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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오늘날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가 가져온 빠른 사회변화에 맞춰 글로벌 사회에 대한 지식의 업데이트를 요구하며,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발전 이전의 부정적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긍정적 시각을 갖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시민성을 요구한다. 특히, 글로벌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핵심 역할을 갖고 있는 지리교육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실행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민성 교육의 방법으로 객관적 인식력을 키워주는 교육에 주목하였

고 이를 위한 지리교육과정의 보완적 구성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로서 네 가지의 지리교육과정의 보완적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정보탐색 방법의 다양화와 활성화이다. 둘째, 사회 변화와 현재의 사회상을 반영한 내용 구성이다.

셋째, 지역의 범주화 방식에 대한 재고 및 논의이다. 넷째,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탐구과제의 적용이다.

주요어 : 객관적 인식, 글로벌 사회, 시민적 책무, 지리교육과정, 초등 지리교육

Abstract : Today students should update their knowledge of the global society in line with the rapid social
change brought about by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And they need to overcome the social problems
that come from seeing society through stereotypes, prejudices, and negative perspectives and have positive 
perspectives. Therefore, education that fosters objective recognition has educational values and needs. In particular,
interest and educational implementation in geographic education, which plays a key role in understanding global
society, are urgent task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complementary composition of the 
geography curriculum to develop objective recognition in geography educ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organization of geography curriculum for objective recognition was proposed in four ways: First, it is the 
diversification and active utilization of information utilization methods. Second, it is a content composition that
reflects social change and current social appearance. Third, it is a discussion of how to categorize regions. Fourth,
it is the application of exploration tasks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skills.
Key Words : Objective recognition, Global society, Citizen responsibility, Geography curriculum, Primary 

geograph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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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및 목적
 

초, 중, 고등학교 지리수업은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의 

변화상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을까? 글로벌 사회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글로벌 사회의 

다양성은 커지고 복잡성은 심해지고 있다. 지리교육은 

학생들이 고장, 국가, 세계 등 글로벌 사회를 인식하고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지

리교육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의 현실을 객

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

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 사회과교육의 목표

인 민주 시민은 무엇보다도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생

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

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여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민주시민의 자질의 바탕에는 사

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사람들의 삶의 범위가 더 확장되고 상호교류는 더 

적극적이고 글로벌 사회 내 다양성과 복잡성은 더 커지

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명의 발달은 물리적 세계의 확

대뿐 아니라 가상 세계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개인의 

경험과 생활 범위를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가상 세계로

까지 확대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글로벌 사회를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에서는 정보화교육뿐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

다. 정보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이끌어가는 지리교육

의 역할이 기대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류재명(2000)은 앞으로 지리교육은 학습자의 21세기 

삶의 질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21세기 사회에

는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상품 등장, 새로운 사회 현

상과 사회문제 등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자로서의 역할

과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뒤따른다. 그간 교육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 학

습자가 스스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Alock(2019)은 이러한 환경에서 

지리는 세계를 파악하고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교

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세계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

다. 그리고 Standish(2020)는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여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인식과 관점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사회를 깊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글로벌 시각과 감각을 키우고 합리적인 의

사결정력을 키워서 시민으로서의 책무성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바비 더피(Duffy, 2018; 김하연 역, 2019)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며 잘

못된 인식과 편견, 고정관념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인식력을 갖

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은 기존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부

정적인 정보에 더 관심을 두며 다수를 모방하기 좋아한

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이러한 것이 사람에게 고정관념

과 편견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TV, 

SNS 등 온라인 소통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

를 통한 정보 습득에서는 두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하

나는 정보 수집자의 입장에서 수집한 정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정보에의 접근자는 보고 싶은 정보를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미디어에서 얻

은 정보는 오히려 고정관념을 더 강화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글로벌 사회를 객

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고정

관념과 편견, 부정적 측면 중심의 인식을 극복하고 사실

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사회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Betty(1988, 강순원 역, 2021)는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다른 지

역 및 사람들과 평화롭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하

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에 대해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실을 직시

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평화, 인권, 생

태적 생각 등은 모두 글로벌 시민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글로벌 시민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가능한 가치임을 주

장한다.

지리교육에서도 글로벌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필

요성을 논의한 연구들이 이뤄져 왔다. 김다원·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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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는 초·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아프리카 내용을 비

판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일반화와 단순화로 인해 아

프리카 문화와 역사에 대한 고정관념과 왜곡된 이미지

를 심어주고 있음을 발견하고,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역

동적인 아프리카의 실제 모습을 보거나 떠올릴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민성(2013)은 세계화 상황에

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아프리카 르완다에 대해 내전, 기아, 빈곤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객관적으로 르완다를 인식하도록 하

기 위해 르완다의 역동적인 경제 개발 노력, 다양한 자연

환경, 쾌적한 기후, 한국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지리교

육 내용 구성을 제안하였다. 조성욱(2018)은 우리 학생

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부정적 이

미지를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지리교육에서 부정적 인

식을 객관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

구자는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에서는 과거의 식민지 대

상 지역으로 역사적 측면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지리적 

환경의 객관적 측면에서 접근, 자연환경, 경제, 인구 등

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 서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그간 갖고 있던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 해결하기 등을 제

안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지역 학습에서 객관적 인식에 기반

한 학습의 필요성과 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연구가 행해

졌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오개념, 부정적 인식, 고정

관념과 편견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

육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초등 지리교육

에서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대한 지리교육과정 내용 구

성 관련해서 객관적 인식 교육을 위한 논의를 다룬 연구

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사회에 대해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현실적인 글로벌 감각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교육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객관적 인식 교육은 지리학습을 시작하는 초등

학교 단계에서 이뤄졌을 때, 학습자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성과 주관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리

적인 사고력을 키워가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인식력을 함양하기 위한 지리교

육 방안을 찾고, 현행 초등 사회과교육과정과 사회교과

서를 고찰할 것이며, 이에 의거해서 초등 지리교육과정

의 보완적 구성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객관적 인식과 지리교육

1. 객관적 인식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객관’을 ‘자기와

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 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함’으로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https://stdict. 

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이명현(1987)은 ‘객

관은 타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물의 관점에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

은 무엇을 타인의 관점에서 보거나 사물의 관점에서 고

려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교육학 용어 사전에서는 ‘객관

성’을 ‘개인의 주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성질

을 통칭하는 말, 누가 의식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성질, 

즉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간주관적으

로 인식된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서울대학교 교육

연구소, 2011). ‘객관적’이라 함은 ‘실재하는 것을 대상으

로 하여, 개인의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람들이 공

동으로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관련하여 강영안(2014:143)은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

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첫째, 실

재성, 둘째, 상호주관성, 셋째, 근거에 기반한 합리성이

다. 실재성은 나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제 상황,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객관적

으로 보기 위한 대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

주관성은 실재하는 문제상황과 사실, 사태 등에 대해 나

와 타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 간의 논

의,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정당성을 얻은 것이다. 합리

성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것이어

야 한다는 의미이다. 외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정한 그리고 근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Brownhill(1983, 김인용·김회용 역, 2013)은 객관적

인 것으로 수용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으로 다음의 다

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개인과 독립적인 하나의 

실재(reality)와 관련을 가져야 한다. 실재는 어떤 믿음으

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재와 믿음이 같을 때 그 

믿음은 옳은 것이다. 둘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

는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며, 검증이 가능한 믿음이어야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

식은 믿음이 검증받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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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객관적’ 의 조건

째는 과학적 방법으로 획득한 아이디어, 지식, 이론 등은 

객관적이다. 이러한 아이디어, 지식, 이론은 개인의 감

각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이다. 넷째는 객관적 이론은 

고유의 독립적인 지위와 합리성을 갖고 있다. 이론이 독

립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감각적 경험과는 독립적인 

확고하고 체계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람

들이 이해하기 쉽게 뭔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논리성도 인정받아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이 이해

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 지식은 공

공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으로 개인의 개인적 상황에의 의존이 아니라 독립

적 형식을 갖고 있는 공적인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Brownhill(1983, 김인용·김회용 역, 2013)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객관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재에 기반

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은 결과이며, 개인적 감각으

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갖춰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과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그림 1).

교육에서 객관적 인식의 가치를 살펴보자. 먼저, 사회

의 객관적인 실재를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글로벌 사회에는 관찰 가능한 현상과 경험가

능한 일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러한 관찰 가능한 현상

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와 같은 지리적 질문이 가능하며 그러한 질문에 

응답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객관적 인식이 요

구된다 하겠다. 둘째 객관적 인식으로 얻은 지식과 이해

는 인간의 사고와 판단, 행동을 포괄하는 인간의 능력으

로 인간의 삶이 작동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다(장사형, 

1987). 개인의 삶은 사회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사람들 간 상호작용으로 형성한 것 그리고 사회

의 바탕이 되는 실재적인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인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행하는 데 필수적이

다. 그래서 객관적 인식은 사회 안에서 개인의 삶을 향

유하고 사회 시민으로 성장을 돕는 교육에서 중요함을 

지닌다 하겠다. 셋째, 객관적 인식은 인간 삶에서 이뤄

지는 소통에서 갖춰져야 할 ‘지적인 미덕’으로 사람의 모

든 영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지적인 의무’

이다(강영안, 2014). 객관적 인식은 사회의 실재와 사회 

구성원이 만든 지식과 가치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 인식으로 획득한 내면화된 가치와 태도, 그리고 

지식은 공적인 소통의 도구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

육적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넷째, 무엇보다도 세계화, 

정보화가 가져온 빠른 사회변화에 맞춰 글로벌 사회에 

대한 지식의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과거의 사회에 정형

화된 지식과 안목으로는 현실 사회를 파악하여 소통하

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나아가서 고정

관념과 편견 그리고 발전 이전의 부정적 시각으로 사회

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모든 사

람의 글로벌 사회에 대한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

겠다.

오늘날 사람들 간의 소통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도서를 통해서 또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서 정보를 얻거나 소통하는 방식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소통한다. 온라

인에서는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는 개인이 접

근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뤄진다. 개인이 접근하는 사

이트는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과 인식에 기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개인의 인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접하는 정보는 

배경 설명과 해석이 충실한 텍스트 정보보다는 영상정

보이거나 간략한 설명에 포함된 정보인 경우가 많다. 그

런 경우 접근자의 개인적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은 크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자들은 이미지를 볼 때 글자

를 읽을 때보다 비판적인 추론 능력이 덜 작용한다는 실

험결과를 보여준다(Trafton, 2014; Duffy, 2018; 김하연 

역, 2019:255에서 재인용). 다른 지역과 문화,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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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은 많은 경우 사실 보다는 상상하는 주체의 필

요와 관점에 따라 재현되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

다원·한건수, 2012).

글로벌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며 글로벌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글로

벌 이미지 형성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

로 다름을 보인다.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덜 긍정적인 인식의 

결과를 보인다(조성욱, 2018; 이경한, 2020).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물리적 거리 면에서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면,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가뭄, 

기아, 정치적 불안, 해적 등의 부정적 뉴스, 교과서를 통

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의 제한성 등 제한적인 정보와 부

정적인 내용 등을 주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조성욱, 

2018).

Brownhill(1983, 김인용·김회용 역, 2013)은 진실성

이 없다면 공동체도 없고 전문가도 없다고 하였다. 교육

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고 교

육의 중요한 과업은 학생들에게 지적 정직성을 키워주

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과 집단이 갖고 있는 

인식체계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 이것이 객관적 인식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시민성 함양 교육이 필요

한 이유이다.

2. 지리교육에서 객관적 인식 교육의 방법

초등 사회과 지리영역의 내용은 고장, 지역, 국가, 세

계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탄

력적 환경확대법의 유연한 적용을 권하면서도 우리고

장, 우리지역, 국가, 세계의 환경확대적 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고장, 지역, 국가, 세계의 모든 곳을 구체적으

로 학습할 수는 없을 지라도 주요 장소와 지역, 우리나

라, 이웃 국가, 관계 깊은 국가의 기초적인 지리적 환경

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소와 지

역, 국가에 대한 학습은 궁극적으로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 우호적 관계 형성,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관계 형성과 지속가능한 글

로벌 사회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에 목적을 둔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기반해

서 사회환경을 적실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력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학생들의 객관적 인식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다음

의 네 가지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보활용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서 정보활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보는 관찰이

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활용은 충분

히 잘 이용함’이다(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 

search/searchView.do). 정보활용은 실재하는 자료와 관

련 지식을 잘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는 실

재하는 자료 및 관련 지식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와 실재

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활

용하여 탐구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학습은 객관적으로 

사회를 인식하는 데 유익성을 지닌다 하겠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핵심 역량으로 ‘정보

활용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활용 

능력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사회적 사실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량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증가

하고 있다. 더불어서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많은 양의 

정보를 불러오고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회 변화

를 읽어내고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새

로운 기술을 활용한 정보활용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Varian 교수는 정보활용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Manyinka and Varian, 2009).

  앞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고, 가치를 추출하고, 

시각화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전문가 수준뿐만 아니라 초

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육 수준에서도 향후 수십 년 

동안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

으로 무료이며 어디에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이다.

지리교육에서 정보활용은 지리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

해시키고 공간적 패턴의 인식, 기술, 분석의 경험을 제공

하여 지리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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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GIS, 영상지도, 지도, 그래프, 현장 답사에서 얻은 

정보 그리고 최근의 증강현실(AR), 가상 현실(VR), 확장

현실(XR) 체험 기술 등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실제처럼 경험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 매체를 활용하여 얻은 정

보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 및 이슈 등을 효과적으로 분

석,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Liu and Zhu(2008, 이

종원, 2011:383에서 재인용)은 정보기술을 진정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 그 자체에 대한 학습에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지리적 현상을 파

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

GIS, 지도, 그래프, 현장답사, 증강현실 등의 기술은 

지역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유용성을 지닌다. 이러한 기술의 적극적 활용은 학생들

이 직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줄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기술의 획득과 활

용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리교과에서 정보

활용을 통한 객관적 인식 교육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둘째, 잘못된 범주화에 따른 일반화 오류를 극복하여

야 한다. 사람들은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

해서 범주화하고 범주화에 따라 일반화 결과를 도출한

다. 범주화는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일반화는 지식의 틀

을 제공한다(Rosling et al., 2018; 이창신 역, 2020). 그래

서 범주화와 일반화는 더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렇

지 않으면 오히려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왜

곡할 수 있다. 관련하여 (Rosling et al., 2018; 이창신 역, 

2020)는 실제로 다른 장소, 지역, 국가 그리고 지물이나 

현상 등을 잘못 묶을 수 있고 같은 범주에 속한 내용물에 

대해서도 속성이 다르지만 모두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

로 구획할 수 있고 심지어는 대표성을 갖지 않은 일부 

드러난 속성과 사례를 가지고 그것이 속한 범주의 전체 

속성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즉, 잘못된 

범주화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지리는 지역구분의 방식으로 범주화 방법을 사용한

다. 지형, 기후, 문화,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사

용하여 국가와 세계를 지역별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

을 서술하는 데 주력한다. 지형과 기후 등 자연환경에 

의거한 지역 구분 방식은 객관성과 지속성을 지닐 수 있

다. 자연환경은 가시적이고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며 변

화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와 경제활동 

등의 인문환경에 의한 지역 구분은 객관적인 명확성을 

보여주기 어려울뿐더러 지속성 또한 짧다. 사람들이 만

든 문화와 경제활동은 거주지별로 지역 주민과 환경과

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문화와 경제활동 양상이 특별

함을 지닐 뿐 아니라 자연환경에 비해 변화의 속도도 빠

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문화, 경제활동 등 인문환경에 

의거한 지역구분 방식에서는 명확한 경계 설정과 대표

적 속성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성이 짧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 구분의 재설정이 필요하

다. 최신 자료에 의해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범주화와 일반화의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는 오늘날 다문화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

다. 다문화 교육은 우리 사회에 들어온 다른 문화권 사

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의 문화를 

학습하게 하는 교육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이주

민 국가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국가 문화에 대해 교육한다. 그런데 중국 안에서도 56개

의 주요 민족들이 분포되어 있고 넓은 영토 안에서 다양

한 환경을 토대로 형성한 생활문화들이 다양하게 발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표 문화를 교육한다고 할 

때, 어떤 문화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

다 보니 다문화교육에서 주요 학습내용으로 선정된 문

화는 일부 전통문화에 한정하였음에도 대표적인 문화로 

교육되고 나아가서 모든 중국인들은 그러한 문화 안에

서 생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변화와 현재의 생활모습을 살펴야 한다. 지역의 

사회와 문화, 경제활동은 변화의 속도가 다를지라도 끊

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현상은 사회와 

문화의 변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다. 과거의 후진

국/개발도상국에 속했던 국가들이 현재도 이 범주에 모

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속도가 더딜지라

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성

을 살펴볼 때는 지역의 변화상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과거의 고정된 문화, 사회, 경제수준을 인식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

주는 것이다. 특히, 지리수업에서는 지역성 파악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지역성 그

리고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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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지리 수업이 필요하다(Alock, 2019:118).

관련하여 Rosling et al.(2018, 이창신 역, 2020:255- 

261)는 변화에 기반한 세상 파악을 위해 세상에 나타나

는 새로운 사실과 자료를 찾고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사

회에 대한 지식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의거하여 형

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

초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변화한다. 그래서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사실과 현상을 받아들이면

서 변화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른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성취를 듣고 살펴보는 것은 지

리학의 본질에 해당한다(Standish, 2018:213).

넷째, 비판적 사고의 활용이다. 교육심리학회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필연적으로 그 성격상 평가적이다. 정확

성, 타당성,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주장, 신념, 정보

의 출처를 정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비슷한 사고 개념으로 반성적 사고를 들 수 있다. 듀이

는 반성적 사고는 ‘어떤 믿음이나 소위 지식의 형태에 

대해 지지하는 근거와 가져올 결과에 비춰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세심하게 숙고하는 것’으로 제시한다(Dewey, 

1910; 정회욱 역, 2011:9). 비판적 사고는 대상의 정확성

을 근거에 의거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인지활

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정보를 읽거나 듣는 데서 발원

하지만 정보에 대한 해석 및 판단과 관련된 사고방식 때

문이기도 한다(Duffy, 2018; 김하연 역, 2019). 오늘날에

는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접하거나 획득하

는 경우가 더 많다. 오프라인에서 정보획득은 도서나 대

화를 통한 방식에 비해서 단편적인 정보가 많아서 개인

이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정

보 접근은 개인의 판단에 의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

며 정보의 취사 선택과 해석에서 개인의 역할이 크다 하

겠다. 이는 우리의 현실 인식에서 무비판적인 그리고 제

한된 인식의 위험성을 예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

적 사고력 함양은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회

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Duffy, 2018; 김하연 역, 2019).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핵심 역량으

로 ‘비판적 사고력’을 포함하였다. 이는 지리를 포함한 

사회과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관련되어 

있다. 민주시민으로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

하여 객관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의 발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과 지리수업에

서는 객관적인 자연환경 자체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근

거와 기준에 의해 분석, 평가,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지리적 현상과 문제를 포함한다. 그런데 교실 수

업에서는 교사의 중립적 입지, 교과서 서술 내용에서 객

관적 사실 중심 내용 서술, 학생들의 근거에 기반한 의견 

제시와 토의 등이 쉽지 않은 장면이 나타난다(송언근·

정혜정, 2012). 이러한 방식의 지속적 수업은 궁극적으

로 학생들에게 객관적 인식에 의한 사회현상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인식력을 갖추게 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각종의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정보

를 분석하여 일반화 결과를 이끌어내는 지리 탐구학습

에서 필요한 인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사실은 

‘다른 사실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Roberts, 

2013; 이종원 역, 2016:33). 지리적 사실들은 자신의 관

점에서 또는 개념을 중심으로 경험하고, 토론하고, 문제

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지식으

로 구성되고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장소감, 장소성, 

지역성, 국가 이해 등의 모든 학습은 객관적 사실과 자료

에 기반해서 이러한 비판적 인지활동을 거쳐서 객관적 

지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 인식을 위해

서 비판적 인지활동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III.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객관적 인식 교육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초등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 인식을 위한 지리교육의 관점

에서 내용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글로벌 사회

의 객관적 인식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던 정보활용 면, 

지역단위 생활모습 면, 지역의 범주화와 일반화 면, 비판

적 고찰의 활용 면 등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

이다. 교과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3-4학년 

군 사회 3-1, 3-2, 4-1, 4-2와 5-6학년 군 사회 5-1, 6-2를 

중심으로 성취기준에 의거해서 서술한 교과서 서술 내

용을 살펴볼 것이다. 4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 내용에서 발췌하여 살펴

보는 방식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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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의 정보활용 관련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

학년 대단원 정보활용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학습주제 제시

3-4 학년 군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4사01-02] 디지털 영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주요 지형지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백지

도에 다시 배치하는 활동을 통하여 마을 또는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힌다.

•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고장을 살펴봅시다.

•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고장의 주요 장소를 살펴봅시다.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4사03-01]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 우리 지역을 나타낸 지도를 살펴봅시다.

• 우리 생활에서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봅시다.

5-6 학년 군

(1) 국토와 우리 생활

[6사01-01]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

토 사랑의 태도를 기른다.

[6사01-02]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들을 살펴보고, 시･도 단위 행정구역 및 주요 도

시들의 위치 특성을 파악한다. 

• 국토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 자연환경에 따라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봅시다.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6사07-01] 세계지도, 지구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과 활용 방법을 알고, 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6사07-02] 여러 시각 및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의 위치 및 범위, 

대륙별 주요 나라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을 탐색한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정보가 담긴 자료들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 정보를 찾아보며 자료의 활용법을 익혀 봅시다.

•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을 알아봅시다.

자료 : 교육부, 2015; 교육부, 2018a; 2018c; 2019a; 2019b.

1. 정보활용 내용 구성 면

현행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정보활

용을 위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교육과정을 살펴본다. 보통의 학교 급별 시간 편제에 의

하면, 교육과정의 대단원은 3-4학년 군 사회에서는 학기

별로 하나를 학습하고, 5-6학년 군 사회에서는 2개를 학

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학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 4학년에서는 ‘우리 지역’, 5학년에서는 ‘국토’, 6학년

에서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학습한다. 3학년 1학기 

대단원 두 번째 성취기준에서는 ‘디지털 영상지도를 활

용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 고장의 지리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4학년 1학기 대단원 첫 번째 

성취기준에서는 ‘지도를 활용하여 지리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그리고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지리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5학년 1학기 대단원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취기준에서는 ‘지도를 활용하여 국

토의 위치, 지역구분, 주요 도시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

용’을 제시한다. 6학년 2학기 대단원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취기준에서는 ‘지도와 지구본을 활용하여 세계를 구

성하는 주요 대륙과 대양,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

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표 1).

대단원 별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성취기준에서 정보

탐색 방법을 학습하고, 정보탐색 방법을 활용하여 장소

와 지역, 국토, 세계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학생들이 미리 

장소, 지역, 국토, 세계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를 찾고, 

이에 의거해서 장소와 지역, 국토,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

악하고 인식하게 하는 데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 지역, 국가, 그리고 세

계에 대한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지도를 활용하여 객관

적인 지리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한 지리 정보에 의거해

서 장소, 지역, 국가,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내용 구성

은 학습자들의 객관적 인식 체계 형성에 서 긍정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성취기준에 제시된 지리 정보 탐색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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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소, 지역 단위 생활모습 변화 관련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

학년 대단원 변화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학습주제 제시

3-4 학년 군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4사01-05]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4사01-06] 옛날과 오늘날의 통신수단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모습을 알아봅시다

•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모습을 알아봅시다

자료 : 교육부, 2015; 교육부, 2018a.

표 3. 일반적인 사회현상 변화 관련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

학년 대단원 변화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학습주제 제시

3-4 학년 군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4사04-05] 사회 변화(저출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 사회변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알아봅시다

5-6 학년 군 (1) 국토와 우리 생활

[6사01-05]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및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와 도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다.

[6사01-06]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교통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다.

• 우리나라 인구 구성 변화를 살펴봅시다

•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모습을 살펴봅시다

•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료 : 교육부, 2015; 교육부, 2018d; 2019a.

활용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

펴보았다. 먼저 3-4학년 군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단원

의 교과서에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고장

을 살펴 봅시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고장의 주요 

장소를 살펴봅시다.’ 등의 학습 주제를 설정하였다. 3-4

학년 군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5-6학년 군의 (1) 

국토와 우리생활,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대단원 학습에

서는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지역 지리정보 살펴보기, 우

리나라의 위치, 영역, 행정구역, 세계의 주요 지형, 국가 

등을 지도로 살펴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의거해서 내용을 구

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처럼 대단원 앞

부분에서는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고장, 우리지역, 국토, 

세계의 지리 정보를 찾고, 지리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대단원 앞부분에서 

지도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활용하도록 구성하는 방

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찾

고 활용한 지리학습이 단원 전체 내용 학습에서도 적절

하게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활용을 위한 주요 매체를 

지도에 한정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지리교육에서 논의

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지역단위 생활모습 내용 구성 면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현재

의 모습 및 현상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변화 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

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장소와 지역 단위의 생활모습 변

화 관련 내용(표 2),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의 

변화 내용(표 3)이다. 3-4학년 군 사회 교육과정 대단원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중단

원에 제시된 성취기준에는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른 고장 사람들의 생활모습 변화를 파악하도록 하는 

학습 내용이다.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 과정에 따라 고장 사람들의 생

활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내용

이다. 고장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변화의 관점에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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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의 범주화, 일반화 관련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

학년 대단원 범주화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학습주제 제시

3-4 학년 군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4사02-02]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 우리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을 비교해 봅시다.

• 우리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식생활을 비교해 봅시다.

• 우리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을 비교해 봅시다.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4사04-01]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5-6 학년 군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6사07-06] 이웃 나라들(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 

•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살펴봅시다.

하고 현재의 생활모습을 과거에서 미래로 전개되는 과

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인식 체계 형성

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4학년 군 대단원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의 성취기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사회 변화로 나타난 일상 

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5-6학년 

군 영역 대단원 (1) 국토와 우리 생활 <국토의 인문환

경> 중단원에 제시된 성취기준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 

및 구조의 변화와 도시 발달 과정, 산업 구조의 변화와 

교통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조사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인구, 도시, 산업, 세계화, 정보화 등의 사

회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살

펴보게 하는 내용이다. 특정 장소와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변화상을 

살펴보게 하는 내용이다.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3-4학년 군 (1) 우리

가 살아가는 곳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중단원의 내

용에서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모

습을 알아봅시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등의 주제를 설정하여 교통의 

변화와 통신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관계

지어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5-6학년 군 (1) 국

토와 우리 생활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

펴봅시다.’,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모습을 살펴봅시다.’, ‘인문환경

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등 

인구 구성, 도시 발달, 산업 발달, 인문환경 변화의 과정

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왜 변화했는지,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현재는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학습이 이뤄질 수 있게 

변화 내용, 원인, 현재의 변화 결과를 연계하여 서술해 

줄 필요가 있다. 변화에 따른 결과 학습으로 현재의 사

회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향후 미래 사회

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여 살펴보는 논리적 사고

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력 배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

3. 지역의 범주화와 일반화 내용 구성 면

초등 지리교육에서 범주화는 주로 지역 구분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장소, 지역에 대한 범주화와 관련된 부분

은 3-4학년 군 영역에서는 대단원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 5-6학년 군에서

는 대단원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의 성취기준을 살펴본다(표 4).

먼저, 3-4학년 군 <환경에 따라 다른 생활모습> 중단

원의 성취기준에는 ‘우리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

식주 생활모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모

습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내용이 있다. 즉,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모습을 비교, 탐구하는 

내용이다.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 비교 학습은 자칫 고장별로 정형화된 의식주 생활 

모습을 학습하게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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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과 같은 세계화, 다문화 사회에서 고장별 의식주 비

교는 어려울 뿐 아니라 문화다양성 인식의 면에서도 주

의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모습의 다

양성을 환경과의 관계적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

식주 생활 모습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고장

의 전통 문화 및 개인의 취향과 외부 문화의 영향도 또한 

많이 받는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하여 장소 안에서 또는 

지역 안에서 생활모습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환경과의 

관계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고장별 의식주의 정형화된 인식은 고장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고장별 문화의 무변동, 고정성 인식을 초래하여 

고장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3-4학년 군 사회 대단원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 중단원의 성취기준에서 제시

한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기 학습에서

는 정주공간을 크게 촌락과 도시로 이분화하여 각각의 

정주공간들을 살펴보게 하는 방식은 좋은 방법이다. 그

러나 구체적인 비교 분석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촌락

과 도시 안에는 많은 마을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도시

같은 촌락, 촌락같은 도시 등도 있다. 실제로 촌락과 도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는 어려

운 과제이다. 그 과정에서 촌락과 도시를 이분화하여 각

각의 정주공간을 일반화하는 것은 마을별로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 경제활동, 주민들의 생활등을 반영

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구분된 공간이며 변화하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5-6학년 군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와 가까

운 나라들>의 성취기준에 제시된 ‘이웃 나라들의 자연

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부분에서 러시

아, 중국, 미국 등은 한 국가 안에서도 다양한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두드러진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국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무엇을 선정, 제시할 것인

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자

연적, 인문적 특성은 학생들에게 해당 국가를 규정하게 

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대

단원에서는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식생

활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

들의 주생활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등 고장 간 의식주 

생활을 비교해보는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의생활

에서는 우리고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의 긴 옷과 

머리 천, 베트남의 하노이의 긴 옷과 야자 잎 모자, 캐나

다의 누나부트의 털과 가죽옷, 페루 쿠스코의 판초 등 

기후환경 및 전통 문화적 특성을 지닌 의복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식생활에서는 국내의 지역 음식으로 평양

냉면, 감자송편, 간고등어, 옥돔구이, 전주비빔밥 등 지

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중심으로 고장 간 식생활을 

비교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주생활에서는 터돋움 집, 

우데기, 돌담집, 러시아 이즈바, 캄보디아 수상가옥, 터

키 동굴집 등 기후 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해 만든 

전통적인 가옥들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의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대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교과서의 의식주 생활모습을 비교하는 내용 구성이 장

소나 지역 단위 의식주 생활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환

경에 의해 발달한 특별한 의식주 생활을 선정하여 구성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교과서에서 제시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를 범주로 하여 의식주 사례를 제

시하는 것은 국가의 의식주 생활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

로 인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단원에서는 ‘촌락과 도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주제를 설정하여 

도시와 촌락을 각각의 범주로 하여 전라남도 해남군과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외적 경관에서 건물의 모양, 

사람들의 수, 하는 일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

는 비교하기 내용을 구성하였다. 촌락과 도시를 범주로 

하여 비교하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비교가 가능한지

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5-6학년 군 ‘(7)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

와 관계 깊은 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알아봅시다.’ 주제를 

설정하여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을 개요적으로 

설명하고, 관계 깊은 국가를 선정하여 지리정보를 조사

해보는 활동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인

문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선정, 

제시하지는 않았다.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바 ‘이웃 나라

들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에서 

인문적 특성을 교과서 내용구성에서는 생략한 상태이다.

장소 및 지역, 국가에 대한 학습 그리고 장소 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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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대단원 비판적 고찰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학습주제 제시

3-4 학년 군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4사04-01]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4사04-05] 사회 변화(저출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4사04-06]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 촌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를 만들어 봅시다.

•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봅시다.

•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5-6 학년 군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속가능한 지구촌>

[6사08-03]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6사08-04]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개인, 국가, 국제

기구, 비정부 기구 등)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 평화를 지키며 지구촌이 함께 발전해 가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조사해 봅시다.

•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사해 봅시다.

•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간, 국가 간의 비교 학습을 위해서는 명료한 준거에 의거

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며, 의식주 생활 비교에서처럼 특

정 생활 모습에 대한 비교에서는 넓은 고장, 지역, 국가 

간 비교 보다는 환경에 따른 생활 모습 간의 비교가 더 

객관적 인식에 기여할 것이다. 명확한 준거 없이 고장 

간, 지역 간, 국가 간 비교는 그 안에 내재된 다양성을 

간과하여 왜곡된 일반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하겠다.

4. 비판적 고찰의 활용 내용 구성 면

앞에서 제시한 정보활용, 범주화와 일반화 오류 극복, 

변화와 현재 생활모습 반영 등에는 모두 비판적 고찰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

용 면에서 비판적 고찰 활동이 포함되는 교육과정과 그

에 따른 교과서 내용을 살펴 보았다.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군 사회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의 촌락과 도시 비교하기, 문제점과 해

결방안 탐색하기, <사회변화와 문화 다양성> 중단원의 

사회변화 분석하기, 사회변화에 따른 편견과 차별 등 문

제 분석하기, 다른 문화 존중하기, 5-6학년 군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안 

탐색하기, <지속가능한 지구촌> 중단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에 참여하기 등의 성취기준에서 비판

적 고찰의 학생활동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표 5).

교과서 서술 내용을 보면,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

의 촌락과 도시 비교하기에서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학습주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 보고서 결과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교육부, 2018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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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과 도시의 비교 보고서

∙공통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다.

촌락과 도시 모두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간다. 

∙차이점: 촌락에는 높은 건물이 많지 않으나, 도시에는 높은 

건물이 많다. 

촌락보다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는 ‘촌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도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등 촌락과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촌락과 도시의 비교하

기와 문제점 해결에서는 비판적 고찰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수업을 재구성하는 교사의 노력에 의해서 

행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6학년 군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대

단원의 교과서 내용에서는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환경문제를 조사해봅시다.’에서 비판적 고찰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

의 학습주제명이 ‘~을 알아봅시다.’로 제시되어 있어서 

교사가 비판적 고찰이 이뤄질 수 있는 학습과제를 제시

한 특별한 수업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정보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학습이 이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교를 위한 타당한 기준 설정하기,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 만들기 및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의 원인 및 

문제의 사태 파악하기 등의 활동 내용이 포함된다면 비

판적 고찰에 기반한 학습에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비판적 고찰 활동과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과제해결이 이뤄졌을 때 학생들은 객관적 인식체계 형

성에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문화 수용보다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뤄졌을 때 다른 문

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존중감을 키워 갈 

수 있다(Standish, 2012; 김다원 역, 2020).

또한, 교과서에서는 표 5에 제시된 대단원의 성취기준

의 내용 서술에서 ‘~을 알아봅시다.’ 서술형을 많이 사용

하였다. 수업에서 교사가 구체적으로 비판적 고찰이 이

뤄질 수 있게 수업 주제를 따로 설정하여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본 내용 학습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고찰을 기

대하기 어렵다. 교사 입장에서 비판적 고찰과 비판적 사

고력을 활용하고 배양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활동 과제

를 설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IV. 글로벌 사회의 객관적 인식을 위한 

지리교육과정의 보완적 구성안 제안

1. 정보탐색 방법의 다양화와 활용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기별 대단원의 앞부분에서 지도

를 활용한 정보 탐색, 탐색한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과제

를 해결하도록 구성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내용 구성

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단원의 앞부분에서 영상지도 활용, 

일반 지도 활용, 세계지도 활용 등의 활용 방법을 학습하

게 하고 이에 기반해서 지리 정보를 찾고 찾은 정보를 

과제 해결에 활용하도록 구성한 방식은 이후 학습에서 

지도 활용 정보 탐색과 정보를 활용한 주제 학습을 실행

하는 데 유익성을 지닌다 하겠다. 특히, 지도를 활용한 

정보 탐색은 장소, 지역, 국가, 세계의 범주를 파악하고 

그 안에 포함된 지리 정보를 폭넓게 획득하고 나아가서 

장소, 지역, 국가들의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를 파악하여 장소, 지역, 국가, 세계에 대해 위치 지

식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지리교육에서 정보 탐색의 매체를 지도 활용 이

외에 그래프, 통계 자료, 텍스트, 사진, 그림, 영상 활용 

그리고 직접 관찰과 조사 활동 등 다양한 정보 활용으로 

확대하고, 찾은 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의 지리 교육과정 

구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 학

습을 위해서도 지역사회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의 다

양한 정보 탐색을 위한 매체 활용은 적실성을 지닌다 하

겠다. 과거에는 주요 정보 매체로 지도의 역할이 독보적

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매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

도 매체를 보완하여 이들 다양한 정보 탐색 매체들을 활

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현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화와 현재의 모습을 반영한 지역의 내용 

구성

지표상의 현상들은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 지리교육

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하나는 지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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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상은 변동성을 갖는다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현

재적 시점에서 지표상의 현상을 보는 것이다. 그런 면에

서 볼 때, 현행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첫 

대단원에서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

의 변화를 학습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한 부분은 긍정적

이다. 사회 변화 요인은 많지만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

는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장소, 

지역 사람들의 생활모습은 변동성을 갖는다는 인식을 

갖고 이후 장소 및 지역의 생활 모습을 학습하도록 구성

한 것은 유익성을 지닌다 하겠다.

다만,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통과 통신

수단 등의 인문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크지만 자연환경

에 의한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 특히, 오늘날 기후환경

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학년 군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과 5-6학년 군 (1) 국토와 우리 생

활 <국토의 자연환경>에서 제시한 자연환경과 생활과의 

관계 부분에서는 과거의 일반적인 기후와 그에 따라 발

달한 전통적인 생활 모습과의 관계 부분에 한정하고 있

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현재의 기후환경과 생활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기후환경에 의한 생활 모

습의 변동성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시각을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할

뿐더러 현재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있어

서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슈와 문제를 다루는 부분

에서는 학습자가 이슈와 문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

악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하도록 해야 한

다. 사실에 기초한 현실적 시각은 감정보다 사실에 입각

하여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동안 행한 노력과 

이뤄낸 결과를 토대로 더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후세대

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게 한다.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부

여하고 불평등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 보다

는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변화와 경제 성장간의 관련성

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Tallon, 2013; 

Standish, 2018:213에서 재인용). 사실에 기반한 문제 상

황 인식은 왜곡된 정보와 사실에 의거한 부정적 시각을 

차단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형성하며 더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심광택(2018)은 미래 교육과정에서 학교 지리는 학습

자가 자신과 타인의 지역과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공

감하며 서로 연대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리교육은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함양을 핵심 역

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은 적실성을 지

닌다 하겠다. 3-4학년 군에서 학습하는 촌락과 도시 문

제, 5-6학년 군에서 학습하는 지구촌 문제 학습에 대해 

현행 교과서에서는 주로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을 중심

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신문기사 갖는 시기성, 사실의 

부분 기술, 신문기자의 관점 포함 등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한 이슈학습을 위해서는 교사의 추

가적인 자료 준비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관련하여 이슈 

관련 내용 학습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

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포함

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한 지리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는 여러 유형의 이슈들이 지리교육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이슈

관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 제시하여 학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적정 기준에 의한 학습 대상 지역의 범주화 

설정

지리교육에서 범주화에 따른 일반화는 주로 지표상의 

장소와 지역 설정에서 이뤄진다. 장소와 지역의 범주화

에 따라서 장소성과 지역성의 일반화 결과가 도출된다. 

현행 3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고장’, 4학년에서는 ‘촌

락과 도시’로 지역을 범주화하여 우리고장의 특성, 촌락

의 특성, 도시의 특성을 살펴보게 한다. 우리고장, 촌락, 

도시는 지리에서 고정적으로 구획된 범주가 아니고 학

습자의 생활 범위에 따라서 고장이 설정되고, 생산활동

에 따라서 촌락과 도시 지역이 설정된다. 그래서 우리고

장, 촌락과 도시의 범위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

과로서 특성은 달라질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우리고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 교과서 서술내용을 보면 우

리고장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일상생활 범위 

또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범위를 활용한다. 촌락과 도

시의 범위에 대해서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어디에서도 

명확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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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경

계로 군 단위 지역을 촌락, 시 단위 지역을 도시로 설정

하여 촌락과 도시의 범위를 사용한다. 이러한 범위의 우

리고장, 촌락과 도시의 범위를 사용하면서 우리고장의 

장소감, 장소성, 촌락과 도시의 지역성을 파악하게 하는 

지리 수업의 전개는 촌락과 도시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

하게 할 가능성을 갖는다. 촌락과 도시를 구성하는 각각

의 마을은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촌

락과 도시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학생들

에게 촌락과 도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도시와 촌락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도시와 촌락의 특성과 가치를 찾지 못하는 분절적인 공

간으로 인식하게 하였다(조현정, 2016).

우리나라 전체의 정주공간을 촌락과 도시라는 두 개

의 지역으로 이분화한 만큼 촌락과 도시의 범위는 아주 

광대하며 그 안에 내재된 다양성도 크다 하겠다. 특히 

‘비교하기’는 공통적인 특성, 유사한 구조, 통용되는 유

사점이 없다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Haubrich et al., 

1997; 김재완 역, 2006)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주화와 이

에 따른 일반화를 요구하는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재고

가 필요하다 하겠다.

5-6학년 군의 5학년 과정에서 학습하는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 별 위

치적 특성을 파악’하는 내용은 학습자 입장에서 탐구할 

수 있는 탐구 영역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분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특성

을 찾는 것도 적정성의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

한, 6학년 2학기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의 ‘이웃 

나라들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부분에서도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범위는 광대하고 그만큼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

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학습 내용 구성에서는 

특정 지역의 환경이 국가 전체의 환경으로 일반화되지 

않게 학습되도록 해야 한다.

장소와 지역의 범주화는 특정 기준에 의해 이뤄진다. 

그런데 사회 변화에 따라 준거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장소와 지역의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장소와 지

역의 특성도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준거에 기반한 범주화와 그에 따른 일반

화 결과를 도출하는 학습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자칫 

범주화를 잘못하여 하나로 묶어서 통으로 규정하는 것

은 왜곡된 고정관념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

재 지리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소 및 지역의 범주화 

설정은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비판적 사고활동을 포함한 탐구형 학습 과제 

제시 및 적용

변화 속도가 빠르고 더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비판적 

사고력 함양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

다.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유일하게 사회과교

육에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핵심역량에 포함하였다(교

육부, 2015). 비판적 사고력 함양 교육은 어떤 내용을 포

함하느냐 보다는 내용에의 접근 방법에서 더 요구되는 

부분이다. 학습자가 객체가아니라 주체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인지활동을 경험하면

서 주제에 접근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다

원, 2019). 학생들은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활동을 경험하고 비판적 사고기술을 발달시킨다

(Burnett, 2020:26). 이러한 비판적, 창의적 인지활동에 

기반한 학습은 가치, 신념, 태도 지향적인 시민성 교육으

로 나아가는 데 의미있는 방법이다(조철기, 2020:368).

현행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과제들을 살펴보면, 

‘~을 알아봅시다.’ 형으로 서술된 과제들이 많이 보인다. 

‘~을 알아봅시다.’ 과제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찾거나 전

달 받는 학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극적인 탐구

학습이나 암기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현

상과 다른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는 반드시 

비판적 고찰이 포함되어야 합리적인 방향의 방향을 탐

색할 수 있다.

적정의 정보를 찾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 변화를 분석

하는 것, 적정 범주화와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것,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 등에는 모두 비판적 고찰

과 사고활동이 포함된다 하겠다. 그리고 비판적 고찰은 

주제를 학습할 때 학생의 학습활동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인지활동이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 교사의 적절

한 수업 설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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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Brownhill(1983, 김인용·김회용 역, 2013)은 사람은 

세상을 구체적인 전체로 보기보다는 ‘경험의 포로’를 통

하여 본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고는 판단이며, 판단은 

대상에 대한 해석의 틀을 통해 이뤄지며, 이러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일 것이다. 해석의 틀이 객관적

인 인식틀로 자리잡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더 구체적

이고 사실에 기반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여

기에 교육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글로벌 사회의 

변화상과 복잡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에 대

한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고정관념과 편견, 부정

적 인식을 극복할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방법

으로 객관적 인식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초등 지리교육 내용은 고장, 지역, 국가, 

세계 등 장소와 지역에 대한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소와 지역의 지리적 현상과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실재성, 합리성, 공공성에 

기반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오늘날 사회

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인식에 의거하여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안목 형성에서 지리교육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육에서 객관적 인식을 위

한 교육 방법을 논의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현행 2015개

정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

았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고려되어야 할 지리교육과정 

내용 구성안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정보탐색을 위한 활용 매체의 다양화와 활용의 

적극적 확대이다. 지리교과에서는 GIS, 지도, 영상, 그래

프, 현장답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탐색 및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지리교과의 특성을 살

려서 현재 지도 활용 중심에서 다른 매체 활용으로 다양

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 변화와 현재의 사회상을 

반영한 내용 구성이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과거의 모습과 사실에 대한 학습은 특성을 보여주는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장소, 지역, 환경의 전체적 특성을 설

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에 주목해서 

현재의 모습을 함께 살피게 하는 지리교육을 생각해야 

한다. 지구적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리교

육의 내용 체계를 성찰하고 재정향 할 시급한 시점에 있

다(이간용, 2020). 셋째, 적정 기준에 의한 범주화와 일

반화 학습이 필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기준에 의한 

범주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리교과에서 주

로 행하는 범주화는 지역구분이다. 지역 구분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과거의 기준에 의해 지역을 구분

했을 때도 지역 구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고

려한 적정 지역 구분이 이뤄졌을 때 범주화에 따른 일반

화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

다. 넷째, 비판적 사고의 적극적 활용이다. 2015개정교

육과정에서도 유일하게 ‘비판적 사고 능력’을 사회과 교

과 역량에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과교육에서 이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겠다. 지리적 사실

에 비판적 사고 활동이 포함될 때 지리적 사실이 단편의 

정보에 머물지 않고 객관적 인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더불어서 지리적 지식과 지리적 관점을 형성하는 학습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리교육은 글로벌 사회의 이해 학습을 담당하는 핵

심교과로, 지리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거의 세계에

서 벗어나 현재의 세계와 미래의 세계를 이해하고 상상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갖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 특히, 초등학

교에서 글로벌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과 태도를 형성하는 교육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사고는 주관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은 

인지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특

히 초등학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학습자가 자신

의 주변 환경에 가지는 주관적인 느낌은 글로컬한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지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

실에 기반한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과 해석이 이뤄졌을 

때 합리적이고 지리적인 사고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

다. 그런 면에서 향후 초등 지리교육에서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제안을 반영한 교육의 실천은 적실성과 시급성

을 지닌다 하겠다. 지리를 학습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리 교육은 다음 세대에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는 방식을 전하는 기회이며 이것

은 지리교육을 행하는 사람의 영광이자 큰 책임이다는 

의견(Enser, 2019)에 동의하며, 본 방안을 토대로 세부적

인 내용 구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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