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리는 사실에 기반한 학문이라기보다는 개념에 기반

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과목이다(Jackson, 

2006). 개념은 지리 학습 내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지식요소이며, 고차원의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

해서 필요한 요소이다. 개념은 지표상의 현상을 이해하

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하며(류재명, 1991:247), 변화하는 

세계를 지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지식에 해당한다(Geo-

graphical Association, 2009:30; Hopwood, 2011:3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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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선정과 교육은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살리는 중요한 과제이며, 지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5개정 지리교육과정과 6개 국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영국,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의 지리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선정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7개 국가들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기본개념들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위치, 장소(지역, 공간 포함), 이동, 지속가능환경, 스케일, 지리적 기술과 답사 등이었다. 둘째, 국가별로 적용하고 있는

기본개념의 수, 기본개념의 유형, 강조하는 기본개념, 개념학습을 위한 내용구성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환경, 그리고 교육의 중점 방향 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주요어 : 지리교육, 지리교육과정, 지리 기본개념

Abstract : The selection of basic concepts for geography education is an important task to make the identity
of geography educa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developing geographical thinking of stud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basic concepts for geography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geography curriculums of
2015 revised geography curriculum and six countries, USA (California), Canada (Ontario), UK, New Zealand,
Australia and Singap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discussing the basic concepts
for geography education in Korea.
Key Words : Geography education, Geography curriculum, Geography basic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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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개념들은 지리교육 내용구성의 기본요소들이다(임덕

순, 1979:306). 이렇게 지리교육과정에서 개념들은 지리

교육의 지식과 이해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며(Brooks, 

2013:76), 학생들은 기본개념 학습을 통해서 지리학이라

는 학문에 접근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리적 지식과 지

리적 사고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개념은 지리교육

의 성취기준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요소에 해당한

다(Rawling, 2007; Brooks, 2013). 이러한 배경에서 지리

교육에서는 꾸준히 지리교육을 위한 기본개념 선정과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이찬, 1969; 임

덕순, 1979; 이기석, 1984; 류재명, 1991; 서태열, 1993; 

이영민, 1999; 강창숙, 2002; 이경한, 2016). 그럼에도 불

구하고 기본개념 추출 및 개념학습에 대한 적정 방법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이경한, 2016). 지

리교육이 지리적 개념과 탐구를 토대로 하는 교육으로

서 학습자의 흥미 유발, 실생활에의 유용성 등의 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본다. Taylor(2008)는 이

러한 문제점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개

념 중심의 학습을 제시한다. 지리학 탐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중의 하나가 기본개념이며, 

개념지식은 사고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지리적 현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지

리교육에서 적정 개념선정과 이에 대한 학습은 지리학

의 미래이며, 지리적 사고력을 지닌 학습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본개념에 기반한 지리교

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기본개념을 토대

로 향후 지속적으로 초, 중학교 지리교육에서 가르쳐져

야 할 기본개념 추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이 체계적으로 설정되었을 때, 지

리수업에서 기본개념들에 대한 개념학습이 체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리교육에서 적용되어야 할 기

본개념 설정은 지리교육에서 가장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선정은 지리

교육의 정체성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사회 환경에서 지리교육

의 기본개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내외 지리교육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를 비롯하여 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

석을 통해 21세기 사회에서 선정, 적용되고 있는 지리교

육의 기본개념은 무엇이며, 향후 우리나라 지리교육과

정 구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1세기적 상황에서 지리교육의 기본개

념을 재논의해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수행하

기 위해서 특별히, 2010년 이후 교육과정 개정을 실시한 

외국의 지리교육과정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 선택한 지리교육을 위한 기본개념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지리교육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을

뿐더러 기본개념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여줄 수 있

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리교육과

정은 지리교육을 위한 주요개념, 과정, 기능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토대로 지리교육의 기본개

념 분석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의 학습의 출발을 위한 내

용영역, 교과학습에서 최소한 요구되는 내용영역 등이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본개념 분석은 기본개념과 기본개념 내용구성을 중

심으로 하였다. 기본개념 분석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

시한 기본개념을 활용하였으며, 기본개념을 제시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교육과정 내 내용 영역의 핵심내용

을 토대로 기본개념을 추출하였으며, 기본개념 내용구

성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분석에 기반하였다. 교

육과정 분석을 위한 대상 선정에서는 초, 중학교 과정에

서 지리교육을 행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교육과정을 

개정하였고, 연구자의 연구에의 접근이 가능한 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국가교육과정이 

아니고 특정 행정구역 단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대표성을 지닌 지역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정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영국(잉글랜드), 캐나다(온타리오 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선정한 국

가들의 지리교육과정 분석은 해당 국가의 교육부 홈페

이지에 탑재된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

다. 지리교육이 사회과교육 영역 또는 인문사회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교육과정 내에서 지리 영역

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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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리교육에서 기본개념에 대한 논의 

1. 지리교육에서 개념 및 개념학습의 의의 

개념은 지표상의 낱낱의 현상들을 붙들어 매어 주는 

기둥과 같은 것으로, 현상들의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서 

공통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속성을 뽑아내서 명명한 것

이다(류재명, 1991:245). 인간 삶의 세계에서 나타난 다

양한 현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범주화한 

지식이 개념이며(이영민, 1998:283), 인간은 개념을 통해

서 지표상의 현상들을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개념지식

이 없으면 지표상 현상들이 인지구조에 연결되지 못하

고 잊혀지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다.

듀이는 사고는 단지 정보를 축적하는 것으로 발생하

는 것이 아니며, 축적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가정과 추론

의 인지활동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지리학습에

서 지표상 현상들에 대한 정보 획득은 그 자체로서는 인

지활동에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지만 개념지식을 형성

하거나 개념지식과 연결될 때는 사고활동을 유발하고, 

지리적 지식으로 착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정회욱 역, 

2011).

다음에서는 이러한 개념지식이 갖는 지리교육에서의 

유용성을 살펴본다. 첫째는 지리교육의 목적이자 수단

으로서의 가치이다(이영민, 1998:282). 지리개념은 지리

적 지식을 생성하고, 그것을 조직하는 것을 도와주며, 지

리적 일반화를 도출하는데 유용하므로 지리교육내용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서태열, 2005:290). 즉, 지리개

념은 지리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갖춰야 할 지리적 

지식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리개념을 통

하여 지리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

리학은 지리 기본개념들 간의 개념 체계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학은 지리교육 내용구성의 기초

가 된다. 지리학을 구성하는 지리개념 학습을 통하여 지

리학의 학문 구조를 파악하고 지리적 지식과 통찰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면에서 지리에서 개념학습은 지리교

육의 궁극적 목적이면서 동시에 지리적 지식을 습득하

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획득된 개념지식은 문제해결, 의사결정, 창의적 사

고 등 고차원적 사고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Howard, 

1987; Fouberg, 2000; 신현정, 2011; 이종원 역, 2015; 차

경수･모경환, 2017).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 탐구 과정

에서 관련 개념들에 대한 개념지식은 필수이다. 문제 관

련 개념들에 대한 개념지식의 양적, 질적 수준에 따라서 

문제에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라는 것은 

해당 분야 내 개념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의미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

서 관련 개념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정 문

제상황 파악 및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념지식이 구체적인 현상의 관찰과 사실의 범위

를 넘어서서 추상적으로 상상하고 추론하여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개념은 높은 차원

의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념지식은 심적 표상이며 사회적 현상을 이해

하게 한다(신현정, 2011:20).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적 현

상 및 지리적 현상들을 의미 있는 집합체로 범주화하여 

이해하게 된다. 개념지식을 활용한 세상의 이해는 다음

의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개념지식은 다양한 

지리적, 사회적 현상들을 범주화하고 지각하여 복잡한 

현상들 간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발견하게 한다. 복잡하

고 다양한 현상들을 분류하여 범주화하고, 이들 간 공통

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다

른 하나는 개념지식을 통한 세상보기 방식이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을 활용하여 사실과 정보의 의미

를 파악한다. 활용하는 개념에 따라 사회에 대한 이해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다. 인식의 주체가 어떤 개념을 가

지고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회현상이라도 지리학자가 

지리적 개념으로 본다면, 지리적 현상으로 비쳐질 것이

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은 개념을 떠나서 있을 수 없으

며, 인간은 일정한 개념틀을 가지고 경험을 한다(이정우, 

2004:22). 또한, 개념지식이 없다면 무한한 사실과 정보, 

현상들이 의미없이 잊혀지고 놓쳐지게 될 수도 있다.

넷째, 개념은 지표상 현상들을 분류하여 분류체계를 

형성하고 개념들 간 계층화를 형성하여 사람의 인지구

조를 형성한다. 개념은 다양한 사실과 현상들을 분류하

여 형성된 지식이면서 동시에 개념들 간 연계를 통해서 

상위 개념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일반화 지식, 이론, 법

칙 등을 구성하여 사회현상을 파악하게 한다. 보통 개념

도를 그려보는 활동을 활용하여 학습 주제를 통찰하게 

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새로운 개념을 산출한다. 개념은 새로운 개념

을 산출하게 하며, 새로운 개념에 대한 학습을 지원한다

(Howard, 1987:13). Ausubel(1968)은 기존의 개념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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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새로운 개념 습득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것이

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표상에 발생하는 현상들은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현

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 산출이 필요하

며 기존의 개념들도 끊임없이 새롭게 재개념화 되어야 

한다(이정우, 2004:24). 정보의 폭증이라는 특별한 사회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증가하는 정보들을 지식

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개념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 개념은 그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

념 산출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개념지식은 발견되는 많은 지리적 현상들을 

단순화하여 보다 기억하기 쉽고 다루기 쉽게 한다. 개념

화란 일단의 사물에 대해 범주를 정하고 분류하고 명명

하는 과정이다(Banks, 1990:101). 그래서 개념지식은 복

잡한 사회적 현상들을 범주화시켜 줌으로써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탐구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이경한, 2016:45). 

그런 면에서 지리 기본개념 지식의 습득은 많은 지리적 

정보와 현상들을 다루기 쉽게 분류하고, 지리내용의 복

잡성을 단순하게 분류하고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일곱째, 개념지식은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의사소통능력은 ‘적절하게 그리고 성공적으

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러한 의사소통능

력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동기, 지식, 기능이 있다’(Jaffe, 

2007:3: 김재봉, 2017:25에서 재인용). 여기서 말하는 지

식에 개념지식이 포함된다. 상호소통의 상대자들 간 대

화의 주제와 관련된 개념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개념지식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 글, 영상 등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개념지식을 활용하여 지리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

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개념지식이 갖는 교육적 유용성을 감안해 

볼 때, 지리교육에서 지리개념은 지리교육의 궁극적 목

적이자 지리교육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지리교

육은 궁극적으로 지리에서 개념지식을 갖추게 하여 지

리학의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개념지

식을 활용하여 지표상 현상을 파악하고 인식하여 시민

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리교육을 위한 기본개념 선정과 이에 대한 학

습은 향후 지리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과 

지리적 지식과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리교육에서 기본개념 논의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은 지리교과의 가장 기본적인 구

조 또는 교과내용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본 아이

디어, 즉 핵심 아이디어 또는 원리로 표현된다(서태열, 

2005:291). 기본개념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지

식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과정 구성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 지리의 기본개념은 일상적으로 사용되

는 주요 개념들과는 달리 지리학의 구조를 잘 드러내 주

는 개념들이며 지리교육 내용의 핵심을 보여주는 개념

이다(서태열, 2005:291).

지리교육에서 기본개념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지리학의 핵심 내용으로 

다뤄져야 할 기본개념 논의로 시작되었다(표 1). 국내에

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찬(1969)으로

부터 시작되며, 이후 김연옥(1970), 임덕순(1979), 이기석

(1984), 류재명(1991), 서태열(1993) 등에 의해 지리교육

의 기본개념들이 제시되었다. 국내 학자들에 의해 제시

된 기본개념들 중 공통적인 것들로는 인간-자연 간의 관

계, 분포, 공간관계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자연과의 

관계 개념은 전통적인 지리학의 기본개념인 반면, 공간

관계, 분포 등은 1950~1960년대 나온 계량혁명과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한 신지리학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서태열, 2005:291). 또한, 연구자들 간 선정한 개

념들의 다양성이다. 이는 지리학의 내용 중 지리교육에

서 가르쳐져야 할 핵심 내용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던 당

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를 임덕순(1979)은 학자들 간 

지리학의 과학철학과 연구동향 수용의 정도 차이라고 하

였다. 그리고 서태열(2005)은 당시 기본개념 선정이 지리

학의 탐구과정과 지리학의 개념구조에 토대한 충분한 

검토에 기반해서 논리적 근거를 갖춘 기본개념 추출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서태열은 기본개

념을 기초, 본질, 조직개념으로 세분화하여 지리적 개념

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적 역할을 하는 기초개념(장소, 

변화, 스케일, 거리, 방향 등), 기초개념보다 상위 개념으

로 추상화의 정도가 더 높으면서 지리적 탐구과정에 고

유성을 지닌 본질개념(입지, 분포, 공간), 그리고 기초개

념과 본질개념들이 복합된 최상위 조직개념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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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서태열, 2005:300). 조직 개념은 기능을 중

시하는 기능적 조직개념(지역화, 공간적 상호작용, 인간-

환경의 상호작용, 지역결합, 지역분화, 공간결합 등)과 

결과적 형태를 중시는 형태적 조직개념(지역, 공간조직, 

경관, 생태계, 자연환경 등)으로 재구분하였다.

다음은 국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지리교육

의 기본개념 분석이다. 지리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62년 학

문중심 교육과정 도입으로 만들어진 미국 고교 지리교

육과정인 HSGP(1962: 서태열, 2005:292-293에서 재인용), 

Warman(1963), Pattison(1964), Broek(1966), Senesh(1967), 

그리고 미국지리교육연합회(1984), 국제지리교육헌장

(1992)에서 제시한 기본개념들이 학계에서 널리 회자, 

논의되어 왔다. 여기서 제시된 기본 개념들은 1962년 

HSGP에서 제시했던 연구방법, 지역, 인간과 자연 관계, 

공간관계의 내용과 Pattison(1964)이 제시한 지역, 공간, 

지구, 인간과 환경 간 관계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지리교육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는 그

간 개념을 지리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과

는 달리 지리적 사고력의 함양을 위한 학습과정 측면의 

개념과 학습자의 발달적 측면의 개념에 대한 고려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지리학습에서 지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도구로서 개념의 사용에 대해서 Leats(1998)

의 ‘큰 개념(Big Concepts)’과 Taylor(2008)의 ‘조직적 개

표 1.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연구자 기본개념

이  찬(1969) 인간-자연관계, 지역, 공간관계, 변천, 자연지리, 축척, 분포, 지도화

김연옥(1970) 인간-자연관계, 분포, 공간관계, 변천, 지역

임덕순(1979) 지리적 사실, 축척, 연구기법(지도화 등), 지역적 차이, 지리적 분포

이기석(1984) 위치 및 입지적 배열, 연계, 상호의존

류재명(1991)
자연토대(위치, 기후, 지형), 공간행태(인지도, 공간지각, 토지이용문화),

지역 분화, 공간 관계, 지역계층, 공간구조

서태열(1995)
기초개념(장소, 거리, 변화, 스케일, 면, 방향), 본질개념(위치, 분포, 공간), 

조직개념(공간적 상호작용, 인간-환경 상호작용)

HSGP지침서* (1962) 연구방법(지도화), 지역, 인간과 자연 관계, 공간관계

Warman(1963) 지구, 지도, 거주지, 지역의 차이와 유사성, 지역, 자원, 인간, 공간적 상호작용, 변화 

Pattison(1964) 지역, 인간-자연관계, 공간, 지구

Broek(1966) 위치, 축척, 지역, 지구, 변화, 지역적 결합, 공간적 상호작용

Greco-Senesh(1967) 현상, 지리적 분포, 연구기법, 지역, 지리적 사실, 지역적 차이, 축척 

Cox(1982)
위치, 공간적 분포, 지역적 관련과 변동, 공간적 상호작용, 지역,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간 변화, 공간적 축척

미국지리

교육지침**(1984)
위치, 장소, 장소내의 관계, 이동, 지역 

국제지리

교육헌장***(1992)
위치와 분포, 장소,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공간적 상호작용, 지역

Leats(1998) 원인과 결과, 분류, 의사결정, 발달, 불평등, 입지, 계획과 체계

Taylor(2008) 다양성, 변화, 상호작용, 지각과 재현 

* HSGP: 1960년대 신지리학의 등장으로 인해 나타난 미국 지리교육 개혁운동의 일부분이며, 미국지리교육학회(National Council for 

Geography Education:NCGE)와 미국지리학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AAG)가 주동이 되어 지리학의 본질을 중심으로 지리

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발견하도록 구성한 고교지리 교육과정(High School Geography Project)임.  

** 미국지리교육지침: 미국지리교육학회(National Council for Geography Education:NCGE)와 미국지리학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AAG)가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지리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문서임. 

*** 국제지리교육헌장: 국제지리연합(Commission on Geographical Education: IGU) 지리교육 분과에서 발행한 문서(International Charter 

on Geographical Education)임. 

**** 임덕순(1979:309-311); 서태열(2005:292-293); 김다원(2008:23)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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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Organisational Concepts)’을 살펴본다. Leats(1998)는 

개념을 지리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필요를 제시하

였으며, 이에 대한 개념으로 ‘원인과 결과’, ‘분류’, ‘의사

결정’, ‘발달’, ‘불평등’, ‘입지’, ‘계획과 체계’의 5개의 큰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념들은 학습주제 이해를 위

해 필요한 개념들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제시한 5개의 

큰 개념들을 통해서 지리내용들이 학습되었을 때 지리

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

우 지리학습 내용들이 낱낱의 사실들로 나열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리적 사고력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지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는 5개의 큰 개

념들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Taylor(2008)는 

지리적 질문과 관련된 그리고 학습내용을 지리적 내용

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

구의 결과로 다양성(diversity), 변화(change), 상호작용

(interaction), 지각(perception) 그리고 재현(representation) 

개념을 제시하였다(Taylor, 2008:51). 이들 개념들은 장

소, 공간 등의 지리의 실제 개념들 간 연계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리적 탐구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ooks, 2013:80).

학습자 발달적 측면의 개념은 그간 지리교육에서 많

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이다. 개념은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할 때 활용되는 것이며, 학습자는 개념을 활

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수용, 수정하는 인지활동을 전개

한다(Hopwood, 2011; Brooks, 2013). 특히, 학습자의 개

념은 개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의 개

념틀에 의거하여 수업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지리교육에서 기

본개념은 크게 학습내용적 측면의 기본개념과 기능적 

측면에서의 기본개념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표 2). 학

습내용적 측면의 기본개념은 지리학의 주요 내용에 기

반한 기본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능적 면에서의 기

본개념은 지리학의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내용에의 

접근 방식에 해당하며 서태열은 이를 특별히 기능적 조

직개념으로 제시하였다(서태열, 2005:300). 

III. 국가별 지리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분석

1. 국가별 지리교육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체계

1) 영국(잉글랜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및 내용

구성

영국에서는 기본개념 기반 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영국에서 기본개념 중심 교육과정은 2007교육과정

에 적용되었다(Taylor, 2008:50; Brooks, 2013:75). 이미 

2000년 교육과정에서도 핵심 개념들인 장소, 공간, 과정, 

상호의존성,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이 등장하기는 했

지만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지리교육과정에 기본개념

(Key Concepts)과 기본과정(Key Processes), 기본기능

(Key Skills)을 포함하였다. 영국 지리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본개념 분석은 2013년에 개정한 영국 지리교육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3).

영국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은 위치, 장소,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지리적 기술과 답사의 4개념이다. 이 개념들

은 Key Stage 1, 2, 3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세부적인 

지리교육 내용 구성의 준거틀이 되고 있다. 사용하고 있

는 기본개념과 기본개념 학습을 위한 세부 내용요소들

은 다음과 같다.

영국지리교육에서 위치개념은 위치표현, 위치파악, 

위치속성 파악, 위치 중요성 파악, 위치지식의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ey Stage 1에서는 지표면의 수

륙 지형과 영국의 주요 영역들의 위치파악 및 표현을, 

Key Stage 2에서는 세계 주요 대륙 및 국가, 도시, 지역, 

지형, 그리고 상징물의 위치파악 및 표현과 위치의 중요

성 이해를, Key Stage 3에서는 아프리카 등 나머지 대륙

의 지형, 국가, 도시들의 위치파악 및 표현, 그리고 위치

지식을 활용한 공간적 관계 파악으로 위치개념을 확장

하는 방식이다.

장소개념에서는 장소 간 유사점과 차이점 파악, 장소 

간 상호연계성 파악 내용을 포함한다. Key Stage 1에서

표 2. 기본개념의 분류 

기본개념
학습내용

공간관계, 공간구조, 공간행태, 공간적 상호작용, 변천(변화), 분포, 위치(입지), 이동, 인간-자연관계, 

자연환경(자연지리 포함), 인문환경(인문지리 포함), 장소, 지구, 지역, 다양성, 변화 등

기능 원인과 결과, 분류, 의사결정, 입지화, 계획과 체계화,  지각과 재현, 지도화, 축척, 공간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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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Community)내 작은 규모의 장소들을 대상

으로 장소의 특성, 장소들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

는 내용이다. Key Stage 2에서는 장소의 스케일을 확장

하여 영국, 유럽, 아메리카 권의 지역들의 특성, 공통점

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내용이며, Key Stage 3에서는 Key 

Stage 2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장소 간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장소들 간 상호관계성을 파악

하는 학습 내용구성이다. 영국 지리교육에서는 장소개

념에서 지역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개념에서는 기후, 식생, 지형, 물

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적 요소들과 취락, 토지, 

경제활동, 각종 자원에 이르는 인문환경적 요소들을 포

함한다. Key Stage 1에서는 자국인 영국의 기후, 지표상 

대표성을 지닌 기후지역의 기후, 그리고 식생, 해안, 바

다, 산지, 강 등의 주변 환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형 등의 자연환경 중심의 내용구성이다. Key Stage 2

에서는 지역별 기후, 식생, 강, 산지, 화산, 지진, 물의 

순환 등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자연환경을 학습하

는 내용구성이다. 그리고 Key Stage 1에서 다루지 못했

던 취락, 토지, 경제활동, 자원 영역의 인문지리 내용을 

학습한다. Key Stage 3에서는 지질, 지각, 풍화, 빙하, 해

안지형 등으로 자연환경 학습내용을 확대하고, 인구와 

도시, 개발, 경제활동, 자원이용,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

의 상호작용과 상호 관계 등의 학습내용이 추가된다. 영

국 교육에서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개념 관련 학습은 자

연환경과 인문환경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심도 있

게 다루면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양상과 상호 관

계적 특성을 학습하는 접근 방식이다. 그리고 Key Stage 

1에서는 인문지리적 내용보다는 자연지리 내용 중심 수

업으로 진행한다는 특별함을 보인다. 이는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인문환경 학습을 연결하고 궁극적

으로 상호작용과 상호연계성을 파악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지리적 기술과 답사 개념이다. Key Stage 1에

서는 세계지도, 지구본,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위치, 

방위 등을 파악하고 답사 및 조사 기법을 학습하는 내용

표 3. 영국 지리교육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기본개념
학습내용

Key Stage 1 Key Stage 2 Key Stage 3

위치
▪7대륙, 5대양, 영국의 위치

▪유럽, 북미, 남미 주요국가 및 주요도시의 

위치

▪주요 지역 및 지형 위치

▪적도, 북반구, 남반구, 남북회귀선의 위치

의 중요성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 중동 지역의 

주요 지형, 국가, 도시 위치를 토대로 다

른 지역과의 공간적 관계 파악 

장소 ▪장소 간 유사점과 차이점 
▪영국, 유럽, 북미 또는 남미 지역들의 지

리적 유사점과 차이점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들의 지리적 유사

점, 차이점 그리고 상호연계성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영국의 기후

▪적도 주변 그리고 남극과 북

극 주변 지역의 기후 

▪자연지리: 기후지역, 식생지대, 강, 산지, 

화산, 지진, 물의 순환 

▪인문지리: 취락 유형, 토지이용 유형, 경

제활동, 자연자원 분포(에너지, 식량, 광

물, 물자원 포함)

▪자연지리: 지질시대, 지각구조, 바위, 풍

화, 토양, 기후와날씨, 빙하, 수자원, 해안

▪인문지리: 인구, 도시화, 국제개발, 경제

활동, 자연자원 이용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 경관 변화, 

기후, 인간활동과 자연 체계 간 관계 

지리적 기술과 

답사

▪세계지도, 아틀라스, 지구본 

사용법

▪방향(동서남북),  방향(가까

운 그리고 먼, 왼쪽과 오른

쪽) 사용하기

▪항공사진 이용

▪간단한 답사와 조사기법 사

용하기 

▪지도, 아틀라스, 지구본 그리고 디지털 지

도 사용하기

▪콤파스, 경위도 좌표, 상징물 사용하기 

▪답사하기(스케치 맵, plans, 그래프, 디지

털 기술 포함) 

▪지구본, 지도, 아틀라스 이용과 적용 

▪좌표, 축척, 지형도 및 주제도, 항공 및 위

성사진 읽기 

▪GIS 사용하기

▪지리 데이터수집, 분석 결론 도출 

▪답사하기

출처 : Department for Education of U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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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다. Key Stage 2에서는 Key Stage 1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경위도 좌표, 상징물을 활용한 위치 파악, 

답사 활용하여 지리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관련 내용

구성이다. Key Stage 3에서는 Key Stage 1, 2에서 학습한 

내용 이외에 축척, 지형도, 주제도, 위성사진, GIS 활용

법이 추가되고, 지리정보 및 답사활용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내용구성이다.

2) 캐나다(온타리오 주)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 수도를 포함하고 있어

서 다소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1~6학년은 사회과교육 영역에서 지리학습이 이뤄지며 

7~8학년에서는 지리수업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1~6학년 초등 영역에서는 사회과교육 내 지리 영역 교육

과정 내용 분석을 통해 기본개념을 분석하였고, 7~8학년

에서는 지리교육과정을 활용하였다.

온타리오 주 사회과교육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 기

념은 내용에의 기능 면에서의 기본개념과 내용 영역 기

본개념이다. 먼저 내용 면에서의 기본개념에서는 사고

력 함양을 위해 6개의 주요 개념을 설정, 적용하고 있다. 

중요성(Significance), 원인과 결과(Cause & Effect), 연속

성과 변화(Continuity & Change), 패턴과 트렌드(Pattern 

& Trend), 상호관련성(Interrelationship), 관점(Perspective) 

이다. 6개의 주요 개념들에서 ‘중요성’ 개념은 지리적 위

치, 지형, 기후 등과 관련하여 입지적 중요성을 탐색하고 

장소들이 갖는 의미 등을 학습하는데 활용된다. ‘패턴 및 

트렌드’ 개념은 특정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서 지리적 

현상들의 분포나 경향을 학습하는데 요구한다. ‘상호관

련성’ 개념은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문화 간 관계 등에 

활용되는 개념이며, ‘관점’ 개념은 지리적 관점을 활용한 

지리적 현상 파악, 문제해결 등에 활용된다. 6개 개념들 

중 연속성과 변화 개념이 주로 역사 영역에 적용되는 개

념이며 나머지 5개 개념들은 지리영역에 두루 적용된다.

온타리오 주에서 지리교육은 ‘사람과 환경’의 대주제 

하에서 이뤄진다(표 4). 1~4학년까지는 로컬지역, 글로

벌사회, 캐나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이뤄

지는 자연환경과 인간 삶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들

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영국에서처럼 자연지

리와 인문지리 영역을 구분하여 학습한다기 보다는 상

호관계적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이다. 6학

년에서 학습하는 글로벌 이슈 학습도 환경과 정치, 경제, 

사회 간의 관계적 입장에서 원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 구성이다. 7~8학년에서는 글로벌 스케일에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사회 형성 관점에서 삶의 방식과 자연환

경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을 탐색하게 한다.

3) 싱가포르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싱가포르 초등지리는 사회과교육 영역에서, 중학교 

영역은 지리교육과정에서 분석하였다(표 5). 초등 지리

영역에 적용된 별도의 기본개념은 없다. 제시된 주제와 

세부 내용을 토대로 기본개념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장소, 환경과 사람들의 삶과의 관계(상호작용), 

지속가능환경(토지, 자원), 자연환경(위치, 지형, 기후), 

삶의 방식 등의 개념들을 추출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은 지속가능환경이다. 환경 개

발, 자원관리, 토지이용 등의 세부내용을 토대로 지속가

능환경을 위한 학습을 한다. 그리고 세계의 자연환경, 

동남아시아 자연환경, 싱가포르의 자연환경 등 자연환

경 학습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산지, 바다, 

강 등의 지형 관련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싱가포르 중등 지리교육에서는 기본개념으로 스케일, 

장소, 공간, 환경을 제시한다(표 6). 4개의 개념을 중심

으로 ‘환경과 자원’, ‘도시에서의 삶’의 2개의 대주제를 학

습한다. 이러한 대주제 영역의 내용학습을 개인, 로컬, 

국가, 지역, 글로벌 스케일 등 다양한 스케일에서 접근, 

분석하고, 장소, 공간, 환경 개념을 획득하게 한다는 점

이 특징이다.

4) 뉴질랜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뉴질랜드에서 교육과정은 초·중등 구분없이 레벨 1~8

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년에서 13학년까지에 해당

한다. 학년제에 따른 학습내용 구성이 아니고 레벨에 따

른 구성이다. 그리고 지리는 레벨 5까지는 사회과학

(Social Sciences)에 포함되어 있으며, 레벨 6~8에서는 사

회, 역사, 경제 영역과 더불어 지리영역으로 독립되어 있

다.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지리

영역 내용구성을 토대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들을 분석

하였다(표 7). 지리영역 내용구성 분석을 통해 볼 때, 뉴

질랜드 지리교육과정은 장소, 자원, 이동, 지속가능사회, 

자연환경, 인문환경,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등의 개

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레벨 1~3단계에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분석 연구: 국내외 지리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 327 -

표 4. 온타리오 주 지리교육의 핵심 개념 및 세부내용 구성 분석

학년 학습내용 기본개념

1
☞ 로컬 공동체 

▪ 자연 및 인문환경 간 상호관련성

인간과 환경

2

☞ 글로벌 공동체 

▪ 자연환경과 삶의 방식 간 상호관련성 ▪ 공동체 내 주요 지역 및 지형의 위치

▪ 기후지역 ▪ 지역사회 자연환경과 문화 

▪ 지역들 간 유사점과 차이점 

3
☞ 온타리오 주에서 삶

▪ 토지이용과 환경 ▪ 지역과 토지이용 

4
☞ 캐나다의 주요 지역 

▪ 캐나다 지역들 

6
☞ 글로벌공동체와 캐나다 간 상호교류 

▪ 캐나다의 국제협력 ▪ 글로벌 이슈에의 반응 

7

☞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연환경의 패턴 

▪ 인간과 자연환경 간 상호관련성 ▪ 자연지형과 형성과정 

▪ 자연환경에서 패턴 

☞ 이용과 지속가능성 

▪ 자연자원과 지속가능성 ▪자연자원과 관련된 이슈

8

☞ 패턴과 지속가능성 

▪취락과 환경 간 상호관련성 ▪ 인간 거주지와 지속가능성 

▪ 취락 패턴과 트렌드: 지리적 맥락 이해하기 

☞ 글로벌 불평등: 경제개발과 삶의 질 

▪ 인간 삶의 질에서 글로벌 불평등 ▪ 개발과 삶의 질 이슈 

▪ 글로벌 경제 개발과 삶의 질

출처 : Ministry of Education of Ontario State, 2013.

표 5. 싱가포르 지리교육 개념 및 내용구성(초등학교)

학년 내용구성 기본개념

1 ▪주변 장소들에 대한 인식 장소

2 ▪주변 사람들, 장소들에 대한 관심 장소

3

▪내가 살고 있는 장소 ▪내가 알고 있는 장소

▪싱가포르 자연환경과 생활에의 영향 ▪환경 개발: 식, 주, 교통

▪환경보호적 자원 이용 ▪싱가포르 토지이용 

▪싱가포르 자원관리 

장소

자연환경과 인간 삶과 관계

지속가능환경(토지이용, 자원) 

5

▪세계의 자연환경 특성

  - 대륙, 국가, 수도 - 산지, 대양, 강, 기후, 식생

  - 자연 불가사이

▪세계의 공동체

  - 다양한 사람들의 삶 

자연환경(지형, 기후, 식생)

삶의 방식

6

▪동남아시아 자연환경 특성

  - 국가, 수도 - 산지, 바다, 강

  - 동남아시아 불가사이

자연환경(위치, 지형)

출처 : Ministry of Education of Singapore, 2012.



김다원

- 328 -

는 장소의 의미, 장소의 소중함, 인간 삶에의 영향, 장소

감 등의 세부 내용을 토대로 장소개념에 접근하며, 레벨 

5에서 인간 이동의 원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이동 개념

을, 6~8 레벨 즉, 중학교 지리교육 영역에서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리고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개념에 대

한 학습 내용 구성이 특징이다.

5) 호주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호주에서 지리는 역사, 경제, 시민교육과 더불어 인문

학&사회과학(Humanities & Social Sciences) 영역을 구

성하는 교과목이다. 인문학&사회과학 영역에 속하지만 

지리라는 독립교과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뉴질

랜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리교육과정 내용구성을 토대로 기본

개념을 추출하였다(표 8). 호주 지리교육에 적용된 기본

개념들로는 자연환경(위치, 기후, 환경), 장소,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 문화적 다양성, 경관, 이동, 지리적 

상호연계성 등이다. 자연환경 개념에서는 위치파악 및 

속성, 주요 지형 및 형성과정, 세계의 주요기후, 환경 등

을 학습한다. 장소개념에서는 장소성, 장소들 간 관계, 

살기 좋은 장소 만들기 등을 포함한다. 그 이외 지속가

능환경 개념에서는 환경관리, 물자원 관리, 살만한 장소 

만들기, 인간 복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호주 지리교

육과정에서 특별히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는 문화다양

성 개념에 대한 학습이다. 호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주목한 학습내용 

구성을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지형학습을 

8학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초등 영역에서 기후에 대한 

표 6. 싱가포르 지리교육 개념 및 내용구성(중학교) 

기본개념 내용구성

스케일 ▪환경과 자원 

  - 열대우림: 열대우림 개발, 열대 우림 보존 방법 

  - 물 공급: 물부족의 원인, 공급 방안 

  - 에너지 위기: 에너지 위기의 영향, 대처 방안 

▪도시에서의 삶

  - 주택: 주택 부족, 주택 공급 방안 

  - 교통: 교통혼잡

  - 홍수: 도시인들에게 주는 영향, 홍수 예방 

장소

공간 

환경

출처 : Ministry of Education of Singapore, 2014.

표 7. 뉴질랜드 지리교육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Level 내용구성 기본개념 

1 ▪뉴질랜드 장소들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 장소

2 ▪장소가 사람에게, 사람이 장소에 미치는 영향 장소

3
▪사람들은 장소를 어떻게 보며,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 이해

▪사람들의 자원에의 접근과 이용 방법 

장소

자원

5
▪인간의 이동, 이동의 영향 

▪인간의 자원관리가 환경과 사회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동

지속가능사회

6 ▪자연적, 문화적 환경의 특성
자연환경

인문환경

7
▪자연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특성과 변화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
8

▪상호작용 과정과 자연적, 문화적 환경 간의 관계

▪인간의 다양한 가치와 지각이 환경, 사회,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출처 : Ministry of Education of New Zealan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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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하지만 지형에 대한 학습은 8학년에서 시작한다.

6) 미국(캘리포니아 주)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미국 지리교육에서는 이미 1984년 AAG & NCGE(Asso-

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에서 지리교육에서 교수되어야 

할 핵심 개념으로 위치, 장소, 장소 내 관계, 이동, 지역

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지리교육

과정 분석을 토대로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표 9). 캘리

포니아에서 지리교육은 역사-사회과학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1~5학년은 초등 영역, 6~8 영역은 중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 주 지리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기

본개념은 위치, 장소, 자연환경, 인문환경, 지역, 인간과 

환경 간 관계, 이동 등이다. 미국 AAG & NCGE에서 제

시한 5개의 핵심 개념에 준하고 있다. 자연환경, 인문환

경,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은 장소 내 관계 개념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7)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우리나라 지리교육 기본개념과 내용구성을 보기 위해 

2015개정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2015개정지리교육과

정에서 처음으로 영역(대주제), 핵심개념, 내용요소, 일

반화지식의 체계를 갖추었다(이간용, 2016:30). 우리나

라 지리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개념들은 지리적 속성, 

공간분석, 지리사상, 장소, 지역, 공간관계, 기후환경, 지

형환경, 자연-인간 상호작용, 인구의 지리적 특성, 생활

공간의 체계, 경제활동의 지역구조, 문화적 공간적 다양

성, 갈등과 불균등의 세계, 지속가능한 환경, 공존의 세

계 등 16개이다(표 10). 지리적 속성 개념에서 위치, 영

표 8. 호주 지리교육의 기본개념과 내용구성

학년 내용구성 기본개념

취학전 

▪나의 세계 

  - 장소, 장소내 물리적 특성들의 위치 

  -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장소의 중요성 

위치

장소

1

▪나의 세계는 과거와 어떻게 다르고 미래 어떻게 변화할까? 

  - 장소들의 위치, 변화, 보존방법  

  - 장소의 기후와 계절, 다른 문화집단들이 살아가는 방식

장소

2 ▪우리의 과거, 현재와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장소들 
장소

3
▪ 다양한 공동체와 장소들 그리고 사람들의 기여 

  - 세계의 주요 기후 유형
기후

4 ▪ 사람, 장소, 환경의 상호작용 방식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5
▪호주 공동체-과거, 현재, 미래 

  - 환경에 대한 산불, 홍수의 영향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6
▪ 과거, 현재 호주 그리고 다양한 세계와의 관계 

  -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7
▪ 지속가능한 과거, 현재, 미래

  Unit 1: 세계의 물                         Unit 2: 장소와 살만한 장소 
지속가능환경

8

▪ 지형과 경관 

  - 경관의 다양성  그리고 독특한 지형    - 지형의 형성 과정

▪변화하는 국가들 

  - 호주 내 인구이동의 원인과 결과       - 호주에서 국제이동의 원인과 결과 

지형

경관

이동

9

▪지리적 상호연계성 

  -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 다른 장소와의 연계에 미치는 영향 

  - 교통, 정보, 통신 기술이 사람들에게 서비스, 정보,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지리적 상호연계성 

출처 : Acar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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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공간분석 개념에서 지도화를, 지리사상에서 인간

과 자연과의 관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장소개념에

서는 장소감을 핵심 내용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에서는 촌락, 도시, 우리나라 지역구분, 기후지역을 포함

하고 있다. 특히, 인문환경 영역에서 인구, 생활공간, 경

제활동, 문화적 다양성 개념을 포함하며, 지역 불균등, 

지속가능환경, 공존의 세계 개념을 지속가능한 세계 영

역으로 묶어서 기본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2. 국가 간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비교

다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뉴

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 7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

는 지리교육의 기본개념과 개념학습을 위한 내용구성을 

살펴본다(표 11).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7개국 지리교육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개념 분석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

었다. 먼저, 7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는 장소(지역, 공간)와 인간과 환경 간 관계, 뉴

질랜드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적

용하는 개념으로는 위치,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5개국에

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개념으로는 지속가능환경, 영

국, 캐나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념으로는 이동이 있다. 위치, 장소, 인간

과 환경과의 관계 개념은 이미 1960년대 초 HSGP(1962)

에서도 적용했던 개념이다. 위치는 ‘지도화’ 개념에서 다

뤄졌고, 장소는 지역 개념에서 함께 다뤄졌던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60년대 이찬(1969)이 제시한 기

본개념에 포함되었던 개념들이다. 다만, 지속가능환경 

개념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지속가능환경 개념은 

1970년대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등장한 개

념이다. 인간과 환경과의 공존을 위한 방안마련 목적에

서 여러 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

면서(김현덕, 2016:2),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 중 환경에 

초점을 교육내용이다. 사회적 관심 분야가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동 개념은 

1984년 미국지리교육 지침서에서 처음 등장한 지리 기

본개념으로 지속가능환경 개념과 마찬가지로 사회변화

에 따라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둘째, 국가별 기본개념의 세부내용 구성의 특징이다. 

위치개념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6개 국가에서 모두 기

본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 위치개념은 장소, 지역, 지

형, 지물의 위치 파악, 위치 표현 활동 내용으로 구성된

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위치활용 공간관계 파악을 포함

하여 위치활용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추가, 구성하고 있

다. 영국에서 위치학습은 다른 개념학습을 위한 기초지

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 지리교육 목

표에서 ‘위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지표상 현상들의 

발달을 이해하게 하는 지리적 배경을 제공한다.’라는 명

시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김다원, 2017:55).

표 9. 캘리포니아 주 지리교육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학년 내용구성 기본개념 

1
▪시공간 상에서 학습자의 장소

  - 지역사회 

위치

장소

4
▪캘리포니아: 변화하는 주 

  - 자연 및 인문지리적 특성  

자연환경

인문환경

지역

5
▪미국의 역사와 지리 

  - 미국 내 지역들의 특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지역

6~8

▪로컬 장소들의 특성 

▪장소들간 연계성 

▪장소, 지역, 그리고 환경 및 문화적 지물들의 입지들 간 관계

▪장소와 지역의 자연 및 인문적 특성들이 인간의 정체성과 문화와와 상관성 

▪인간과 환경 간 관련성과 취락 및 이동, 문화적 실천 및 확산, 갈등과 협력과의 관계

▪자연환경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장소

자연환경

인문환경

인간과 환경 간 관계 

이동

출처 : The California State Board of Education, 2016.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분석 연구: 국내외 지리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 331 -

표 10. 2015개정교육과정 지리교육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

기본개념
내용구성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학교 1-3학년

지리적 속성 ∙고장의 위치와 범위인식

∙국토의 위치와 영역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의 위치와 

범위, 대륙별 국가의 위치와 영토 특징

∙위치와 인간 생활

공간분석
∙지도의 기본 요소(방위, 기호와 

범례, 줄인자, 땅의 높낮이 표현)
∙공간 자료와 도구의 활용

∙지도 읽기 

∙지리 정보 기술

지리사상 ∙자연-인간 관계

장소 ∙마을(고장)모습과 장소감
∙우리나라 영역

∙국토애

지역
∙지역 중심지의 위치, 기능, 경관 

특성

∙국토의 지역 구분과 지역성

∙우리와 관계 밀접 국가의 지리적 

특성

∙우리 인접 국가의 지리 정보 및 

상호 의존 관계

∙세계화와 지역화

공간관계 ∙촌락과 도시의 상호 의존 관계
∙우리 인접 국가의 지리 정보 및 

상호 의존 관계

∙인구 및 자원의 이동

∙지역 간 상호작용

기후환경

∙국토의 기후 환경

∙세계의 기후 특성과 인간 생활 간 

관계

∙기후 지역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온대 기후 지역

∙기후 환경 극복

∙자연재해 지역

지형환경 ∙국토의 지형 환경

∙산지지형 

∙해안지형

∙우리나라 지형경관

자연 -인간 상호작용

∙고장별 자연환경과 의식주 생활 

모습 간의 관계

∙고장의 지리적 특성과 생활 모습 

간 관계, 고장의 생산 활동

∙국토의 자연재해와 대책,

∙생활 안전 수칙

∙열대 우림 지역의 생활

∙온대 지역의 생활

∙기후 환경 극복

∙산지 지역의 생활

∙해안 지역과 관광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인구의 지리적 특성 ∙국토의 인구 특징 및 변화모습

∙인구 분포

∙인구 이동

∙인구 문제

생활공간의 체계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토의 도시 분포 특징 및 

변화 모습

∙도시 특성

∙도시화

∙도시구조

∙살기 좋은 도시

경제활동의 지역구조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 모습의 

변화

∙국토의 산업과 교통 발달의 특징 및 

변화 모습

∙농업 입지와 변화

∙공업 입지와 변화

∙서비스업 입지와 변화

∙자원의 편재성

∙자원과 인간 생활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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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15개정교육과정 지리교육 기본개념 및 내용구성(계속)

기본개념
내용구성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학교 1-3학년

문화의 공간적 

다양성

∙세계의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간의 관계

∙문화권

∙지역의 문화 변동

∙지역의 문화공존과 갈등

갈등과 불균등의 

세계
∙지역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 ∙지역 불균형

지속가능한 환경

∙지구촌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발전

∙개발과 보존의 조화

∙지구환경문제

∙지역 환경문제

∙환경 의식

공존의 세계 ∙인류 공존을 위한 노력

출처 : 교육부, 2015.

표 11. 7개 국가별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구성 및 특성 비교 

국가

(지역) 
기본개념 기본개념 학습내용 구성의 특성 

영국

(잉글랜드)

▪위치       ▪ 장소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지리적 기술과 답사

▪4개 개념을 중심으로 Key Stage 1,2,3 지리교육 내용 구성 

▪자연지리 영역 교육 강조함. 특히 Key Stage 1, 2 교육에서 인

문지리 교육에 선행함. 

▪지리적 기술과 답사 활용법 및 활용 교육 강조함.

캐나다

(온타리오)

☞ 기능영역에서 기본개념

▪중요성         ▪원인과 결과

▪연속성과 변화  ▪패턴과 트렌드

▪상호관련성     ▪관점 

☞ 내용영역에서 기본개념

▪인간과 환경 

▪접근방법과 내용영역의 기본개념 설정, 적용함.

▪지역지리 중심 교육과정 구성이며, 로컬에서 글로벌에 이르

기까지 지역 단위에서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 관계 교육을 

중요시함.

싱가포르

▪장소 

▪자연환경과 인간 삶과의 관계

▪지속가능환경

▪공간                

▪스케일

▪초등교육과정에서 기본개념을 제시하지는 않음. 그러나 중학

교 지리영역에서는 기본개념으로 장소, 공간, 환경, 스케일을 

제시함.

▪자연환경(위치, 지형, 기후 포함) 학습을 강조함. 단, 위치를 

특별히 기본개념으로 다루지는 않음.

▪지속가능환경(토지이용, 자원관리, 환경 보존, 에어지 관리 

포함)을 강조함. 

뉴질랜드

▪장소      ▪자원    ▪이주

▪지속가능사회        ▪자연환경

▪인문환경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교육과정에서 기본개념을 제시하지 않음. 지리교육과정 내용 

분석을 통해 기본개념 파악함. 

▪레벨 1~3단계에서는 장소, 레벨 5에서 이주, 6~8 레벨 즉, 중학

교 지리교육 영역에서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리고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개념으로 구성함. 

▪장소학습에서 장소의 소중함, 장소감 등 장소 개념 학습 내용

이 많음.

호주

▪위치      ▪장소      ▪기후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 

▪문화적 다양성 

▪지속가능환경 

▪지형     ▪경관       ▪이동 

▪지리적 상호연계성 

▪교육과정에서 기본개념을 제시하지 않음. 지리교육과정 내용 

분석을 통해 기본개념 파악함. 

▪문화적 다양성 교육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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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지역, 공간) 개념에서는 주로 장소개념이 사용되

고 있다. 장소개념은 7개국 모두에서 지리학습의 시작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고장(지

역사회, 로컬), 주요 장소들을 학습대상으로 삼고 있으

며, 장소의 소중함, 장소와 사람과의 관계, 장소감 형성, 

장소성 파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에서는 장소개념 학습에서 장소감, 장소성 파

악 내용을 구성한 반면, 미국, 영국의 경우는 장소성 파

악, 장소 간 연계성 내용을 포함하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인간의 삶과 장소와의 관계, 장소의 이용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장소의 소중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가별로 내용구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장소 개념에서 장소감 형성 내용이 등장

한 것은 최근 지리교육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지속

가능세계에 대한 사회담론을 반영하여 인간-자연-관계

를 그 전체적인 복합성을 고려하여 미적,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을 포괄해 주는 장소에 대한 학습의 효과

를 고려한 것(심광택, 2017:7)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개념은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지역 간 연계, 지역

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파악 등의 내용 구성으로 접근되

고 있다. 공간개념은 주로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지역간, 

장소간 연계성, 지리적 현상의 공간적 패턴, 도시공간 등

의 학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간’ 개념을 명시적으

로 드러내고 지리교육 기본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초등영역에서는 지역, 공간 개념보다는 장

소개념학습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학교 이후 과정에서 

지역, 공간 개념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 간 관계 개념은 7개국 모두에서 지리교육

의 기본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연

환경(지형, 기후, 식생 등), 인문환경(생활문화, 경제활

동, 취락, 토지, 인구, 자원이용 등), 그리고 자연환경과 

사람 간, 인문환경과 사람 간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국가별로 자연환경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다른 국가 지리교육에서와는 달

리 영국에서는 자연환경 세부 내용이 훨씬 풍요롭다. 영

국에서는 기후, 지형, 식생 이외에 지질, 지각, 빙하, 수

문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연 및 

인문지리 내용을 지역기반 학습에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글로

벌 스케일에서 기후지역, 주요지형을 주제중심 내용으

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 관계 내용은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 방식, 인간과 인문환경 

간의 상호작용 방식, 인간의 환경 이용 등의 내용을 중심

으로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이동 개념은 우리나라와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뉴질

표 11. 7개 국가별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구성 및 특성 비교(계속)

국가

(지역) 
기본개념 기본개념 학습내용 구성의 특성 

미국

(캘리포니아)

▪위치                  ▪장소  

▪장소 내 관계(자연환경, 인문환경, 인간과 

환경 간 관계)

▪이동                 ▪지역

▪AAG & NCGE에서 제시한 지리교육 기본개념에 준함. 

▪미국에서는 5개의 내용영역의 기본개념 외에 18개 항목의 지

리교육의 표준안에서 지리기능 기본개념을 제시함.*  

우리나라 

▪지리적 속성(위치 포함)

▪공간분석(공간자료 및 도구 활용)

▪지리사상(자연과 인간 간 관계) 

▪장소        ▪지역  ▪공간관계

▪기후환경    ▪지형환경 

▪자연과 인간 간 상호작용

▪인구의 지리적 특성

▪생활공간의 체계

▪경제활동의 지역구조

▪문화의 공간적 다양성 

▪갈등과 불균등의 세계

▪지속가능한 환경  ▪공존의 세계 

▪지리교육과정에 기본개념을 제시함. 단, 16개의 기본개념으

로 가장 많이 제시됨.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학교급별 세부 내용 구성됨.

▪지리적 속성, 공간분석 등 기능적 측면의 개념과 이외의 내용

영역의 기본개념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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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에서 주제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자원, 문화 이동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및 국제 간 

이동을 다룬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뉴질랜드에서

는 국내, 국제 스케일에서 인구 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

다. 특히, 이동 개념은 1984년 미국지리교육연합회에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으로 선정하면서 지리교육의 개념

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로 인하여 사람, 노

동, 상품, 정보, 자본, 노동 등이 국가를 횡단하여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가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소를 

연결하면서 글로벌 사회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리적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데서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조철기, 2015:621).

지속가능환경 개념은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

드, 싱가포르에서 개념어로 사용하고 있다. 지구환경 문

제, 개발과 보존의 조화, 자연재해 대책, 자원관리, 살만

한 장소만들기 등의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글로벌 환경 

및 국가 환경의 지속가능환경 방안을 탐색하는 방향의 

내용구성이다. 특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자

연환경 개념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환경 마련 관련 내용

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환경 

개념을 문화다양성, 불평등 사회, 환경 문제 등과 연결하

여 지속가능세계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지속가능환경 

개념은 오늘날 시민교육의 주제로 제시되고 있는 글로

벌 사회 이슈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지리교육이 세계

시민교육과 연계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지리적 기술과 답사 개념은 영국 지리교육에서 기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도, 지구본의 사용, 항공사

진 이용 및 지리정보 기술 활용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실 이에 대한 학습은 모든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위치학습 영역에서 지도상의 위치파악, 위치표현 등에 

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지리교육에서는 조사, 

조사자료 수집, 수집 자료의 데이터화, 데이터 처리, 시

각적 표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공간 자료를 지도화

하고, 지도내용을 해석하는 단계 등 지리적 기술 관련 

내용을 많이 포함하여 지리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셋째, 국가별로 강조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본개념과 

기본개념의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내용개념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의 개념을 제시하여 지

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지리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에서는 내용영역의 기

본개념을 제시하여 교육과정 내용구성에 적용하고 있

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에서 기본개념 기반 교육과정 구

성은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등장한 현상이다. 과거 

1960년대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많이 논의되고 교육과

정에 도입되었던 개념기반 교육과정 구성작업이 최근 

여러 나라에서 다시 도입되고 있는 양상이다.

3. 우리나라 지리교육 기본개념 선정 및 적용에의 

시사점 

앞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분석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준거로 향후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리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선정 

및 적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개정 지리교육과정에

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을 선정, 적용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호주 등 일부 국

가에서는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

지만 많은 국가에서 기본개념을 선정, 적용하고 있는 추

세이다.

둘째, 지리내용과 지리기능 영역에서의 기본개념 설

정 부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미국의 경우 18

개 항목의 지리교육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일부 기능영

역의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사회

과교육의 영역에서 6개의 기능적 측면의 기본개념을 제

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지리적 기능과 답사를, 

싱가포르의 경우 스케일을 제시하여 기능적 측면의 기

본개념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교육은 내용지식을 

습득하는 것 못지않게 내용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과 내용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

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능적 측면 기본개념 선정과 

교육에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선정, 적용된 기본개념 선정의 양적 수준에 대한 

부분이다. 7개국 분석에서 우리나라에서 선정, 적용하고 

있는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수가 가장 많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선정된 기본개념은 7개 이내에 한

정하고 있다. 한정된 지리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적정 

기본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한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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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변화에의 조응 부분이다. 지리교육의 기본

개념이 논의된 이후 연구자에 따라서도 다양한 기본개

념이 제시되어 왔지만, 국가별로 제시한 기본개념의 내

용이 상이하다. 국가별로 제시한 기본개념들을 보면, 국

가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방향과 관련성이 깊다. 

특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환경적 중요성과 

다문화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환경, 문화적 

다양성, 이동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

우 탐험의 역사와 지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

연환경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향후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도 시대의 변화와 국가적 상황을 반영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IV. 결론 및 제언 
 

지리 기본개념학습을 통해 지리학의 전통을 잇고 지

리적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은 학문적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이기도 한다. 이러한 지리의 입지에서 긴요하게 요

청되는 것이 개념지식이다. 특히, 정보, 현상, 사실들이 

폭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념지식을 획득하고 이에 준

거하여 지리적 현상, 정보, 사실들을 파악함으로서 복잡

한 것들을 단순하게 지식화하고 지리적 지식으로 착근

하게 하는 데 큰 유용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

서는 향후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에 대한 논의를 지속화

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을 전

후로 지리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6개국의 

지리교육과정을 우리나라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과 

함께 분석하여 지리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개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7개 국가들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개념으로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위치, 장소(지역, 공간 포함), 이

동, 지속가능환경, 스케일, 지리적 기술과 답사 등이었

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개념은 지리교육에 개념학습

이 도입되었던 1962년 HSGP에서부터 적용되었던 개념

이며, 위치는 지도화에 포함되어 그리고 장소는 지역과 

공간 개념에 포함되어 적용되었던 개념들이다. 스케일

도 오래 전부터 지리의 기본개념에서 논의되었던 개념

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환경과 이동, 답사 개념은 현대사

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새롭게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념들이다.

둘째, 국가별로 적용하고 있는 개념유형에서 차이가 

있다. 내용개념과 기능적 측면의 개념을 결합하여 적용

하는 경우, 내용개념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기능적 측면의 개념으로 적용하는 경우, 기본개념을 설

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내용개념과 기능 개념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으며, 우리나라, 영국, 싱가포르에서는 

내용개념을 제시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

러나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특별히 지리의 기본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장소, 환경과 인간 삶과의 관

계, 지속가능환경, 이동, 문화 개념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셋째, 기본개념학습을 위한 세부내용 구성에서의 차

이이다. 예를 들어 위치학습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위

치파악, 위치표현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위치활용 학습을 통해 위치적 특성 파악과 공간관

계파악, 위치의 적용 단계까지 학습할 수 있는 내용구성

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장소 개념학습에서도 우리나라

와 뉴질랜드의 경우 장소감 형성에 초점을 둔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장소성 파악, 장소 간 유사점과 차이점 파

악에 초점을 두고 둔다. 또한, 자연환경 학습 내용 면에

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기후지

역, 산지지형, 해안지형 정도의 학습에 머무르는 반면, 

영국의 경우 지질, 지각, 빙하, 수문에 이르기까지 자연

지리학습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지리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기본개념은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은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활용된다기 보다는 국

가의 교육 방향,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재선

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과거에 적용하지 않았던 기

본개념을 2000년대 이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국

가별로 적용하고 있는 기본개념들은 지리학 학문의 기

본개념 적용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여주지만 개별 국가에 

당면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국가별로 특정 개념을 지리

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을 통해서 

시대의 지리교육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 면

에서, 지리교육에서 다뤄져야 할 기본개념에 대한 논의

는 계속되어야 한다. 즉, 현재와 현실 적합한 지리교육

의 개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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