔 때 솔잎을 넣으면 떡끼리 붙는 것을 막아
예쁜 모양을 그대로 지켜준다. 그리고 솔잎에 들어
있는 성분이 송편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준다.
연날리기

⦽ǎ᮹ᱥ☖סᯕᨱ۵ᨕਅäᯕᯩᮥʭ
한국에서 전통 놀이는 주로 명절이나 계절의 변화에 따른 특별한 날에 즐겼다. 특히 농사
일을 쉬는 설에서 대보름 사이에 즐기는 전통 놀이가 많았다.
윷놀이는 네 개의 윷을 던져 말판의 말을 움직이고 말 4개가 판에서 먼저 나오면 이기
는 놀이다.

윷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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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날리기는 대나무가지에 종이를 붙여 만든 연을 바람을 이용해 하늘에 띄우는 놀이다.
대보름에는 연에 이름을 적어 연줄을 끊어 날려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나쁜 운도
같이 날아간다고 믿었다.

14

한국의 명절

정리하기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함
•설날에는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함
•설날에는 웃어른께 세배를 하고 덕담과 세뱃돈을 받기도 함
•대표적인 설 음식으로는 떡국이 있음
•설날에 많이 하는 전통 놀이에는 윷놀이, 연날리기 등이 있음

2.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 또는 추석이라고 함
•추석에는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함
•대표적인 추석 음식으로는 송편이 있음
•추석에 많이 하는 전통 놀이로는 달맞이, 강강술래 등이 있음

문제풀기

1. 명절과 전통 놀이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 ㉠ 연날리기
①설

•

② 추석 •

2. 다음의 (

• ㉡ 강강술래
• ㉢ 윷놀이
• ㉣ 달맞이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설에 차례를 마치고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에게 큰절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을 (
라고 한다.

)

3. 다음 중 한국의 명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이다.
② 정월대보름에 부럼 깨물기를 하면 귀가 건강해진다.
③ 추석에 떡국을 잘 끓이면 예쁜 딸을 낳는다는 말이 전해진다.
④ 대표적인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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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의 종교
들어가기
아래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시오.
▶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 사람들은 왜 돌을 쌓았을까?

자신의 출신국가에서는 소원을 빌 때 어떻게 하는지 적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의 다양한 현대 종교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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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의 종교

Section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종교는 무속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주변에

무속(巫俗) 신앙

많은 신령이 있고 이들 신령이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정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어로는 샤머니즘(Shamanism)이
라고 하며, 무속인(shaman)을 매개로
하여 신과 교류하는 원시적 신앙
형태

아프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무속인을 불러 굿을 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묻곤 했다. 또한 미래가 궁금할 때에도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쳤다. 이는 무속인이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였기 때문
이다. 무속인을 찾아가 굿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신령에게 자신의
행운을 비는 경우도 많았다. 요즘에도 중요한 일이나 결혼을 앞두고 점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나무나 돌에도 신성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다. 대표적으로

당산나무

마을입구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나무인 당산나무가 있다. 요즘도 시골에서
는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되고 마을에 걱정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빌면서 당산
나무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장승과 솟대도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켰다. 장승은 무섭게 생긴 사람 머리 모양
의 기둥을 말하며,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
주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솟대는 긴 나무 막대기 위에 나무나 돌로 만든

장승

새를 올려놓은 것이다. 사람들은 솟대를 세워 농사가 잘 되고 운이 좋기를 빌고,
마을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솟대를 세웠다.

솟대

알아두기
Ḳᦩᨱࠥᩍ్ᝁᯕᯩ݅Łၠᨩᨕ
옛날 사람들은 집 안에도 집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집 안 전체를 다스
리는 성주신은 가정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부자가 되게 해 주는 신이다. 안방
에는 아기를 태어나게 해주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삼신이 있다. 옛날에는 아이가 일찍
죽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삼신에게 감사하고 아이가 잘 크기를 비는
마음을 담아 삼신상을 차려 안방에 두었다. 이 밖에도 부엌에 조왕신, 화장실에 측신,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 등이 있다.

삼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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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현대의 한국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

외래 종교

오늘날 한국인들은 무속신앙 대신 불교, 기독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

등의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로서 한국인의
절반 정도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불교는 한국에 들어 온 외래 종교 중에 제일 오래
되었고 그만큼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오래된 절
(사찰)은 주로 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많아서 종교와 상관없이

명동성당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뉜다. 가톨릭은 17세기에 서양의 학문과 함께 들어
왔다. 가톨릭은 조선의 유교적 전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동안 금지된
종교가 되기도 했다. 개신교는 19세기에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개신교는
종교 활동뿐 아니라 병원, 학교 등을 설립하는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가톨릭은
정동교회

성당에서, 개신교는 교회에서 각각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다.
유교는 삼국시대에 처음 들어왔으나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고려시대
말에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함으로써 한국인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기 때문에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슬람사원(서울 이태원동)

경우가 많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유교의 대표적인 의식으로 남아있다.
한편, 원불교와 천도교는 한국 고유의 종교로서 이 종교를 가진 일정한 신도를 확보
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슬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었다.

더 배우기
᪽Łᔍভḡນญෝตʭ

고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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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가게를 새로 열거나, 드라마·영화를 새로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사란 나쁜 운이 없어지고 행운이 오도록 신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제사
이다. 대부분의 고사 상에는 돼지머리가 올라간다. 돼지머리를 놓는 이유는 돼지가
신에게 소원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도 있다. 고사를 지낼 때 절을 하고 돼지 입에 돈을
넣는 것도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행동이다.

15

한국의 종교

정리하기

1.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무속신앙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신앙임
•전통신앙에서 당산나무, 장승, 솟대는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음

2. 현대의 한국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무속신앙 대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음
•현대의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로는 불교, 기독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이 있음

문제풀기

1. 다음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 ㉠ 장승
① 마을을 지켜주는 신 •

• ㉡ 삼신

② 집 안에 있는 신

• ㉢ 당산나무

•

• ㉣ 성주

2. 다음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국에 들어온 종교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많은 문화 유산을 남긴 종교는 (

)이다.

3. 다음 중 한국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는 유교이다.
② 불교는 고려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성당에서 종교의식을 한다.
③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현재 다양한 종교가 있다.
④ 가톨릭은 삼국시대에 들어온 종교로 현재 신도수가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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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의 주거 문화
들어가기
아래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1. 위 사진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2. 위 사진에 있는 집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시오.
3.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 많이 거주하는 집의 형태와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집의 형태를 알 수 있다.
2. 한국인의 주거 형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한국에서 집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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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 문화

Section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한국의 주거 형태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

*자료: 통계청(단위:%)

100

89.2

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80

단독주택은 보통 한 가구가 살기위해
집을 한 채씩 따로 지은 형태를 말한다.
단독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단독주택
60

47.1

40

39.6

단독주택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것도 있다. 이를
아파트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다가구주택은 주인

20

가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0

가구는 세를 들어 사는 경우이다.

4.9
1980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가구별 주거 유형 추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주택으로
크게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있다. 이 둘은 건물의 층에 따라 구분된다. 주로 연립
주택은 4층 이하의 주택이며, 종종 지하 1층에도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이며, 대부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한국의 주거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훨씬 많아졌다. 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좁은 공간에

연립주택

많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점차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단독주택보다 높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무렵
부터 한국에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 수가 많아졌다.

아파트

소유권
어떤 물건이 자기 것이라는 권리

알아두기

임대
빌려 주는 것

ŖŖᯥݡᵝ┾ ᰆʑᱥᖙᵝ┾ᯕྕᨩᯝʭ
한국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
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정부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싼 값에 집을 사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임대
주택,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주택들은
저소득층이나 집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집을
빌리거나 살 수 있다.

시세
일정한 시기의 물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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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집을 어떻게 구할까?

전입신고

한국에서 거주형태는 크게 자가, 전세, 월세로 나눌 수 있다. 자가는 자기가 소유한

이사 온 사실을 주민등록부에 기록
하는 것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전세는 집주인에게 일정한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확정일자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빌려 사는 것으로 한국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주택 임대 방법
이다. 전세 보증금은 이사를 나갈 때 돌려받게 된다. 전세 보증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월세는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것이다. 월세의 경우에도 액수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을 사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

설명을 듣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집주인과 실제로 계약할 때 서명하는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각 지역에 있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장부

더 배우기
᪅⦝ᜅ▵ŝᵝᔢᅖ⧊ᦥ❭✙
한국에서 오피스텔(officetel)은 사무실인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기능을 겸한
복합빌딩을 말한다. 일반 오피스 빌딩은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은 낮에는 사무업무 또는 작업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숙식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출퇴근할 필요 없이 같은 빌딩 내에서 사무 업무나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건물로 대부분 지상 2～4층은 상업
공간이고 5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상업시설만으로 가득 찬 업무지역
또는 시내 중심부에 주거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거주지와 근무지간의 출퇴근 차량 운행과
교통량을 줄이고 퇴근 후 시내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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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 문화

정리하기

1.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한 가구를 위해서 집을 한 채씩 따로 지은 집을 단독주택이라고 함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함
•공동 주택은 연립주택과 아파트로 구분됨
•현재 한국에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음

2. 한국에서는 집을 어떻게 구할까?
•한국에서의 주요 거주 형태로는 자가, 전세, 월세가 있음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사는 것을 자가라고 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빌려 사는 것을 전세라고 함
•매달 돈을 내고 방이나 집을 빌려 사는 것을 월세라고 함
•집을 구할 때는 등기부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문제풀기

1. 주택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 ㉠ 아파트
① 단독주택 •

• ㉡ 다가구주택

② 공동주택 •

• ㉢ 연립주택
• ㉣ 단독주택

2. 다음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집을 빌려 사는 거주 형태를
(
)라고 한다.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② 한국인은 대부분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③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④ 집을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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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
들어가기
아래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결혼식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장례식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돌잔치

환갑잔치

1. 한국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본 것에 O표해 보시오.
2.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의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갖추어야 할 예절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3. 돌잔치와 환갑잔치가 갖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4. 한국 생활 중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의례에 참여할 수 있다.
78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제사

생일잔치

17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

Section

한국의 주요 의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것 등은 사람의 일생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러한 일을 특별히 기억하는 의례가 있는데,
결혼식, 장례식, 제사, 생일 잔치 등이 그것이다.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의례를 결혼식이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시·군·구
청에 혼인 신고를 해야 부부가 되지만, 그와는 별도로 가족, 친구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치른다. 결혼식은 예식장이나 종교 시설 등에서 주로 하는데, 결

청첩장
결혼식에 초대하는 편지

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축의금을 내고 결혼식이 끝난 후 음식을 먹으면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준다.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가족에게 전통적인 인사인 폐백을
한 후에 신랑과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난다.

축의금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 그를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이나 물품

떠나보내는데 이를 장례라고 한다. 요즘에는 주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이한 후 죽은

문상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한다. 유족들 중 남자는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

검정색 양복을, 여자는 흰색 또는 검정색 한복을
입는다.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문상객도

▶

문상

대부분 검정색 옷을 입고 조의금을 준비한다. 문상객은 죽은 사람의 사진에 두 번,
유족에게는 한 번의 절을 한다. 문상객들은 유족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죽은

죽은 사람의 남아 있는 가족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유족을 위로한다.
부모, 조부모 등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설 또는

술잔 시접

촛대

신위

촛대

1열

추석과 같은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는 것을 제사라

2열

고 한다. 이 날에는 가족이 모여 조상을 생각하며

4열

어전
육탕

3열

포

5열

죽
소탕

삼색나물
대추

밤

간장

어탕

잡채
배

숙채
감

사과

편

송편

조의금

식혜
한과

약과

제사 음식 앞에서 조상에게 두 번의 절을 한다. 제

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이나 물품

향

사 음식은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는 조상

모시잔 퇴주그릇
← 서쪽

의 덕을 기리고 조상의 덕을 통해 가족이 좀 더 행
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갖는다.

유족

▶

모사기

동쪽 →

제사상 : 종교에 따라 제사 모습이
다르다.

화장
죽은 사람을 불에 태워 장례를 치름

알아두기
đ⪝ ᰆಡᨱ۵᪽ࠩᮥaḡŁiʭ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축하하는 마음 또는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한국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내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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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생일잔치를 어떻게 할까?

한국에서는 생일에 대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생일을 축하한다. 생일에는 일반적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가 미역국을 먹으면서 몸을 회복하는데, 생일날 먹는 미역국에는
그때를 기념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국에서는 첫 번째 생일
미역국

이나 60번째 생일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돌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죽는 경우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

많았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만 되어도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백일 잔치를 벌였다. 시간이 더 지나 첫 번째 생일을

돌잡이 물건

맞이하면 돌잔치를 갖는다. 이날에는 가족과 친구
▶

돌잔치

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해 준다. 특히 돌잔치에서는 돌잡이 행사를 치르며 즐거워한다.
태어나서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환갑이라고
한다. 평균 수명이 짧던 옛날에는 사람이 환갑 때까지
돌잡이 물건에는 저마다 뜻이
있어서 돌을 맞은 아기가 무엇을
잡을지 지켜보는 것도 무척 재미
있다. 예를 들어 실을 잡으면 장수를,
돈을 잡으면 부를 상징한다.

사는 것만 해도 큰 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
가 환갑을 맞이하면 자녀들은 잔치를 열어 부모가
오래 사시기를 기원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에는 환갑 잔치보다도 70번째 생일인 칠순 잔치를

▶

환갑잔치

더 크게 여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더 배우기
࠭⊹ᨱiভ۵ᨕਅᖁྜྷᮥᵡእ⧕⧁ʭ

금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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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돌을 맞이한 아이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금반지는 아기가 금처럼 가치있고 순수한 모습으로 변치 말고 잘 자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돌잔치에 받은 금반지를 모아 아이가 결혼할 때 결혼반지로 만들
어 주기도 한다. 금값이 크게 오른 요즘에는 금반지 대신 축의금을 내는 경우도 많다.

17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

정리하기

1. 한국의 주요 의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결혼식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임
•장례식은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임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는 일임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의 큰일을 치르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함

2. 한국에서는 생일잔치를 어떻게 할까?
•한국의 생일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생일을 축하함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축하함
•돌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임
•돌잔치는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는 자리이며 돌잡이 행사를 함
•환갑은 60번째 맞이하는 생일로, 자녀들이 잔치를 열어 부모님께서 오래 사시길 기원함

문제풀기

1. 한국의 주요 의례를 바르게 연결해 보시오.
① 결혼식 •

• ㉠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행사

② 장례식 •

• ㉡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행사

③ 제사

• ㉢ 남녀가 부부가 되는 행사

2. 다음 (

•

)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① 환갑

② 100일 잔치

③ 축의금

1)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을 (

④돌

⑤ 조의금

⑥ 장례

⑦ 결혼

)(이)라고 한다.

2)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결혼, 장례 등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 ㉠ ), ( ㉡ ), 선물
등을 주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다.

3.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태어나서 60번째 맞이하는 생일로, 자녀들이 잔치를 열어 부모님께서 오래 사시길 기원한다.

① 장례식

② 결혼식

③ 돌잔치

④ 환갑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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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의 대중문화
들어가기
다음은 한국의 대중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한국 노래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한국 연예인

한국 드라마

한국 스포츠

1.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노래는?
2. 자신이 가장 재미있게 본 한국 드라마는?
3.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은?
4. 한국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는?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자신이 경험한 한국 대중 문화와 본인의 출신 국가의 대중문화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예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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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중문화

각 사회마다 다수의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대중문화

트로트

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드라마, 노래, 춤,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게임 등 다양

4분의 4박자 리듬에 일본 엔카 음계
를 곁들인 한국의 대중 가요 장르

한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가곡, 트로트, 발라드, R&B 등 다양한 장르의

R&B(Rhythm and blues)

음악과 노래를 즐기고 있다. 중·장년층 중에는 대체로 트로트나 발라드풍의 노래를

1940년대 미국 흑인이 즐기던 대중
음악 양식으로, 강한 리듬에 부드럽
고 애잔한 멜로디를 특징으로 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힙합이나 댄스 음악은 주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춤과 노래 실력을 두루 갖춘 아이돌 스타들이 방송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아이돌(idol) 스타

드라마를 즐겨보는 한국인도 많다. 한국에서는

우상처럼 떠받들어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

아침 연속극, 일일 연속극,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연속극 등이 방송되고 있다.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인상적인 대사와 빠른 전개를
특징으로 하는 드라마가 많은 편이다. 시청률
40~50%를 오르내리며 전국민의 관심을 받는

▶

해를 품은 달

드라마는 이른바 ‘국민 드라마’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스포츠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에서는 양
궁, 태권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야구, 축구 등의 인기가
높다. 프로야구는 최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서, 모든 경기가 TV로
생중계된다. 국가 대표 축구팀과 프로축구의 인기도 그에 못지 않다. 한편, 일반인
들이 즐기는 생활 체육도 점점 발달하여 야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마라톤 등과
같은 종목을 즐기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알아두기
Ǎᰆ ⇶Ǎᰆᨱᕽ⧉̹᮲ᬱ⧕ᅕ۵Õᨕਉʭ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보통 2~3시간 전부터 팬들이 경기장에 입장
해서 응원을 준비한다. 팬들의 응원은 매우 열정적이다. 막대 풍선이나 머플러는 물론
프로구단의 전통에 따라 비닐봉지, 신문지, 라이터 등을 활용해서 독특하고 재미있는
응원을 펼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면 선수 개개인을 위해 만든 힘찬 응원가도
들을 수 있다.

축구장의 붉은악마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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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힘

케이팝(K-pop)

과거에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는 미국, 홍콩 등에서 수입해 온 영화, 드라마, 노래

한국 대중 가요를 폭넓게 가리키는 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물론 지금도 한국은 외국의 대중문화를 활발하게 수용
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세계 곳곳에 한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 춤, 게임 등이
널리 진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문화가 확산되었는데, 이것을 한류(Korean wave)라고 부른다.
한류의 중심에는 한국 드라마가 있다. <겨울연가>, <대장금>, <풀하우스> 등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후에 제작된 수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방송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서남
아시아 지역까지 이어져 이란에서는 <대장금>이 8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적인 특색과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특히 아시아 여러

드라마 ‘대장금’

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도 호소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대체로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 케이팝(K-pop)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 북미,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케이팝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였는데, 특히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돌 그룹의 음악은 대체로 단순하고 경쾌한 리듬,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 재미있는 노랫말, 멋진 춤 실력 등이 어우러진 특징을 띠고

세계적인 인기를 끈 싸이의 ‘강남
스타일’

있다.
한편, 요즘에는 스포츠에서도 한류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 태권도, 양궁,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의 종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의 기술, 정신력, 훈련 방식 등을 배우기
위해 한국인 지도자를 영입하여 자기 나라 국가대표 코치나 감독을 맡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더 배우기
⍡ᯕ❾ᮡ᪽ᯙʑaᯩᮥʭ

케이팝 경연대회(2012년 호주)

84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케이팝은 대체로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음악 중 댄스 음악, 힙합 등을 가리킨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아이돌 그룹의 케이팝은 서구의 다양한 음악 장르와
아시아적 감수성에 한국 문화가 담겨 있는 흥미로운 가사, 멋진 춤 등을 결합한 것이다.
케이팝은 오랫동안 준비된 것일뿐 아니라 아시아 문화 요소와 서구 문화 요소가 두루
들어 있어 경쟁력이 높다. 이것이 바로 한류가 아시아뿐 아니라 서구, 남미 등에서도
인기를 끄는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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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중문화
•한국 노래에는 트로트, 발라드, 힙합, R&B 등 다양한 장르가 있음
•드라마는 한국인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의 하나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중 스포츠임

2.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힘
•최근에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곳곳에 퍼져 인기를 끌고 있음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가리킴
•한국 드라마는 한국적인 특색과 가치 및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음
•케이팝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옳은 설명에는 O, 틀린 설명에는 X를 해 보시오.
1)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는 태권도이다. (

)

2) 한국에서는 주말에만 TV를 통해 다양한 드라마를 볼 수 있다. (

)

3)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트로트를 가장 많이 즐겨 듣는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를 시작으로 하여 전세계로 확산된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
라고 한다.

)(이)

3. 다음 중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케이팝의 인기는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②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층은 주로 트로트를 즐겨 듣는다.
③ 케이팝의 인기는 특히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주도하고 있다.
④ 한국은 과거와 달리 외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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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의 전통 가치와 연고
들어가기
한국에서는 꼭 높임말을 써야 할 때가 있다. 아래를 보고 질문에 답해보시오.

① 할머니, 밥 먹어.
② 할머니, 밥 먹어요.
③ 할머니, 밥하세요.
④ 할머니, 진지 먹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네.

⑤ 할머니, 진지 잡수세요.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흐르고
ա
 있어서인가?

ߏ

݅աࠔ

ো
ࣁ

ܴࢿೣ


҅द



ࢤन
ࢤੌ

ܻ٘

݈݈ॹ

1. 위 그림에서 가장 알맞은 말에 O표해 보시오.
2.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높임말 때문에 실수한 경험이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높임말을 말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에서 강조되어 온 전통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본인의 출신 국가의
전통가치와 비교할 수 있다.

2. 한국의 전통가치 중에 배워야 할 만한 가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3. 연고의 뜻을 알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4. 연고로 인해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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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 가치와 연고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모르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인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효를 중요하게 여긴다. 공부나 직장
일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명절이나 부모의 생일이 되면 부모를 찾아뵙는
것도 효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마
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효라고 생각하였다. 효에는 자신의 부모 뿐 아니라 모
든 웃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
한국은 예절을 강조하는
나라이다. 예절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높임말과 인사
법이 있다. 회의와 같은
▶ 고개 숙여서 정중한 인사
▶ 큰 절
공적인 모임에 가거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사는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고개를 숙여서 예를 갖춘다. 명절, 결혼식, 장례식 등과 같은 날에는
부모나 웃어른, 유족 등에게 절을 한다.
한국에서는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상부
상조 전통을 중시해 왔다. 과거 농경 사회였던
한국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힘을 모아 해결
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결혼식, 장례식 등이
있을 때 일손을 거들거나 비용을 조금씩 내는 방식
으로 나타난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도 자원
봉사자들이 나서서 그 일을 돕는다.

▶

자원봉사자들

품앗이
일손이 부족할 때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로 갚는 것

두레
한 마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함께 일하는 조직.

2007년 태안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 때 이를 돕기 위해 나선 자원
봉사자들

알아두기
ᦥࢱ໕ᳬᮡᯕᬤšಉᗮݕ
한국에는 이웃과 관련된 속담이 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속담은
멀리 떨어져 함께 하지 못하는 친척보다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다.
또한, “이웃사촌”이란 말은 마치 가족, 친척과 같이 친한 이웃을 뜻하는 말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집을 옮기게 되면 새로 만나게 되는 이웃에게 떡을 돌리기도 한다. 여기에는
자신이 새로 온 이웃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웃끼리 잘 지내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사를 가거나 개업을 하는 경우
이웃에게 시루떡을 돌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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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할까?
족보

한국에서 살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이,

한 성씨의 시작과 현재 자손까지의
순서를 기록한 책

사는 곳, 직장, 자녀 수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혹시 자신과 공통점은 없는지,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이다.
서로의 공통점을 연결 고리로 하여 맺어지는 관계
를 연고라고 하는데,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 사람

▶

족보

들은 연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족

가족이나 친족 관계 등 같은 핏줄로 이어진 인연을 혈연이라고 한다. 한국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족보를 만들어 기록할 정도로 가문을 중요하게 여긴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같은

인연

고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이어진 인연을 지연이라고 한다. 1970년대 발전을 거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면서 직장, 공부, 결혼 등을 이유로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성씨에 같은 가문의 사람이라면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많았다. 새로 정착한 곳에서 사람들은 향우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동문회

또한, 같은 학교 출신에 따라 이어진 인연을 학연이라고 한다. 특히 출신 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의
연락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

와 대학교를 통해 맺어지는 학연이 중시되고 있다. 졸업 후에도 동문회를 조직하여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동문회, 직장에서는 대학교
동문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같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사회
생활 중에도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더 배우기
⦽ǎᨱᔍ۵ǎᯙॅᮡᨕਅŖ☖ᱱᯕᯩᮥʭ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 행복한 결혼 생활
을 위해 한국을 찾아 온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서도 여러 가지 공통점,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 온 목적이 같은 사람, 출신 국가가 같은 사람, 나이가 비슷한
사람, 종교가 같은 사람 등이 그것이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자기와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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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 가치와 연고

정리하기

1.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는 무엇일까?
•효, 예절, 상부상조 등은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전통가치임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를 실천하는 것임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임
•이웃이 어렵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서로 도움을 나누는 것을 상부상조라고 함

2. 한국인들은 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할까?
•한국인이 연고를 중요시하는 것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과 관련됨
•연고란 서로의 공통점, 비슷한 점 등을 연결 고리로 하여 맺어지는 관계임
•가족이나 친족 관계 등 핏줄로 맺어진 인연을 혈연이라고 함
•같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으로 맺어진 인연을 지연이라고 함
•같은 학교 출신으로 맺어진 인연을 학연이라고 함

문제풀기

1. 다음 중 옳은 설명에는 O, 틀린 설명에는 X를 해 보시오.
1) ‘이웃사촌’이란 말은 이웃처럼 친하지 않은 사촌을 뜻하는 말이다. (

)

2) 한국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잘 아는 노인에게만 자리를 양보한다. (

)

3) 한국 사람들은 자신과 공통점을 찾아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며 이를 연고라 한다. (

)

2. 다음 중 한국인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에 해당하는 4가지를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쓰시오.
(

,

,

,

)

① 부모에 대한 효
② 껴안으며 인사하기
④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 ⑤ 명절 등에는 큰 절로 인사하기

③ 웃어른에 대한 높임말
⑥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 상조

3. 다음 중 연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향우회 조직은 학연을 강조하는 문화의 예이다.
② 혈연은 같은 고향을 중심으로 맺어진 인연을 가리킨다.
③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등을 통해 맺어진 인연을 지연이라고 한다.
④ 연고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공동체를 중시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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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들어가기
주인은 어떤 것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또는 어떤 집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래 제시된 사진들 중에서
‘주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찾아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왕과 신하

양반과 하인

학습목표 보기
1. 민주공화국과 민주정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져온 주요 사건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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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Section

한국의 정치는 어떤 특징을 띠고 있을까?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통치자나 정치가가 국민들

주권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혀서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하는 권력

국가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충돌을 해결해 주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 제도에 바탕한
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하며, 공화국 또한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왕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인 한국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인간존중의 정신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

평등

민주정치는 크게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가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대표를 뽑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간접민주주의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적인 요소가 적용된다.
한편 민주정치와는 반대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통치자가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것을 독재정치라고 한다.

알아두기
⦽ǎ᮹ᩎ☖ݡݡಚ
한국은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부 형태이며,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재임기간별로 다음과 같다.

이승만(1-3대)
1948-1960

윤보선(4대)
1960-1962

박정희(5-9대)
1963-1979

최규하(10대)
1979-1980

전두환(11-12대)
1980-1988

김영삼(14대)
1993-1998

김대중(15대)
1998-2003

노무현(16대)
2003-2008

이명박(17대)
2008-2013

박근혜(18대)
2013-현재

노태우(13대)
1988-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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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은?

제헌국회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을
들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만들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제헌절)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4·19혁명은 당시 여당인 자유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1960년 3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한 것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
으며, 4·19혁명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
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것으로,
군부 세력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 및 민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였다. 민주주의

4·19혁명 기념탑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을 계엄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지만,
이 운동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에는 정부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민주화를 요구
하는 시민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1987년 6월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정감사권 등이 부활되면서 대통령 또는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탑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되어 행정부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더 배우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새누리당

민주당

155석

127석
통합진보당

6석

정의당

5석
7

무소속 석

총 300석

●새누리당 155석 ●민주당
5석 ●무소속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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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석 ●통합진보당 6석
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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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᮹ᱶݚ
정당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얻고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이다. 한국에서는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
가 보장된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 또는 ‘집권여당’이라 부르고,
그 외의 정당을 ‘야당’이라고 한다. 2013년 현재 여당은 ‘새누리당’이며, 야당으로는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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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정리하기

1. 한국의 정치는 어떤 특징을 띠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치를 실시함
•한국에서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2.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어 왔음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으로는 4·19혁명(1960년), 5·18민주화운동
(1980년), 6월 항쟁(1987년) 등이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옳은 설명에는 O, 틀린 설명에는 X로 표시하시오.
1) 한국에서는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

)

2) 한국에서는 인간존중의 정신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

)

3) 민주정치는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통치자를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시키기 위해 개표를 조작한 것에 반발
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사건을 (
)
이라 한다.

3. 다음의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
나온다. (헌법 제1조 제1항)

① 국민

② 국회의원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

③ 대통령

)으로부터

④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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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의 정치제도
들어가기
다음은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를 표시해 놓은 지도이다. 아래 질문에 답해보시오.
▶ 한국의

4

1

9
8

와~ 대단한 사람이네.
10
17
11
14
6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3
12
7
15
2
5

광역자치단체 구분

•특별시 : 서울특별시
•광역시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것도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13

16
1.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명칭과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은?
2. 지도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번호를 골라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외국인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한국 지방자치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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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한국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할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선거는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라는 4대 선거원칙에 따라 치러진다. 여기에 자유선거 원칙이 추가되기도
한다.
보통선거는 국민으로서 만 19세가 되면 성별·재산·학력·권력·종교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선거는 성별·재산·학력·권력·종교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한 표씩
투표한다는 것이다.
직접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한 사람이 어느 사람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

보통 선거

누구를 뽑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한 표씩
공평하게

평등 선거

비밀 선거

본인이 직접 해야
제대로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지!

직접 선거

알아두기
ǎᯙࠥᱶ⊹ᨱₙᩍ⧁ᙹᯩᮥʭ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과 동등한 참정권을 가질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후보로 나갈 수 없고
투표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투표일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안에서 주민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기 때문에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주민소환권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들을 소환하고 투표를 통해 해임
할 수 있는 권리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를 ‘주민’으로 인정하여 지방선거투표권과
주민투표권 및 주민소환권을 부여한 나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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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지방자치제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주민 대표자를 뽑아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
적인 원리로 부터 나온 제도
지역 주민의 삶에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라고도 부른다.

지역의 정치와 행정 등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요구 사항을 일일이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제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 주민이 정책을 만들고 실행
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에서 지역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된다. 임기 4년의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한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는데, 이 중 광역자치단체
로는 2013년 현재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1개
의 특별자치시, 8개의 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도
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로 구분된다.

▶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더 배우기
ᇡᰍᯱ⚍⢽۵ᨕਜí⧁ʭ 

부재자투표

96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하지만 선거일에 자기 집에 머물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들에게 따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것을 ‘부재자 투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 6일 전에 시작해서 2일 동안 하게 되는데,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하고 난 후, 따로 정해진 투표기간 동안 부재자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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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한국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서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선거원칙에 따라 치르게 됨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짐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2.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이 중 광역자치
단체는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 8개의 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도로
구분됨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나 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선거는 4년에 한번씩 치러짐

문제풀기

1. 다음 보기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시오.
선거의 4가지 원칙 중 성별·재산·학력·권력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한 표씩 공평하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보통선거’라고 한다. (

2. 다음의 (
(㉠:

)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 ㉡:

, ㉢:

)

한국에서는 ( ㉠ )을 얻은 후 ( ㉡ )년이 지난 만( ㉢ )세 이상의 외국인 영주자를 ‘주민’
으로 인정하여 선거권과 주민투표권 및 주민 소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3. 다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① 대구

② 대전

③ 광주

④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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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의 정부형태
들어가기
다음은 일부 국가의 지도자와 관련된 사진과 기사의 내용이다.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지난 3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5년
독일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한국에 방문해서 ‘국제 사회에서
총리에 오른 앙겔라 메르켈은 세계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독일을 경제대국
했다. 미국 대통령의 강연에 수많은
으로 발돋움시켰다. 집권 2년차에
한국 학생들이 참석했다.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미국 경제지 <포춘>은
2008년 메르켈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신문 12.09.07
있는 여성 1위’로 선정했다.
- ㅁㅁ신문 2012.06.08

1. 위 기사를 통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말해 보시오.
2. 본인의 출신국가에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말해 보시오.
3.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말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국회, 법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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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왕의 후계자로 지목
되었던 이가 최근 사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왕의 아들과 형제들 중에서
누가 다음 왕위를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보 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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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한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한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국민들이
결정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가의 모든 일들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를 대표하거나 대신하여 국가의 일을
처리하고 있다.
행정부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직접 수행
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행정부는 군대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경찰을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

행정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국무총리

최고책임자이자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으며, 또한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 부처를
통괄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

국방, 외교, 문화, 경제 등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장관

행정부의 부처
기획
재정부

국민경제와
관련된 일

미래창조
과학부

과학기술, 미래경제에
관련된 일

교육부

초중고 대학 교육에
관련된 일

외교부

국가들간 외교와
관련된 일

통일부

통일과 관련된 일

법무부

법질서와
관련된 일

국방부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일

안전
행정부

국민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 체육, 관광
등과 관련된 일

산업, 무역 등과
관련된 일

보건
복지부

국민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일

여성
가족부

여성 및 가족 등과
관련된 일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 임업, 식품과 산업통상자
관련된 일
원부

환경부

환경보호와
관련된 일

고용
노동부

일자리와
관련된 일

국토
교통부

국토개발과 교통
등과 관련된 일

해양
수산부

해양 자원, 어업과
관련된 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의 각 부처의 책임자

알아두기
ℎ᪡ݡ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는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는 푸른색 지붕을 가진
집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과거부터 왕이 있던 궁궐이 위치했던 곳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현재까지 대통령이 나라 일을 보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일을 보는 곳, 퇴근 후 쉬는 곳, 대통령을 돕는 비서들이 있는 곳, 손님이나 기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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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디서 만들고, 재판은 어디서 할까?

국회의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국가의 일을 처리하려면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 구성원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을 입법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들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나라에 관련된 일을
논의하고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게 된다.

▶

법을 만드는 곳인 국회의사당

▶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법원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켰는지 어겼는지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하고 분쟁
을 해결하는 국가기관

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다. 법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하고 판결을 내린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사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법관이라고도 함

있다.

더 배우기
⨭ჶᰍ❱ᗭᨱᕽ۵ྕᜉᯝᮥ⧁ʭ

헌법재판소 재판 장면

100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헌법은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최고의 법으로, 모든 법은 헌법을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및 국가 기관 구성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정책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으며, 이들의 결정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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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한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행정부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직접 수행함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되며 행정부를 대표함
•대통령 아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들이 있음

2. 법은 어디서 만들고, 재판은 어디서 할까?
•한국의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정함
•국민들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함
•법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림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음

문제풀기

1. 다음의 각 기관과 그 역할을 올바르게 짝지어 보시오.
① 행정부 •

• ㉠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법률을 제정

② 국회

•

• ㉡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직접 수행

③ 법원

•

• ㉢ 법률을 해석하고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

2. 다음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

)이다.

3. 다음 중 한국의 정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는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한다.
②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제정한다.
③ 대통령은 법원을 대표하여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린다.
④ 법원은 국방, 외교, 문화 등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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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3. 한국의 정치과정
들어가기
다음 사례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저는 우리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얼마나 힘든지

“아이를 낳고 보니 출산휴가가 너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세요?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를

짧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출산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

많이 만들어달라고 1인 시위를 했습

휴가를 늘리자는 주장에 찬성하는

하는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1. 자신이 선거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에 대해 말해 보시오.
2. 사람들이 시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면 그 때 느낌이 어땠는지 말해 보시오.
3. 여러분들이 국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또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정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익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 여러 가지 시민참여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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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과정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은 어떻게 정치에
반영될까?

과거의 한국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나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갈등

하지만 한국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직업이나 관심, 가치관 등이 무척

둘 이상의 사람들이 이익이나 목적이
충돌하여 다투는 것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되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많아졌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 보면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느

정치과정

정도의 갈등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

못하고 계속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정치과정이 중요하다.

▶

제주의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대립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상적인 자리에서도

정책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 선거, 정치인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한다.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행동이나 방침

때로는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여론

많은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 국민을

다수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의견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치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

알아두기
ၝᝍᯕňᝍᯕ݅
한국에는 예로부터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있다. 민심이란 국민들의
뜻을, 천심이란 하늘의 뜻을 말한다. 이 말은 국민들의 뜻을 하늘의 뜻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국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었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된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한국 국민들은 정치에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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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장하고 있다.
첫째, 선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직접 대표자가 되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잘 실현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

대통령 선거 후보자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촛불시위

둘째, 집회·시위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광장 등에서 야간에 촛불을 들고
벌이는 평화적 시위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리는 방법이다. 특히 요즘
에는 거리행진, 촛불시위, 1인시위 등과 같이 대체로
온건한 방식으로 정치적 주장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거리행진을 통한 시위

셋째,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

알리는 것도 중요한 정치참여 방법이다. 신문이나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만
들어가는 활동

TV 등의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
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개개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

한국의 여러 가지 신문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늘고 있다.

더 배우기
ၝᵝᵝ᮹ෝ᭥⦽⢽⩥᮹ᯱᮁ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
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
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자유가 존중되고, 권력이 통제되고,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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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과정

정리하기

1.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은 어떻게 정치에 반영될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났음
•사회적인 갈등이 잘 해결되지 못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
•정치과정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임

2.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많은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함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임
•집회·시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직접 알리는 정치 참여 방법임
•오늘날 신문, TV, 인터넷 등의 언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오는 중요한 수단임

문제풀기

1. 다음 각각의 설명에 대해 O, X로 답하시오.
1)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생각이 더욱 다양해졌고 갈등도 늘어났다. (

)

2)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정치과정이라고 한다. (
3)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
)

2.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여론, 선거, 언론, 시위, 정부

1) 다수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 (

)

2) 대표자를 선출할 때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 (

)

3) 신문, 텔레비젼, 인터넷 등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

)

3. 다음 중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위는 대표자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② 선거는 광장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명하는 방식이다.
③ 국민들은 대표자를 선출할 뿐 직접 대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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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4. 한국의 국제관계
들어가기
다음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분단된 한반도
휴전상태를 상징하는 철조망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는 모습

1. 이 그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국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2. 한국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전쟁과 관련된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소식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3. 만약 보고 싶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이야기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분단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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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관계

Section

분단의 아픔이 있는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

해방

면서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지배
에서 벗어나는 것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한반도의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남과 북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남과 북의 갈등과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1948년
▶

한국전쟁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결국 남과 북의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유엔(UN)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다. 유엔이 남한을 지원하고 중국이 북한을

2차 세계 대전 후 국제평화를
위해 결성된 국가들의 연합

지원하면서 3년 동안 계속되던 전쟁은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끝이 났다.
한국전쟁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산업
시설 등을 파괴함으로써 남과 북 모두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다.

휴전협정
전쟁 당사국들 사이에서 일시적
으로 전쟁을 중지하는 것

이후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이 있었던 2000년부터는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정상회담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적·문화적 교류도 늘어

국가의 대표자들 사이에 이루어
지는 회담

났고, 이산가족들의 극적인 만남도 이뤄졌다. 아직
도 남북관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를 바라고 있다.

알아두기
℁ษ۵ݍญŁ݅
강원도 철원에 있는 월정리 역은 분단된 한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이 역은
과거 남과 북을 이어주던 경원선 열차가 지나던 곳으로 현재는 기차가 다니지 않고
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팻말 문구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한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준다. 이 열차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2007년 한
차례 운행되었다.

경원선 철도 중단점의 팻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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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관련된 주변국가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곳으로 주변국
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 역시 주변 강대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전파

중국은 한국에 한자, 유교 등 문화적으로 많은

과거 중국은 문화가 발전하여 한국
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유교, 한자, 불교 등을 전파했다.

영향을 준 국가이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북한
을 지원하여 한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류가 늘어났다. 최근에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이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점령했던 국가이다.
특히 한국 내에는 식민지 시절에 대한 역사적 기억
과 독도 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여러 면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해 가고 있다.

우방국가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남한에 많은 영향을 준 대표적인 우방 국가이다. 특히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미국은 한국 전쟁 때 남한을 도와주었으며, 한국 전쟁 이후에도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 오늘날에도 양국은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교류를 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공산주의의 대표 국가였고,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했기 때문에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무역 거래가 증가하고 외교 관계도
맺으면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현재 두 나라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 받고 있다.

더 배우기
ࠦࠥ۵⦽ǎদ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갈등 중 하나가 바로 독도 문제이다. 독도는 동해 맨 끝에 위치
한 한국의 섬이다.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증명해 주는 수많은 문헌이
있으며, 실제로도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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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관계

정리하기

1. 분단의 아픔이 있는 대한민국
•해방 이후 남쪽에 미군,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한반도가 분단되었음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피해를 겪었음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고 있음

2. 한국과 관련된 주변국가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임
•일본은 과거 식민지 문제와 독도 문제로 한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음
•미국은 남한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러시아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왔지만 현재는 한국과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음

문제풀기

1. 한국의 주변 나라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짝지어 보시오.
① 중국

•

•㉠ 한국전쟁과 그 이후 군사적 경제적으로 한국을 지원함

② 일본

•

•㉡ 유교, 불교, 한자 등의 문화를 한국에 전파함

③ 미국

•

•㉢ 과거 소련으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왔음

④ 러시아 •

•㉣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역사적 갈등이 남아있음

2. 다음 보기에 있는 용어를 아래 빈 칸에 알맞게 골라 넣으시오.
<보기> 미국, 소련, 전쟁, 휴전, 통일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

㉠ )의 도움을 받아 남한을 침략했다. 이 때 ( ㉡ )이 남한을

지원해주었다. 3년간의 전쟁 후 남한과 북한은 ( ㉢ )협정을 맺었고, 한반도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이 다시 ( ㉣ )되기를 바라고 있다.

3. 다음 중 한국의 국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은 현재 통일된 국가이다.
②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③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다.
④ 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은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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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
들어가기
통일신라의 장군이면서 황해(서해)를 무대로 무역을 활발히 하여 군사력과
경제력을 함께 키운 사람이다. 장보고는 당시에 무역을 방해하던 해적을 물리치고
중국, 일본은 물론 멀리 아라비아와도 무역을 하였다. 바다를 이용한 무역을 크게
하였다고 해서 그를 해상왕이라고 부르고 있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

장보고
발해

서경

평양
동주

석도

신라

유산

당

동경
청해진

희안
다자이후

일본
양주

소주
영파

황암
온주

주산군도

포주

광주

해상 무역로
신라인 집단거주지

Q. 오늘날 한국은 어느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있을까?

학습목표 보기
1. 한국 경제가 성장한 과정과 주요 산업이 변화한 모습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출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풍부한 노동력, 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운 우수한 노동력이 수출 증가와 경제 성장에 기여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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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한국은 1950년대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세계

한강

여러 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강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 흐르는
큰 강으로, 서울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

한국인들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1970년대부터는
세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79달러에 불과했는데, 2011년에는 22,000달러를 넘어서 50년
만에 약 280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1인당 국민총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

(달러)
25,000

2007년 2만 달러

20,000

15,000

1995년 1만 달러

10,000

1977년 1천 달러

5,000

0
1960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년)

*자료: 한국은행 (2012)

한국의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총소득의 변화 추이

알아두기
경공업

⦽ǎᨱᕽ۵ᵝಽᨕਅᔑᨦᯕၽ⧩ݍᮥʭ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은 농업의 비중이 컸다. 이후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1960년
대에는 경공업이 발달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의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축이 되는 선진국과 비슷한 구조로 변화
하였고,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생명 공학, 정보 통신과 같은 첨단 산업의 발달에 힘쓰고
있다.
(년)
1970

농림어업

중화학 공업
석유 화학, 조선, 제철 등 생산
방법이 복잡하고 기술이 필요한
산업

경공업

1990

서비스업
(건설업 포함)

2010
0%
▶

옷, 신발처럼 주로 일상생활 용품을
만드는 산업

20%

40%

한국 산업 구조의 변화

60%

80%

100%
*자료: 한국은행(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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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수출

자연 자원, 기술, 자본이 많지 않았던 한국은

외국에 물건을 파는 것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을 통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하였다.

수입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

1960년대에는 옷, 신발, 가발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였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

▶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면서 철강, 자동차, 선박 등 중화학 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였다. 2000년대에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상품은 반도체, 선박,
자동차, 휴대폰, 석유 제품 등이다.
무역 규모

1964년에 겨우 1억 달러를 수출했던 한국은 2011년에 5,552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

수입액도 5,244억 달러에 이르러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역 대국이 되었다.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이며, 이들 3개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른다.
자원, 기술, 자본 등이 많지 않았던 한국이 수출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가난해도 배우겠다는
교육열이라 할 수 있다.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더 성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노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더 배우기
⦽ǎ᮹ᙹ⇽᷾a⇵ᯕ
(억 달러)
6,000

2011년 5,000억 달러
5,000
4,000

1995년 1,000억 달러
3,000

1977년 100억 달러

2,000

1964년 1억 달러
1,0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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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한국의 수출 증가

1970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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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990

1995

2000

2005

2010(년)

*자료: 관세청(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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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경제 성장 배경에는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음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1년에 22,000달러를 넘어섬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형 구조임

2.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2011년에는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음
•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운 우수한 노동력 덕분에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맞는 문장에 O표, 틀린 문장에 X표를 해 보시오.
1) 2013년 현재 한국에서는 농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

)

2) 한국은 중화학 공업부터 시작하여 경공업의 발전을 이루었다. (

)

3)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로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을 꼽을 수 있다. (
4) 2000년대 이후 한국은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등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

2. 다음의 (

)
)

)에 적절한 말을 넣어보시오.

1) 2012년 현재 한국의 1인당 (

)은/는 2만 달러를 넘는다.

2) 한국은 노동력을 활용하여 (

)을/를 통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하였다.
3) 풍부하고 우수한 (

) 확보와 교육을 통한 기술 습득이 한국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다음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외국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던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모습을 가리켜 (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① 한류

② 한강

③ 한복

)의

④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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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
들어가기
아래는 한국에서 10대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의 로고이다. 각 로고에 해당하는 회사 이름을 한글로 써 보시오.
그리고 각 회사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상품을 적어 보시오.

구분

회사 이름

학습목표 보기
1. 세계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말할 수 있다.
2.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한국 상품들을 알 수 있다.
3. OECD, APEC, G20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힘을 설명할 수 있다.
4. 한국이 해외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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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품

26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

20-50 클럽에 진입하다

한국 경제는 빠른 성장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지위가 매우
높아졌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70년에 세계 30위권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1년
에는 15번째로 큰 나라가 되었다. 한국은 경제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에 마침내 20-50 클럽에 진입하였다. 20-50 클럽이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나라를 말한다. 첫째, 1인당 국민총소득이 선진국
수준인 2만 달러를 돌파해야 한다(2만은 영어로 20K로 표시). 둘째,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서 세계 인구 강국이 되어야한다(5천만은 영어로 50M으로 표시).
지금까지 20-50 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뿐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진입함으로써 경제와 인구
규모 모두에서 세계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어느 신문사가 2011년 50개 주요 제품에 대하여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8개 제품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에는 스마트폰, PDP 패널, D램,
평면 TV 등 첨단 제품들이 많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첨단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알아두기
ᵝǎa᮹ĞᱽȽ༉
145,867

140,000
▼

120,000
100,000
80,000
59,266

60,000

54,588

40,000

25,600

▶

2010년

미국

18개

2011년

일본

11개

9개

한국

8개

8개

중국

5개

6개

19개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스마트폰, 반도체(D램)

32,805

20,000
0

세계 1위 품목 국가별 보유 수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22,617 20,879 20,610
17,271

15,770 14,798 14,074
11,316 10,359 10,145

프랑스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러시아 스페인 호주 멕시코 한국

주요국의 경제 규모(2010년), 국내총생산액 기준

*자료: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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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OECD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경제 성장, 어려운 나라 원조,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으로서 현재 회원국은 34개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하였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선진국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자유무역을

지속 가능한 성장
미래 후손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환경과 자원을 남겨 놓고
하는 성장

확대하고 있으며, 환경과 녹색 성장을 통한 지속

▶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가능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세계 주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경제 문제로 회의를 열기도 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협력 회의인 APEC 회담이 2005년 한국에서
열렸다.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과거 해외에서 받았던 도움에 보답하고 세계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이제는 경제가 어려운 다른 나라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09년에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 온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

원조 받는 나라에서(달러)

40억
30억
20억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

10억
0
45~60년 61~75

76~90

0.25

91~99

0.15
▼

원조 주는 나라로(달러)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창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창설
1991

6억

ࠥᬡᮥᵝ۵ӹaࡹʑ᭥⧕יಆ⦹۵⦽ǎ
0.1

4억

2억

0

87 89 96 98 00 02 04 06 08 09 12 15(년)
*2012, 2015년은 목표치
자료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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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북부 도시 빈에는 한베 산업기술대학이
있다. 한국은 이 대학 설립 과정에서 75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국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수 기술자를 길러
냈던 경험을 이 대학에서도 발휘하여 졸업생의
95%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다. 베트남의 다른 지방
정부도 한베 산업기술대학과 같은 직업학교를 세워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0. 12. 13)

▶

한베 산업기술대학 조감도

26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

정리하기

1. 20-50 클럽에 진입하다
•경제 규모는 2011년 국민총생산 기준으로 세계에서 15번째로 큼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한 7번째 나라로
20-50 클럽에 진입함

2.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한국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세계적으로 선진국임을 인정받음
•한국은 2010년에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세계 경제 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은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한 첫 번째 사례임

문제풀기

1. 다음 중 옳은 설명에는 O, 틀린 설명에는 X를 표시해 보시오.
1) 일본에서 조사한 주요 50개 제품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

)

2) 한국은 OECD 가입을 계기로 자유 무역의 확대, 환경과 녹색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을 추구하고 있다. (

)

3)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

2. 한국이 2012년에 진입한 ‘20-50 클럽’의 두 가지 조건을 보기에서 찾아보시오. (
① 인구 2천만 명 이상
③ 1인당 국민총소득 2만 달러 이상
⑤ 외국인 비중 20% 이상

3. 다음의 (

)

,

)

② 인구 5천만 명 이상
④ 1인당 국민총소득 5만 달러 이상
⑥ 외국인 비중 50% 이상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
)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국이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2010년의 (
) 정상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① G7

② G20

③ OECD

④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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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금융 기관 이용하기
들어가기
은행,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한국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아무 곳이나 가면 되지
않을까?
예금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아니야. 예금을 받지 않는
금융 기관도 있어.

Q. 위의 금융 기관 중에서 한국에서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곳을 이야기 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다양한 금융기관의 특징을 알고 자신에게 적합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2. 한국에서는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말할 수 있고, 금융 기관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4.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장 한도를 말할 수 있다.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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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거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시중은행은 개인이 돈을 맡기고 빌릴 수 있는 대표

3.0 3.07

(단위 : %)

2.82

적인 금융 기관이다. 시중은행은 전국 곳곳에
지점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개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2.0

1.44

1.03

1.0

0.81

0.52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중은행 외에 지역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1.90

1.73
1.42

02
▶

03

04

05

06

07

은행예금 실질금리 추이

08

09

10

*자료: 한국은행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광역시나 도에 설립된 은행이 지방은행이다. 경남
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이라고 할 때에는 이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뜻한다.

한국의 시중은행들

이들 은행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안전하여 개인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 예금을 하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은행에 계좌를 새로 만들려면 반드시 본인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모든 금융 거래를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만들면 처벌을 받게된다. 외국인이 은행에서 계좌를

금리
이자율이라고도 함

금융 실명제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
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은행에 계좌를 만든 후에는
ATM(현금인출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자신에게 가장 편리하고 수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원하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알아두기
입금

ݡ⢽ᱢᯙᱡ⇶ᔢ⣩ᮡ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

대표적인 저축 상품으로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있다. 보통예금은 거래
금액, 기간, 입금과 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편리한 대신 금리가 0.1% 정도로 매우 낮다.

출금

정기적금은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상품이다. 큰돈을 모으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상품이며, 예금 금액에 제한은
없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입금해야 한다. 정기예금은 기간과 금액을 미리
결정하고 비교적 큰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하는 상품이다. 대체로 6개월 이상 맡겨두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만기일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아서 2천만 원을 번 사람이 당장 쓸 곳은 없고 1년 후에 넓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사용할 생각이라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공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받는 월급을 꾸준히 모아 큰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돈을 은행에서 찾는 것

약속해 놓은 날짜

원금
자신이 맡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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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외에 어떤 금융 기관이 있을까?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농협, 수협, 우체국도 전국에 많은 지점을 두고 있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예금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다.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지만, 시중은행에 비하여
예금도 할 수 있는 우체국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떨어지며 지점 수가 많지 않다.
은행 외에도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예금을

증권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주식이나 채권에

주식과 채권을 합쳐 부르는 말

자신의 돈을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잘못 투자할 경우 본래 투자했던 돈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을 통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는 다양한 금융 기관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더 배우기
ᩩɩᯱᅕ⪙ᱽࠥ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거래하고 있던 금융 기관이 부실해지거나 망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고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기관

Q. 8천만 원을 A은행에 예금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어떤 경우라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금융 기관에 나누어 예금하세요.
Q. 저와 남편의 이름으로 각각 4천만 원씩 예금해도 되나요?
A. 그렇습니다. 금융 기관 당 그리고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므로 가족 수만큼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종류의 예금이 다 보장을 받나요?
A.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은 보장받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돈 등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Q.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도 예금 보호를 받나요?
A. 여기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업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1인당 5천만 원씩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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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 이용하기

정리하기

1. 은행과 거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시중은행은 규모가 크고 지점 수가 많아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기관이지만, 그
대신에 예금 금리가 낮음
•금융 실명제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 제도임
•외국인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려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함

2. 시중 은행 외에 어떤 금융 기관이 있을까?
•지방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도 예금 할 수 있음
•증권 회사는 은행 이자보다 많은 돈을 벌고 싶을 때 투자를 도와주는 기관임
•보험 회사는 미래의 질병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할 때 이용하는 기관임
•금융 기관이 부실해지거나 망할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해 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금융 상품의 특성을 바르게 연결해 보시오.
① 보통예금•

•㉠ 큰돈을 한꺼번에 예금하여 이자를 얻음

② 정기적금•

•㉡ 조금씩 꾸준히 예금하고 만기일에 한꺼번에 찾음

③ 정기예금•

•㉢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예금하고 찾을 수 있음

2. 다음의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어보시오.

1)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하면 (
2) (

)를 줄일 수 있다.

)은 일반적으로 우편 업무를 담당하지만 예금도 할 수 있다.

3) 주식 투자를 하려면 (

)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4) 한국에서 1인당 예금 보장 한도는 (

3. 다음의 (
한국에서는 (
해야 한다.

① 금융 감독제

)원이다.

)에 알맞은 말은?
)가 시행되고 있어,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자신이 직접 금융 거래를

② 인감 증명제

③ 금융 실명제

④ 본인 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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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장과 장보기
들어가기

(가) 재래시장

(나) TV 홈쇼핑

(다) 대형마트

(라) 온라인 쇼핑몰

1. (가)~(라) 중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곳은?

2.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였는지를 이야기 해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의 좋은 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형 마트,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3.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를 이해하고, 상품 구매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4. 물건을 구매할 때 유통 기한 표시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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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장보기

오늘은 어디에서 장을 볼까?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장이 있다. 정해진 날짜에만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

5일장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장이다. 3일에 한 번씩 열리면 3일장, 5일에 한

예를 들어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에 장이 열림

번씩 열리면 5일장이라고 부른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기 시장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5일장 등이 남아 있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팔거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도 특정한 요일을
정해놓고 장터가 열리기도 하며, 여기에서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날마다 열리는 시장을 상설 시장이라고 하는데,

아파트에 열리는 일일 장터

재래시장, 슈퍼마켓,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옛날부터 동네 가까이에 있었던
재래시장에는 물건 값이 싸고 상인들의 인심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재래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상인이 물건 값을 흥정하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

재래시장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농수산물부터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팔고 있는 현대식 시장이다. 주차장이 넓고
물건의 종류가 많아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두려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정찰제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TV를 통해 방송되는 상품을 전화로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흥정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래하려고
노력함. 상인은 값을 높게, 소비자는
값을 낮게 부르며 값을 조정함

입금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TV 홈쇼핑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의 인기도 매우 높다.

정찰제

그렇지만 물건을 직접 보고 구입하지 못하므로 사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상품에 표시된 가격대로 파는 제도

알아두기
ᇡaa⊹ᖙ᪡⩥ɩᩢᙹ᷾ ᦥࢱ໕⠙ญ⧕
한국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10%인데, 대부분 가게에서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가격표를 붙여놓으므로
소비자는 세금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가격표에 적혀 있는 돈만 내면 된다.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나중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들어 주는 현금 영수증 카드를 갖고 있으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 영수증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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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고 상품의 수와 종류가 많아지면서, 물건
구입 과정이나 이후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수리, 교환, 환불, 피해 보상 등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기관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 등이
있음

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구입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그
물건을 구입한 상점이나 그것을 만든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를 도와주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kca.go.kr)

있다. 이들 기관은 누구에게 문제의 책임이 있는지
밝혀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소비자를 도와준다.

더 배우기
ᗭእᯱෝᅕ⪙⦹

유통기한 표시

건전한 소비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안전과 권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구매하기 전에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상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어긴 판매자에 대해
소비자는 문제를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빈 칸에 넣어보시오.
제조물 책임법, 리콜 제도, 유통 기한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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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날짜를
상품에 표시하게 하는 제도

상품이 생산된 곳을 표시하게 하는 제도

상품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게
하는 법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문제를 알려
주고, 그 상품을 수리, 교환해주는 제도

28

시장과 장보기

정리하기

1. 오늘은 어디에서 장을 볼까?
•정기 시장은 정해진 날짜에만 열리는 시장으로, 3일장, 5일장 등이 있음
•재래시장은 사는 곳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인심이 좋아 소비자들이 값싼 물건을 살 수 있고,
가격 흥정이 이루어짐

2.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소비자는 수리, 교환, 환불, 피해 보상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유통 기한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제조물 책임법, 리콜 제도 등의 소비자 보호제도가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시장의 특성을 바르게 연결해 보시오.
① 5일장

•

•㉠ 동네 인근에서 매일 열림

② 재래시장

•

•㉡ 정기 시장에 해당함

③ 대형 마트 •

•㉢ 24시간 쇼핑이 가능함

④ 인터넷 쇼핑•

•㉣ 주차장이 넓고 물건이 많음

2. 다음의 (

)에 적절한 말을 넣어보시오.
법무부, 한국소비자원, 흥정, 정찰제, 신용카드, 현금

1) 상품에 표시된 가격대로 거래하는 것이 (
2)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는 (
3)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

)이다.
)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입금한다.

)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3.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세금은?
한국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10%씩의 세금이 부과된다.

① 소비세

② 소득세

③ 재산세

④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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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취업하기
들어가기

왼쪽 사진은 하칸 규소이트라크(2002)가 그린 『직업소개소(work)』
라는 작품입니다. 엄청나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 당시에 직업을
구하기가 무척 힘들었음을 알 수 있죠.

“오른쪽 사진은 새벽 인력 시장의 모습입니다. 차가운 날씨
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위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말해 보시오.
2. 취업을 하려고 노력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보시오.
3.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가졌으면 하는 직업과 그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말해 보시오. 그리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일자리 상황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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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취업하기

취직하기 쉽지 않네요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

취직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생산 활동에 참여할 때

일정한 직업을 구해서 직장에
나가는 것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실업률은 미국이나

54.2 52.4

(단위 : %)

38.7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16.3 14.5

선진국들에 비해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낮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34.4
23.2 22.9 21.3

9.6 9.3 9.0 8.2 8.2 8.0

스 인 갈 아 웨덴 랑스 영국 미국 마크 한국 란드 호주 독일 일본 웨이
덴
그리 스페 르투 탈리 스 프
노르
네덜
포 이
▶

실업률

2012년 OECD 주요국 청년 실업률

*자료: ILO

자영업
자신이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 한편, 한국에서는 실업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업의 고통은 더욱 클 수 있다.
사실상 취업 : 구직단념+취업준비
+쉬었음+18시간 미만+공식 실업

(단위 : 천명)

4080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3688
3593
3511 3572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3109

▶

04

정규직으로서 보장받지 못하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을
이르는 말. 보통 정규직보다 임금
이나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음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이 더 악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2808
03

최근에는 한국에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직업을 구하기

비정규직

05

06

07

08

연도별 사실상 실업자 추이

09

있다.
일자리를 둘러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업자의 취직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실업자나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알아두기
⦽ǎᔍ⫭ᨱᕽᇩŁᯩ۵ᜅ⟺ 4QFD ᩕ⣮
스펙이란 영어 ‘Specification’의 줄임말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구직자들이
취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뜻하는 말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취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스펙을 갖추는 것이 무척 중요해졌다. 흔히 취업
준비생들은 직장을 구할 때 학벌, 학점, 영어 점수, 실무 경험 등을 갖춤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스펙 자체가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스펙에 집중하는데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취직할 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스펙(Spec)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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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취업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의 제도적 노력과 함께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구인광고

먼저 인력을 채용하려는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구하는 광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많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을 때는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눈여겨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는 국가기관

현재 각종 직업학교나 평생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춘다면 취직에 훨씬 유리해진다. 또한 전문성을 증명해주는

자격증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주는 증서

자격증을 따거나 관련 분야에서 현장 실무 경험을 쌓게 되면 보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이력서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력서

취직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자신이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의 학력, 경력 등을 적은
서류로서, 취직을 위해 사용

것인지, 하는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이 불법적이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민자나 외국인의
경우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더 배우기
ǎᯙɝಽᯱෝݡᔢᮝಽ⦹۵Ʊᮂʑš
취업 교육 기관
한국국제노동협력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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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상 근로자
제조업(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냉장·냉동 창고업
제조업(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제외), 호텔업,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외국 국적 동포

29

취업하기

정리하기

1. 취직하기 쉽지 않네요
•한국에서는 여성이 경제 활동에 적게 참여하고, 자영업 비중이 높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실업에 대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업의 고통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한국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음
•한국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회보장제도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 못지 않게 개인의 노력도 중요함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함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도 해당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수집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O, X로 답하시오.
1) 한국의 실업률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더 높다. (

)

2)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비율이 더 낮다. (
3) 한국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

2. 다음의 (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취직 과정에서 직업에 필요한 개인의 경력이나 능력을 기록하여 취직하려는 사업체에 제출하는
문서를 (
)라고 한다.

3. 다음 중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인광고를 잘 살펴본다.
② 해당 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③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④ 사업체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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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들어가기
다음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많이 하는 질문과 그 대답이다.
Q.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A.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권(passport)과
비자(visa)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와~ 대단한 사람이네.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일 경우에는 입국할 수가 없다. 또한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Q.
있어서인가?
필요한 서류만 다 있으면 누구나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A. 한국 정부는 여권의 위·변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초청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제테러분자, 과거 한국 내
불법체류자 등의 사유로 인해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한국에 입국할
수가 없다.

▶

국제테러분자

학습목표 보기
1.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2.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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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서는 한국을 소속 국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국인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즉,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를 말한다.

*자료: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관광통과(B-2) 49.6%
단기종합(C-3) 18.9%
사증면제(B-1)
9.6%
승무원
9.1%
방문취업(H-2) 2.2%
재외동포(F-4) 2.0%
관광상륙
1.2%
유학(D-2)
1.0%
비전문취업(E-9) 0.9%
기타
5.5%

외국인이 관광이나 회의 참석 등을 목적
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머물다 한국을 떠나게 되지만, 취업
이나 유학, 기타 거주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
하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된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

유학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것

체류
자기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 머무
르는 것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구성비율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로 구분된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연도
체
총계(명)
류
외 장기체류자(명)
국
인 단기체류자(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63,733
800,262

895,464

920,887 1,002,742 1,117,481 1,120,599 1,217,789

266,011

263,402

247,590

258,673

277,596

324,504

345,9444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외국인등록증

머무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한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알아두기
እᯱ 7*4" 
한국에서 VISA는 법률 용어로는 ‘사증’
으로 불린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사증’
이다.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외교·공무사증
외교(A-1)

비영리단기 사증

공무(A-2)

협정(A-3)

교수(E-1)

회화지도(E-2)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취업사증
단기취업(C-4)
연구(E-3)

일시취재(C-1) 단기종합(C-3)

일반 장기 사증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직업(E-9)

주재(D-7)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

대한민국 비자 견본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동반(F-3)
기타(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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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심장과 붉은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약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국가 간 조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적인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가 간의 합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또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범죄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도 취업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한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안전한 노동 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인에게는 보장되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되는 권리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복지

등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한국인에게만 인정될 뿐 외국인은 권리가 없다.

행복한 삶

또한 경제 활동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기타 복지 혜택과 관련된 권리도 일부
제한되고 있다.

더 배우기
ǎᯙᯱ֡۵⦽ǎᨱᕽᨕਅǭญෝaḡŁᯩᮥʭ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2항과 유엔아동
권리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권고(2003.1)에 따라 신체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육
받을 권리와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인 경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여가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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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정리하기

1.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사증이 필요함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2. 외국인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국가 간 조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정치적, 경제적 권리 중 일부는 한국인에게만 허용됨

문제풀기

1. 다음 중 옳은 내용에는 O, 틀린 내용에는 X를 표시하시오.
1) 외국인은 소속 국가가 대한민국인 사람을 일컫는 단어이다. ( )
2) 외국인은 특별한 서류가 없이도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 )
3) 모든 외국인은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 )

2. 다음 보기에 있는 용어를 아래 빈 칸에 알맞게 골라 넣으시오.
여권, 사증, 외국인 등록, 내국인 등록, 국제법

1)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

) 및 사증이 필요하다.

2)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
3) 대한민국은 (

)을 해야 한다.

)과 조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3. 다음 중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권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②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권리가 한국인의 권리보다 우선시 된다.
③ 한국에서는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④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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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한민국 국민 되기
들어가기
다음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시오.
Q. 다음 중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일까? 외모로 구분할 수 있는가?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Q. 다음 중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일까? 인사말로 알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Merhaba

학습목표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출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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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대한민국 국민 되기

Section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에 사는 사람이거나 한국인을 닮은 사람 또는 한국인과 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국적(nationality)이다.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國民)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국적을 얻는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국적법

태어난 장소를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국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 법률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태어난 장소보다 부모의 국적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태어났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부모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알아두기
ǎᱢŝ⇽ᔾ᷾ᕽ
출생증명서에는 언제 어디서 출생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출생
증명서는 모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은 각기 다르다. 대한민국
에서는 출생증명서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격 요건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부모의 국적이기 때문이다.

▶

한국의 출생증명서

▶

미국의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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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까?

품행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품성과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귀화(歸化, naturalization)라고 한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단정

먼저 일반귀화는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옷차림새나 몸가짐 따위가 얌전
하고 바름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일반귀화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하고,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귀화 신청 당시 민법상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또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

법무부
출입국 관리를 포함하여 법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소양을 갖추어야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와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본인도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그리고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가 된 경우에는 간이 귀화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간이 귀화에는 혼인귀화의
경우가 있는데,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귀화는 외국인으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한 귀화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귀화

(접수)

귀화요건

귀화적격심사

귀화적격심사

심사

(귀화 필기 시험)

(귀화 면접 심사)

신청

귀화 허가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

2010년 이후 매년 약 16,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있다.

더 배우기
ǎᯙᯱ֡᮹ǎᱢྙᱽ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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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또는 어머니 최소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그 자녀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 즉
국적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주어진다.

한국사람 + 외국사람 = 한국사람

부모가 자녀의 출생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 이후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사람 + 한국사람 = 한국사람

31

대한민국 국민 되기

정리하기

1.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킴
•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음

2.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까?
•외국인도 귀화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음
•귀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함

문제풀기

1. 서로 관련된 용어끼리 바르게 연결하시오.
① 국적•

•㉠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② 귀화•

•㉡ 외국인이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과정

2. 다음 중 옳은 설명에는 O, 틀린 설명에는 X로 표시하시오.
1)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2)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

3)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3. 다음의 (

)에 알맞은 용어는?
(

① 귀화

)

)을/를 통해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② 출생

③ 여행

④ 한류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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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들어가기
다음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시오.

Q1.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일까?

Q2.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와~ 대단한 사람이네.
Q3.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

투표소에 줄을 선 사람들

Q1.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일까?

Q2.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Q3. 이 일을 하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

세무서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학습목표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병역과 납세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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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Section

한국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나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켜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

공정

이다. 권리란 법에 의해 약속된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공평하고 올바름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타인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행위나 공정한 재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한국인에게 보장된 권리들이다.

권리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알아두기
༉ु⦽ǎᯙॅᮡᄲᩎ᮹᮹ྕෝaḡŁᯩᮥʭ
병역의 의무란 일정 기간 동안 국토방위를 위해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
이다. 군대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원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의무이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병역의무는 2년(육군기준)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이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의무가 아닌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군대에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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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한국 국민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에는 일정한 연령과 조건의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도
포함된다.
소득세

국방의 의무 외에 또 어떤 의무가 있을까? 대한민국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부가가치세라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
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자식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교육의
의무,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하는 환경보전의 의무, 그리고 자신의

국세청

재산을 사용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세금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의무
등이 있다

더 배우기
ᦥᯕॅᮥ⦺Ʊᨱᅕԕ۵äࠥ᮹ྕᯝʭ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
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
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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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리하기

1. 한국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권리란 법에 의해 약속된 힘이나 자격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함
•한국 국민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

2. 한국 국민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의무는 법에 따라 해야만 하는 일임
•한국 국민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가짐
•한국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짐
•한국 국민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의무 등을 가짐

문제풀기

1. 한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것을 올바르게 짝지어 보시오.
• ㉠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한다.
① 권리 •
② 의무 •

• ㉡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군대에 간다.
• ㉢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다.
• ㉣ 주말에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

2. 다음 보기에 있는 용어를 아래 빈칸에 알맞게 골라 넣으시오.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참정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 ㉠ ), 차별받지 않을 ( ㉡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 ㉢ ),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행위나 공정한 재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 ㉣ ) 등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한국 국민에게 약속된 권리이다.

3. 다음 중 한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병역의 의무는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②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③ 세금 납부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④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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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의 법집행 및 분쟁 해결
들어가기
다음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시오.

Q.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와~ 대단한 사람이네.

Q. 이런 사람을 보았을 경우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까?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Q.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Q.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사법 처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2. 법 집행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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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집행 및 분쟁 해결

Section

한국인들에게 법이란 무엇일까?

법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분쟁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형법에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간의 다툼

한국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형법을 어길 경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민법에는 사람들 간의 권리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각 개인이 서로의

형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권리를 다투는 과정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민법이 분쟁 해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

대한민국에서 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적용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거나 개인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사법(司法: judicature)이라고 한다.
형법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형사재판이라고 하며, 민법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민사재판이라고 한다. 민사재판은 개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라는 법집행기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판을 신청한다.
재판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을 사법부라고 하며, 재판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이다. 판사는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재판을 하는 판사

알아두기
ჶශᱥྙa᮹ࠥᬡᮥၼᮝಅ໕
대한민국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수입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거나,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등의 경우에는 법률 상담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까지 무료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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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이 있다. 이를 법집행기관이라고 하는데 검찰과 경찰이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

법집행기관은 직접 나서서 범죄자를 잡아들여 조사하기도 하고, 피해자나 일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의
침해나 위협을 받은 사람

국민의 신고로 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도 한다. 법집행기관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을 적용하여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112

법집행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범죄신고를 위한 전화번호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질서유지 등과 같은 일을
한다. 경찰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112로 전화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한다.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는 경찰과 유사해 보이지만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경찰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배우기
✚ᄥᔍჶĞₑᯕ
특사경이라고도 불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다. 오늘날 경찰이 직접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전문적인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세관
등의 담당 직원들이 경찰을 대신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들 또한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법집행기관의 구성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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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한국인들에게 법이란 무엇일까?
•사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과정임
•형사재판은 형법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법처리과정임
•민사재판은 민법을 적용하여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처리과정임

2.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경찰과 검찰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임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경찰이나 검찰 이외에 특수사법경찰들도 법을 집행할 수 있음

문제풀기

1. 사법 처리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올바르게 짝지어 보시오.
① 법원

•

• ㉠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

② 판사

•

• ㉡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③ 민사재판 •

• ㉢ 개인들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절차

④ 형사재판 •

• ㉣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처벌을 위한 사법절차

2. 다음 보기에 있는 용어를 아래 빈칸에 알맞게 골라 넣으시오.
경찰, 검찰, 법원, 국회

( ㉠ )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 ㉡ )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 ㉢ )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3. 다음 중 한국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사는 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② 법원은 범죄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하는 국가 기관이다.
③ 검찰은 법원에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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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국의 생활법률
들어가기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다. 질문에 답해보시오.

(돈을 빌려줄 때)

(집을 살 때)

(폭행 사건을 겪게 되었을 때)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길을 가다가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계약서를 보니 무슨 말인지 잘

폭행을 당했어요. 법의 도움을 받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모르겠어요. 계약은 함부로 하면 안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

까요?”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요.”

Q. 자신이 한국에서 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법을 통해서 재산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2. 법을 통해서 가족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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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활법률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외국인은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래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돈에 관련된 약속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는

계약

나와 상대방의 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문제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말이나 글로
일정한 약속을 하는 것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차용증에는 빌리는 돈과
이자가 얼마인지, 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차용증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많다. 이때는 계약서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해당 부동산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집을 사는 것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게 될 때에는 집을
빌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을 맺을 때에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알아두기
ᵝ┾ᯥݡ₉ᅕ⪙ჶᯕ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한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을 기간으로 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과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2년 더 효력을 가진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려줄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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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개인적인 일에서도 개인들 간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법을 통해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혼인신고

먼저,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
으로 신고하는 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보다 어린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협의 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행하는 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되는 이혼

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서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예를 들면 부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서로 협조하여 생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집

위자료

밖에서 일을 하고 버는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주부가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집안에서 하는 일도 생활비의 부담으로 인정된다.
부부로서의 관계를 끊고 싶을 때에는 합의나 재판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다. 만약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이혼할 수도
있다. 이혼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더 배우기
이혼신고서

ᯕ⪝ᮥ⦹íࡹᨩᮥভᦥᯕ۵٥a┅ᬙʭ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부모는 상대방에 대해 자녀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지 않게 된 부모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녀와 만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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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의 도움을 받을 때 유리함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함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2.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함
•부부는 서로에 대해 의무를 지니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음
•부부 한 쪽의 잘못이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각각의 개념과 그에 맞는 설명을 서로 연결해 보시오.
① 계약서

•

• ㉠ 계약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

② 차용증

•

• ㉡ 부동산의 정보와 거래를 보여주는 문서

③ 등기부등본 •

2. 다음의 (

•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시오.
결혼식, 혼인신고, 가정법원, 대법원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
(

㉡

㉠

)를 해야 한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음 중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재산 관련 약속을 할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좋다.
②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③ 당사자들이 원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 결혼할 수 있다.
④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 양측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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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
들어가기
다음은 권리 침해와 관련된 질문과 그 대답이다. 질문에 답해보시오.
Q.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A. 일단,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해 두세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든 회사에 연락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와서 상황을 판단하고 상대방과
와~ 대단한 사람이네.

협상도 해 주니까요. 협상이 잘 안 되면 경찰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Q. 불량인성장한
물건을것도
샀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A.있어서인가?
일단, 상품을 최대한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영수증을 보관한 상태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환불을 해주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연락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윗집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A. 윗집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
근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해서 해결하기
도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위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2.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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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한국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 이때는
법의 도움을 받게 되면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법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소송이다. 소송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개인들 간의 재산 문제나
가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세금 등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 분쟁을 해결한다.
소송이나 재판과정에서는 보통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 구조공단과 같은
공익적인 법률단체 등을 통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분쟁을 재판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재판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당사자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포스터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소송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나 제3자의 조정
이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알아두기
ʕɪ⦽ࠥᬡᮥၼᮥভᩑ⧁ᙹᯩ۵Ŕ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는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에게 연락할
수 있고, 119는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114는 각종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1345는
외국인들을 위한 종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긴급
전화번호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다급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112

범죄

119

화재, 환자

114

전화번호 안내

1345

외국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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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는 기관은
어디일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관

국가기관이다.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처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침해받았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자신이 입은
잘못된 피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기관의 잘못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오늘날 소비자로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

입게 되었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민자나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적인 기관도 존재한다. 현재 외국인 이나
이민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다문화와
관련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

적응하는 것을 돕고, 외국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한국소비자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외에도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경찰서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관

같은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배우기
ǭญ᭥ᨱᰁᯱ۵ᯱ۵ᅕ⪙ၼḡ༜⦽݅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의 복지와 자치를 지원하고
지역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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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기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리와 제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35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

정리하기

1. 소송을 통해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임
•피해자 개인은 상대방인 개인, 집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이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무조건 재판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도 중요함

2.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받는데 도움을 줌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함
•외국인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관이 존재함

문제풀기

1.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O, X로 답하시오.
1)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일부 사람들만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 (

)

2)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보다는 재판을 통해 해결하면 비용이 절약된다. (

)
)

2. 다음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무엇인지 쓰시오. (

)

나는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불량품을 사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물건을 생산한 대기업에서는
그 피해에 대해 성의껏 대응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3. 다음 중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국가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④ 국민들은 주변 공공기관을 통해 권리 보호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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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6. 준법의 중요성
들어가기
다음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 보내온 편지이다. 질문에 답해보시오.

이모, 한국에서 잘 지내시나요?

삼촌, 오랜만이에요.

저는 최근에 A 나라로 놀러왔어요. A 나라에서 놀란

제가 B 나라로 유학온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B

것은 A 나라 사람들은 법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와~ 이
대단한
사람이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법도 잘 지키지

나라는 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하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물론이고 구석진 곳에서도 쓰레기를

않아요. 신호등이 빨간 불이어도 자동차가 그냥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사소하게라도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길을
건널
때는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A 나라에는
경찰들도
많은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편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
어기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니까 지금의 B 나라가 있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죠.

거겠죠. B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편지를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갈게요. 그

쓸게요. 그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1. 두 사람의 편지를 읽고 어떤 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2. 자신의 출신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해 보시오.
3. 한국에 와서 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올바른 법의식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정의로운 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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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준법의 중요성

Section

법은 지켜야 한다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을 본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도
신호등에 따라 움직인다. 만약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길을 건널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자동차들도 잘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무질서한 거리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심각한
무질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국민들이 함께

신호를 잘 지키는 질서있는 모습

살아가기 위해 정해 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좋은
법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법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기

준법정신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정신

때문이다.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킴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이민자나 외국인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알아두기
ᗮݕᨱݕʕ⦽ǎ᮹ჶྙ⪵
법과 관련된 속담들을 보면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먼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은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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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정의로운 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

법은 일반적으로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각 개인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잘 지켜지고 있다.
21.1%
1994년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78.9%

사람에게는 많은 대가를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6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4.6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법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2008년

많았다. 예를 들면 돈이 있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법의 이름으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다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잘 지켜
지고 있다
36.6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57.2
▶

과거에 비해 법이 잘 지켜
진다는 대답이 늘어났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사회의 법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국민의 대표자들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 역시
잘못된 법을 고치거나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들 역시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을 때 한국 사회는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배우기
ᱶ᮹᮹ᩍᝁᔢ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한민국 대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각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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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법은 지켜야 한다
•법이 없으면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법은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해 둔 약속임
•국민들은 준법정신을 가짐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인의 권리도 지킬 수 있음

2. 정의로운 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은 정의를 추구함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법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민들은 잘못된 법을 고치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문제풀기

1.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O, X로 답하시오.
1) 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다. (

)

2)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

)

3) 국민들은 법을 지킴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
)이 강조되고 있다.

3. 다음 중 한국의 법과 한국 국민들의 법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② 과거 한국의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었다.
③ 국민들이 법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
④ 한국에서는 더 올바른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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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국의 역사Ⅰ(고대)
들어가기
Q. 한국을 여행하다 아래 사진과 같은 유적을 보았다. 굉장히 높고 무게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 이 유적은 무엇에 쓰이는 것이
었을까?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A. 사진 속 유적은 고인돌이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족장(부족의 우두머리)의 무덤이다. 크고 무거운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만 했다. 그 당시 족장들은 커다란 돌무덤을 통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려 했다. 한국에는 이런 고인돌이 여러 곳에 있다. 특히 강화, 화순, 고창에 있는 고인돌 유적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학습목표 보기
1. 연표를 통해 한국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2.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고대국가 수립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나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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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Ⅰ(고대)

Section

한국 역사의 흐름은 어떠했을까?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연표를 통해 살펴보자.
서양

한국

기원전 1800년
함무라비 왕,
메소포타미아 통일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

동양
기원전 2500년 중국,
황하 문명시작

기원전 57년 신라 건국

기원전 37년 고구려 건국

황하문명

기원전 27년 로마,
제정 수립

중국 황하 유역에서 일어난 문명
으로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

기원전 18년 백제 건국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

918년 왕건, 고려 건국
1096년 십자군 전쟁
1338년 영국,
프랑스 백년 전쟁

1231년 몽골의 1차 침입

1392년 이성계, 조선 건국

1517년

228년 진,
중국 통일
890년 캄보디아
앙코르 왕조 성립
1192년 일본,
가마쿠라 막부 성립
1206년 칭기즈칸,
몽골통일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들이 이슬람
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벌인 전쟁

몽골

1443년 세종, 한글(훈민정음) 창제

루터의 종교개혁

십자군 전쟁

1590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통일

13세기 초 칭기즈칸이 세운 제국

1803년 안남, 국호를
베트남으로 정함

종교 개혁

1592년 임진왜란
1600년 영국,
동인도회사 설립
1897년 대한제국 성립
1910년 일본의 대한제국 강제병합
1914년 1차세계대전
1940년 2차세계대전

1919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유럽에서 일어난 크리스트 교회
혁신 운동

1912년 쑨원,
중화민국 선언
1937년 중일전쟁

1945년 8·15 광복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남북 분단

1949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50년 6·25 전쟁

159

Section

한국 최초의 국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고조선
이다. 청동기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만주 지방과
한반도 북쪽에는 많은 부족들이 나타났다.
단군은 이러한 부족들을 합하여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반도에는
많은 국가들이 들어섰다. 그 중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삼국시대를 열었다.
화랑도

삼국 중 먼저 발전한 나라는 백제이다. 백제는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에 ‘화랑도’
라는 청소년 조직을 만들었다.
‘화랑도’의 많은 인재들은 이후
신라의 통일에 큰 도움을 주었다.

4세기 근초고왕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

▶

고조선의 영역

▶

삼국의 모습

하여 활발하게 무역하며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대왕에 이르러 영토를
크게 넓혔다.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 지방과 만주
땅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꾸준히 발전하였다.
신라는 삼국 통일의 준비를 착실히 하여 676년
한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통일 이후
신라는 서라벌(오늘날의 경주)을 수도로 삼고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갔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를 만들어 별자리를
관측하였고, 농업을 발전시켰다. 또한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청해진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신분 제도의 한계와 지배층의 사치로
백성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후백제와 후고구려, 신라의 후삼국으로 나뉘어졌다.

더 배우기
ၽ⧕۵ᨕਅӹᩡᮥʭ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서 세운 나라이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가장 영토가 넓었던 9세기에는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았다.
당시 중국에서는 발해를 ‘바다 동쪽의 큰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면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함께 있던 시기를 남북국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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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Ⅰ(고대)

정리하기

1. 한국 역사의 흐름은 어떠했을까?
고조선 건국 ▶ 삼국시대 ▶ 신라 삼국통일 ▶ 고려 건국 ▶ 조선 건국 ▶ 일본 강제합병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주권회복 ▶ 대한민국 정부 수립

2. 한국 최초의 국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한국 최초의 국가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고조선’임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하여 활발하게 무역하였음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 한반도 중부 지방과 만주까지 영토를 넓혀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음
•신라는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음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알맞은 것에 O, 잘못된 것에 X표시를 하시오.
1)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
2) 백제는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다. (

)
)

3)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 한반도 중부 지방과 만주 땅을 차지하며 영토를 크게 넓혔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 보시오.
한국 최초의 국가는 (

) 이다.

3. 다음 중 통일신라시대와 관계 없는 것은?
① 수도는 서라벌(오늘날의 경주)이었다.
②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③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를 만들었다.
④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청해진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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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한국의 역사 Ⅱ (중세)
들어가기
Q. 한국을 Korea(코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은 왜 Korea(코리아)가
되었나요?
와~ 대단한 사람이네.

꼬레
코레아
까레야
코리

= 고려
(Korea)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A. 프랑스어로는 꼬레, 독일어로는 코레아, 러시아어로는 까레야, 아랍어로는 코리라 부르는 한국의 이름은 모두 다 고려
(Korea)에서 온 이름이다. 고려시대에 다른 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고려라는 이름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학습목표 보기
1. 고려의 성립 과정을 말할 수 있다.
2. 고려의 사회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3. 조선의 성립 과정을 말할 수 있다.
4. 조선의 사회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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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Ⅱ (중세)

Section

고려는 어떤 나라였을까?

통일신라 말, 충청 지역의 호족이었던 왕건은 918년 고려를 세우고, 그리고 935년에

호족

신라를, 936년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후삼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935년 신라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재통일하였다.
고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발해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였다. 왕건은 한반도 북쪽의
지역을 다시 찾아서 진정한 민족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었다.
고려는 주변의 여러 나라와 무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특히 개경(오늘날 북한의
개성) 근처의 벽란도는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무역을
하였다.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코리아’가 되었다.
고려의 정치는 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려 말에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던 때도 있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주로 불교를 믿었으며, 국가가
주도하여 팔관회 등의 불교 행사를 열었다.
고려는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여러 민족들의 침략을 계속 받았으나 모두
물리치면서 영토를 넓혀갔다. 그러나 14세기 남과 북으로 외국세력의 침입을
받았고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성장한 세력의 대표인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인
조선을 세웠다.

알아두기
ࢱᯥɩᮥᖍʙᙹᨧ݅Łಅั∊ᝁᱶ༞ᵝ
고려 말에 귀족과 불교계의 타락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집단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졌다. 정몽주 등은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했으나 정도전이나 이성계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몽주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후
정몽주가 죽임을 당한 개성의 선죽교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는 정몽주의 핏자국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선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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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1392년 조선을 세운 태조(太祖) 이성계는 2년 후 한양(현재의 서울)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
사상을 토대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신분제 국가였는데,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신분별로 하는 일이 나뉘어져 있었으며 신분은 자식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조선은 일본과 중국(청)의 침략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토가 황폐화되는 등의 위기를 겪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농업과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조선의 정치와 사회는 안정을 되찾았으며, 문화 또한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

문반
경전, 행정 등 문과(文科) 출신의
관리 집단이 중심이 되는 신분

무반
무술 등 무과(武科) 출신의 관리
집단이 중심이 되는 신분

▶

양반 : 문반과 무반 및
그들의 가족을 말함

▶

중인 : 주로 통역관, 의사
와 같은 기술직 일을
맡았음

▶

상민 : 주로 농사를
짓고, 국가에 세금을 냄

▶

천민 : 노비, 백정
등과 같이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함

더 배우기
삼강오륜[三綱五倫]
삼강(三綱)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
오륜(五倫)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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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Ʊ۵᳑ᖁݡ႒ᖒॅᨱíᨕਅᩢ⨆ᮥᵝᨩᮥʭ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백성들도 유교의 내용에 따른
생활 예절을 지켜나갔다. 유교에서는 신하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나라에서는 이를 잘 지킨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그림과 함께
책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어린이는
어른을 존경하고, 친구끼리 서로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38

한국의 역사 Ⅱ (중세)

정리하기

1. 고려는 어떤 나라였을까?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서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음
•고려는 귀족이 중심이 된 불교 국가였음
•고려시대에 벽란도에서는 외국 상인들과 무역을 활발히 하였음

2.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이성계는 한양(현재의 서울)으로 도읍을 옮기고 조선을 세웠음
•조선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음
•조선의 신분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됨

문제풀기

1. 다음 중 알맞은 것에 O, 잘못된 것에 X표시를 하시오.
1)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다. (

)

2) ‘코리아’라는 지금 한국의 영어 명칭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부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

)

3) 고려는 양반이 중심이 된 유교 국가였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새로운 정치 이념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은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
)의 정치 사상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다.

3. 다음 중 조선시대와 관계 없는 것은?
① 조선의 도읍지는 한양이다.
② 조선은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이다.
③ 조선은 고려와 달리 양반이 중심 세력이었다.
④ 조선은 천민, 상민, 중인, 양반으로 나누는 신분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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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한국의 역사 Ⅲ (근대)
들어가기
Q.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A. 1910년 한국은 일본에
주권을피가
빼앗겼다.
한국인의 토지와 물자를 약탈하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
장보고의
흐르고일본은
있어서인가?
했다. 그러나 1919년 전 세계가 놀랄 만큼 큰 저항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3·1 독립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전국적으로 학생, 종교인, 농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3·1 독립운동은 폭력을 쓰지 않고 한국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힘을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다.

학습목표 보기
1. 조선 후기에 새롭게 생긴 학문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에 한국이 맞이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다.
3.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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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Ⅲ (근대)

Section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6-17세기에 큰 전쟁을 겪었던 조선에서는 나라 안팎으로 몇 가지 변화를

실학

맞이하였다. 나라 안에서는 백성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

생겨났다. 나라 밖에서는 서양 여러 나라가 조선에 문물 교류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당시 지배층인 유학자들은 실생활과 상관이 없는 학문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대하던 학자들은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고 나라의 힘도 길러
줄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문을 실학이라고 한다.
이 시기에 도입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은 실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실학자들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변화를 주장
했다. 특히 대표적인 실학자인 정약용은 농사짓는 땅은 농민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흥선대원군 척화비

한편 19세기 말 서양의 여러 나라가 교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은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 배외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쇄국정책은 한동안

쇄국정책

서양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늦게 서양의 발달된

다른 나라와 통상, 교역을 금지하고
외교 관계를 제한하는 정책

문물을 받아들여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늦어지기도 하였다.

알아두기
ᱶ᧞ᬊᯕอुÑᵲʑ
한국의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은 과학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으로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을 쌓을 때 이용
하도록 하였다. 거중기는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든 기계
이다. 거중기를 활용한 덕분에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동안 사람들의 힘이 덜 들었고
무거운 물건을 쉽게 다룰 수 있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은 다른
성에 비해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다.

수원 화성

▶

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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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개혁은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
위안부

한국을 점령한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정책을

일본 군인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여성

실시하였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쌀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다. 심지어 일부 한국 여성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

위안부 소녀상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독립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독립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려나갔다. 또한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였다.
국내에서는 언론, 교육, 경제 활동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계속
된 독립운동은 한국이 독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국권을 되찾게 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중국 상하이)

더 배우기
ǎ₥ᅕᔢᬕ࠺ᮡᨕਅࠦพᬕ࠺ᯕᨩᮥʭ

국채보상운동기념비(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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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은 다양한 방면으로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 중 국민들의 모금으로 일본에 진 나라의 빚을 갚아 국권을 되찾고자 한
것이 국채보상운동이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 운동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유학생, 그리고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여성들은 반찬값을 아끼거나 반지, 목걸이,
귀고리를 팔아 모금에 참여했다. 또 담배를 피우지 않고 돈을 모아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국채보상운동은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 국권을 회복하려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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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조선 후기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학문인 실학이 발달함
•조선은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 배외정책을 실시함

2. 일제 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에 국권을 빼앗김
•일본의 강압적 통치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을 겪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남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국권을 되찾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알맞은 것에 O, 잘못된 것에 X표시를 하시오.
1) 16~17세기 전쟁으로 인해 조선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실제 삶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 나타나게 되었다. (

)

2) 조선은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라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학문인 (
이 등장하였다.

)

3. 다음 중 일제 강점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다.
③ 만주 지역에서는 일본군에 맞서 독립군이 활동하였다.
④ 1919년 3월 1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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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한국의 인물사 I (지폐 속 위인들)
들어가기
아래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1 달러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1,000 엔
1. 위 그림에 나온 화폐들은 각각 어느 나라의 화폐인지 말해보시오.
2. 자신의 출신국가에는 어떤 화폐가 사용되는지 말해보시오.
3. 한국의 화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화폐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말할 수 있다.
2. 화폐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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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위안

100 유로

40

Section

한국의 인물사 I (지폐 속 위인들)

천 원권과 오천 원권에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각 나라의 화폐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그림, 문화 등이 담겨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도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지폐는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오만 원권의 네 가지이다. 이 지폐 속에는 각각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 있다.

▶

천 원 - 이황

▶

오천 원 - 이이

이황이 제자를 교육하고자 만들었던
도산서원

먼저 한국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지폐인 천 원권에는 이황이 있다. 이황은 조선을
대표하는 뛰어난 학자 중 한 명으로 학문 수준이 높아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관직에 욕심을 내지 않고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황을
존경하였으며 그의 학문은 여러 훌륭한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오천 원권에는 이황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인 이이가 있다. 이이는 역시

10만양병설

이황과 마찬가지로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고 많은 책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이이는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미리
10만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안타깝게도
이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 조선은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알아두기
⦽ǎ᮹࠺ᱥᨱᔩĉḥ᮹ၙ
한국에는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동전이 있다. 500원 동전에는
두루미가 그려져 있는데 두루미는
과거 흰 옷을 즐겨 입었던 한국 민족을 ▶ 한국의 동전
상징하는 것이다. 100원 동전에는 조선시대 바다에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던 이순신
장군이 있고, 50원 동전에는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쌀이 만들어지는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10원 동전에는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인 다보탑이, 5원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이 있고, 1원 동전에는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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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권과 오만 원권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한국에서 가장 큰 금액의 지폐는 오만 원권이다. 과거에는 만원이 가장 큰 금액이
었으나 최근 오만 원권이 추가되었다. 만 원권과 오만 원권 속에서도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측우기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측우기는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로 세계
최초의 발명품이다.

▶

만 원 - 세종대왕

▶

오만 원 - 신사임당

먼저 만 원권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이 나타나
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조선은 매우
평화로운 가운데 크게 발전하였다. 당시 세종대왕은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영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백성들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현모양처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오만 원권에는 지폐의 인물 중 유일한 여성인 신사임당이

자상한 어머니이자 좋은 아내라는
뜻으로 신사임당과 같은 여성을
의미한다.

그려져 있다. 신사임당은 앞서 오천 원권에 나타나 있는 이이의 어머니이다.
신사임당은 아들인 이이를 훌륭한 학자로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수행했다. 특히 그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으로
기억되고 있다.

더 배우기
ᖙ᳦ݡ᪶ᮡ᪽⦽ɡᮥอॅᨩᮥʭ

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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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한글은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렸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이전에는 중국에서 전해진 한자로만 글을 적었다. 하지만 한자는
무척 배우기 어려워서 높은 신분의 양반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일반
백성들은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쓸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세종대왕은
이런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후 백성들은 농사에 필요한 책을 읽거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게 되었으며
한글 소설 등도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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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천 원권과 오천 원권에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천 원권의 이황과 오천 원권의 이이는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들임
•이황은 높은 학문 수준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욕심을 내지 않고 학문과 교육에 힘씀
•이이는 학문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음

2. 만 원권과 오만 원권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만 원권에는 세종대왕이, 오만 원권에는 신사임당이 있음
•세종대왕은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며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듦
•신사임당은 지폐의 인물 중 유일한 여성으로 어머니와 아내로서 또 훌륭한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줌

문제풀기

1. 다음 중 알맞은 것에 O, 잘못된 것에 X표시를 하시오.
1) 이황과 이이는 조선의 대표적인 장군이다. (

)

2) 이황은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힘썼다. (

)

3) 이이는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를 주장했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손꼽히는데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
)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3. 다음 중 지폐 속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천 원권 지폐에는 이이가 있다.
② 오만 원권 지폐에는 세종대왕이 있다.
③ 세종대왕은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④ 신사임당은 지폐 속 인물 중 유일한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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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의 인물사 Ⅱ (영웅적인 인물들)
들어가기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영웅적인 인물을 빈 칸에 적고 소개해 보시오.

세계 최대의 영토를 정복했던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인물

저항했던 지도자
와~ 대단한 사람이네.

몽골의 ‘징기스칸’

인도의 ‘간디’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독립운동가
베트남의 ‘호치민’

학습목표 보기
1. 광개토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독립운동가인 유관순과 김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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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우리는 여러 나라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역시 과거
수많은 전쟁을 겪었으며, 그 중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들이 존재한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웅 중 한 명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다.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은 넓은 영토를 점령한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다. 그는 뛰어난 용기와 전략으로 주변 여러
나라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
하였다. 또한 남쪽에 있던 신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자 군대를 보내서 일본군을 몰아내기도 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광개토대왕릉비에 새겨져
▶

오늘날까지 전해 지고 있다.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

광개토대왕릉비

한국의 영웅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인물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맞서

중국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켰던 인물이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막아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나중에는
일본군에 비해 배와 병사가 무척 부족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작전과 지도력을 발휘했고, 죽는 순간까지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은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바탕으로 결국 일본 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

이순신 장군 동상

거북선

알아두기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거북 모양의
배이다.

⦽ǎᯙ↽Ⅹ᮹יᄉᔢᙹᔢᯱ۵
한국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그는 독재정권에 맞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되어
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길을 제시하였다. 이런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고(故)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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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

과거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한국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훌륭한 위인들의 뜻을 기억하고 있다.
3·1 독립운동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유관순을

1919년 3월 1일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서 한국에서 일어났
던 독립운동

꼽을 수 있다. 1919년 3월 1일에는 일본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졌는데, 당시 학생이었던 유관순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이끌었다. 일본은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유관순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을
잡아갔다. 유관순은 감옥에 갇혀서도 한국의 독립을 주장
했고, 결국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17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 한 명

3·1 독립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
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조직했던 임시정부

이다. 김구는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

유관순

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김구의 주도 하에
수많은 독립운동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구는 해방 이후에도
남과 북의 분단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

김구

였다. 그래서 김구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영원한 스승이자 지도자로 남아있다.

더 배우기
ᦥᦥᯙ↽Ⅹ᮹ᮁᨵᔍྕⅾᰆᮡ
2014년 현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유엔(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한국인 반기문이다.
반기문은 어릴 때부터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2006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반기문은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원자력이나 기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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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41

한국의 인물사 Ⅱ (영웅적인 인물들)

정리하기

1.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왕으로 넓은 지역을 점령했음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바다를 지켰던 조선의 장군임

2.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노력했음
•유관순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을 이끌었음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독립운동을 했고 남북의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알맞은 것에 O, 잘못된 것에 X표시를 하시오.
1) 광개토대왕은 조선의 왕이다. (

)

2)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었다. (

)

3)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일본, 미국, 3월 1일, 8월 15일

과거 한국은 ( ㉠ )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되었다. 하지만 식민지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1919년 ( ㉡ )에는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 운동이 벌어졌다.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광개토대왕은 임진왜란에서 활약했다.
② 이순신 장군은 넓은 땅을 점령했던 훌륭한 왕이다.
③ 유관순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④ 김구는 조선의 훌륭한 장군으로 해상에서 일본군을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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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역사 속 한국의 문화예술
들어가기
아래 사진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과 그릇이다. (가)와 (나)를 각각 지배층의 문화와 서민의 문화로 구분해보시오.
(가)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귀족과 양반이 누린 예술 문화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2. 서민 문화의 특징과 종류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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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2

역사 속 한국의 문화예술

Section

귀족과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최근 한국의 드라마에서 사극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극은 한국의 과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신분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랐다.
고려시대 주로 사회를 다스렸던 이들은 귀족이었다. 귀족은

고려청자

높은 신분을 지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푸른 빛을
내는 도자기

귀족은 다른 평민과 달리 쉽게 관리가 될 수 있었고 매우
풍족한 삶을 살았다. 특히 당시의 귀족은 매우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켰다. 특히 당시 푸른 빛깔을 넣은
도자기는 고려청자라고 하여 여러 나라로 수출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사회의 지배 계급이었다. 양반은 예를 중시하여 격식에 맞는

서예

옷차림과 언행을 하였다. 양반은 글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농사와

글씨를 붓으로 아름답게 쓰는 예술

장사 같은 일은 천하게 여겼다. 그리고 글을 읽지 않을 때에는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였다. 당시 양반이 썼던 훌륭한 시와 글씨, 멋진
그림들이 아직 남아있다.

▶

양반의 그림

▶

양반이 쓴 시
양반의 옷차림

알아두기
᳑۵ྕᨨᯝʭ
시조는 한국 고유의 ‘시’로 고려시대부터 발달
하였다. 시조는 글자의 수나 기본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주로 귀족이나 양반을 중심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여성들이나 평민들도 시조를
즐겨 짓게 되었다. 시조의 내용은 주로 나라에 대한
충성, 자연 속에서의 여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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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서민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민

과거 한국에서 서민은 귀족이나 양반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고 하루하루 먹고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일반 사람

살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해야 했다. 힘들었던 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남아있다. 특히 조선시대 서민의 삶은 당시 화가들의 풍속화에 잘 나타나
있다.

풍속화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

▶

씨름하는 장면(김홍도)

▶

농부들의 모습(김홍도)

▶

대장간의 모습(김홍도)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춤과 노래를 즐겼는데 판소리와 탈춤 등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판소리는 북소리에 맞추어 몸짓과 이야기를 섞어가며 부르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래이다. 판소리에 담긴 이야기 속에는 착한 것을 권하고 나쁜
것을 벌하는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 그리고 탈춤은 사람들이
얼굴에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하는 공연을 말한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탈을 쓰고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나 관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서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서민들은 평소에 현실에서는 드러낼 수 없었던 생각을
탈춤을 통해 표현하며 그것을 즐겼다.
탈춤

더 배우기
ၝ⪵۵ᨕਅəฝᯝʭ
과거에는 주로 양반이나 귀족 등 비교적 풍요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서민들 사이에서도 기존의 그림들을 따라하거나 자신들의
삶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서민들이 특별한 형식없이 소박하고 재미
있게 그린 그림들을 민화라고 한다. 민화는 주로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자연 또는
동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서민들은 민화를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건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그리면서 자신들의 소망을 표현했다.

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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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한국의 문화예술

정리하기

1. 귀족과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고려시대 귀족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
•고려시대에는 매우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가 발전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려청자임
•조선의 양반들은 예를 중시했고 시를 짓거나 글씨를 쓰며 그림을 그렸음

2. 서민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민은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어려운 삶을 살았음
•풍속화를 통해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음
•판소리는 북소리에 맞추어 몸짓과 이야기를 섞어가며 부르는 한국의 전통 노래임
•탈춤은 얼굴에 탈을 쓰고 춤을 추는 한국의 전통 공연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알맞은 것에 O, 잘못된 것에 X 표시를 하시오.
1) 고려시대에는 서민들 위주의 문화가 발달했다. (

)

2) 고려청자는 푸른 빛깔을 넣은 매우 화려한 도자기이다. (

)

3) 조선시대 양반들은 학문보다는 농사나 장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양반, 서민, 풍속화, 판소리, 탈춤

조선시대의 화가들은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 ㉠ )를 그렸다. 이 그림들은 조선시대
힘든 삶을 살았던 ( ㉡ )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때로는 얼굴에 탈을 쓰고 춤을 추는
( ㉢ )을 통해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드러냈다.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귀족은 낮은 신분의 사람을 말한다.
② 양반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힘든 노동을 했다.
③ 탈춤은 양반들이 즐겼던 문화로 매우 화려하고 세련된 공연이었다.
④ 판소리는 북소리에 맞추어 몸짓과 이야기를 섞어가며 부르는 한국의 전통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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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의 주요 문화재
들어가기
아래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시오.
Q.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대표적인 문화재는 무엇인지 적어
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한국의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Q.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대표적인 전통놀이는 무엇인지
적어 보시오.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강강술래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주요 문화재를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 종교 문화와 왕실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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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의 주요 문화재

Section

한국의 종교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불교문화가 발달
하였다. 한국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였다. 중국에서 전해진 불교는
오랜 시간 동안 왕이나 귀족에서부터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한국 곳곳에는 절과 불상, 탑 등 다양한 불교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지역에 가면
많은 불교 유적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것이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불국사는
부처님의 뜻을 잘 형상화하여 만든
대표적인 절이다. 바위를 다듬어 만든

▶

불국사

▶

석굴암

석굴암은 신라인의 불교 신앙과 우수한 조각 기술을 보여준다.

한국의 불상
한국의 불교문화는 일본으로 전파
되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고려시대에도 불교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대표
적인 유산이 바로 고려대장경이다. 고려는 몽골의

고려대장경과 해인사

침략으로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렸고 백성들은

현재 고려대장경은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무판에 새겨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나무판이

▶

고려대장경

8만장이 넘어서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알아두기
⦽ǎ᮹ᱥ☖ษᮥ⦹⫭᪡᧲࠺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하회
마을과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양동마을은 과거 유교의 영향
하에 있었던 전통마을의 모습을
아직 남겨두고 있다. 이곳에는
과거 양반들이 살았던 기와집과
서민들의 초가집이 남아있으며 ▶ 하회마을
▶ 양동마을
과거 선비들이 공부하던 장소도
만날 수 있다. 특히 하회마을은 1999년 영국 여왕이 방문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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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한국 왕실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과거 한국은 오랫동안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다. 왕은 한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왕의 강력한 권위를 보여주는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왕이나
왕비가 묻혀있는 무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무덤 속에서 과거 왕이나 왕비가
사용했던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다.
화려한 장식의 금관과 유리잔, 토기 등은
찬란했던 신라 왕실 문화를 잘 보여준다.

▶

신라시대의 천마총

한국의 왕조문화는 500년간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신라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금관

서울에는 당시 왕이 살던 궁궐이 남아있다. 그 중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가장 먼저
세워진 궁궐이다. 웅장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고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경복궁은
오랫동안 조선 왕조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조선의 궁궐
조선의 궁궐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덕수궁), 경희궁의
다섯 곳이 있다.

▶

덕수궁 중화전

▶

경복궁 경회루

더 배우기
ᮁօᜅ⎵aᯙᱶ⦽⦽ǎ᮹ྙ⪵ᮁᔑᮡ
유네스코는 세계 협약에 따라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이를 특별히 보호
하고 있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켰고, 현재 석굴암과
불국사, 고려대장경,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강화 고인돌 유적, 경주 역사 유적, 조선
왕릉, 하회·양동 마을이 현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문화유산 외에도 우리나라 훈민정음이나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문화유산, 종묘제례,
판소리나 강강술래, 아리랑 강릉단오제, 김장 같은 무형문화유산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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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문화재

정리하기

1. 한국의 종교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불교문화가 발달했음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는 불국사와 석굴암 등의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있음
•고려시대에는 부처님의 힘으로 외세를 막아내기 위해 고려대장경을 만듦

2. 한국 왕실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신라 왕들의 무덤 속에서 화려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음
•조선의 왕들이 살던 아름다운 궁궐들이 남아있음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중에는 한국의 왕조와 관련된 문화유산도 포함되어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중 알맞은 것에 O, 잘못된 것에 X표시를 하시오.
1) 과거 한국에서 불교는 일부 사람들만 믿는 종교였다. (

)

2)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가면 불국사와 석굴암 등을 볼 수 있다. (

)

3)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고려시대 불교문화를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

2. 다음의 (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유교, 불교, 고려대장경, 고려청자

고려시대에는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았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 ㉠ )의 힘을 통해 외적을
물리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고려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무판에 새긴 (

㉡

)을 만들었다.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불교는 조선시대 한국에 처음 전파되었다.
② 고려시대에는 불국사와 석굴암 등을 만들었다.
③ 신라 왕들의 무덤 속에서 화려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④ 조선의 궁궐은 수많은 전쟁 중에 불타서 모두 사라졌다.

185

지리

44. 한국의 위치, 기후, 지형
들어가기
다음은 한국의 계절과 관련된 그림이다.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1. 위에 제시된 그림에 나타난 계절을 각각 말해보시오.
2.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과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3. 자신의 출신국가의 계절이나 날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기후, 지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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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치, 기후, 지형

Section

한국의 기후와 계절은 어떠할까?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불리는 4개의 계절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각

기후

계절간의 날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무척 달라진다. 봄에는

일정 기간의 기온, 강수, 바람 등의
대기 상태

대체로 포근하고 따뜻하며, 이따금씩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불어온다. 여름에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의 영향으로 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가을은 대체로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맑고 화창한 날씨인 경우가 많다.
겨울에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하다.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기도 한다.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을 즐길 수 있지만, 황사가 올 때는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놀이를 즐기는데, 간혹 비가 많이 오면 홍수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 가을에는 울긋불긋 물든 가을 산에서 단풍놀이를
즐긴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는 김장을 담그면서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한다.
겨울에는 눈썰매나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계절

기간

특성

각 계절에 볼 수 있는 현상

봄

3~5월

포근하고 따뜻함

황사, 꽃샘추위(초봄)

여름

6~8월

무덥고 습함

열대야, 피서, 집중호우, 태풍, 장마

가을

9~11월

화창하고 건조함

낙엽, 추수, 단풍

겨울

12~2월

춥고 건조하고 눈이 내림

눈, 폭설

한국인들은 봄에는 봄꽃놀이를, 가을
에는 단풍놀이를 즐겨한다

알아두기
ĥᱩᔢ⣩ᨱ۵ᨕਅäᯕᯩᮥʭ
한국에서는 계절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계절에만 주로 판매되는 계절상품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날씨가 무척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냉면 같은 차가운 음식이 많이 팔린다. 반대로 날씨가 무척 추운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물건들이 주로 팔린다.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돌이나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 등의 난방용품이 대표적이다. 계절상품은 특정 계절에만 주로
팔리기 때문에 이 계절이 지나면 구입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에어컨과 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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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형(산지, 평야, 바다)은
어떠한 모습일까?

지형

한국은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

땅의 모습

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산지와 평야, 바다

산지

등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다.

한국은 동쪽은 높고(갈색) 서쪽은
낮은(초록색) 지형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는 산이 전체 국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동쪽지역으로 가면 한반도의 등줄기로 불리는

평야

태백산맥을 따라서 많은 산을 볼 수 있다. 설악산과

평평한 땅

오대산은 태백산맥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이다.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이 있다.
한국의 서쪽과 남쪽지역에서는 강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호남

▶

한국은 동쪽은 높고(갈색) 서쪽은 낮은
(초록색) 지형을 가지고 있다

평야와 나주평야로 이곳에서는 대체로 한국인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동쪽, 남쪽, 서쪽의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다양한 해안 지형도
볼 수 있다. 삼면 중에 남해안과 서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한 반면, 동해안은
해안이 비교적 단조로우며 모래사장이 크게 발달해 있다.

더 배우기
Ⲳ႒ࢱݡeⲳ

ᯕ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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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지형을 설명할 때 흔히 여러 산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선시대 출간된 <산경표>는 한반도의 지형을 다르게 설명한다. 즉, <산경표>는
백두산에서부터 남쪽 지리산까지 이르는 큰 산줄기라는 의미에서 백두대간을 제시하고,
이를 따라 한반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산경표>의 해석은 실제 한반도에 있는 산과
강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 각 지방을 구분하는 언어와 풍습 차이까지도 잘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백두대간을 따라서 긴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백두대간이라는 단어가 더욱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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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치, 기후, 지형

정리하기

1. 한국의 기후와 계절은 어떠할까?
•한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가 크게 다름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모습이 많이 달라짐

2. 한국의 지형(산지, 평야, 바다)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국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형태임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한국의 각 계절과 그에 맞은 현상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①봄

•

• ㉠ 더위

② 여름 •

• ㉡ 황사

③ 가을 •

• ㉢ 단풍

④ 겨울 •

•㉣눈

2. 한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시오.
1) 한국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형태이다. (

)

2) 한국에 사계절이 나타나는 까닭은 적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다. (

)

)

3. 다음 중 한국의 지리적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한국은 사계절의 기후를 가진 나라이다.
② 한국은 전반적으로 평야보다 산이 많다.
③ 한국은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섬나라이다.
④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은 건조하고 기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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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한국의 중심부, 수도권
들어가기
다음은 한국의 어떤 지역을 나타낸 사진들이다.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등 궁궐이
오늘날 한국이 무역경복궁
강국으로
성장한많습니다.
것도
삽니다.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주요 정부기관, 회사, 유명한 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1. 위 사진과 설명이 가리키는 지역은 어디인지 말해보시오.

2.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에 대해 소개해 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수도권의 위치, 인구, 산업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한 까닭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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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심부, 수도권

Section

한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모습은 어떠할까?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25개의 자치구로

수도권

이루어져 있다. 서울의 중앙에는 한강이 흐르고

수도 서울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및 인천지역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북쪽을 강북, 남쪽을 강남
이라고 한다. 서울에는 면적에 비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 서울이 한반도 전체 면적에서

인구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지만, 서울의 전체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

인구는 약 1,050만명(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

서울특별시 지도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한다.
서울에는 청와대, 국회 등 주요 정부기관들과 기업, 문화 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시설과 명문 대학도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은 동대문 시장, 노량진 수산 시장 등과 같은 대규모 도매 시장, 대형 백화점
및 복합 쇼핑몰 등이 모여 있는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거주할 집 부족, 시내 교통 혼잡, 공기 오염과 소음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관공서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서울 근교지역에 신도시를 건설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알아두기
ᕽᬙᮡᨙᱽᇡ░ᙹࠥᩡᮥʭ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새 나라의 도읍지(수도)를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결정
하면서부터 서울은 한국의 수도가 되었다. 1910년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수도의
기능을 잠깐 잃기도 하였지만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이 되면서 서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자리하고 있다. 서울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치뤄 내며,
세계 속의 도시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면서 서울이
세계적으로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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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또 다른 중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모습은?

신도시

경기도

서울의 인구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은 거주형 도시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며 수원시를
비롯한 27개 시와 가평군을 비롯한 4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의 인구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가 건설
되었고, 오늘날에도 화성시, 파주시, 용인시 등에

인천

서울

신도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옮겨오고, 신도시 개발
경기도에는 계속해서 신도시가 만들어
지고 있다.

등으로 현재 약 1,2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인천시지역 지도

경기도는 서비스업, 공업, 농업 등 여러 종류의
산업이 골고루 발달하였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인구가 많아서 우수한 기술자와
노동력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상품을 팔기도 쉽다.
인천광역시
무역

인천은 서울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가장 큰 도시로 크고 작은 일부 섬들도 포함하고

나라 간의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있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일찍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기능해왔다. 특히 인천에는 한국 최대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인천은 국가간 교류의 중심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더 배우기
ᙹࠥǭ እᙹࠥǭḡᩎ᮹Ċ₉
수도권에 약 2,600만 여 명(2012년 기준)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모여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에서 일자리, 교육, 의료서비스 등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 명문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점도 수도권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에는 각종 기업과 학교가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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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일자리,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보다 많이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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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심부, 수도권

정리하기

1. 한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모습은 어떠할까?
•대한민국 인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인구가 집중된 까닭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임
•인구 집중으로 인해 주거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나타남

2. 또 다른 중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모습은?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며 서비스업, 공업, 농업 등 여러 종류의 산업이 골고루 발달하였음
•인천은 한국을 대표하는 무역 항구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국가 간 교류의 중심
도시임

문제풀기

1. 다음은 서울특별시, 경기, 인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① 서울특별시 •

• ㉠ 국제공항과 무역항구가 위치해 있다.

② 경기도

• ㉡ 한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

③ 인천광역시 •

• ㉢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여러 종류의 산업이 골고루
발달해 있다.

2. 다음 중 서울특별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상업의 중심지이다.
㉢ 정부기관이 모여 있다.

)

㉡ 어업이 발달하였다.
㉣ 교육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다.

3. 다음 중 인천, 경기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인천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다.
② 인천은 경기도와 서울의 동쪽에 위치해있다.
③ 경기도는 서비스업, 공업, 농업 등의 산업이 고루 발달하였다.
④ 경기도에는 서울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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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46.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강원, 충청
들어가기
다음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방문하고 싶어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다.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태어나서 한 번도 스키를
타본 적이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정동진의

없는데,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한국의 설악산에 가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해돋이를 감상하고 싶어요.

대관령의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고

(캐나다에 사는 대니씨)

(일본에 사는 준코씨)

싶어요. (태국에 사는 미아미씨)
1. 한국의 강원, 충청지역 중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싶은 외국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곳을 이야기해보시오.
2. 자신이 강원, 충청지역을 방문해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강원, 충청지역의 위치, 인구, 산업, 자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강원지역에서 관광업이 발달한 까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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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강원, 충청

Section

아름다운 자연경관 강원지역의 모습은?

강원도는 한반도 중앙부 동쪽에 위치해 있다.

태백산맥

특히 이 지역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으로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주요 산맥
으로 남북을 가르고 있음

이뤄져 있고 동쪽으로는 동해 바다와 맞닿아
있다. 이 지역은 남한에서 가장 북쪽지역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춥고 눈이 많이 내린다. 흔히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을
영동 지방, 서쪽을 영서 지방이라고 부른다. 영동
지방이 영서 지방에 비해 따뜻한 편이다.

오죽헌은 강릉시에 대표적 문화유산
이다.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
면서도 높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이동하는

▶

강원지역 지도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철도, 항공편,
고속도로 등이 생기면서 교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는 특히 자연경관이
뛰어나서 수많은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설악산이나 오대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산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해와 인접하여
수많은 해수욕장이 발달해 있어서 특히 여름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고 있다.

삼척의 호산항, 강원도에는 자연경관
이 아름다운 곳이 많아 드라마 촬영
지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알아두기
vᬱḡᩎᨱšŲᔑᨦᯕၽ⦽ݍᯕᮁaḡ۵
첫째, 강원지역은 여름엔 서늘해서 피서를 즐기기가 좋으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가 좋다.
둘째, 강원지역에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이름난 산들과 함께 넓게 펼쳐진
동해바다가 아름답다.

강원도에는 스키장이 유명하다.

셋째, 강원지역에서는 대관령 눈꽃 축제, 경포 해돋이 축제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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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충청지역의 모습은?

충청지역은 남한의 중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도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로 나눠진다. 충청북도는
충주에서는 매년 충주호수축제가
열린다.

유일하게 바다가 접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곳에는
국제공항이 있는 청주와 호수로 유명한 충주가
있다. 충청남도에는 옛날 백제의 도읍지(수도)였던
공주와 부여 등이 있다.
대전광역시는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대도시이다.
이곳에는 과학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어 과학기술

충청남도에는 백제시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이 많다.

▶

충청지역 지도

▶

1993년 대전에서는 세계과학엑스포가
개최되었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993년 세계과학엑스포가 개최되었으며, 매년
10월에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충청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졌다. 원래 서울에 있던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청주국제공항

오면서 충청지역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 배우기
ᖙ᳦✚ᄥᯱ⊹ಽᯙ⧕ᔩಽᬕᵲᝍḡaࡽ∊ℎḡႊ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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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던 주요 행정부처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12년 9월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까지 16개 중앙행정부처와 20개 소속 기관들이 이전을 마무리
하게 될 예정이다. 2014년 말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에 인구 및
자원이 집중된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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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아름다운 자연경관 강원지역의 모습은?
•강원지역에는 높은 산이 많고, 동해 바다와 접해있음
•강원지역은 교통의 발달로 점차 가까워짐
•강원지역에는 관광업이 발달함

2.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충청지역의 모습은?
•충청지역은 평야가 발달해 있고, 교통이 편리함
•대전광역시에는 과학기술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함
•정부 행정기관이 충청지역으로 옮겨오면서 또 다른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음

문제풀기

1. 다음은 강원도와 충청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시오.
1) 충청북도는 바다와 맞닿아 있다. (

)

2) 강원도 면적의 80%는 산이나 숲이다. (

)

3)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는 논농사를 주로 짓는다. (

)

4) 충청도는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

2. 다음의 (

)

)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써 넣으시오.
청주, 대전, 춘천

1) 충청북도의 (

)에는 국제공항이 있다.

2) 충청지역의 (

)은 1993년 세계과학엑스포가 개최되었다.

3. 다음 중 강원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백제 도읍지와 같은 역사 유적이 많아 관광업이 발달하였다.
② 이 지역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으로 이뤄졌다.
③ 설악산, 오대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산들이 있다.
④ 동해와 인접해 있어 수많은 해수욕장이 발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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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역경제의 중심, 경상, 전라, 제주
들어가기
다음은 경상, 전라, 제주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에 대한 소개글이다.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해운대 :

보성녹차밭 :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부산지역에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전라남도
보성은 한국에서 차(茶)를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이다. 해수욕장이 유명하여 여름에 많은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다. 현재 전국

제주올레길 :

사람들이 찾는다.

각 코스는 바다 경관, 목장, 등산, 계곡

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20개가
넘는 걷기여행코스를 개발해두고 있다.
등의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위에서 설명하는 관광지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보자.
2. 경상, 전라, 제주 지역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 해 보자.

학습목표 보기
1. 경상, 전라지역의 위치, 인구, 산업, 자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제주지역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광업이 발달한 까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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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중심, 경상, 전라, 제주

Section

공업과 함께 발달한 경상지역의 모습은?

경상지역은 한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문화유산

영남지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은 경상남도와

다음세대로 전해질 가치가 있는
정신적·물질적 문화재나 양식을
가리킨다.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라는 대표적인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독도와 울릉도 등의 섬이 속해 있기도 하다.
경상지역에서는 일찍이 공업이 발달했다. 구미

관광자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섬유와 전자 산업이 크게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대상으로
자연, 문화유산 등이 있다.

발달했다. 특히 해안가 쪽으로는 항만이 발달하여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유리하여 큰 공업
단지가 발달해있다. 포항에 있는 종합 제철소나

▶

경상지역 지도

울산 지역에 있는 조선소 등은 이 지역의 공업
발전을 잘 보여준다.
경상지역은 수많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천 년의 불교 예술과 문화가 꽃피웠고,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조선 유교
문화가 발전해왔다. 이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는 경주의 석굴암, 불국사,

경주는 천년 역사 신라의 도읍지였다

안동의 도산 서원과 하회마을, 영주의 부석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특색있는
문화유산이 많은 경상지역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알아두기
,59ಽᯙ⧕⦽⊖aʭᬭḥԉᇡḡႊ
한국고속철도 KTX(Korea Train Express)는 시간당 최고속도 305km 이내로 달리며,
2004년에 개통되었다. KTX가 개통됨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8분,
서울에서 목포까지 3시간 10분이 걸리게 되어 새마을호 등 다른 열차를 이용할
때 걸리는 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이상이 단축되었다. 2010년에는 경전선 복선
전철화가 되면서 대구~경주~울산~부산간 구간과 대전~대구 도심통과 구간이
새로 생겼고, 2011년에는 전라선 KTX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용산역에서
여수엑스포 역까지 평균 3시간 40분 만에 도착하게 되었다. KTX는 각 지역 간 거리를
더욱 좁혀 나가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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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원이 풍부한 전라지역과
관광도시 제주

양식

식량자원이 풍부한 전라지역

어린 새끼를 길러서 거두어 들임

전라지역은 서남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호남지역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지역은 일찍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어 벼농사가 잘되는 지역
으로 유명하다. 또한 바다를 끼고 있어서 어업과
수산업도 발달하였다. 특히 서해안은 커다란 갯벌이
펼쳐져 있어 다양한 종류의 조개류 등도 양식한다.

전라지역은 벼농사가 잘되기로 유명
하다.

다양한 식재료들이 생산되는 이곳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전주의 비빔밥, 순창 고추장 등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또한 보성의 녹차밭도

▶

전라지역 지도

유명하다.
광주광역시, 광양시 등에서는 공업도 발달하였다. 최근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전라
지역을 찾는 기업체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 보성은 녹차로 유명하다.

관광도시 제주
남쪽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따뜻한 날씨,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 등의 관광자원 덕분에
한국에서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제주지역은 특히 예로부터 바람, 돌, 여자가
많기로 유명하여 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돌의 모양이
검고 구멍이 뚫려 있다.

더 배우기
오름
소규모 화산체를 뜻하는 제주어

ᮁօᜅ⎵ᖙĥᯱᩑᮁᔑᨱᖁᱶࡽᱽᵝ
제주도는 동서로 약 73㎞, 남북으로 31㎞인 타원형 모양의 화산섬으로, 섬 중심부에 높이
1,950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 지형을 자랑한다. 땅 위에는 크고 작은 368개
오름이 펼쳐져 있고, 땅 아래에는 160여 개의 용암동굴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작은
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오름과 동굴이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란 이름으로 2007년 유네스코(UNESCO)
로부터 국내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거문오름,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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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중심, 경상, 전라, 제주

정리하기

1. 공업과 함께 발달한 경상지역의 모습은?
•경상지역은 한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적인 지방 주요 도시를 포함하고 있음
•이 지역에는 큰 규모의 공업 단지가 있어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음

2. 식량자원이 풍부한 전라지역과 관광도시 제주
•전라지역은 서남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평야가 많아 대표적인 벼농사 지역임
•바다를 끼고 있어 어업과 수산업이 발달하였음
•제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아름다운 자연경관, 따뜻한 날씨, 한라산 등의 관광자원을
가졌음

문제풀기

1. 다음의 설명들이 올바르게 되도록 한 지역을 선택하여 고르시오.
1) (경상지역, 전라지역, 제주)은/는 한국의 동남쪽에 위치해 영남지역으로 불리운다.
2) (경상지역, 전라지역, 제주)은/는 갯벌이 많아 조개류 등을 양식한다.
3) (경상지역, 전라지역, 제주)은/는 바람, 여자, 돌이 많기로 유명하다.

2. 다음 경상지역의 도시들과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시오.
㉠ 석굴암

1) 안동 - (

)

2) 경주 - (

)

3) 영주 - (

)

㉡ 도산서원

㉢ 부석사

3. 다음 중 전라, 제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② 제주도에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이 있다.
③ 전라지역에는 포항 종합 제철소, 구미 공업 단지 등 공업단지가 많다.
④ 전라지역에는 전주 비빔밥, 순창 고추장 등 전통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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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역마다 다른 관광명소와 축제
들어가기
다음은 지역 축제에 관한 자료이다.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하이 서울 페스티벌

고양시 국제 꽃 박람회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1. 위 사진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써보시오.
2. 자신이 가본 지역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지역별 관광명소나 축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지역별 관광명소나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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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 관광명소와 축제

Section

지역별 관광명소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수도권
서울은 정치,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관광명소가 많다. 청와대와 국회

관광명소

의사당은 한국의 정치를 대표하는 장소이다. 명동과 남대문시장 등은 상업 관광

볼 거리가 있어 관광할 만한 곳

명소다.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대학로는 문화 관광명소로 인기가 높다.
수도권에 자리한 강화도 갯벌은 세계적인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또한, 각종
철새들이 쉬어가는 장소로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강원·충청지역
강원지역의 동해안은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많다. 이들 모래사장은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며, 경포대, 낙산, 망산해수욕장이 유명하다.
충청지역의 단양군에는 고수동굴, 천동굴 같은 천연 석회암 동굴이 많다. 이들
동굴에는 다양한 모습의 종유석과 석순이 어우러져 있어 아름다운 모습을 뽐낸다.
충북 단양 고수동굴

경상·전라지역
경상지역에는 늪이 많다. 특히, 창녕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이다.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며,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전라지역은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뜻의 슬로시티(slow-city)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증도, 청산도, 담양 등이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슬로시티 운동은 지역의 전통과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려는 이 지역 주민들의

경남 창녕 우포늪

노력을 보여준다.
슬로시티 운동
전통과 자연을 보전하며 느림의
미학을 실천해가자는 도시 변화
운동임.

알아두기
ᱥ☖ŝ⩥ݡෝa۵ྜྷʙ ℎĥ
서울의 청계천은 전통과 현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이다. 조선시대에는
생활하천으로 이용되다가, 산업화의 영향으로 1960년대에는 도로가 덮이며 지하에
갇혀 있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지금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청계천에는 조선시대의 다리 9개가 그대로 남아있어 역사를 느낄 수 있으며, 청계천
주변에 조성된 시장은 70년대 한국 상공업 발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또
청계천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자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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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가 담긴 지역별 축제는?

특산물

수도권

어떤 지역에서 특별하게 주로 생산
되는 생산물을 뜻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서울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축제가 열리고
있다. 수도 서울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 서울 무형 문화제

지역별 축제

축제가 대표적이다. 경복궁이나 창경궁, 덕수궁 등의 고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경기지역에서는 특산물과 연계한 축제가 유명하다. 도자기로 유명한 이천 등지에서
세계 도자기 엑스포,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국제 꽃 박람회 등이 열린다.
강원, 충청지역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
지역의 경포대는 해돋이가 유명하여 해돋이 축제가 열리며,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리는 대관령과 태백산에서는 눈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옛날 백제의 도읍이 있는 충청지역은 백제 문화제를 비롯하여, 보령 머드 축제
등이 유명하다.
경상, 전라지역
경상지역과 전라지역에서는 각종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경상지역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통영 한산대첩 축제,
진해 군항제, 문화 축제인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지역 특산물과 관련된 울릉도
오징어 축제 등의 축제가 해마다 열린다.
문화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전라지역에서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남원 춘향제 등의 축제가 열린다.

더 배우기
ᖙĥᯙ᮹ԁ⧪ᔍ

세계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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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한국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9조)에
따라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있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2008년 5월 20일에 첫 번째 기념식이 열린 이후 매년
전국에서 기념식과 관련 문화 행사 등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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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 관광명소와 축제

정리하기

1. 지역별 관광명소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서울에는 청와대, 명동, 대학로 등 정치·상업·문화 명소가 많음
•인천에는 강화도 갯벌이 유명함
•강원지역의 명소로는 경포대, 낙산해수욕장이 있음
•충청지역은 고수동굴, 천동굴 등의 석회암 동굴이 유명함
•경상지역은 창녕 우포늪 등 늪지가 유명함
•전라지역은 슬로시티가 많음

2. 과거와 현재가 담긴 지역별 축제는?
•서울에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 서울 무형 문화제 축제 등이 있음
•경기지역에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 고양 국제 꽃 박람회 등이 있음
•강원지역에는 대관령 눈꽃축제, 경포 해돋이축제 등이 있음
•충청지역에는 백제 문화제, 보령 머드 축제가 있음
•경상지역에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 국제 탈춤 페스티벌,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있음
•전라지역에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남원 춘향제 등이 있음

문제풀기

1. 다음은 지역별 관광 명소이다. 서로 관련된 것끼리 연결하시오.
① 서울지역 •
② 강원지역 •
③ 경상지역 •
④ 인천지역 •

• ㉠ 강화도 갯벌
• ㉡ 경포대, 낙산해수욕장
• ㉢ 청와대, 국회의사당
• ㉣ 우포늪

2. 다음 보기에 나타난 관광명소가 있는 지역을 쓰시오.

(

)

청와대, 국회의사당, 명동, 남대문 시장

3. 다음 중 지역 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주 세계 소리 축제는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이다.
② 전라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남원 춘향제 등이 있다.
③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있다.
④ 경상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백제 문화제, 보령 머드 축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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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49.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사회 기관

들어가기
다음 사진에는 지역 기관과 시설이 나타나 있다.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공공도서관 (

오늘날 한국이 무역주민센터
강국으로
것도
( 성장한
)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

초·중·고등학교 (

)

체육시설 (

)

보건소 및 공립병원 (

문화예술회관 (

)

)

1. 위에 나타난 각 지역 기관과 시설 중 자신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장소를 표시해 보시오.
2. 지역 사회 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 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지역사회 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2. 현장 답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인구, 발달한 산업을 조사하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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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사회 기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한국에서는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지역
사회 기관이 있다.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이 대표적인 지역사회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주민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먼저 지역사회의 행정기관에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서울시청

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지역의 각종 도로 및 하수도를 공사하는 일에서부터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지역의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사회복지문제 등을 처리하는
것이 지역사회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이다. 지역사회 행정기관들은 이러한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일을 나누어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업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들과는 다르다. 공공시설의 예로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 책을 무료로 빌리거나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 공연 등을 무료 혹은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구)민회관, 공원 및 지역 체육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알아두기
ྙ⪵ᔾ⪽ᮥ⠙⦹Łᱡಕ⦹íᷱʙᙹᯩᨕ
지역마다 연극, 영화, 뮤지컬, 콘서트, 악기 연주 등의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종 공연을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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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을 답사를 통해 살펴볼까?

답사란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책이나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비해 답사는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훨씬 더 생생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답사는 답사 전, 답사 중, 답사 후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답사 전 단계에서는 계획을 세운다. 이때 답사 주제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답사 장소를 고른다. 또한 답사할 때 조사할 내용, 답사 날짜와 시간, 답사방법,
필요한 준비물 등을 미리 정해 놓는다.
답사는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활동
이다.

답사 중 단계에서는 실제 답사가 이뤄지는데 구체적인 답사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답사 방법으로는 인터뷰하기, 관찰하기, 관련책 조사하기, 지도 그리기 등을
들 수 있다.
답사 후 단계에서는 정리 및 발표를 한다. 모은 자료를 정리하여, 부족한 자료나
내용이 있다면 보충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발표한다.
답사보고서에는 답사날짜, 답사장소, 답사목적, 답사방법, 답사내용, 유의사항,
준비물 등이 들어가야 한다.
답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답사목적, 답사장소, 답사내용
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현장 답사를 하기 전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답사 목적과 내용에 맞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더 배우기
답사 전에 답사보고서를 어느
정도 완성하며 답사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ݖᔍᅕŁᕽ᧲
답 사 주 제
답 사 일 시
답 사 장 소
답사한 사람
답 사 목 적
답 사 방 법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것 알아보기

○○○○년 ○월 ○일 (○요일), ○시-○시
○○구청
○○○
우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담당자 인터뷰, 현장자료 조사, 관찰하기
1) 우리 지역의 인구
답 사 내 용
2) 우리 지역의 산업과 자원
3)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것
유 의 사 항
인터뷰할 내용 준비/ 관련 정보 인터넷 사전 조사
준
비
물
수첩, 필기도구, 카메라 등
* 더 알고 싶은 점
* 느낀 점
* 새롭게 알게 된 점

208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49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사회 기관

정리하기

1.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행정기관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도록 돕는 지역사회
기관으로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이 있음
•공공시설은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도서관, 학교, 공원, 보건소 등이 있음

2. 지역의 특성을 답사를 통해 살펴볼까?
•답사는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함
•답사보고서에는 답사날짜, 답사장소, 답사목적, 답사방법, 답사내용, 유의사항, 준비물 등이
들어가야 함
•답사는 전·중·후 단계에 따라 계획을 세워 이루어져야 함

문제풀기

1. 다음 중 옳은 설명에는 O, 틀린 설명에는 X를 표시하시오.
1) 답사할 때에는 답사목적, 답사 장소, 답사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

)

2) 도서관, 공원, 보건소 등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

)

3) 행정기관은 지역주민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우는 일도 한다. (

2.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써 보시오.

(

)

)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훨씬 더 생생하게 얻을 수 있음

3. 다음 중 지역사회 기관 및 답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학생은?
① 네르구이 : 답사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② 루시 : 답사보고서에 답사 전, 중, 후 과정이 모두 필요해.
③ 영희 : 행정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장이 모든 것을 계획해서 결정해.
④ 미찌꼬 : 지역사회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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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들어가기
다음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불만이다. 질문에 답해보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네.

길거리에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출퇴근할 때 도로에 차가 너무 막혀요.
오늘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장보고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가?

차가 있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편해요.

1. 위에 나타난 불만 중 자신의 지역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2.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는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보시오.

학습목표 보기
1.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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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 지역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선호시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시설

생각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주민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친다. 도시의 경우라면 보통

혐오시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주차문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설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시골지역에서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문제, 환경문제, 새로운 개발과 관련된
문제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 사이에서 이익이
충돌하거나 외국인을 차별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밖으로는 자신이 사는 지역만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에서 지역 간의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묻기 위한
시설, 하수도 처리 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은 지역 내로 들여오는 것을 대부분

쓰레기 처리문제

반대한다. 반대로 학교나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호시설은 자기 지역에 들여와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간 문제

알아두기
ḡᩎe⩲ಆྙᱽ⧕đ᮹ᔍಡ
서울시 ○○구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여 쓰레기를 태우기 위한 시설을 짓기로
결정하였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였다. 마침 ○○구 근처에 있는 경기도 △△시에서는
물재생센터가 필요하였지만 지을 땅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구와 △△시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하였고, ○○구는 △△시의 물재생센터를, △△시는 ○○구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서로
나누어 쓰기로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
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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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민단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
이 만든 집단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들면 지역기관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거나 지역기관 공무원이나 지역구 의원
시ㆍ도청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지역주민 교육을 하기도 한다.

등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뜻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민단체를 만들고 함께 서명운동이나 캠페인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때로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 배우기
ḡᩎᔍ⫭ₙᩍĥ⫮ᕽᖙᬑʑ
주제: 우리 지역 문제 내 손으로 해결해요!
해결할 문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시·도청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문제
계획

실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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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변에서 생각해온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문제

참여방법:
1) 시·도청에 전화하기
2) 시·도청 홈페이지에 의견 올리기
3) 서명운동하기
4) 캠페인 운동하기
참여시 유의점:

예상일정

준비물:



* 문제 해결평가

* 느낀 점

* 잘한 점 /아쉬운 점

50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정리하기

1. 우리 지역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역 내에서는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차별문제, 환경문제 등이 있음
•지역 간에는 혐오시설을 받지 않고 선호시설을 받으려고 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음

2.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대화와 타협이 중요함
•지역문제 해결 방법에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제시, 시민단체 활동, 언론 활동 등이
있음

문제풀기

1.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O, X로 답하시오.
1)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주차문제와 교통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

2) 시골지역에서는 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

3) 각 지역은 자기 지역으로 혐오시설을 들여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

2. 다음 보기에 있는 용어를 아래 빈칸에 알맞게 골라 넣으시오.
언론,

1) 지역 행정기관의 (
2) 뜻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
3)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

시민단체,

홈페이지

)에 의견을 올릴 수 있다.
)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다.
)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다음 중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지역문제에는 되도록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② 지역주민들이 협의회를 열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③ 지역 내 문제뿐 아니라 지역 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참여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캠페인, 시민단체 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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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

사회2
P. 17

1. 한국의 상징
1. ①-㉠, ②-㉡

9. 한국의 보육제도
1. 1)○

2. 1) ㉠·, ㉡ -, ㉢ㅣ

2) ㉣ 태극기, ㉤ 대한민국

3. ④

2. ㉠ 어린이집, ㉡ 유치원
3. ①

P. 21

2. 한국의 가족

10. 한국의 학교

1. ①-㉡, ②-㉠, ③-㉢, ④-㉣

1. 1)○ 2)× 3)○

2. ㉠ 장남, ㉡ 부부, ㉢ 1인 가구

2. 대학원

3. ③

3. ③

P.25

3. 한국의 일터

11. 한국의 교육열

1. ①-㉡, ②-㉠, ③-㉢

1. 1)× 2)○ 3)×

2. 1) ㉠ 주5일

2. 대학수학능력시험

2) ㉡ 9, ㉢ 6, ㉣ 12

3. ③

1. 1)× 2)○ 3)×

P.29
2. 우체국

3. ③

12.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1. 1)× 2)○ 3)○
2. 사회통합프로그램

P. 33

5. 한국의 대중매체
1. 1)○ 2)× 3)○

2. 인터넷

3. ③

P. 37

6. 한국의 복지체계
1. 1)× 2)○ 3)×

2. 공공부조

3. ①

P.41

7. 한국의 도시와 농촌
1. 1)× 2)○ 3)×

2. 주말농장

3. ③

P.45

8. 한국의 인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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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3

P. 57

3. ②

4. 한국의 교통과 통신

1. 1)○ 2)○ 3)×

P. 49

2)×

2. 출산율, 고령화

3. ④

3. ②

P. 61

문화

정치
P. 65

13. 한국의 전통 의식주
1. ①-㉡, ②-㉠, ③-㉢

2. 김장

3. ③

1. 1)○ 2)○ 3)×

P. 69

14. 한국의 명절
1. ①-㉠, ㉢, ②-㉡, ㉣

2. 세배

3. ④

1. ①-㉠, ㉢, ②-㉡, ㉣

2. 불교

3. ③

1. ①-㉡, ㉣, ②-㉠, ㉢

2. 전세

3. ②

3. ①

P. 97

2. ㉠ 영주권, ㉡ 3, ㉢ 19

3. ④

P. 101

22. 한국의 정부형태
1. ①-㉡, ②-㉠, ③-㉢

P. 77

16. 한국의 주거 문화

2. 4·19혁명

21. 한국의 정치제도
1. ×

P. 73

15. 한국의 종교

P. 93

20.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2. 대통령

23. 한국의 정치과정

3. ②

P. 105

1. 1)○ 2)○ 3)○
2. 1) 여론, 2) 선거, 3) 언론

P. 81

17.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
1. ①-㉢, ②-㉠, ③-㉡
2. 1) ④

3. ④

24. 한국의 국제관계

2) ③, ⑤

P. 109

1. ①-㉡, ②-㉣, ③-㉠, ④-㉢

3. ④

2. ㉠ 소련, ㉡ 미국, ㉢ 휴전, ㉣ 통일

P. 85

18. 한국의 대중문화
1. 1)× 2)× 3)×

2. 한류

3. ③

19. 한국의 전통 가치와 연고
1. 1)× 2)× 3)○

3. ②

2. ①, ③, ⑤, ⑥

P. 89
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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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
P. 113

25.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

1. 1)× 2)× 3)×

2. 1) 국민총소득 2) 수출 3) 노동력

2. 1) 여권, 2) 외국인등록, 3) 국제법

3. ②

3. ③

26.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
1. 1)× 2)○ 3)○

2. ②, ③

P. 117

3. ②

P. 133

30.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1. 1)× 2)× 3)○ 4)○

P. 137

31. 대한민국국민되기
1. ①-㉠, ②-㉡
2. 1)○ 2)× 3)×

P. 121

27. 금융 기관 이용하기

3. ①

1. ①-㉢, ②-㉡, ③-㉠
2. 1) 수수료 2) 우체국 3) 증권회사 4) 5천만

32.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③

1. ①-㉠,㉣, ②-㉡,㉢

P. 141

2. ㉠ 자유권, ㉡ 평등권, ㉢ 참정권, ㉣ 청구권

P. 125

28. 시장과 장보기

3. ④

1. ①-㉡, ②-㉠, ③-㉣, ④-㉢
2. 1) 정찰제, 2) 신용카드, 3) 한국소비자원

33. 한국의 법집행 및 분쟁해결

3. ④

1. ①-㉡, ②-㉠, ③-㉢, ④-㉣

P. 145

2. ㉠ 검찰, ㉡ 법원, ㉢ 경찰

P. 129

29. 취업하기
1. 1)× 2)○ 3)○

2. 이력서

3. ③

3. ④

P. 149

34. 한국의 생활법률
1. ①-㉠, ②-㉢, ③-㉡
2. ㉠ 혼인신고, ㉡ 가정법원
3. ②

P. 153

35.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
1. 1)× 2)○ 3)×

2. 한국소비자원

3. ③

P. 157

36. 준법의 중요성
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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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정신

3. ④

역사

지리
P.161

37. 한국의 역사 Ⅰ(고대)
1. 1)○ 2)× 3)○

2. 고조선

3. ②

P. 189

44. 한국의 위치, 기후, 지형
1. ①-㉡ ②-㉠ ③-㉢ ④-㉣
2. 1)○ 2)× 3)○

P. 165

38. 한국의 역사 Ⅱ(중세)
1. 1)○ 2)○ 3)×

2. 유교

3. ②

P. 169

39. 한국의 역사 Ⅲ(근대)
1. 1)○ 2)○

2. 실학

3. ④

3. ③

P. 193

45. 한국의 중심부, 수도권
1. ①-㉡ ②-㉢ ③-㉠

2. ㉠, ㉢, ㉣

3. ②

P. 197

46.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강원, 충청
1. 1)× 2)○ 3)× 4)○

P. 173

40. 한국의 인물사 Ⅰ(지폐 속 위인들)
1. 1)× 2)○ 3)○

2. 한글

3. ④

41. 한국의 인물사 Ⅱ(영웅적인 인물들)
1. 1)× 2)○ 3)○

2. ㉠ 일본, ㉡ 3월 1일

P. 177
3. ③

2. 1) 청주

2) 대전

3. ①

P. 201

47. 지역경제의 중심, 경상, 전라, 제주
1. 1) 경상지역

2) 전라지역

3) 제주

2. 1) ㉡ 2) ㉠ 3) ㉢
3. ③

42. 역사 속 한국의 문화예술

P. 181

1. 1)× 2)○ 3)×

P. 205

48. 지역마다 다른 관광명소와 축제

2. ㉠ 풍속화, ㉡ 서민, ㉢ 탈춤

1. ①-㉢

3. ④

②-㉡

③-㉣, ④-㉠

2. 서울
3. ②

43. 한국의 주요 문화재
1. 1)× 2)○ 3)×
2. ㉠ 불교, ㉡ 고려대장경
3. ③

P.185
49.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사회 기관 P. 209
1. 1)○ 2)× 3)○

2. 답사

3. ③

50.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P. 213
1. 1)○ 2)○ 3)×
2. 1) 홈페이지

2) 시민단체

3) 언론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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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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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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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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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검찰 ⋯⋯⋯⋯⋯⋯⋯⋯⋯⋯⋯⋯⋯⋯⋯⋯⋯⋯⋯⋯⋯

144

결혼 ⋯⋯⋯⋯⋯⋯⋯⋯⋯⋯⋯⋯⋯⋯⋯⋯⋯⋯⋯⋯ 19, 148
결혼식 ⋯⋯⋯⋯⋯⋯⋯⋯⋯⋯⋯⋯⋯⋯⋯⋯⋯⋯⋯⋯⋯ 79
경기도 ⋯⋯⋯⋯⋯⋯⋯⋯⋯⋯⋯⋯⋯⋯⋯⋯⋯⋯⋯⋯

192

경복궁 ⋯⋯⋯⋯⋯⋯⋯⋯⋯⋯⋯⋯⋯⋯⋯⋯⋯⋯⋯⋯

184

경상지역 ⋯⋯⋯⋯⋯⋯⋯⋯⋯⋯⋯⋯⋯⋯⋯⋯⋯⋯⋯

19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16

경찰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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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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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고구려 ⋯⋯⋯⋯⋯⋯⋯⋯⋯⋯⋯⋯⋯⋯⋯⋯⋯⋯⋯⋯

160

고등학교 ⋯⋯⋯⋯⋯⋯⋯⋯⋯⋯⋯⋯⋯⋯⋯⋯⋯⋯⋯⋯ 51
고려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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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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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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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 47
고인돌 ⋯⋯⋯⋯⋯⋯⋯⋯⋯⋯⋯⋯⋯⋯⋯⋯⋯⋯⋯⋯

158

고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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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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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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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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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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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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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귀화(歸化, natural 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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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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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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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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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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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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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공공부조 ⋯⋯⋯⋯⋯⋯⋯⋯⋯⋯⋯⋯⋯⋯⋯⋯⋯⋯⋯⋯ 35
공공시설 ⋯⋯⋯⋯⋯⋯⋯⋯⋯⋯⋯⋯⋯⋯⋯⋯⋯⋯⋯

207

공동주택 ⋯⋯⋯⋯⋯⋯⋯⋯⋯⋯⋯⋯⋯⋯⋯⋯⋯⋯⋯⋯ 75

ㄴ

공무원 ⋯⋯⋯⋯⋯⋯⋯⋯⋯⋯⋯⋯⋯⋯⋯⋯⋯⋯⋯⋯⋯ 23

218

공화국 ⋯⋯⋯⋯⋯⋯⋯⋯⋯⋯⋯⋯⋯⋯⋯⋯⋯⋯⋯⋯⋯ 91

날씨 ⋯⋯⋯⋯⋯⋯⋯⋯⋯⋯⋯⋯⋯⋯⋯⋯⋯⋯⋯⋯⋯

187

관광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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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03

납세의 의무 ⋯⋯⋯⋯⋯⋯⋯⋯⋯⋯⋯⋯⋯⋯⋯⋯⋯⋯ 140
노래 ⋯⋯⋯⋯⋯⋯⋯⋯⋯⋯⋯⋯⋯⋯⋯⋯⋯⋯⋯⋯⋯⋯ 83

ㄹ

농업 ⋯⋯⋯⋯⋯⋯⋯⋯⋯⋯⋯⋯⋯⋯⋯⋯⋯⋯⋯⋯⋯⋯ 40
농촌 ⋯⋯⋯⋯⋯⋯⋯⋯⋯⋯⋯⋯⋯⋯⋯⋯⋯⋯⋯⋯⋯⋯ 40

라디오 ⋯⋯⋯⋯⋯⋯⋯⋯⋯⋯⋯⋯⋯⋯⋯⋯⋯⋯⋯⋯

31

러시아 ⋯⋯⋯⋯⋯⋯⋯⋯⋯⋯⋯⋯⋯⋯⋯⋯⋯⋯⋯⋯ 108

ㄷ

ㅁ

다문화사회 ⋯⋯⋯⋯⋯⋯⋯⋯⋯⋯⋯⋯⋯⋯⋯⋯⋯⋯⋯ 44
단군 ⋯⋯⋯⋯⋯⋯⋯⋯⋯⋯⋯⋯⋯⋯⋯⋯⋯⋯⋯⋯⋯ 160
단기 체류자 ⋯⋯⋯⋯⋯⋯⋯⋯⋯⋯⋯⋯⋯⋯⋯⋯⋯⋯ 131
단독주택 ⋯⋯⋯⋯⋯⋯⋯⋯⋯⋯⋯⋯⋯⋯⋯⋯⋯⋯⋯⋯ 75
답사 ⋯⋯⋯⋯⋯⋯⋯⋯⋯⋯⋯⋯⋯⋯⋯⋯⋯⋯⋯⋯⋯ 208
답사보고서 ⋯⋯⋯⋯⋯⋯⋯⋯⋯⋯⋯⋯⋯⋯⋯⋯⋯⋯ 208
대전광역시 ⋯⋯⋯⋯⋯⋯⋯⋯⋯⋯⋯⋯⋯⋯⋯⋯⋯⋯ 196
대중문화 ⋯⋯⋯⋯⋯⋯⋯⋯⋯⋯⋯⋯⋯⋯⋯⋯⋯⋯⋯⋯ 83
대통령 ⋯⋯⋯⋯⋯⋯⋯⋯⋯⋯⋯⋯⋯⋯⋯⋯⋯⋯⋯ 91, 99
대학교 ⋯⋯⋯⋯⋯⋯⋯⋯⋯⋯⋯⋯⋯⋯⋯⋯⋯⋯⋯⋯⋯ 52
대학수학능력시험 ⋯⋯⋯⋯⋯⋯⋯⋯⋯⋯⋯⋯⋯⋯⋯⋯ 55
대학원 ⋯⋯⋯⋯⋯⋯⋯⋯⋯⋯⋯⋯⋯⋯⋯⋯⋯⋯⋯⋯⋯ 52
대한민국 ⋯⋯⋯⋯⋯⋯⋯⋯⋯⋯⋯⋯⋯⋯⋯⋯⋯⋯⋯⋯ 15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법률 구조공단

⋯⋯⋯⋯⋯⋯⋯⋯⋯⋯⋯⋯⋯⋯ 168
⋯⋯⋯⋯⋯⋯⋯⋯⋯⋯⋯⋯⋯⋯ 151

맞벌이 ⋯⋯⋯⋯⋯⋯⋯⋯⋯⋯⋯⋯⋯⋯⋯⋯⋯⋯⋯⋯

23

명절 ⋯⋯⋯⋯⋯⋯⋯⋯⋯⋯⋯⋯⋯⋯⋯⋯⋯⋯⋯⋯⋯

67

무국적자 ⋯⋯⋯⋯⋯⋯⋯⋯⋯⋯⋯⋯⋯⋯⋯⋯⋯⋯⋯ 131
무궁화 ⋯⋯⋯⋯⋯⋯⋯⋯⋯⋯⋯⋯⋯⋯⋯⋯⋯⋯⋯⋯

16

무속신앙 ⋯⋯⋯⋯⋯⋯⋯⋯⋯⋯⋯⋯⋯⋯⋯⋯⋯⋯⋯

71

문화 관광명소 ⋯⋯⋯⋯⋯⋯⋯⋯⋯⋯⋯⋯⋯⋯⋯⋯⋯ 203
문화유산⋯⋯⋯⋯⋯⋯⋯⋯⋯⋯⋯⋯⋯⋯⋯⋯⋯

199, 204

미국 ⋯⋯⋯⋯⋯⋯⋯⋯⋯⋯⋯⋯⋯⋯⋯⋯⋯⋯⋯⋯⋯ 108
민법 ⋯⋯⋯⋯⋯⋯⋯⋯⋯⋯⋯⋯⋯⋯⋯⋯⋯⋯⋯ 143, 144
민사재판 ⋯⋯⋯⋯⋯⋯⋯⋯⋯⋯⋯⋯⋯⋯⋯⋯⋯⋯⋯ 143
민주공화국 ⋯⋯⋯⋯⋯⋯⋯⋯⋯⋯⋯⋯⋯⋯⋯⋯⋯⋯

91

민주정치 ⋯⋯⋯⋯⋯⋯⋯⋯⋯⋯⋯⋯⋯⋯⋯⋯⋯⋯⋯

91

민주주의 ⋯⋯⋯⋯⋯⋯⋯⋯⋯⋯⋯⋯⋯⋯⋯⋯⋯⋯⋯

91

민화 ⋯⋯⋯⋯⋯⋯⋯⋯⋯⋯⋯⋯⋯⋯⋯⋯⋯⋯⋯⋯⋯ 180

대한법률구조공단 ⋯⋯⋯⋯⋯⋯⋯⋯⋯⋯⋯⋯⋯⋯⋯ 143
대한제국 ⋯⋯⋯⋯⋯⋯⋯⋯⋯⋯⋯⋯⋯⋯⋯⋯⋯⋯⋯ 168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 68
도 ⋯⋯⋯⋯⋯⋯⋯⋯⋯⋯⋯⋯⋯⋯⋯⋯⋯⋯⋯⋯⋯⋯⋯ 96
도시화 ⋯⋯⋯⋯⋯⋯⋯⋯⋯⋯⋯⋯⋯⋯⋯⋯⋯⋯⋯⋯⋯ 39
독립운동 ⋯⋯⋯⋯⋯⋯⋯⋯⋯⋯⋯⋯⋯⋯⋯⋯⋯⋯⋯ 168
돌잔치 ⋯⋯⋯⋯⋯⋯⋯⋯⋯⋯⋯⋯⋯⋯⋯⋯⋯⋯⋯⋯⋯ 80
동고서저 ⋯⋯⋯⋯⋯⋯⋯⋯⋯⋯⋯⋯⋯⋯⋯⋯⋯⋯⋯ 188
드라마 ⋯⋯⋯⋯⋯⋯⋯⋯⋯⋯⋯⋯⋯⋯⋯⋯⋯⋯⋯⋯⋯ 83
등기부등본 ⋯⋯⋯⋯⋯⋯⋯⋯⋯⋯⋯⋯⋯⋯⋯⋯⋯⋯ 147
떡국 ⋯⋯⋯⋯⋯⋯⋯⋯⋯⋯⋯⋯⋯⋯⋯⋯⋯⋯⋯⋯⋯⋯ 67

ㅂ
바다 ⋯⋯⋯⋯⋯⋯⋯⋯⋯⋯⋯⋯⋯⋯⋯⋯⋯⋯⋯⋯⋯ 188
반기문 ⋯⋯⋯⋯⋯⋯⋯⋯⋯⋯⋯⋯⋯⋯⋯⋯⋯⋯⋯⋯ 176
발해 ⋯⋯⋯⋯⋯⋯⋯⋯⋯⋯⋯⋯⋯⋯⋯⋯⋯⋯⋯⋯⋯ 160
백제 ⋯⋯⋯⋯⋯⋯⋯⋯⋯⋯⋯⋯⋯⋯⋯⋯⋯⋯⋯⋯⋯ 160
법원 ⋯⋯⋯⋯⋯⋯⋯⋯⋯⋯⋯⋯⋯⋯⋯⋯⋯⋯⋯⋯⋯ 100
법집행기관 ⋯⋯⋯⋯⋯⋯⋯⋯⋯⋯⋯⋯⋯⋯⋯⋯⋯⋯ 144
병역의 의무

⋯⋯⋯⋯⋯⋯⋯⋯⋯⋯⋯⋯⋯⋯⋯⋯⋯ 139

보육 및 교육기관

⋯⋯⋯⋯⋯⋯⋯⋯⋯⋯⋯⋯⋯⋯⋯

48

보통선거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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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119

선호시설 ⋯⋯⋯⋯⋯⋯⋯⋯⋯⋯⋯⋯⋯⋯⋯⋯⋯⋯⋯

보험회사 ⋯⋯⋯⋯⋯⋯⋯⋯⋯⋯⋯⋯⋯⋯⋯⋯⋯⋯⋯ 120

설날 ⋯⋯⋯⋯⋯⋯⋯⋯⋯⋯⋯⋯⋯⋯⋯⋯⋯⋯⋯⋯⋯⋯ 67

복잡한 ⋯⋯⋯⋯⋯⋯⋯⋯⋯⋯⋯⋯⋯⋯⋯⋯⋯⋯⋯⋯ 188

세배 ⋯⋯⋯⋯⋯⋯⋯⋯⋯⋯⋯⋯⋯⋯⋯⋯⋯⋯⋯⋯⋯⋯ 67

부가가치세와 현금 영수증 ⋯⋯⋯⋯⋯⋯⋯⋯⋯⋯⋯

123

세종대왕 ⋯⋯⋯⋯⋯⋯⋯⋯⋯⋯⋯⋯⋯⋯⋯⋯⋯⋯⋯

172

부동산 ⋯⋯⋯⋯⋯⋯⋯⋯⋯⋯⋯⋯⋯⋯⋯⋯⋯⋯⋯⋯ 147

세종특별자치시 ⋯⋯⋯⋯⋯⋯⋯⋯⋯⋯⋯⋯⋯⋯⋯⋯

196

분쟁 ⋯⋯⋯⋯⋯⋯⋯⋯⋯⋯⋯⋯⋯⋯⋯⋯⋯⋯⋯⋯⋯ 148

소송 ⋯⋯⋯⋯⋯⋯⋯⋯⋯⋯⋯⋯⋯⋯⋯⋯⋯⋯⋯⋯⋯

151

불교 ⋯⋯⋯⋯⋯⋯⋯⋯⋯⋯⋯⋯⋯⋯⋯⋯⋯⋯⋯

송편 ⋯⋯⋯⋯⋯⋯⋯⋯⋯⋯⋯⋯⋯⋯⋯⋯⋯⋯⋯⋯⋯⋯ 68

72, 183

211

불국사 ⋯⋯⋯⋯⋯⋯⋯⋯⋯⋯⋯⋯⋯⋯⋯⋯⋯⋯⋯⋯ 183

수도 ⋯⋯⋯⋯⋯⋯⋯⋯⋯⋯⋯⋯⋯⋯⋯⋯⋯⋯⋯⋯⋯

비밀선거 ⋯⋯⋯⋯⋯⋯⋯⋯⋯⋯⋯⋯⋯⋯⋯⋯⋯⋯⋯

95

수도권 ⋯⋯⋯⋯⋯⋯⋯⋯⋯⋯⋯⋯⋯⋯⋯⋯⋯⋯⋯ 39, 192

비자 ⋯⋯⋯⋯⋯⋯⋯⋯⋯⋯⋯⋯⋯⋯⋯⋯⋯⋯⋯ 130, 131

수립, 정부 ⋯⋯⋯⋯⋯⋯⋯⋯⋯⋯⋯⋯⋯⋯⋯⋯⋯⋯⋯⋯ 92

비자 면제 협정

스포츠 ⋯⋯⋯⋯⋯⋯⋯⋯⋯⋯⋯⋯⋯⋯⋯⋯⋯⋯⋯⋯⋯ 83

⋯⋯⋯⋯⋯⋯⋯⋯⋯⋯⋯⋯⋯⋯⋯⋯ 130

비정규직 ⋯⋯⋯⋯⋯⋯⋯⋯⋯⋯⋯⋯⋯⋯⋯⋯⋯⋯⋯ 127

시민단체 ⋯⋯⋯⋯⋯⋯⋯⋯⋯⋯⋯⋯⋯⋯⋯⋯⋯⋯⋯

191

212

시외버스 ⋯⋯⋯⋯⋯⋯⋯⋯⋯⋯⋯⋯⋯⋯⋯⋯⋯⋯⋯⋯ 27
시조 ⋯⋯⋯⋯⋯⋯⋯⋯⋯⋯⋯⋯⋯⋯⋯⋯⋯⋯⋯⋯⋯

ㅅ

179

식구 ⋯⋯⋯⋯⋯⋯⋯⋯⋯⋯⋯⋯⋯⋯⋯⋯⋯⋯⋯⋯⋯⋯ 20

사법 ⋯⋯⋯⋯⋯⋯⋯⋯⋯⋯⋯⋯⋯⋯⋯⋯⋯⋯⋯⋯⋯ 143
사법부 ⋯⋯⋯⋯⋯⋯⋯⋯⋯⋯⋯⋯⋯⋯⋯⋯⋯⋯ 100, 143
사증 ⋯⋯⋯⋯⋯⋯⋯⋯⋯⋯⋯⋯⋯⋯⋯⋯⋯⋯⋯⋯⋯ 131
사회보험 ⋯⋯⋯⋯⋯⋯⋯⋯⋯⋯⋯⋯⋯⋯⋯⋯⋯⋯⋯

35

사회복지서비스 ⋯⋯⋯⋯⋯⋯⋯⋯⋯⋯⋯⋯⋯⋯⋯⋯

35

사회통합프로그램 ⋯⋯⋯⋯⋯⋯⋯⋯⋯⋯⋯⋯⋯⋯⋯

60

신도시 ⋯⋯⋯⋯⋯⋯⋯⋯⋯⋯⋯⋯⋯⋯⋯⋯⋯⋯⋯⋯

192

신라 ⋯⋯⋯⋯⋯⋯⋯⋯⋯⋯⋯⋯⋯⋯⋯⋯⋯⋯⋯⋯⋯

160

신라 왕실 문화

184

⋯⋯⋯⋯⋯⋯⋯⋯⋯⋯⋯⋯⋯⋯⋯⋯

신문 ⋯⋯⋯⋯⋯⋯⋯⋯⋯⋯⋯⋯⋯⋯⋯⋯⋯⋯⋯⋯⋯⋯ 31
신사임당 ⋯⋯⋯⋯⋯⋯⋯⋯⋯⋯⋯⋯⋯⋯⋯⋯⋯⋯⋯

172

실업률 ⋯⋯⋯⋯⋯⋯⋯⋯⋯⋯⋯⋯⋯⋯⋯⋯⋯⋯⋯⋯

127

실학 ⋯⋯⋯⋯⋯⋯⋯⋯⋯⋯⋯⋯⋯⋯⋯⋯⋯⋯⋯⋯⋯

167

산업 ⋯⋯⋯⋯⋯⋯⋯⋯⋯⋯⋯⋯⋯⋯⋯⋯⋯⋯⋯⋯⋯ 192
산지 ⋯⋯⋯⋯⋯⋯⋯⋯⋯⋯⋯⋯⋯⋯⋯⋯⋯⋯⋯⋯⋯ 188
상민 ⋯⋯⋯⋯⋯⋯⋯⋯⋯⋯⋯⋯⋯⋯⋯⋯⋯⋯⋯⋯⋯ 164
상부상조 ⋯⋯⋯⋯⋯⋯⋯⋯⋯⋯⋯⋯⋯⋯⋯⋯⋯⋯⋯

상업 관광명소 ⋯⋯⋯⋯⋯⋯⋯⋯⋯⋯⋯⋯⋯⋯⋯⋯⋯ 203

아파트 ⋯⋯⋯⋯⋯⋯⋯⋯⋯⋯⋯⋯⋯⋯⋯⋯⋯⋯⋯⋯⋯ 75

상호저축은행 ⋯⋯⋯⋯⋯⋯⋯⋯⋯⋯⋯⋯⋯⋯⋯⋯⋯ 120

애국가 ⋯⋯⋯⋯⋯⋯⋯⋯⋯⋯⋯⋯⋯⋯⋯⋯⋯⋯⋯⋯

생일 ⋯⋯⋯⋯⋯⋯⋯⋯⋯⋯⋯⋯⋯⋯⋯⋯⋯⋯⋯⋯⋯

80

야근 ⋯⋯⋯⋯⋯⋯⋯⋯⋯⋯⋯⋯⋯⋯⋯⋯⋯⋯⋯⋯⋯⋯ 24

생활 모습 ⋯⋯⋯⋯⋯⋯⋯⋯⋯⋯⋯⋯⋯⋯⋯⋯⋯⋯⋯ 187

야당 ⋯⋯⋯⋯⋯⋯⋯⋯⋯⋯⋯⋯⋯⋯⋯⋯⋯⋯⋯⋯⋯⋯ 92

서민 ⋯⋯⋯⋯⋯⋯⋯⋯⋯⋯⋯⋯⋯⋯⋯⋯⋯⋯⋯⋯⋯ 180

양반 ⋯⋯⋯⋯⋯⋯⋯⋯⋯⋯⋯⋯⋯⋯⋯⋯⋯⋯⋯ 179, 180

서울특별시 ⋯⋯⋯⋯⋯⋯⋯⋯⋯⋯⋯⋯⋯⋯⋯⋯⋯⋯ 191

어린이집 ⋯⋯⋯⋯⋯⋯⋯⋯⋯⋯⋯⋯⋯⋯⋯⋯⋯⋯⋯⋯ 48

석굴암 ⋯⋯⋯⋯⋯⋯⋯⋯⋯⋯⋯⋯⋯⋯⋯⋯⋯⋯⋯⋯ 183

언론 ⋯⋯⋯⋯⋯⋯⋯⋯⋯⋯⋯⋯⋯⋯⋯⋯⋯⋯⋯⋯⋯

104

선거 ⋯⋯⋯⋯⋯⋯⋯⋯⋯⋯⋯⋯⋯⋯⋯⋯⋯⋯⋯

여권 ⋯⋯⋯⋯⋯⋯⋯⋯⋯⋯⋯⋯⋯⋯⋯⋯⋯⋯⋯⋯⋯

130

여당⋯⋯⋯⋯⋯⋯⋯⋯⋯⋯⋯⋯⋯⋯⋯⋯⋯⋯⋯⋯⋯⋯

92

95, 104

선거권 ⋯⋯⋯⋯⋯⋯⋯⋯⋯⋯⋯⋯⋯⋯⋯⋯⋯⋯⋯⋯

220

ㅇ

87

95

15

여론 ⋯⋯⋯⋯⋯⋯⋯⋯⋯⋯⋯⋯⋯⋯⋯⋯⋯⋯⋯⋯⋯ 103

일제강점기 ⋯⋯⋯⋯⋯⋯⋯⋯⋯⋯⋯⋯⋯⋯⋯⋯⋯⋯ 168

역귀성 ⋯⋯⋯⋯⋯⋯⋯⋯⋯⋯⋯⋯⋯⋯⋯⋯⋯⋯⋯⋯⋯ 67

임신·출산 지원비 ⋯⋯⋯⋯⋯⋯⋯⋯⋯⋯⋯⋯⋯⋯⋯

연고 ⋯⋯⋯⋯⋯⋯⋯⋯⋯⋯⋯⋯⋯⋯⋯⋯⋯⋯⋯⋯⋯⋯ 88

입법부 ⋯⋯⋯⋯⋯⋯⋯⋯⋯⋯⋯⋯⋯⋯⋯⋯⋯⋯⋯⋯ 100

47

연날리기 ⋯⋯⋯⋯⋯⋯⋯⋯⋯⋯⋯⋯⋯⋯⋯⋯⋯⋯⋯⋯ 68
영·유아 보육비 ⋯⋯⋯⋯⋯⋯⋯⋯⋯⋯⋯⋯⋯⋯⋯⋯⋯ 47
영주권 ⋯⋯⋯⋯⋯⋯⋯⋯⋯⋯⋯⋯⋯⋯⋯⋯⋯⋯⋯⋯⋯ 95
예금자 보호 제도

ㅈ

⋯⋯⋯⋯⋯⋯⋯⋯⋯⋯⋯⋯⋯⋯⋯ 120

예절 ⋯⋯⋯⋯⋯⋯⋯⋯⋯⋯⋯⋯⋯⋯⋯⋯⋯⋯⋯⋯⋯⋯ 87
오피스텔 ⋯⋯⋯⋯⋯⋯⋯⋯⋯⋯⋯⋯⋯⋯⋯⋯⋯⋯⋯⋯ 76
왕건 ⋯⋯⋯⋯⋯⋯⋯⋯⋯⋯⋯⋯⋯⋯⋯⋯⋯⋯⋯⋯⋯ 163
외국 국적자 ⋯⋯⋯⋯⋯⋯⋯⋯⋯⋯⋯⋯⋯⋯⋯⋯⋯⋯ 131
외국인등록 ⋯⋯⋯⋯⋯⋯⋯⋯⋯⋯⋯⋯⋯⋯⋯⋯⋯⋯ 131
우체국 ⋯⋯⋯⋯⋯⋯⋯⋯⋯⋯⋯⋯⋯⋯⋯⋯⋯⋯⋯⋯⋯ 28
우편 ⋯⋯⋯⋯⋯⋯⋯⋯⋯⋯⋯⋯⋯⋯⋯⋯⋯⋯⋯⋯⋯⋯ 28
월세 ⋯⋯⋯⋯⋯⋯⋯⋯⋯⋯⋯⋯⋯⋯⋯⋯⋯⋯⋯⋯⋯⋯ 76
위자료 ⋯⋯⋯⋯⋯⋯⋯⋯⋯⋯⋯⋯⋯⋯⋯⋯⋯⋯⋯⋯ 148
유관순 ⋯⋯⋯⋯⋯⋯⋯⋯⋯⋯⋯⋯⋯⋯⋯⋯⋯⋯⋯⋯ 176
유교 ⋯⋯⋯⋯⋯⋯⋯⋯⋯⋯⋯⋯⋯⋯⋯⋯⋯⋯⋯

72, 164

유치원 ⋯⋯⋯⋯⋯⋯⋯⋯⋯⋯⋯⋯⋯⋯⋯⋯⋯⋯⋯⋯⋯ 48
윷놀이 ⋯⋯⋯⋯⋯⋯⋯⋯⋯⋯⋯⋯⋯⋯⋯⋯⋯⋯⋯⋯⋯ 68
음악 ⋯⋯⋯⋯⋯⋯⋯⋯⋯⋯⋯⋯⋯⋯⋯⋯⋯⋯⋯⋯⋯⋯ 83
의무교육 ⋯⋯⋯⋯⋯⋯⋯⋯⋯⋯⋯⋯⋯⋯⋯⋯⋯⋯⋯⋯ 51
이력서 ⋯⋯⋯⋯⋯⋯⋯⋯⋯⋯⋯⋯⋯⋯⋯⋯⋯⋯⋯⋯ 128
이성계 ⋯⋯⋯⋯⋯⋯⋯⋯⋯⋯⋯⋯⋯⋯⋯⋯⋯⋯⋯⋯ 164
이순신 ⋯⋯⋯⋯⋯⋯⋯⋯⋯⋯⋯⋯⋯⋯⋯⋯⋯⋯⋯⋯ 175
이슬람 문화 ⋯⋯⋯⋯⋯⋯⋯⋯⋯⋯⋯⋯⋯⋯⋯⋯⋯⋯⋯ 72
이이 ⋯⋯⋯⋯⋯⋯⋯⋯⋯⋯⋯⋯⋯⋯⋯⋯⋯⋯⋯⋯⋯ 171
이혼 ⋯⋯⋯⋯⋯⋯⋯⋯⋯⋯⋯⋯⋯⋯⋯⋯⋯⋯⋯⋯⋯ 148
이황 ⋯⋯⋯⋯⋯⋯⋯⋯⋯⋯⋯⋯⋯⋯⋯⋯⋯⋯⋯⋯⋯ 171
인구 ⋯⋯⋯⋯⋯⋯⋯⋯⋯⋯⋯⋯⋯⋯⋯⋯⋯⋯⋯⋯⋯ 191
인천 ⋯⋯⋯⋯⋯⋯⋯⋯⋯⋯⋯⋯⋯⋯⋯⋯⋯⋯⋯⋯⋯ 192
인터넷 ⋯⋯⋯⋯⋯⋯⋯⋯⋯⋯⋯⋯⋯⋯⋯⋯⋯⋯⋯⋯⋯ 28
일반귀화 ⋯⋯⋯⋯⋯⋯⋯⋯⋯⋯⋯⋯⋯⋯⋯⋯⋯⋯⋯ 136
일본 ⋯⋯⋯⋯⋯⋯⋯⋯⋯⋯⋯⋯⋯⋯⋯⋯⋯⋯⋯⋯⋯ 108
일자리 ⋯⋯⋯⋯⋯⋯⋯⋯⋯⋯⋯⋯⋯⋯⋯⋯⋯⋯⋯⋯ 127

자가 ⋯⋯⋯⋯⋯⋯⋯⋯⋯⋯⋯⋯⋯⋯⋯⋯⋯⋯⋯⋯⋯

76

자격증 ⋯⋯⋯⋯⋯⋯⋯⋯⋯⋯⋯⋯⋯⋯⋯⋯⋯⋯⋯⋯ 128
자영업 ⋯⋯⋯⋯⋯⋯⋯⋯⋯⋯⋯⋯⋯⋯⋯⋯⋯⋯⋯⋯ 127
자유권 ⋯⋯⋯⋯⋯⋯⋯⋯⋯⋯⋯⋯⋯⋯⋯⋯⋯⋯⋯⋯ 139
장기 체류자 ⋯⋯⋯⋯⋯⋯⋯⋯⋯⋯⋯⋯⋯⋯⋯⋯⋯⋯ 131
장례 ⋯⋯⋯⋯⋯⋯⋯⋯⋯⋯⋯⋯⋯⋯⋯⋯⋯⋯⋯⋯⋯

79

장보고 ⋯⋯⋯⋯⋯⋯⋯⋯⋯⋯⋯⋯⋯⋯⋯⋯⋯⋯⋯⋯ 110
전라지역 ⋯⋯⋯⋯⋯⋯⋯⋯⋯⋯⋯⋯⋯⋯⋯⋯⋯⋯⋯ 200
전세 ⋯⋯⋯⋯⋯⋯⋯⋯⋯⋯⋯⋯⋯⋯⋯⋯⋯⋯⋯⋯⋯

76

전입신고 ⋯⋯⋯⋯⋯⋯⋯⋯⋯⋯⋯⋯⋯⋯⋯⋯⋯⋯⋯

76

전통 ⋯⋯⋯⋯⋯⋯⋯⋯⋯⋯⋯⋯⋯⋯⋯⋯⋯⋯⋯⋯⋯

87

정기 시장 ⋯⋯⋯⋯⋯⋯⋯⋯⋯⋯⋯⋯⋯⋯⋯⋯⋯⋯⋯ 123
정기예금 ⋯⋯⋯⋯⋯⋯⋯⋯⋯⋯⋯⋯⋯⋯⋯⋯⋯⋯⋯ 119
정기적금 ⋯⋯⋯⋯⋯⋯⋯⋯⋯⋯⋯⋯⋯⋯⋯⋯⋯⋯⋯ 119
정당⋯⋯⋯⋯⋯⋯⋯⋯⋯⋯⋯⋯⋯⋯⋯⋯⋯⋯⋯⋯⋯⋯

92

정몽주 ⋯⋯⋯⋯⋯⋯⋯⋯⋯⋯⋯⋯⋯⋯⋯⋯⋯⋯⋯⋯ 163
정약용 ⋯⋯⋯⋯⋯⋯⋯⋯⋯⋯⋯⋯⋯⋯⋯⋯⋯⋯⋯⋯ 167
정월대보름 ⋯⋯⋯⋯⋯⋯⋯⋯⋯⋯⋯⋯⋯⋯⋯⋯⋯⋯

67

정의 ⋯⋯⋯⋯⋯⋯⋯⋯⋯⋯⋯⋯⋯⋯⋯⋯⋯⋯⋯⋯⋯ 156
정찰제 ⋯⋯⋯⋯⋯⋯⋯⋯⋯⋯⋯⋯⋯⋯⋯⋯⋯⋯⋯⋯ 123
정치⋯⋯⋯⋯⋯⋯⋯⋯⋯⋯⋯⋯⋯⋯⋯⋯⋯⋯⋯⋯⋯⋯

91

정치과정 ⋯⋯⋯⋯⋯⋯⋯⋯⋯⋯⋯⋯⋯⋯⋯⋯⋯⋯⋯ 103
제사 ⋯⋯⋯⋯⋯⋯⋯⋯⋯⋯⋯⋯⋯⋯⋯⋯⋯⋯⋯⋯⋯

79

제주도 ⋯⋯⋯⋯⋯⋯⋯⋯⋯⋯⋯⋯⋯⋯⋯⋯⋯⋯⋯⋯ 200
제헌국회 ⋯⋯⋯⋯⋯⋯⋯⋯⋯⋯⋯⋯⋯⋯⋯⋯⋯⋯⋯

92

조선 ⋯⋯⋯⋯⋯⋯⋯⋯⋯⋯⋯⋯⋯⋯⋯⋯⋯⋯⋯⋯⋯ 164
주 5일제 ⋯⋯⋯⋯⋯⋯⋯⋯⋯⋯⋯⋯⋯⋯⋯⋯⋯⋯⋯

24

주권 ⋯⋯⋯⋯⋯⋯⋯⋯⋯⋯⋯⋯⋯⋯⋯⋯⋯⋯⋯⋯⋯

91

221

₥ᦫᅛʗ

주민소환권 ⋯⋯⋯⋯⋯⋯⋯⋯⋯⋯⋯⋯⋯⋯⋯⋯⋯⋯⋯ 95

초등학교 ⋯⋯⋯⋯⋯⋯⋯⋯⋯⋯⋯⋯⋯⋯⋯⋯⋯⋯⋯

51

주민투표권 ⋯⋯⋯⋯⋯⋯⋯⋯⋯⋯⋯⋯⋯⋯⋯⋯⋯⋯⋯ 95

촌수 ⋯⋯⋯⋯⋯⋯⋯⋯⋯⋯⋯⋯⋯⋯⋯⋯⋯⋯⋯⋯⋯

20

주상복합아파트 ⋯⋯⋯⋯⋯⋯⋯⋯⋯⋯⋯⋯⋯⋯⋯⋯⋯ 76

추석 ⋯⋯⋯⋯⋯⋯⋯⋯⋯⋯⋯⋯⋯⋯⋯⋯⋯⋯⋯⋯⋯

68

주인 ⋯⋯⋯⋯⋯⋯⋯⋯⋯⋯⋯⋯⋯⋯⋯⋯⋯⋯⋯⋯⋯

91

축제 ⋯⋯⋯⋯⋯⋯⋯⋯⋯⋯⋯⋯⋯⋯⋯⋯⋯⋯⋯⋯⋯ 204

준법정신 ⋯⋯⋯⋯⋯⋯⋯⋯⋯⋯⋯⋯⋯⋯⋯⋯⋯⋯⋯

155

출산율 ⋯⋯⋯⋯⋯⋯⋯⋯⋯⋯⋯⋯⋯⋯⋯⋯⋯⋯⋯⋯

중국 ⋯⋯⋯⋯⋯⋯⋯⋯⋯⋯⋯⋯⋯⋯⋯⋯⋯⋯⋯⋯⋯

108

충청도 ⋯⋯⋯⋯⋯⋯⋯⋯⋯⋯⋯⋯⋯⋯⋯⋯⋯⋯⋯⋯ 196

중인 ⋯⋯⋯⋯⋯⋯⋯⋯⋯⋯⋯⋯⋯⋯⋯⋯⋯⋯⋯⋯⋯

164

취직 ⋯⋯⋯⋯⋯⋯⋯⋯⋯⋯⋯⋯⋯⋯⋯⋯⋯⋯⋯⋯⋯ 128

43

중학교 ⋯⋯⋯⋯⋯⋯⋯⋯⋯⋯⋯⋯⋯⋯⋯⋯⋯⋯⋯⋯⋯ 51
증권회사 ⋯⋯⋯⋯⋯⋯⋯⋯⋯⋯⋯⋯⋯⋯⋯⋯⋯⋯⋯

120

지방선거투표권 ⋯⋯⋯⋯⋯⋯⋯⋯⋯⋯⋯⋯⋯⋯⋯⋯⋯ 95

ㅋ

지방의회 ⋯⋯⋯⋯⋯⋯⋯⋯⋯⋯⋯⋯⋯⋯⋯⋯⋯⋯⋯⋯ 96
지방자치단체 ⋯⋯⋯⋯⋯⋯⋯⋯⋯⋯⋯⋯⋯⋯⋯⋯⋯⋯ 96
지방자치단체장 ⋯⋯⋯⋯⋯⋯⋯⋯⋯⋯⋯⋯⋯⋯⋯⋯⋯ 96

케이팝(K-pop)

⋯⋯⋯⋯⋯⋯⋯⋯⋯⋯⋯⋯⋯⋯⋯⋯

84

코리아 ⋯⋯⋯⋯⋯⋯⋯⋯⋯⋯⋯⋯⋯⋯⋯⋯⋯⋯⋯⋯ 163

지방자치제 ⋯⋯⋯⋯⋯⋯⋯⋯⋯⋯⋯⋯⋯⋯⋯⋯⋯⋯⋯ 96
지속 가능한 성장

⋯⋯⋯⋯⋯⋯⋯⋯⋯⋯⋯⋯⋯⋯⋯

116

지역사회 기관 ⋯⋯⋯⋯⋯⋯⋯⋯⋯⋯⋯⋯⋯⋯⋯⋯⋯

207

지역의 문제 ⋯⋯⋯⋯⋯⋯⋯⋯⋯⋯⋯⋯⋯⋯⋯⋯⋯⋯

211

ㅌ
탈춤 ⋯⋯⋯⋯⋯⋯⋯⋯⋯⋯⋯⋯⋯⋯⋯⋯⋯⋯⋯⋯⋯ 180

지연 ⋯⋯⋯⋯⋯⋯⋯⋯⋯⋯⋯⋯⋯⋯⋯⋯⋯⋯⋯⋯⋯⋯ 88

태극기 ⋯⋯⋯⋯⋯⋯⋯⋯⋯⋯⋯⋯⋯⋯⋯⋯⋯⋯⋯⋯

지하철 ⋯⋯⋯⋯⋯⋯⋯⋯⋯⋯⋯⋯⋯⋯⋯⋯⋯⋯⋯⋯⋯ 27

태백산맥 ⋯⋯⋯⋯⋯⋯⋯⋯⋯⋯⋯⋯⋯⋯⋯⋯⋯⋯⋯ 195

지형 ⋯⋯⋯⋯⋯⋯⋯⋯⋯⋯⋯⋯⋯⋯⋯⋯⋯⋯⋯⋯⋯

188

택시 ⋯⋯⋯⋯⋯⋯⋯⋯⋯⋯⋯⋯⋯⋯⋯⋯⋯⋯⋯⋯⋯

27

직장 ⋯⋯⋯⋯⋯⋯⋯⋯⋯⋯⋯⋯⋯⋯⋯⋯⋯⋯⋯⋯⋯⋯ 23

통신 ⋯⋯⋯⋯⋯⋯⋯⋯⋯⋯⋯⋯⋯⋯⋯⋯⋯⋯⋯⋯⋯

28

직접선거 ⋯⋯⋯⋯⋯⋯⋯⋯⋯⋯⋯⋯⋯⋯⋯⋯⋯⋯⋯⋯ 95

통일 ⋯⋯⋯⋯⋯⋯⋯⋯⋯⋯⋯⋯⋯⋯⋯⋯⋯⋯⋯⋯⋯ 107

진학률 ⋯⋯⋯⋯⋯⋯⋯⋯⋯⋯⋯⋯⋯⋯⋯⋯⋯⋯⋯⋯⋯ 55

투표, 부재자 ⋯⋯⋯⋯⋯⋯⋯⋯⋯⋯⋯⋯⋯⋯⋯⋯⋯⋯

집회·시위 ⋯⋯⋯⋯⋯⋯⋯⋯⋯⋯⋯⋯⋯⋯⋯⋯⋯⋯

특별귀화 ⋯⋯⋯⋯⋯⋯⋯⋯⋯⋯⋯⋯⋯⋯⋯⋯⋯⋯⋯ 136

104

15

96

특별사법경찰관 ⋯⋯⋯⋯⋯⋯⋯⋯⋯⋯⋯⋯⋯⋯⋯⋯ 144

ㅊ
차용증 ⋯⋯⋯⋯⋯⋯⋯⋯⋯⋯⋯⋯⋯⋯⋯⋯⋯⋯⋯⋯

147

참여 ⋯⋯⋯⋯⋯⋯⋯⋯⋯⋯⋯⋯⋯⋯⋯⋯⋯⋯⋯⋯⋯

212

특별시 ⋯⋯⋯⋯⋯⋯⋯⋯⋯⋯⋯⋯⋯⋯⋯⋯⋯⋯⋯⋯

96

특별자치도 ⋯⋯⋯⋯⋯⋯⋯⋯⋯⋯⋯⋯⋯⋯⋯⋯⋯⋯

96

특별자치시 ⋯⋯⋯⋯⋯⋯⋯⋯⋯⋯⋯⋯⋯⋯⋯⋯⋯⋯

96

특산물 ⋯⋯⋯⋯⋯⋯⋯⋯⋯⋯⋯⋯⋯⋯⋯⋯⋯⋯⋯⋯ 204

참정권 ⋯⋯⋯⋯⋯⋯⋯⋯⋯⋯⋯⋯⋯⋯⋯⋯⋯⋯⋯ 95, 139
천도교, 원불교와 ⋯⋯⋯⋯⋯⋯⋯⋯⋯⋯⋯⋯⋯⋯⋯⋯⋯ 72

222

ㅍ

천민 ⋯⋯⋯⋯⋯⋯⋯⋯⋯⋯⋯⋯⋯⋯⋯⋯⋯⋯⋯⋯⋯

164

청구권 ⋯⋯⋯⋯⋯⋯⋯⋯⋯⋯⋯⋯⋯⋯⋯⋯⋯⋯⋯⋯

139

판사 ⋯⋯⋯⋯⋯⋯⋯⋯⋯⋯⋯⋯⋯⋯⋯⋯⋯⋯⋯⋯⋯ 143

청와대 ⋯⋯⋯⋯⋯⋯⋯⋯⋯⋯⋯⋯⋯⋯⋯⋯⋯⋯⋯⋯⋯ 99

판소리 ⋯⋯⋯⋯⋯⋯⋯⋯⋯⋯⋯⋯⋯⋯⋯⋯⋯⋯⋯⋯ 180

91

환경보전의 의무 ⋯⋯⋯⋯⋯⋯⋯⋯⋯⋯⋯⋯⋯⋯⋯⋯ 140

평등권 ⋯⋯⋯⋯⋯⋯⋯⋯⋯⋯⋯⋯⋯⋯⋯⋯⋯⋯⋯⋯ 139

회식 ⋯⋯⋯⋯⋯⋯⋯⋯⋯⋯⋯⋯⋯⋯⋯⋯⋯⋯⋯⋯⋯⋯ 24

평등선거 ⋯⋯⋯⋯⋯⋯⋯⋯⋯⋯⋯⋯⋯⋯⋯⋯⋯⋯⋯

95

효 ⋯⋯⋯⋯⋯⋯⋯⋯⋯⋯⋯⋯⋯⋯⋯⋯⋯⋯⋯⋯⋯⋯⋯ 87

평생교육 ⋯⋯⋯⋯⋯⋯⋯⋯⋯⋯⋯⋯⋯⋯⋯⋯⋯⋯⋯

59

훈민정음 ⋯⋯⋯⋯⋯⋯⋯⋯⋯⋯⋯⋯⋯⋯⋯⋯⋯⋯⋯ 172

평야 ⋯⋯⋯⋯⋯⋯⋯⋯⋯⋯⋯⋯⋯⋯⋯⋯⋯⋯⋯⋯⋯ 188

휴가 ⋯⋯⋯⋯⋯⋯⋯⋯⋯⋯⋯⋯⋯⋯⋯⋯⋯⋯⋯⋯⋯⋯ 24

풍속화 ⋯⋯⋯⋯⋯⋯⋯⋯⋯⋯⋯⋯⋯⋯⋯⋯⋯⋯⋯⋯ 180

휴전협정 ⋯⋯⋯⋯⋯⋯⋯⋯⋯⋯⋯⋯⋯⋯⋯⋯⋯⋯⋯ 107

평등 ⋯⋯⋯⋯⋯⋯⋯⋯⋯⋯⋯⋯⋯⋯⋯⋯⋯⋯⋯⋯⋯

ㅎ

숫 자

학연 ⋯⋯⋯⋯⋯⋯⋯⋯⋯⋯⋯⋯⋯⋯⋯⋯⋯⋯⋯⋯⋯

88

3·1 독립운동 ⋯⋯⋯⋯⋯⋯⋯⋯⋯⋯⋯⋯⋯⋯⋯⋯⋯ 166

한가위 ⋯⋯⋯⋯⋯⋯⋯⋯⋯⋯⋯⋯⋯⋯⋯⋯⋯⋯⋯⋯

68

4·19혁명

⋯⋯⋯⋯⋯⋯⋯⋯⋯⋯⋯⋯⋯⋯⋯⋯⋯⋯⋯ 92

한강의 기적 ⋯⋯⋯⋯⋯⋯⋯⋯⋯⋯⋯⋯⋯⋯⋯⋯⋯⋯ 111

5·18 민주화운동 ⋯⋯⋯⋯⋯⋯⋯⋯⋯⋯⋯⋯⋯⋯⋯⋯ 92

한국소비자원 ⋯⋯⋯⋯⋯⋯⋯⋯⋯⋯⋯⋯⋯⋯⋯ 124, 152

20-50 클럽 ⋯⋯⋯⋯⋯⋯⋯⋯⋯⋯⋯⋯⋯⋯⋯⋯⋯⋯ 115

한국의 인구 ⋯⋯⋯⋯⋯⋯⋯⋯⋯⋯⋯⋯⋯⋯⋯⋯⋯⋯
한글 ⋯⋯⋯⋯⋯⋯⋯⋯⋯⋯⋯⋯⋯⋯⋯⋯⋯⋯⋯

43

16, 172

한류(Korean wave) ⋯⋯⋯⋯⋯⋯⋯⋯⋯⋯⋯⋯⋯⋯⋯

84

한복 ⋯⋯⋯⋯⋯⋯⋯⋯⋯⋯⋯⋯⋯⋯⋯⋯⋯⋯⋯⋯⋯

64

한식 ⋯⋯⋯⋯⋯⋯⋯⋯⋯⋯⋯⋯⋯⋯⋯⋯⋯⋯⋯⋯⋯

63

한옥 ⋯⋯⋯⋯⋯⋯⋯⋯⋯⋯⋯⋯⋯⋯⋯⋯⋯⋯⋯⋯⋯

64

항쟁, 6월 ⋯⋯⋯⋯⋯⋯⋯⋯⋯⋯⋯⋯⋯⋯⋯⋯⋯⋯⋯

92

알 파 벳
APEC

⋯⋯⋯⋯⋯⋯⋯⋯⋯⋯⋯⋯⋯⋯⋯⋯⋯⋯⋯⋯ 116

TV방송 ⋯⋯⋯⋯⋯⋯⋯⋯⋯⋯⋯⋯⋯⋯⋯⋯⋯⋯⋯⋯⋯ 31

해방 ⋯⋯⋯⋯⋯⋯⋯⋯⋯⋯⋯⋯⋯⋯⋯⋯⋯⋯⋯⋯⋯ 107
해상왕 ⋯⋯⋯⋯⋯⋯⋯⋯⋯⋯⋯⋯⋯⋯⋯⋯⋯⋯⋯⋯ 110
행정기관 ⋯⋯⋯⋯⋯⋯⋯⋯⋯⋯⋯⋯⋯⋯⋯⋯⋯⋯⋯ 207
행정부 ⋯⋯⋯⋯⋯⋯⋯⋯⋯⋯⋯⋯⋯⋯⋯⋯⋯⋯⋯⋯

99

헌법재판소 ⋯⋯⋯⋯⋯⋯⋯⋯⋯⋯⋯⋯⋯⋯⋯⋯⋯⋯ 100
현금 영수증 ⋯⋯⋯⋯⋯⋯⋯⋯⋯⋯⋯⋯⋯⋯⋯⋯⋯⋯ 123
혈연 ⋯⋯⋯⋯⋯⋯⋯⋯⋯⋯⋯⋯⋯⋯⋯⋯⋯⋯⋯⋯⋯

88

혐오시설 ⋯⋯⋯⋯⋯⋯⋯⋯⋯⋯⋯⋯⋯⋯⋯⋯⋯⋯⋯ 211
형법 ⋯⋯⋯⋯⋯⋯⋯⋯⋯⋯⋯⋯⋯⋯⋯⋯⋯⋯⋯⋯⋯ 143
형사재판 ⋯⋯⋯⋯⋯⋯⋯⋯⋯⋯⋯⋯⋯⋯⋯⋯⋯⋯⋯ 143
혼인신고 ⋯⋯⋯⋯⋯⋯⋯⋯⋯⋯⋯⋯⋯⋯⋯⋯⋯⋯⋯ 148
화랑도 ⋯⋯⋯⋯⋯⋯⋯⋯⋯⋯⋯⋯⋯⋯⋯⋯⋯⋯⋯⋯ 160
확정일자 ⋯⋯⋯⋯⋯⋯⋯⋯⋯⋯⋯⋯⋯⋯⋯⋯⋯⋯⋯

76

환갑 ⋯⋯⋯⋯⋯⋯⋯⋯⋯⋯⋯⋯⋯⋯⋯⋯⋯⋯⋯⋯⋯

80

223

집필
설규주
구정화
한진수
차조일
김찬기

(경인교대 교육대학원 부원장, 사회교육과 교수·책임연구원)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공동연구원)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공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공동연구원)
(한국이민재단 교육연구부장·공동연구원)

자문 및 감수
설동훈
이종수
정재정
조항록
이동휘
이재유
조종태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전)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국제언어문화교육원장,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장)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보조연구원
옹진환
박새롬
신세화
김정희
정현정

(면목중학교 교사)
(한빛초등학교 교사)
(옥련초등학교 교사)
(한국이민재단 한국사회이해 강사)
(한국이민재단 한국사회이해 강사)

개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үࢉഠೢ
발

행

인: 한무근

발

행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2110-4150 팩스 : 02-2110-0380

초 판 발 행 일 : 2012년 12월
일부개정 1쇄 : 2013년 12월
출 판·인 쇄 : 한국이민재단 (02-2643-6577)
디

자

인 : 디자인페이지 (02-2285-5278)

※ 이 책의 인쇄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이민재단 (Tel.02-2643-6577/Fax.02-2643-87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온맵에서 제공하는 지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