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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지리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의 지리평가 특성을 형식 및 내용 면에서 비교 고찰한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주에서는 학년별, 주제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지리평가 체제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역량중심교육과정의 취지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6개 주 모두 지리 조사 및 의사전달, 지리 도구 및 실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야외조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하여 있었다. 그렇지만 각 주마다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 

전통에 따라 지리평가에서 차별성도 나타났다. 곧, 서부와 중부의 주들보다 동부와 동남부에 위치한 주들이 상대적으로 지리교육

의 외재적 가치, 인문지리적 주제, 실내조사 활동과 관계 깊은 지리 평가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 및 산업

의 중핵지역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리평가의 형식과 내용이 다채롭고 풍요로운 독특한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다.

주요어: 오스트레일리아의 6개 주, 지리평가, 교육인증시험, 형식적 및 내용적 특성

Abstract: This article is to study forms and contents of geography assessment of Australia. Each State of Australia 

has its own systematic and detailed guidelines  of the assessment for each grade and subject, aiming to achieve their 

intention of making competencies-centered curriculum. All States underline in common the evaluation on the 

geographical inquiry methodologies; geographical investigation and communication, geographical tools and skills, 

and most importantly, all states make it obligatory to evaluate the fieldwork activities. On the other hands, each state 

has its own distinctive feature of geography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its own geographical background and 

historical tradition. For example, states located in the eastern/southeastern part of the country tend to focus on the 

extrinsic value, human geography and indoor works compared to the states located in the western/middle part of the 

country. Also, the further located from the core regions of industry and population, the more colorful and abundant 

the forms and contents of the geography assessment appeared to be in a unique spatial patterns.

Key words: six states in Australia, geography assessment, certificate of education, formal and content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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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세계 각국은 미래 사회

의 변화에 대비한 여러 유형의 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주도적인 국가의 하나로 주

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래 세대의 성공적인 사회적 

및 개인적 삶을 위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심의 

지리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교육 특성과 그것이 우리의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하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핵심역량을 육성할 오스트레일리아 국가수준 지리교

육과정의 특성을 탐색한 연구(김현미, 2014)를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초등지리교육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세계시민교육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분

석한 연구(김다원, 2016), 오스트레일리아의 10학년 지리 

교과서에서 행복 내용의 조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리교육에서 행복의 의미와 조건에 관한 내용구성의 

방향을 살핀 연구(박선미, 2018)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의 지리교육과

정과 이에 따른 지리교과서에서 개발교육의 특징을 분

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한 연구(조철기, 2013a), 빅토리아

의 지리교육과정과 이에 기초한 내러티브 지리교과의 

구성과 특징에 대하여 지도학습을 사례로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조철기b, 2013)도 있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우리의 지리교육을 선진화하고 새로운 정향을 마련하는 

데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하

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교육의 일반적인 전개과정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연구가 지리교육의 큰 설계인 교육과정

(curriculum)이나 그것을 구체화한 교과서(texts)의 특성

을 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는 반면에 오스트레일

리아의 지리평가(geography assessment)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보완할 부분이다. 지리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그에 따른 교과서의 핵심 내

용들은 결국 지리평가에 집약되거나 반영되어야만 전체

적인 일관성과 완결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확

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평가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그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오스트레일리아 6개 주 지리평가의 특성을 비교 분석 

및 종합할 것이다. 분석의 틀은 지리평가의 문항체제, 평

가도구 등 외형적 특성과 더불어 지리평가의 주제, 행동 

및 내용요소 등 내용적 특성이다. 특히 행동요소 분석의 

경우 블룸의 교육목표분류(Bloom, 1956)를 준용할 것이다.

주요 분석 자료는 오스트레일리아 6개 주의 교육인

증시험이자 대학입학시험(WACE, SACE, QCE, HSCE, 

VCE, TCE)의 최근 4년간(2016~2019) 12학년 지리시험

이다. 그런데 이들 시험은 지난 수년 간 문항체제와 평

가요소 면에서 일관성과 정형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지면관계 상 2018년과 2019년의 시험

문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각 주의 

시험 관련 용어에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담고 있다고 보

고 원어를 그대로 쓰거나 병기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역

량중심 지리교육을 표방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리

평가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장래 

우리의 지리평가에 주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 지리교육과정의 

개괄적 비교 

이 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 지리평가의 특성

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 및 

각 주의 지리교육 목표 및 내용구조, 평가체제를 간략히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의 

11~12학년 지리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지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BSSS, 2014).

∙자연환경‧자연재해 및 생태재해의 원인과 결과, 장

소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지표면의 

변화, 다양한 공간적 맥락에서의 국제적 통합에 대

한 지식과 이해

∙지리적 현상과 이슈의 탐구를 통한 장소 ․공간 ․환경 ․

상호연계 ․지속가능성 ․스케일 ․변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여러 지리적 탐구 및 기능의 능숙하고 비판적인 활

용 능력, 지리적 사고 및 의사전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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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직면한 지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인

식‧평가‧정당화 능력,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해결방안 제안 및 정당화 능력

위에서처럼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교육은 지식영역

에서 4대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7개의 지리개념에 대한 

이해 및 적용, 기능영역에서는 지리적 탐구 및 기능의 

활용능력과 함께 지리적 사고 및 의사전달 능력, 그리고 

가치‧태도 영역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지리적 문제의 인

식 및 평가와 더불어 그 해결방안 제시 및 정당화 능력

의 배양을 요체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6개 주의 지

리교육의 목표를 분석해본 결과(WASCSA, 2017; SACE, 

2016; QCAA, 2019; NSWESA, 2017; VCAA, 2014; TASC, 

2019), 연방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주별 여건과 지리교육의 전통에 따라 목표제시

의 우선순위와 상세화 면에서 미묘한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이하에서 6개 주의 

이름 지칭 시 편의상 ‘주’를 생략함.) 지리교육의 목표는 

국가수준의 목표와 동일한 반면에, 사우스오스트레일리

아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패턴‧형성과정의 고찰 위한 공

간기술 활용과 지리 전문용어의 활용능력 계발, 퀸즐랜

드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의 가치 인식과 삶에 주

는 함의 인식, 뉴사우스웨일스의 경우 지리적 관점의 공

헌성과 정의‧윤리‧교양‧책임·자율 등 윤리적 가치의 강조, 

빅토리아에서는 세계에 대한 경이 및 호기심과 거리‧분

포‧이동 지리개념의 부가와 더불어 의사결정 능력과 인

간복지, 태즈메이니아의 경우 국가수준의 목표와 동일

하지만 자연 및 생태재해 내용의 누락 등의 차이가 나

타나기도 한다. 

이어 지리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에서 제

시하고 있는 지리교육의 내용구조는 다음과 같다. 

∙자연 및 생태재해(Natural and Ecological Hazards) 

∙지속가능한 장소(Sustainable Places) 

∙토지피복 변화(Land Cover Transformations)

∙글로벌 변화(Global Transformations) 

위에서처럼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교육과정에서는 

인간과 환경 간 관계, 장소, 지표면의 변화, 지역 간 연

계와 통합 등 지리(학)의 본연적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

를 압축한 4대 주제를 내용구성의 축으로 제시하고 있

는데, 이는 전통적인 분절적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는 우

리의 지리교육에 일정부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6개 주 지리교육의 내용구조를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처럼 6개주의 지리내용 구조는 연방정부의 

표 1.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별 지리내용 구조

주
학년별 주제

11학년 12학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자연 및 생태 재해

∘글로벌 네트워크 및 상호연계

∘지구환경의 변화

∘지속가능한 장소의 계획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지속가능한 장소

∘재해

∘현대의 인구 및 환경 문제

∘환경의 변화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

퀸즐랜드
∘재해지대에서의 위험 및 취약성에 대한 반응

∘지속가능한 장소의 계획

∘토지피복 변화의 영향

∘인구변화 대책

뉴사우스웨일스

∘생물물리적 상호작용

∘지구적 과제

∘지리 프로젝트

∘위기의 생태계

∘도시 지역

∘인간과 경제 활동

빅토리아
∘재해와 재난

∘관광

∘지표면의 변화

∘인구

태즈메이니아 ∘지속가능한 장소 ∘토지피복 변화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 ∘세계화

자료: WASCSA(2017), SACE(2016), QCAA(2019), NSWESA(2017), VCAA(2014), TASC(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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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대동소이하였다. 그렇지만 주마다 학년별 주제

에서 일부 차별성도 나타난다. 주제의 학습계열 면에서

는 퀸즐랜드만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순서를 

따를 뿐, 나머지 주들은 각기 다른 계열로 재구성되어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처럼 자연 및 생태재해 주

제를 첫 단원으로 제시한 주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빅토리아의 3개 주이며, 지속가능한 장소를 

첫 단원으로 제시한 주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태즈

메이니아 2개 주이다. 그리고 동일 주제라 하더라도 동

원되는 학습의 소재도 각기 다른데, 예를 들면, 지속가

능한 장소 주제의 경우 지역 및 세계 도시와 메가시티

를 공통의 소재를 삼고 있지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와 태즈메이니아에서는 촌락과 오지(奧地)가 등장하여 

주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글로벌 변화 

주제는 각 주마다 가장 다양한 소재로 재구성되어 있는

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상품과 문화, 사우스오

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인구, 세계화, 불평등, 퀸즐랜드에

서는 인구,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인구, 문화, 경제활동 

등으로, 빅토리아에서는 인구, 태즈메이니아에서는 세계

화 현상을 소재로 제시하고 있다. 곧, 공통적으로 경제

활동을 소재로 삼고 있지만, 중동부에 위치한 주들은 인

구변화와 문제가 주요 소재로 제시되거나 사우스오스트

레일리아, 퀸즐랜드, 빅토리아에서는 아예 한 개의 독립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제 선정 면에서도 주마다 국가수준의 내용

구조와는 달리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지리탐구의 이론 

및 실제를 활용하는 지리프로젝트와 도시지역이란 새로

운 주제가 추가되기도 하고, 빅토리아에서는 관광 주제가 

지속가능한 장소 주제를 대체하고 있으며, 태즈메이니아

에서는 자연 및 생태재해 단원이 배제되어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별 지리평가 체

제의 특징을 간략히 비교해보기로 한다(표 2).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도

입에 부응하여 표 2와같이 학년별로 매우 구체적인 지

리평가 체제를 마련해놓고 있다. 각 주의 지리평가 유형

은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시행되는 학교기

표 2.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별 지리평가 체제 

구분

주

학년별 지리평가의 유형 및 비중

11학년 12학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학교기반 평가: 지리 탐구 20%, 야외조사 및 실기 

20%, 단답형 및 장답형 30%, 기말시험 30% 

∙학교기반 평가: 지리 탐구 15%, 야외조사 및 실기 15%, 단

답형 및 장답형 30%, 기말시험 40%

∙외부 시험: ATAR코스 시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학교기반 평가: 지리 실기 및 적용(최소 20%), 야외

조사(최소 20%)

∙학교기반 평가(70%): 지리 실기 및 적용 40%, 야외조사 보

고 30%

∙외부 시험(30%): SACE 시험

퀸즐랜드 ∙학교기반 평가: 형성평가

∙3단원 학교기반 평가: 총괄평가(시험 25%, 야외조사 보고 25%)

∙4단원 학교기반 평가: 총괄평가(데이터 분석보고서 25%)

∙외부 시험: QCE 시험(25%)

뉴사우스웨일스

∙학교기반 평가: 지리 내용 지식 및 이해 40%, 지리 

도구와 실기 20%, 야외조사 포함 지리 탐구 및 연구 

20%, 지리 정보‧아이디어‧현안문제에 대한 의사전

달 20%

∙학교기반 평가: 지리 내용 지식 및 이해 40%, 지리 도구 

및 실기 20%, 야외조사 포함 지리 탐구 및 연구 20%, 지리 

정보‧아이디어‧현안문제에 대한 의사전달 20%

∙외부 시험: HSC 시험 

빅토리아 ∙학교 자율

∙3단원 학교기반 평가(25%): 시험과 야외조사 보고 50%, 지

리 데이터 분석 50% 

∙4단원 학교기반 평가(25%): 지리 데이터 분석 40%, 시험 60%

∙외부 시험: VCE 시험(50%)

태즈메이니아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외부 시험: TCE 시험 

자료: WASCSA(2017), SACE(2016), QCAA(2019), NSWESA(2017), VCAA(2014), TASC(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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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평가와 외부기관이 출제하고 관리하는 외부 시험의 

2가지로 대분된다. 평가도구로서 지필검사, 실기, 조사 

및 탐구 활동,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도구가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부 및 동남부의 3

개 주에서는 지리 정보나 데이터 분석이 강조되는 차별

성도 확인된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의 12학년 학생들에게는 

학교기반 평가와 외부 시험의 점수를 토대로 하여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복잡한 산식에 의해 재산정된 점수가 

산출되고 이에 따라 중등교육인증 및 대학입학 자격이 

부여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각 주의 지리

교육 목표, 지리내용 구조, 그리고 지리평가 체제에 대

한 이해에 기초하여 각 주의 외부 시험을 중심으로 오

스트레일리아 각 주의 지리평가 특성을 비교 분석해보

고자 한다.

III.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 지리평가의 특성 

분석

1.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평가 특성

웨스턴오스트레일리는 2015년에 연방정부 교육과정

과의 효과적인 통합과 정합성을 위해 기존의 교육과정

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 자격을 위한 평가의 

일부인 외부 시험의 명칭이 기존의 ‘WACE (Western 

Australian Certificate of Education)’에서 ‘ATAR (Australian 

Tertiary Admission Rank) 코스 시험’으로 변경되었다

(WASCSA, 2012, 2-3). 이 지리시험의 형식적 특성을 정

리하면 표 3과 같다.

이 지리시험은 세 개의 섹션(Section)으로 구성되며, 선

택형, 단답형, 장답형의 다양한 평가도구를 동원한다. 이

는 학생들의 역량을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타당

도 높게 측정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장답형이란 특정 

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어떤 결론에 이

르도록 요구하는 에세이 형식의 평가도구이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지리시험의 경우, 단답형은 다섯줄에서 

한쪽 정도 분량의, 장답형은 다섯 쪽 이상 분량의 답안 

작성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시험시간은 사전 준비를 위

한 읽기시간(reading time) 10분, 답안작성 3시간으로 짜

인다. ATAR코스 지리 수험자들은 필기도구 외에도 지

도 작업을 위한 각종 판형도구와 계산기를 준비해야 한

다. 시험지는 책자형 문답지(Question/Answer booklet), 

대판형(Broadsheet) 자료, 객관식 답안지(Multiple-choice 

answer sheet)로 구성되어 있다.

ATAR코스 지리시험은 도입 이래 최근 4년간 형식면에

서 뿐만 아니라, 주제와 평가요소 등 내용면에서도 거의 

정형화하여 시행되어왔기 때문에, 편의상 최근 2년간의 문

항 사례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4).

ATAR코스 지리시험의 주요 주제는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지리 실기, 자연 및 생태재해, 글로벌 네트워크 

및 상호연계, 지구환경의 변화, 지속가능한 장소이다. 이 

시험에는 지형도, 항공사진, 일반 사진, 모식도, 분포도, 

그래프 등 다채로운 공간자료가 활용된다(표 3의 이탤

릭체 참고). 특히, 지형도 자료의 경우 대판형 초정밀 고

해상 컬러 원판지도, 항공사진 역시 고해상 컬러 사진이 

제시되고 있어 저간의 공간기술 및 학습자료 형태의 변

화를 보여준다.

이 지리시험의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섹션 1에서는 

지리 실기와 지리의 기초개념에 대한 지식과 이해 능력

표 3.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ATAR 코스 시험 ‘지리’의 편제

구분 Section One Section Two
Section Three

Part A Part B

평가 도구
선택형

(multiple-choice)

단답형

(short response)

장답형

(extended response)

점수 비중(%) 20 40 20 20

문항 수 20 7~12 2중1선 2중1선

제한 시간(분) 30 70 40 40

시험지 분량(쪽) 32(문답지 일체형)

자료: WASCSA(2017), 2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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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ATAR 코스 시험 ‘지리’의 내용(2019)

내용

문항
소재 및 요소

Section

One

1~9
<지도 Noarlunga 1:5만 지형도(2001)> 축적 환산, 지형지물 인식, 경위도 인식, 지형 인식, 방위각 인식, 거리 

계산, 경사도 계산, 기복 인식, 면적 계산*

10~12 <Noarlunga 1:5만 지형도(2001) 및 Noarlunga 항공사진(2017)> 축척 관계 인식, 지형지물 인식, 위치 인식

13 <Noarlunga 1:5만 지형도(2001) 및 Maslin Beach 지상 사진(2019)> 사진 촬영 방향 인식

14 <Noarlunga 1:5만 지형도(2001) 및 Old Noarlunga 지상 사진(2019)> 토지피복 변화 인식

15 토지피복 변화 개념 인식 

16 국가 간 토지피복 변화 차이의 인문적 요인 인식

17 <생태계 및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 간 관계 다이어그램> 기후 변화와 생물종 다양성 감소 간 관계 인식

18 도시재생(urban renewal) 개념 인식

19 오스트레일리아의 촌락과 대도시 공통 직면 문제 인식

20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 및 촌락 인구변화 그래프(1950-2020)> 선진국과 개도국 간 도시인구 60% 도달 

시간 차이 인식 

Section Two

21

<지도 Noarlunga 1:5만 지형도(2001)> 

a. 절대적 위치 특성 한 가지 인식(identify)

b. 상대적 위치 특성 한 가지 인식

22 두 지점 간 이동시간 계산(calculate)

23

<Noarlunga 1:5만 지형도(2001) 및 Noarlunga 항공사진(2017)> 

a. 토지이용 변화 사례 한 가지 표시(locate) 및 기술(describe)

b. 토지이용 변화 유발 자연적 및 인문적 영향 기술

24
<생태계 및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 간 관계 다이어그램> 생태계와 기후 변화에 끼친 인간 활동의 부정적 

효과 두 가지 설명(explain)

25 토지피복 변화 예측 공간모델에 사용될 환경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 각 한 가지 인식

26 자연생물군계(natural biome) 용어 정의

27 <보르네오의 삼림피복 제거 위성영상(1973-2010)> 두 시기 간 토지피복 변화의 특성 및 범위 기술

28 도시지역의 생태적 과정(invasion and succession) 기술

29 <세계의 촌락 및 도시 인구성장 그래프<1960-2016)> 두 시기 간 도시화 과정에 나타난 변화 두 가지 기술

30 세계의 인구성장에 대한 도시화 수준의 변화 함의 및 인간복지에 주는 함의 각 한 가지 설명

31

<오스트레일리아의 주도와 기타 지역 간 연령별 성별 인구피라미드(2006, 2017)> 

a. 2006년 두 지역 간 인구피라미드 차이점 한 가지 기술

b. 두 시기 간 20-34세 연령층 인구분포 변화 한 가지 기술

Section

Three

Part

A

32

a. 열수지, 물순환, 탄소순환, 대기순환 중에서 한 가지 자연체계 선택 및 그것과 지구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두 가지 자연체계 간 상호작용 방식 기술 / 혹은 생물과 무생물 요소, 먹이사슬과 먹이그물, 바이오

메스, 영양단계,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의 다섯 가지로부터 생태계 구조 및 동태성 요소 두 가지 기술 

b. 특정 사례 참고하여 인간 활동이 지구 기후나 종의 다양성 감소 야기 방식 두가지 논의(discuss)

33

a. 식생, 빙상, 빙하, 해안체계 및 산호초, 농업, 도시취락 및 공업 중 어떤 두 가지에서 기후 변화가 토지피복

에 끼친 효과 기술 / 혹은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종,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식량 손실, 약용식물 

손실 중에서 어떤 두 가지 요소에 대하여 생물종의 다양성 손실이 끼친 효과 기술

b. 특정 사례 참고하여 기후 변화나 생물종의 다양성 손실에 따른 역효과 완화 전략 두 가지 논의 

Part B

34

a. 퍼스(Perth)나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내 지역중심도시의 내부 및 외부구조 기술

b. 퍼스나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내 지역중심도시 및 특정 메가시티가 직면한 도시문제 대응을 언급하면

서 이들 장소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쾌적성 고양 정도 평가(assess)

35

a. 특정 메가시티의 내부 및 외부구조 기술

b. 퍼스나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내 지역중심도시 및 특정 메가시티가 직면한 도시문제 대응을 언급하면

서 이들 전략이 지속가능성 개념에 영향 받은 정도 평가(evaluate)

*이하의 표에서 진한체는 해당 문항의 행동요소를 나타냄.

자료: WASCSA의 ATAR course examination 2019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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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섹션 2에서는 지리 실기의 적용 및 응용, 지리의 조

직개념에 대한 이해, 지리적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이

해, 그리고 그 요인분석 능력을, 섹션 3에서는 지리적 

현상 간의 관계 설명, 지리적 대안의 평가 능력을 측정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있다. 곧, 블룸의 교육목표 분

류에 비추어 본다면(Bloom, 1956), 지리적 현상과 문제

에 대한 인식과 이해로부터 분석과 적용, 그리고 나아가 

종합, 평가 능력을 순차적으로 고차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표 4 및 그림 1). 특히, 이 과정

에서 섹션별 문항의 일부가 앞의 섹션에서 측정하려는 

능력을 일부 포함하면서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상향화하는 형식의 포섭적 위계관계로 문항

이 정밀하게 짜여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어 문항구성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면(그림 

1), 섹션 1과 2는 모자료-문항 결합방식이고, 섹션 3은 

문장 제시방식이다. 그리고 문항형식은 단독 문항과 모

자료-소문항 결합방식의 세트 문항이 혼용되고 있다. 또

한, 섹션 1의 선다형 문항에서 제시된 공간자료가 섹션 

2의 단답형 문항에서 다시 활용되는, 동일 자료 반복 제

시방식도 독특하다. 이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

교육에서 지리 실기 역량을 중시하는 특성의 일단을 보

여준다. 

결과적으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시험에서는 

지리의 선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으로부터 지리 지식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순차적, 위계적으로 조직됨으로써 

시험의 내용적 특성과 형식적 특성이 서로 부합하고 있

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시험 종료 후에 

출제기관에서 매년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점수 분포, 일반적인 논평과 학생 및 교사를 위한 조언, 

특정 섹션 및 문항별 논평을 내는 등의 정보를 개방하

고 있다(WASCSA, 2018). 아울러 채점기준(marking key)

도 제공한다(WASCSA, 2019). 이처럼 문항지, 채점기준, 

자료, 결과보고서 이외에도 지도와 사진 등 각 종 자료

의 원전과 그 개작 사항을 담은 별도의 파일도 홈페이

지에 탑재하고 있음으로써 자료에 대한 신뢰도 증진은 

물론 지식정보사회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는 등 지리

평가가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도 눈길을 끈다. 

그림 1. WASCSA의 ATAR 코스 시험 ‘지리’의 섹션별 문항 사례

출처: WASCSA의 ATAR course examination 2018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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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평가 특성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교육인증시험(SACE, South Aust-

ralian Certificate of Education) ‘지리’의 편제는 표 5와 

같지만, 해마다 다소 간의 편차가 있다. 이 시험은 2개

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평가도구로서 선택형을 비롯하

여 객관식, 단답형, 장답형이 활용된다. 그렇지만 객관식

의 경우 시험 전체에서 1개 소문항 정도의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될 뿐이다. 시험시간은 읽기시간(reading 

time) 10분, 답안작성 2시간으로 짜이는데, 읽기시간 동

안 계산기 활용이 허용된다. 시험지는 책자형 문항지

(Question booklet), 지도 자료(map sheet)로 구성된다. 지

도 자료의 경우, 컬러판으로 제공되며 절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소소한 학생 편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 시험의 내용적 특성을 편의상 2019학년도의 문항

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 시험의 주요 평가주제는 지리 실기, 생태계, 인구 

등으로서 Stage 2(12학년) 교육과정의 내용구조와 동일

하다. 특히 섹션 2의 주제는 생태계와 인간, 인구변화의 

두 주제로 고정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동원

되는 자료는 지형도, 위성사진, 주제도, 그래프, 다이어

그램 등 다양하다(표 6의 이탤릭체 참고). 웨스턴오스트

레일리아와 마찬가지로 지형도 자료의 경우 2018학년도 

시험의 뉴질랜드 Rotorua 일대, 2019학년도의 태즈메이

니아 Coal River 일대의 지도 사례처럼 자국 혹은 자기 

주의 자료를 고집하기보다는 평가 의도에 부합하는 지

역이나 장소의 지도를 활용하는 유연성과 융통성도 확

인된다. 

이 지리시험의 평가요소를 살펴보면(표 6), 섹션 1에

서는 지리 실기, 지리적 현상의 분석, 지리 지식의 적용 

등을, 섹션 2에서는 지리개념의 이해, 지리적 현상 및 

현상 간 관계 분석과 평가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이처

럼 섹션 1과 섹션 2 간 별다른 수준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곧, 사고 수준으로 순차화하여 섹션을 

구분하고 있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시험과는 

달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시험에서는 주제를 

기준으로 섹션이 구분되는 차이를 보인다.

문항구성 방식은 모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하위문항

이 짜이는 세트형 문항구조이다. 그렇지만 하위문항 간 

내용이나 사고 수준면에서 어떤 위계를 이루기보다는 

관련 화제들이 조합 혹은 나열되는 특성을 보인다(표 6 

및 그림 2). 그런데 여기서 섹션 2의 3-b문항의 사례에서

처럼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던 ‘학습사례를 참고로(with 

reference to specific examples from your studies)’ 구성되

는 문항이 제시되는 점이 독특하다. 이는 선지식에 대한 

기억이라는 단점도 있겠으나, 학습과 평가 간 연계라는 

장점도 지닌다 하겠다. 더불어 섹션 1의 1-b문항의 사례

에서처럼(그림 2) 지형도를 바탕으로 한 가상 답사노트

의 작성문항도 이채롭다. 또한 섹션 1의 2번 문항처럼

(표 6) 가설을 설정하고 증명하는 지리적 탐구의 절차가 

문항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역량중심 지리평가 구

현의 한 사례로서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리 학습에 대한 선지식을 확인하기보다는 

지리적 탐구 능력과 지리 지식의 구성 능력을 측정하려

는 의도가 확인된다.

3. 퀸즐랜드의 지리평가 특성

퀸즐랜드에서는 2019학년도에 11학년부터 도입되는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추어 202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로운 퀸즐랜드교육인증시험(QCE, Queensland Certificate 

표 5.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교육인증시험(SACE) ‘지리’의 편제

구분 Section 1 Section 2

평가 도구 객관식(objective response), 단답형(short response), 장답형(extended-answer)

문항 수 2 4

점수 비중(%) 28 32

제한 시간(분) 130

시험지 분량(쪽) 20(문답지 일체형)

자료: SACE Geography 20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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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ducation) 체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퀸즐랜드교육

과정평가원(QCAA)에서는 2018학년도에 모의시험 문

항을 제시하였었다. 그것을 참고한 지리시험의 편제는 

표 7과 같다. 이 시험은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평

가도구로서 단답형, 장답형이 활용된다. 시험시간은 설

계시간(planing time) 15분, 답안작성 2시간으로 짜인다. 

준비물로서 작도를 위한 필기도구와 계산기를 준비해해

야한다. 시험지는 책자형 문항지(Question and response 

book), 참고자료(stimulus book)로 구성된다. 

이 시험의 내용 특성을 2018학년도에 제시된 2020학

표 6.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교육인증시험(SACE) ‘지리’의 내용(2019)

내용

문항
소재 및 요소

Section 1

1

<태즈메이니아의 Coal River 1:5만 지형도(2016) 및 지형도 내 특정 구역의 위성영상> 

a. ⅰ) 지형지물 간 위치관계 인식

ⅱ) 지형지물 정체 인식

ⅲ) 특정 장소 일대의 상가 입지 부적절 이유 제시(suggest)

b. 위성영상의 축척 진술(state)

c. 야외조사의 일환으로서 토지이용도 작성 시, 지형도보다 위성영상의 장점 두 가지 제시(give)

d. 특정 구간 자전거 여행 계획 상정, 구간별 지리적 특성 비교(compare)

c. 특정 구역의 취락 패턴 기술

2

<어떤 도시의 위성영상에 GIS활용 특정 시점마다 일정 간격의 도심-주변 종단 쾌적성 분포도, 바이폴러 분석 데이터의 

사례 표, 도심으로부터의 건물 높이와 거리 간 관계 그래프>

상황: CBD 내 건물 높이와 쾌적성(liveability) 조사

     가설 1: 쾌적성은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와 함께 증가한다.

     가설 2: 건물 높이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와 함께 감소한다.

a. 가설 1 검증 위한 바이폴러(bipolar) 분석법 수행

ⅰ) 데이터 수집에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 설명

ⅱ) 쾌적성 분석에 포함될 다른 인자 한 가지 더 제시

ⅲ) 위성영상 바탕에 쾌적성 표시 방식의 효과성 평가

ⅳ) 각 지점별 쾌적성 점수 설명

b. 가설 2 검증 위한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주요 건물 층수 측정

ⅰ) 그래프 상에 나타난 두 변수 간 관계 진술

ⅱ) 가설 2의 채택 혹은 기각 여부 인식

Section 2

3

< 세계 각국의 생태손실/보전 분포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의 인구 및 GDP 표,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의 

생태발자국 및 생태능력 변화 그래프(1961-2016)>

a. ⅰ) 영국의 생태손실 최대 시기 인식 

ⅱ) 영국은 생태손실인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생태보전인 이유 설명

b. 학습 사례를 참고하여 생태발자국 저하 방안 설명

4

<태즈메이니아 온대림 생태계 투입-산출 다이어그램>

a. 삼림생태계의 산출 세 가지 진술

b. 생물다양성 증가가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설명

5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군별 총 실제 및 예상 가임률 변화 그래프(2000-2095)>

a. 국가군별 변화 경향 기술

b. 2015-20의 경우 참고 고소득국가군과 저소득국가군 간 총 가임률 편차 설명

6

<태즈메이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 구성표 및 인구피라미드(2016)>

a. 양자 간 인구구조의 중요한 차이점 두 가지 인식

b. 태즈메이니아 인구이동 패턴의 장기적 초래 결과 논의

c. 태즈메이니아의 인구문제 해결방안 두 가지 제시 및 설명

자료: SACE Geograph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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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모의시험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이 지리시험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주제는 토지피복 

변화, 지리 실기, 인구변화로 12학년의 지리교육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표 8). 이에 따른 소재로서 자연적 변화율 

개념, 국가별 발달 수준의 공간적 차이, 국제적 인구이

동, 인구변천 모형, 출산율의 공간적 차이, 중국의 인구

변화 등 인문지리적 소재가 주를 이룬다. 이용되는 자료

는 각종 통계표, 주제도, 그래프, 도표 등 여러 종류의 

공간자료가 동원되고 있으나, 특정 국가의 자료에 국한

되는 특성이 있다(표 8의 이탤릭체 참고). 이는 특정 국

가(지역)의 인구변화를 중심으로 여러 지리적 현상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심도 있게 측정하려는 의도로 

여겨지며, 다른 주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리평

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표 8과 그림 3을 바탕으로 주요 평가요소를 분석해보

면, 섹션 1에서는 지리개념의 이해와 적용, 지리 실기의 

적용, 지리적 현상 간 관계 분석, 지리이론의 적용 능력

을, 섹션 2에서는 지리적 현상의 분석과 종합 능력을 측

정하고자 한다. 특히, 섹션 2에서는 사회과의 행동영역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일반화지식 능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다른 주와 차별성을 지닌다. 여기에 모눈종이에 

그래프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거나, 전형적인 인구피리

미드 형태를 완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비단 학교기반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 시험에서도 지리 실기 능력

의 측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각공간

자료의 표현과 전환 등 지리 실기에 대한 학습 기회를 

축소해가는 우리의 지리교육에 일정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도해력은 인간의 중요한 의사전달 역량으로서 지

리교육의 전통적인 고유 역량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

하다(이경한, 2004; 서태열, 2005; 남상준, 2005). 

한편, 이 시험의 문항구조는 소문항이 병렬적으로 결

합되거나, 모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하위문항으로 구성

그림 2. SACE ‘지리’의 섹션별 문항 사례

출처: SACE Geography 2018

표 7. 퀸즐랜드교육인증시험(QCE) ‘지리’의 편제

구분 Section 1 Section 2

평가 도구  단답형(short response) 장답형(extended respond)

문항 수 5 1

평가 비중(%) 40 15

제한 시간(분) 120

시험지 분량(쪽) 22(문답지 일체형)

자료: QCE Sample assessment 2020 Geograph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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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세트형 문항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섹션 2의 6번 

문항처럼(표 8) 다중의 모자료와 단독 문항이 결합되는 

독특한 구조도 등장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이상에서처

럼 퀸즐랜드의 지리 평가에서는 비록 평가 주제와 소재

는 앞의 다른 두 개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소한 편

이나, 고차원적인 지리적 사고를 함양하거나 측정하려

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확인된다.

4. 뉴사우스웨일스의 지리평가 특성

뉴사우스웨일스의 고등학교인증시험(HSCE,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지리’의 편제는 표 9와 같

다. 이 시험은 세 개의 섹션(section)으로 구성되며, 평가

도구로서 선택형을 비롯하여 단답형, 장답형이 활용된

다. 시험 시간은 읽기시간(reading time) 5분, 답안작성 3

시간으로 짜이고, 계산기 활용이 허용된다. 시험지는 책

자형 문항지, 참고자료(Stimulus booklet)로 구성된다. 

HSCE 지리시험의 내용 특성을 2019학년도 시험을 중

심으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처럼, HSCE 지리시험의 주요 주제는 지리 

실기, 생태계, 도시, 경제활동 등으로서 ‘세계의 생물물

리적 및 인문적 현상에 대한 공간적 및 생태적 측면의 

이해’라는 Stage 6 지리교육과정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

표 8. 퀸즐랜드교육인증시험(QCE) ‘지리’의 내용(2020학년도 모의시험)

내용

문항
소재 및 요소

Section 1

1
a. 자연적 변화율 (rate of natural change) 개념 설명(explain)

b. 자연적 변화율 차이의 장소 특성 조형 설명

2
a. <아프리카, 남미, 유럽 각국의 GDP 및 RNI 표(2016)> 양 지표 간 관계 표현 분산그래프 작성(create) 

b. 그래프 분석 바탕 양 지표 간 공간적 패턴 기술 및 관계 인식, 최적선(line of best fit) 접근 위한 니제르의 개발방향 추론(infer)

3
a. 국제적 인구이동 개념 정의

b. 국제적 인구이동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 설명

4
a. <인구변천 5단계 모델 그래프> 각 단계별 전형적인 인구피라미드 작성(complete)

b. 인구변천 모델의 현대적 적용가능성 설명 및 5단계에 달한 국가(지역)에 주는 함의 인식

5
<출산율 추이에 따른 세계 인구(1950-2010)> 중국과 인도의 출산율 변화패턴 고려 세계 인구에 주는 함의 분석

(analysis)

Section 2 6

<중국 중부 및 동부 지방의 국내 순인구이동 및 인구성장 분포도(2008-2013), 중국의 총이동 노동자수 및 성장률 

그래프(2011-2015), 중국의 미세먼지 분포도(2008-2010), 이동 노동자 주거 형태별 비율 표(2013), 광저우의 토지피복 

변화도(1990-2020), 중국 중부 및 동부 지방 노동자 산업별 비율 표(2013)> 중국 노동자들의 국내 인구이동 자료와 

정보 분석 바탕 인구문제가 인구 및 장소에 미치는 영향 일반화(generalise) 

자료: QCE Sample assessment 2020 Geography

그림 3. QCE ‘지리’의 섹션별 문항 사례

출처: QCE Sample assessment 2020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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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뉴사우스웨일스의 고등학교인증시험(HSCE) ‘지리’의 편제

구분 Section I Section II Section III

평가 도구 객관식(objective response) 단답형(short-answer) 장답형(extended response)

문항 수 20 5 3중2선

평가 비중(%) 20 40 40

제한시간(분) 35 70 75

시험지 분량(쪽) 22(문답지 일체형)

자료: NSWESA(2017); NSWESA의 2019 HSCE Geography 재구성

표 10. 뉴사우스웨일스의 고등학교인증시험(HSCE) ‘지리’의 내용(2019)

내용

문항
소재 및 요소

Section I

1 <어떤 도시의 바람장미 그래프> 풍속과 풍향 비율 인식(그래프 읽기)

2 <어떤 도시의 기후 그래프> 평균 강수 80mm 계절 인식(그래프 읽기)

3 도시마을(urban village) 개념 인식

4 생물지리적 변화 과정 관련 개념 인식

5 개도국 메가시티 발달 요인 두 가지 인식

6 <세계 인구 카토그램(2013)> 이집트보다 인구 많은 나라 인식(주제도 읽기)

7~12
<Mannum 1:5만 지형도> 방위각에 따른 지형지물 인식, 두 지점 간 고도차 인식, 산불 상정 진행 방향 저지 지형지

물 인식, 두 지점 간 거리와 이동 속도 계산, 경사도 인식, 단면도 인식

13~14 <Mannum 1:5만 지형도와 Murray강 사진> 사진 촬영 방향 인식, 강폭 계산

15~16 <일기도> 강풍 예상 지역 인식, 오스트레일리아 남동해안의 기압 배치 인식

17 <국가별 산업별 인구구조 삼각 그래프> 특정국의 3차 산업 인구 비율 인식(그래프 읽기)

18 인간 활동에 의한 토지피복 변형과 그 대안 인식

19 세계 경제활동에서 노동력과 자본 이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인식

20 세계도시의 충족 기준 인식

Section II

21

<어떤 소도시 인구피라미드 그래프>

a. 인구피라미드 미완성 부분 작성

b. 소도시 소멸 이끌 인구 특성 한 가지 약술

22

<광산 후보지 항공사진>

a.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1차 자료 수집 위한 지리적 도구 1가지 제시

b. 해당 지역에 끼칠 환경적 영향 두 가지 설명

c. 해당 지역에 끼칠 사회적 영향 두 가지 설명

23

a.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끼칠 인간 활동 사례 한 가지 약술

b. 사례를 토대로 날씨 및 기후의 동태성이 생태계의 공간 분포에 미치는 영향 기술

c. 자연스트레스(natural stress)가 생태계의 회복성과 취약성에 끼치는 영향 설명

24
a. 소도시나 교외의 성격 변화 유발 도시 동태성 두 가지 설명

b. 개도국 메가시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 두 가지 기술

25
a. 학교 수업 참고하여 한 기업 제시 및 해당 기업에 대한 환경적 제약 요소의 효과 약술

b. 학교 수업 참고하여 한 경제 활동 제시 및 해당 경제 활동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 설명

section III

26 위기에 처한 한 생태계의 관리 및 보호의 중요성 설명

27 세계도시의 특성과 분포가 세계 네트워크 작동에 미치는 영향 설명

28 세계적 맥락에서 한 경제 활동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생물리적 및 기술적 요인 설명 

자료: NSWESA의 2019 HSCE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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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른 주요 화제는 각종 공간자료의 해석과 작

성, 생물지리 및 도시 관련 개념, 토지피복 변화, 도시의 

발달과 변화, 인구분포 및 구조, 경제활동에의 영향 요

인, 생태계 관리, 세계도시 및 메가시티의 특성 등이다. 

시험에는 그래프, 주제도, 카토그램, 지형도, 일기도, 항

공사진 등 다양한 시각공간자료가 활용된다(표 10의 이

탤릭체 참고).

평가요소의 경우(표 10과 그림 4 참조), 섹션 1에서는 

시각공간자료에 대한 이해와 분석, 지리 개념에 대한 지

식과 이해, 지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 등의 능력

을, 섹션 2에서는 지리 실기의 적용, 지리적 현상의 요

인 설명, 지리적 요인의 분석 등의 능력을, 그리고 섹션 

3에서는 지리적 현상 간 관계 분석과 평가 등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처럼 섹션 1에서 섹션 3으로 가면서 

지리의 선지식 측정으로부터 지리 지식의 구성과 탐구

로 점차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

는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섹션 1의 도시

마을 개념, 천이나 침입과 같은 생물물리적 개념에 대한 

지식의 측정을 비롯하여 섹션 2의 인구피라미드 작성, 

25번 문항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처럼 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업 활동을 시험 문항으로 제

시하는 등의 독특한 유형도 개발되어 있다.

문항 구조면에서는 자료-문항 일체식의 단독 문항, 

텍스트 중심의 단독 문항, 모자료와 소문항 결합의 세트

형, 소문항 병렬 결합형 등 평가 의도에 맞추어 다양한 

형식이 문항 구성이 융통성 있게 제시되는 특성이 있다

(표 10과 그림 4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

사우스웨일스의 지리시험은 지리의 선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으로부터 지리 지식의 구성과 지리적 탐구를 추구

하는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조직됨으로써 시험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앞서 살펴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그

것과 형식과 내용 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5. 빅토리아의 지리평가 특성

빅토리아교육인증시험(VCE, 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 ‘지리’의 편제는 표 11과 같다. 이 시험은 앞

의 다른 주와는 달리 섹션 구분 없이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평가도구로서 선택형을 비롯하여 단답형, 장

답형 세 가지가 활용된다. 시험시간은 읽기시간(reading 

time) 15분, 답안작성 2시간으로 짜인다. 필기도구 외 허

용된 판형도구를 지참해야 하지만, 계산기와 용지는 허

용되지 않는다. 시험지는 책자형 문항지(Question and 

Answer book), 자료집(Data book)으로 구성된다. 

VCE 시험의 내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9학년도 

지리시험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12).

VCE 지리 시험의 주요 주제는 지리 실기를 비롯하

여 12학년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토지피복 변화와 인구

변화로 비교적 간소한 편인데(표 1 및 표 12 참고), 이는 

해당 주제만 다루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된 탓이다. 등장

하는 자료는 항공사진과 일반사진, 주제도, 그래프 등을 

그림 4. HSCE ‘지리’의 섹션별 문항 사례

출처: NSWESA의 2019 HSCE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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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표 12의 이탤릭체 참고).

표 12와 그림 5를 토대로 주요 평가요소를 분석해보

면, 공간자료의 분석, 지리적 현상의 변화 요인 및 패턴

에 대한 이해, 지리적 현상 간 관계의 분석, 지리적 이론

이나 일반화 지식 및 지리적 문제의 대안에 대한 평가 

등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비록 다른 주의 

지리평가에 비하여 문항의 수나 질 면에서 풍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리의 사실 지식에서부터 지리적 대

안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고른 능력을 측정하고 있

음은 분명하다.

문항의 구조는 단독 문항과 세트형 문항이 병존하고 

있다. 세트형 문항의 경우도 하위 문항간 단순한 조합으

로부터 위계적 조합, 혹은 모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하위 

문항이 구성되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점은 앞서 

다른 주들과 유사하다. 한편, 표 12의 6번 문항은 지리

의 일반화 지식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고자 할 때 참고

가 될 만한 문항 사례로 보인다.

이상에서처럼 빅토리아의 지리 외부시험은 주제와 

소재, 그리고 평가요소 면에서 비교적 간소한 편이 그 

특징인데, 이는 이 주의 북쪽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

표 11. 빅토리아교육인증시험(VCE) ‘지리’의 편제

구분 내용

평가 도구 객관식(objective response), 단답형(short-answer), 장답형(extended answer)

문항 수 8

평가 비중(%) 80

제한 시간(분) 120

시험지 분량(쪽) 12(문답지 일체형)

자료: VCE 2019 GEOGRAPHY Written examination 재구성

표 12. 빅토리아교육인증시험(VCE) ‘지리’의 내용(2019)

내용

문항
소재 및 요소

1

<토지이용 변화: 프랑스 파리 Rue du Cardinal Lemoine의 항공사진, 위치도, 재개발 장면 일반 사진, 지가 분포도(2017)>

a. 해당 장소의 지리적 특성 두 가지 인식

b. 주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두 가지 인식

c. 변화된 토지이용이 이전보다 더 나아진 면 약술(outline)

2 <토지피복 변화: 양극 지방의 2만 년 전 빙하피복 추정 분포도> 2만 년 전 빙하의 공간적 분포 기술

3
a. 특정 사례를 바탕 삼림파괴를 유발한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 과정 약술

b. 그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가 환경에 끼친 영향 기술

4 삼림파괴나 사막화 혹은 빙하 축소의 영향에 대한 전 지구적 대책의 유효성 평가

5

<세계의 인구분포도> 

a. 국토 전역에 걸쳐 인구밀도 10~50인/km2인 국가 인식

b. 국토의 남부 회랑지대를 제외하고 인구밀도 1인 이하/km2인 국가 인식

c.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1000km까지 인구밀도 100인 이상/km2인 국가 인식

d. 국토의 중앙부에 포켓모양의 인구밀도 100인 이상/km2인 국가 인식

6 ‘세계의 많은 지역이 북아프리카와 유사한 인구분포 패턴을 지닌다.’라는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논의

7 인구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맬서스 이론의 설명

8

인구 지속 성장 혹은 노령화 국가 중 한 나라 사례 바탕

a. 해당 국가 인구문제의 쟁점 및 과제 한 가지 기술

b. 그 관련 요인 한 가지 설명

c. 그에 따른 한 가지 대책의 성공여부 평가

자료: VCE 2019 GEOGRAPHY Written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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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지리 데이터 분석’이란 평가 유형이 교

육과정에 강제되어 있음으로써, 지형도를 비롯한 공간

자료의 해석과 적용 능력 등을 단위학교에서 비중 있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2 참고).

6. 태즈메이니아의 지리평가 특성

태즈메이니아에서 지리과목은 ‘인문 및 사회과’에 속

한다. 태즈메이니아교육인증시험(TCE, Tasmanian Certificate 

of Education )의 ‘지리’의 편제는 표 13과 같다. 이 시험

은 4개의 섹션,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평가도구로

서 장답형과 논술형 두 가지가 활용된다. 시험 시작과 

함께 읽기시간(reading time) 15분이 권장되며 본격적인 

답안작성에 3시간이 주어진다. 필기도구 외 허용된 판형

도구를 지참해야 하지만, 계산기와 백지는 허용되지 않

는다. 시험지는 책자형 문항지(Question and Answer 

Book), 답안 작성지(Separate Booklet), 자료지(Data Sheet), 

정보지(Information Sheet) 등으로 구성된다. 

TCE 지리시험의 내용 특성을 2019학년도 시험 문항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14).

TCE 지리시험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장소, 기후 변화, 

토지피복 변화, 경제 및 문화의 세계적 통합 등이다. 그

에 따른 구체적인 화제로서 국가별 발달 수준의 공간적 

차이, 오스트레일리아 및 개도국 메가시티 문제, 인위적

인 기후 변화, 인간에 의한 토지피복 변화, 세계화 과정 

과 그에 대한 도시 및 교통발달의 기여, 세계 경제력의 

변천, 국제적인 경제통합, 국제적인 문화통합 등으로 오

스트레일리아의 6개주 지리 시험의 소재 중 가장 거시

적인 규모의 화제라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문화적 통

합이라는 화제는 전통적인 지리 소재로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다소 혁신적인 것으로서 주목된다. 시험에 동원

되는 자료로서는 주제도가 하나 등장할 뿐이다(표 14의 

이탤릭체 참고). 

이 시험의 평가요소를 분석해 보면(표 14), 섹션 A에

서는 공간자료의 분석, 지리적 현상의 요인 분석, 지리

적 문제의 이해 및 대안 평가 능력을, 섹션 B에서는 지

리적 현상의 요인 분석 능력을, 섹션 C에서는 지리적 과

정 및 변화 요인 분석 능력을, 그리고 섹션 C에서는 지

리적 현상의 요인 분석, 지리 개념 및 아이디어의 적용, 

지리적 현상 간 관계 분석, 지리적 문제의 이해 및 대안 

평가 등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TCE 지리시험의 문항구조를 보면(표 14 및 그림 6), 

다른 주와는 달리 모자료와 하위 문항이 결합되거나, 소

그림 5. VCE ‘지리’의 문항 사례

출처: VCE 2018 GEOGRAPHY Written examination

표 13. 태즈메이니아교육인증시험(TCE) ‘지리’의 편제

구분 Section A Section B Section C Section D

평가 도구 장답형 논술형(essay form)

문항 수 2 2 3 5중 1선

시험 시간(분) 45 45 45 45

시험지 분량(쪽) 12(문답지 분리형)

자료: TCE External Assessment 2019 GEOGRAPH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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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위계적인 결합을 이루는 세트형 문항보다도, 텍

스트 중심의 단독 문항 형태로서 가장 개방적(open- 

ended)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문항구조는 전형적

인 논술형 평가와 관계가 깊다. 그리고 TCE 지리시험에

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으로서 어떤 지리적 현상에 

대하여 특정 혹은 구체적인 장소나 사례를 제시하거나 

표 14. 태즈메이니아교육인증시험(TCE) ‘지리’의 내용(2019)

내용

문항
소재 및 요소

Section A

1

<세계의 국가별 인구, 건강, 환경 통계표 및 세계의 국가별 기대수명 분포도(2015)>

a. 특정 지역과 국가의 발달수준 참고하여 세계의 기대수명 패턴 기술

b. 기대수명 저, 고 국가 선정(choose), 그 이유 설명, 관련 다른 지표 선정 및 정당화

2

a. 오스트레일리아 대도시 및 지역 도시의 당면 문제 2가지 기술

b. 각 당면 문제의 가능한 해결방안 한 가지 제시(suggest)

c. 각 해결방안의 가능한 성과 평가

Section B
3 인위적 기후 변화의 원인 설명, 기후변화가 세계의 환경에 끼치는 영향 두 가지 기술,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례 제시

4 선진국과 저개발국 각각에서 인간 활동 한 가지 사례 바탕 그 직접적인 토지피복 변화 유발 설명

Section C

5 교통 및 통신 기술 발달에 의한 지구적 규모의 상호연계 강화 설명

6 특정 사례 참고 도시의 세계화 과정 영향력 설명

7 세계의 특정 지역과 국가 참고 경제 성장 및 쇠퇴 패턴의 최근 경향 설명

Section D

8
개도국 한 메가시티의 도시화 원인 설명 및 그 도시의 주요 당면 문제 두 가지 기술, 단기 및 장기적 해결 전략 

제시 및 성공 여부 평가

9

빙하와 빙상 축소, 해수면 상승, 경지/목초지 감소 및 황폐화, 사막화, 산호초 감소 및 붕괴 중 하나 선택 바탕 인위적 

기후변화의 토지 피복 변화 영향 두 가지 설명 및 그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기술, 지역적 및 국제적 해별방안 

두 가지 기술 및 그 효과성 평가 

10

삼림파괴, 농지 확장/집약화, 방목지 변용, 목초지 개발, 토지와 토양 질 악화, 관개, 배, 수, 간척, 도시 팽창, 광업 

중 하나 선택 바탕 토지피복 변화 유발하는 인간 활동의 특성과 범위 한 가지 기술, 토지 피복 회복 위한 기존 

프로그램 한 가지 설명 및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그 효과성 평가

11

광물이나 화석에너지원, 식량이나 섬유소 기반 상품, 복잡공정 상품, 전형적인 중량손실 이나 서비스 기반 경제 

중 하나 선택 바탕 그 생산 및 소비 분포의 변화 기술, 교통 및 통신 기술 발달의 역할 설명 및 그 패턴의 유망한 

미래 변화상 논의

12
패션, 스포츠나 여가 활동, 음악, 종교, 언어, 건축이나 정치적 아이디어 중 한 가지 문화요소 선택 바탕 그 지리적 

분포 특성과 패턴 기술, 교통 및 통신 기술 발달의 문화통합 과정 역할 설명 및 그 과정의 유망한 미래 변화상 논의

자료: TCE External Assessment 2019 GEOGRAPHY

그림 6. TCE ‘지리’의 섹션 A, D의 문항 사례

출처: TCE External Assessment 2019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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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하는 점,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사례를 토대로 대비하도록 

요구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나름대로 국가나 지

역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표 14의 1번 문항처럼 관련 다른 

지표 제시하도록 하거나, 12번 문항처럼 유망한 미래 변

화상을 예견하도록 하는 문항을 통하여 창의적, 확산적 

사고 능력도 평가하려는 시도도 관찰되어 흥미롭다.

결과적으로 태즈메이니아의 지리평가는 거시적 공간

규모와 화제를 대상으로 지리 개념과 아이디어를 종합

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평가하고, 아울러 창의적, 확산

적 사고 기능도 평가하려는 의도한다는 점에서 오스트

레일리아의 6개 주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지리평가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거시적, 추상적 

화제를 중심으로 한 지리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리

교육 및 평가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지는 공간적 역량

에 대한 측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IV.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의 지리평가 특성 

비교 종합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오스트레일리아 6개 주

의 지리평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비교 및 종합해보고

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리평가의 배경과 맥락이 담긴 

각 주 지리교육과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그 특성을 비

교 검토하고, 이어 각 주 지리평가의 형식적 및 내용적 

특성을 비교 및 종합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 평가

가 지니는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지리교육의 목표, 내용구조, 평가체제 면에서 6

개 주의 특성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우선 지리교육의 목

표 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6개 주는 연방정부에서 제

시한 목표를 대부분 채택하여 거의 유사하다. 그렇지만 

주마다 연방정부가 제시한 지리교육목표에다 또 다른 

목표를 부가 및 추가하거나 혹은 제외하기도 하였다. 특

히,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의 경우 시민성 

함양이 언급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 결과 웨스턴오스

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서부 주들과

는 달리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동부 

및 동남부 주에서는 공통적으로 지리교육의 외재적 목

표가(남상준, 2005, 16-27; 서태열, 2005, 61-69) 부가 혹

은 강조되는 차별성이 나타났다. 이들 동부 및 동남부 

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인구와 도시가 밀집한 핵

심지역이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차별성은 각 주

가 처한 지리적 상황 곧,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성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간 상대적인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지리교육의 내용구조면에서도 각 주는 기본적

으로 연방정부가 제시한 4개의 주제(themes)와 지리적 

탐구 및 기능, 지리적 사고 및 의사전달 능력이란 양대 

관통 주제(strands)가 그 기본 골격을 이루지만, 주마다 

차별성이 나타난다. 특히, 동부 및 동남부의 주에서는 

인구, 도시, 관광 등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한 단원명이 

신설되거나 주요 학습 소재로서 강조된다는 점에서 앞

서 지리교육 목표에서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주에서는 학년별, 주

제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지

리평가 체제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역량중심교육과정의 

취지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6개 주 모두 

지리적 탐구 및 기능의 활용 능력, 지리적 사고 및 의사

전달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야외

조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하여 있다는 점은 우리

의 지리교육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렇지만 각 주마다 평가체제에서 차별성도 나타났

는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학교기반평가의 비

중이, 빅토리아에서는 외부시험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동부 및 동남부에 위치한 3개 주에서는 지리적 의사전

달 능력과 데이터보고서작성 능력이 야외조사와 동등하

거나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부 및 

동남부의 주들은 지리평가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더 

높은 평가 유형과 더불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리적 

탐구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는 특성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지리교육 목표 및 내용구조에서와 마찬가지

로 도시사회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지리적 배경과 관련

된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의 지리

교육 목표, 지리 내용구조, 그리고 지리 평가체제 등 교

육과정의 개괄적 측면에서 볼 때, 유사성이 높으면서도 

각 주의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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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도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의 교육인증시험이자 

대학입학시험으로 기능하는 외부시험(WACE, SACE, 

QCE, HSCE, VCE, TCE) ‘지리’의 형식적 특성을 시험

지의 구성 및 분량, 수험 시간, 평가도구, 그리고 문항 

편성 및 형태의 면에서 비교 정리해보기로 한다.

우선 문항지 구성 면에서 볼 때, 모든 주의 지리 시험

지는 A4사이즈의 책자식 문항지와 답지, 기타 여러 부속 

자료지로 구성된다. 태즈메이니아에서만 문답지 분리형

을 택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은 모두 문답지 일체형이

다. 단,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객관식 답안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문답지의 분량은 12~32쪽으로 다

양한데, 태즈메이니아와 빅토리아가 12쪽으로 가장 적

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가 32쪽으로 가장 많다. 그리

고 문답지와는 별도로 부속 자료지가 있는데, 그 이름도 

Broadsheet, Map sheet, Stimulus Book, Data Book, Data 

Sheet, Information Book 등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웨스

턴오스트레일리아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부속 자

료는 지도 자료가 전부인데 비하여 빅토리아와 태즈메

이니아에서는 통계자료가 중심이 됨으로써 서부 및 중

부에서는 지도 자료가, 동부에서는 통계 자료가 주로 제

공되는 지역적 특성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서부와 중부

의 주에서는 지도의 독해가, 동부 주에서는 데이터 독해

가 강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험 시간은 읽기시간과 답안작성 시간으로 구성되

며, 읽기시간은 5~15분의 시간이 할애되는데, 서부와 중

부의 주에서는 10분, 동부 및 동남부 주들에서는 대체로 

15분이 허용되고 있다. 답안작성 시간은 120~180분으로

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태즈메이니

아에서는 180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빅토

리아에서는 120분이다. 이처럼 수험 시간이 2~3시간으

로 길다는 점은 지리평가에서 지리 지식을 구성하거나 

적용하고, 지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고차적인 지리적 사고를 측정하려 의도하고 있음을 대

변한다.

문항 편성 면에서는 빅토리아 이외의 대부분 주에서 

2~3개의 섹션 구분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웨스턴오스

트레일리아에서 3개 섹션 2개 파트 형식으로, 태즈메이

니아에서는 4개 섹션 형식으로 문항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느 다른 나라의 지리평가와는 달리 사

우스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고는 섹션 구분을 지리의 

하위 주제나 분야가 아니라, 지리적 사고의 수준에 따른

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통합적 주제 중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장치의 하나로 해석된다.

문항 형식면에서 보자면, 자료기반 소문(小問) 결합방

식의 세트형이 모든 주에서 기본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

는 가운데, 문장식 단독형으로부터 자료기반 단독형, 문

장식 소문병렬 결합형, 자료기반 소문 결합형 등 다양한 

형식이 동원되었다. 이는 여러 지리 지식 및 실기 능력

을 다각도로 측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각 

주마다 차별성이 확인되는데, 서부와 중부의 주들에서는 

대부분의 문항이 자료기반 형식을 취하는 반면에서 동부 

및 동남부의 주들은 상대적으로 문장식 단독형 문항이 

많다. 특히,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모든 문항이 

자료 기반형인데 비하여 태즈메이니아에서는 문장식 단

독 문항이 주류를 이룬다. 한편, 퀸즐랜드에서는 다중자

료에 기반한 단독문항 형식도 등장하는 점이 이채롭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도구 면에서는 대부분의 주가 선

택형과 서답형을 기본 도구로 삼고 있으나, 서답형의 비

중이 단연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지리의 선지식을 

기억하거나 재인하는 능력보다는 지리 지식의 적용과 

구성 능력의 측정을 중시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특히 태

즈메이니아에서는 모든 문항이 서답형 문항이고, 공간

자료보다는 거시적인 지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술

식 도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

고 있었다.

이상의 여러 형식적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오스트레일

리아 각 주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의 성취 

여부를 타당도 높게 측정하고자 의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가 여러 형

식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주 외부 시험의 내용적 특성을 시험의 

주제 및 소재, 동원 자료, 그리고 평가요소의 측면에서 

비교 정리해보고자 한다. 시험의 주제 면에서 계통지리

나 지역지리의 전통적인 내용체계 대신에 모든 주에서 

교육과정에 적시된 자연 및 생태재해, 지속가능한 장소, 

토지피복 변화, 세계화 등의 문제중심적 성격의 주제와 

함께 지리 실기가 지리평가를 위한 중심 주제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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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각 주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반영된 교육과정에 

따라 주마다 차별성을 보인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가장 모범적으로 반영

하는 대표적인 주이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빅토리아 등의 주에서는 인구 주제가, 뉴사우스웨일스에

서는 도시가, 그리고 태즈메이니아에서는 세계의 경제 및 

문화통합 주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시험의 소재 면에서도 각 종 공간자료의 해석, 기후 

변화, 토지피복 변화, 생태계 특성, 인구 변화, 도시 변

화, 경제활동 및 수준의 공간적 차이, 세계화 관련 화제

가 공통적으로 활용된다. 시험의 소재 면에서 비중의 상

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 주마다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부 및 중부의 주에서 공간자료 활용 소

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서부 및 동남부 

주에서는 그것이 미약한 대신에 상대적으로 도시, 인구, 

경제활동 소재의 등장이 빈번하였다. 

이어 동원 자료의 경우, 모든 주에서 다양한 공간자료

가 활용되고는 있으면서도 주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

는 측면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서부의 웨스턴오스트레

일리아의 경우 지형도, 항공사진, 주제도, 통계표, 그래프, 

일반도, 스케치 맵 등 다양한 시각공간자료가 풍요롭게 

활용되는 반면, 동남부의 빅토리아에서는 백지도, 주제도, 

그래프의 세 종류, 태즈메이니아에서는 단지 주제도 하나

만 제시되기도 하여 서부에서 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시

간공간자료가 수나 질 면에서 단순화하는 특성이 나타난

다. 특히, 태즈메이니아에서는 시각공간자료보다는 언어

적 진술을 중심으로 문항이 구현되고 있다. 그리고 뉴사

우스웨일스에서는 카토그램이나 일기도 등 다른 주에서

는 활용되지 않는 자료가 등장하는 점은 이채롭다.

한편, 평가요소 면에서도 6개 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모든 주에서 지리 실기 관련 지식과 이해, 지리 실

기의 적용, 지리 기초 및 조직 개념의 이해, 지리 개념의 

적용, 지리적 현상의 요인 분석, 지리적 현상의 과정 및 

변화 요인 분석, 지리적 현상 간 관계의 분석, 지리적 문

제의 이해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 지리 지식의 종합 

등 다양한 수준의 능력을 측정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서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지리 

실기나 지리 개념의 기초적인 이해부터 지리적 대안의 

평가 능력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측정을 도모하

고 있는 점,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가설을 설정

하고 증명하는 지리적 탐구의 절차가 문항으로 구현되

고 있는 점, 퀸즐랜드에서는 지리의 일반화 지식을 도출

하거나 평가하도록 의도하는 문항이 제시되는 점, 빅토

리아에서는 어떤 지리적 사상의 위치를 백지도상에 기

입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등장하는 점, 뉴사우스웨일

스에서는 지리 기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메타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제시되는 점, 그리고 태즈메이

니아에서는 지리적 문제의 이해, 분석, 대안 평가 등 고

차원적 능력을 측정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과 같이 지

역적 차별성도 확인됨은 물론이다. 곧, 문제중심적 지리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지리 지식의 기억과 재생보다는 

적용, 지리적 현상의 요인과 관계 분석, 대안 제시와 같

이 분석, 적용, 종합 평가 등 고차원적인 탐구 중심의 문

항이 우세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각 주의 지리 평가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서부와 중

부에 위치한 주들보다 동부와 동남부에 위치한 주들이 

지리교육의 외재적 목표를 강조하고, 내용면에서 인문

지리적 주제를 강조하며, 평가체제에서도 실내 활동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외부시험에서

도 그러한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산업과 인구의 중핵지로부터 멀어질

수록 오히려 지리평가의 형식과 내용이 다채롭고 풍요

로운 독특한 공간적 차별성이 나타나는 특성이 확인되

었고, 이는 각 주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오스트레일리아는 역량중심 지리교육과정을 선도하

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대륙

규모의 광대한 영토를 가진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에

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지리평가의 측면에서 고

찰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주는 국가수준에서 제시된 지

리교육과정을 충실히 채택하고 구현하고 있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각 주마다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별성 있는 취사선택이 이루어지는 특성도 발견

할 수 있었다. 특히, 핵심 역량으로서 모든 지리 학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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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지리 조사 및 의사소통, 지리 도구 및 실기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고 있었다. 또

한 지리 지식의 기억이나 재인 능력보다는 지리 지식의 

탐구 및 구성 능력, 지리적 문제의 인식 및 해결 능력 등 

지리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강조하는 등 지리의 내재적 

목표에 부합하면서도가 지구적 변화에 대응하고 기여하

는 역량을 평가하려는 공통된 의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의 지리교육에서도 시대의 변화와 과학기

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리교육과정을 마련하려는 다양

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구현되어 왔다. 그렇지만 지리교

육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지리의 숱한 전통적인 하위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대주제의 선정 문제, 지리교육만의 고유성을 갖는 

야외조사와 실기 역량의 배양 기회는 점점 위축되고 있

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공간기법과 자료의 활용 역량을 

신장하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않은 문제 등 여전히 지리

교육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곧, 지구적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 세대를 위

한 지리교육의 내용체계와 평가체제를 성찰하고 재정향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 보인다. 이때 오스트

레일리아 각 주의 지리내용체계와 평가체제가 지니는 특

징과 장점은 그 방향설정의 바람직한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역량중심 지리교육과정

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미진했던 지리 평가의 측면을 

보완함으로써 오스트레일리아 지리교육과정 이해에 대

한 완결성을 이루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지리평가가 추구해야할 지향점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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