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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서 세계지리의 비중 그리고 세계지

리 내용의 변화상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지리영역에서 세계지리 단원은 현행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지

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속가능한 지구촌’ 등이 독립적인 단원으로 등장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증가하였다. 둘째, 세계 자연지리 

내용에서는 지구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형 내용은 선정된 일부 국가 단위의 지형 내용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교육과정 초기에

는 전체 세계지역이 세계지리 내용에 포함되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국가들에 한정되었다. 넷째, 글로벌 

시민성 및 글로벌 이슈 관련 내용은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우리의 자세 중심에서 지구촌 문제 및 해결, 지속가능발전 

과제, 지구촌 평화를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의 다양화와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향후 지리적 정체성 확보와 

지리적 맥락에 기반한 글로벌 시민성 및 글로벌 과제해결에의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주요어: 지리교육과정, 초등 지리교육, 세계지리, 세계시민교육

Abstract: Thi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the world geography in the whole geography 

have increased as the contents of ‘peace and development of the global village’ and ‘sustainable global village’ 

appeared as independent units. Second, The contents of the world's physical geography were reduced to the 

topography and climate contents of some national units selected from the topography and climate contents that can 

be seen at the earth level. Third, In the early days of the curriculum, the whole world was included in the world 

geography contents, but recently it was limited to countries close to Korea. Fourth, the content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issues were diversified and increased from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our attitude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global village problems and solu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and 

efforts for global peace. In this change, we need to discuss the future approach to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challenges based on geographic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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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목적

왜 지리를 가르치는가? 그간 지리교육에는 사회과교

육에서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목표 안

에서 지리학의 개념, 이론, 기능 등의 내용 이외에 민주

시민성 함양을 위한 외부적 교육내용들이 많이 도입되

어 왔다. 그리하여 지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및 태

도 교육, 그리고 오늘날의 글로벌시민교육에 이르기까

지 외부적 목적의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외부적 목적에

의 기여가 증가할수록 지리 지식과 기능 중심의 지리교

육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Standish(김다원 ‧

고아라 역), 2015).

지리교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장소, 생활모습, 세계문

제 등의 학습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학습에서는 지리학

의 개념적 지식과 원리, 본질적인 사상이 결여된 지리수

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1946년 교수요목기의 사회생활과로 

통합된 이후 1980년대 제4차 교육과정기에서 세계화, 정

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교과의 등장

과 지역화 교육과정의 등장, 1990년대 세계화 교육의 도

입과 2000년대의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

전교육 등이 요청되면서 지리교육은 세계시민교육 및 

글로벌 관점 형성에 큰 영향력을 지닌 교과로 인식되고 

있다(김갑철, 2016; 김다원, 2016; 김민성, 2013; 심광택, 

2012; 조철기, 2013; Standish(김다원 ‧고아라 역), 2015).

즉, 지리교육은 지리지식과 기능 등의 자체에 대한 

교육보다는 점차적으로 사회적, 정치적인 요구사항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특히 세계지리 단원에서 주로 나타

난다. 왜냐하면, 글로벌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은 모두 글로벌 차원에서 사

회현상을 보는 관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계지리 단원

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학습 

중심에서 세계에 대한 학습 비중의 증가는 지리교육 자

체의 근본적인 변화 즉,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학문적, 국가적 가치와 사회적 이슈

들에 대해 학습했던 것으로부터 개인의 사회-심리적 발

전을 양성하는 것으로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했다

(Standish(김다원 ‧고아라 역), 2015).

외부적 목적에 의한 지리 교육 내용 구성과 지리학의 

학문적 내용 중심 구성에 기반한 지리교육의 내용 구성 

사이에서 늘 지리교육 연구자들 간 논의가 이어졌으나, 

지리교육의 방향성 혼란에 의해 교육과정 내용 구성 뿐 

아니라 지리교과서 제작 및 지리수업에도 영향을 주면

서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Standish(김다

원 ‧고아라 역), 2015)는 이러한 지리교육의 정체성 약화

는 ‘왜 지리를 가르치는가?’에 대해 교사와 지리교육 전

문가들의 답변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였다. 즉, 

사회과교육 안에서 양성되는 초등 예비교사에게는 특별

히 지리적 지식이 풍요롭게 학습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

장으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리학의 교육적 가

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성 

교과로서 글로벌 윤리 교육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리교육 자체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달하

는 수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지리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필연적이며 중

요성을 지닌다(Graves(이희연 역), 1984: 107). 이에 본 

연구는 초등 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세계지리 단

원을 연구 대상 범위로 하여 초기 1차 교육과정에서부

터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세계지리 단원

명의 변화를 살펴보고, 세계지리 내용구성에서 어떤 변

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 향후 세계지

리 교육 내용구성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 지리교육 영역에 한정하여 1차 교육과정 이후 현

행 2015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리교육과정에서 

세계지리 단원의 내용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II. 초등 세계지리 교육과 세계시민의식 교육 

선행 연구 리뷰 

1. 세계지리와 세계시민의식 교육 연구

세계화로 인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의 필요

성 부각은 세계지리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

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교

육, 문화다양성 교육 등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글로

벌 교육을 요구하는 교육의 등장은 세계지리교육에서 

가능성, 필요성을 전제로 이에 대한 방법을 탐색하는 연



―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3), 2020. 8.

구로 이어졌다. 연구 분야별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교육과 글로벌 교육 간의 관계에 대한 연

구이다. 김갑철(2019)은 ‘글로벌 시대 지리학습의 의미와 

방향 탐색’ 연구에서 지리교과는 세계시민성 함양과 밀

접한 관련성을 지닌 교과로 이에 대한 학습은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닌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학교 지리 학습의 

의미와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민부 ‧김걸(2017)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리교육의 역량 고찰’에서 지속가

능발전교육은 장소, 지역, 공간을 개념으로 다루는 지리

교육에 매우 적합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량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

였다. 이경한(2015b)은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과 세계

지리의 연계성 분석’ 연구에서 세계지리는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과임을 

제시하였고 관련하여 세계지리 교과에서 이에 대한 교

육의 구체적인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조철

기(2013)는 ‘글로벌 시민성 교육과 지리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지리교과에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은 정

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며 지리 교육을 통해

서 글로벌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박선

희(2009)는 ‘다문화사회에서 세계시민성과 지역정체성의 

지리교육적 함의’ 연구에서 지리교육은 세계적 규모에

서 다양한 장소와 지역을 탐구하고 인종, 문화 등의 다

양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적정 교과임을 제

시하였다. 

다음으로, 세계지리에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실천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김갑철 ‧조철기

(2017)의 ‘글로벌 차원의 정의를 지원할 지리교육 실천 

방안 연구’, 이경한(2015a)의 ‘지리 문해력을 통한 국제이

해교육 실천하기’, 박선미(2013)의 ‘지구적 문제에 관한 

실천적 참여의 의미와 교육 방향 검토-공정무역에의 윤

리적 소비자 참여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태주 ‧김다원

(2010)의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 

교육의 방향 연구’, 최정숙 ‧조철기(2009)의 ‘지리를 통한 

세계시민성 교육의 전략 및 효과 분석’ 등의 세계지리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 실행의 필요성을 전제로 이에 

대한 방법을 탐색,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뤄져 왔다. 

또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지리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분석과 세계지리 교육 방향 논의의 필요성

을 제기한 연구들도 실행되었다. 김갑철(2016)은 ‘세계시

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과정의 재개념화’ 연구를 통

해서 세계 정의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자질 함양

을 위한 미래 지리교육과정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고, 이동민(2014)은 ‘초등지리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

민교육 관련 요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9 개

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국제지리연합회 지리교육분과에서는 유엔 헌장, 세계 

인권선언, 유네스코 헌장을 지지하면서 지리교육은 현

재와 미래 세계의 책임감있고 능동적인 시민 육성에 기

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관련하여 지식, 이해, 기능 등

의 지리 교과 학습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Commission 

on Geographical Education of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이경한 역), 1992). 그리고 세계지리학연합회의 지

리교육위원회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선

포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리교육 선언’ 선

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지리학의 기여를 

제안하였다(Haubrich et al.(이종원 역), 2007). 이러한 세

계의 지리교육 변화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한국 지리교

육 연구에서도 세계지리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당위

적 필요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지리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관련 교수학습 방법을 모

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겠다.

2. 초등 세계지리 교육 연구 

초등 지리교육은 크게 우리고장, 국토, 세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글로벌 시대에서 국제

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1990년대 이후 지리교육에서 세계 학습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간 나온 연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정화(1997)는 지구화 시대에서도 사람들의 삶의 뿌

리와 같은 장소와 지역의 정체성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

에 이에 기반한 장소적 그리고 지역적 다양성 인식이 필

요하며, 장소와 지역들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지리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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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한 교육이야말로 인류애를 지향하고 지구환

경에 책임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자는 특히 국제이해교육에서 제시하는 국가 

단위의 인식과 교육보다는 학습자의 삶과 관련성을 지닌 

지역과 장소 단위의 인식과 확장을 통해서 지리적 상상

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송언근 ‧김재일(2002)은 초등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인

지 특성을 파악하여 세계지리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초등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는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인지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

들에 대한 선호도는 상징적인 장소, 기후, 음식, 위생상

태 등의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를 통해 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위치 지식과 속성을 파악

하고 지리적 상호관계를 이해하게 하여 균형잡힌 인식

의 틀을 갖추게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경한(2008)은 초등학생들의 세계 지역 간 포섭관계

에 대한 이해도 발달 연구를 통해서, 세계 지역 간 포섭 

관계는 일반적으로 11세에 완성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초등학생에게 세계 포섭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세

계지리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세계 지역 

간 관계 파악은 지리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기초로서 세

계지리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임을 언급하였다. 

김다원(2008)은 세계지역에 대한 이해의 기초지식으로 

위치지식을 주목하였고, 위치지식으로 절대적 위치 지식, 

상대적 위치 지식, 위치 속성 지식 등으로 구성된 구조화

된 위치지식의 획득을 주장하였다. 이는 세계 이해를 위

해서는 위치 지식이 필요함을 전제한 것이다 하겠다.

서주실(2011)은 교수요목 기에서부터 7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세계지리 단원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세계지리 단원의 분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교수요목기였으며, 내용의 조직 방식에

서는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을 통합한 지역 중심의 구성

임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세계지리 단원 내용 조직 방

법에 있어서 지역중심과 계통중심 등에 대한 논의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이재(2013)는 한국에서 출판된 어린이 세계지도책

을 분석하여, 세계지도책에는 유럽중심주의적 메타지리

가 내재되어 있음을 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즉, 유럽

의 문화와 역사 등의 서술에서는 긍정적인 서술이 많지

만, 제3세계에 대해서는 열등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서술,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등에 대해서는 오리엔탈리즘적 

시선도 포함되어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

균형적인 서술이 학생들의 지리적 상상력과 일상 생활에

서 균형잡힌 이해를 방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성욱(2019)은 세계지리 교육에서 세계전략 학습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즉, 국가단위의 지리적 지식을 바

탕으로 지리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세계를 다양한 측면

에서 분류하고 관계지어 보는 세계지리 학습전략을 제

시하였다. 이는 지리적 지식의 이해를 전제로 하면서 이

의 활용과 학습자의 사회에 참여로의 전환을 위해 제시

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심광택(2020)은 지구촌 시대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

지 기후 문제 및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등을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성 및 세계시민성을 지

향하는 미래학습 논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

에 대한 구상으로 강력한 학문적 지식, 핵심 역량, 환경 

가치관 습득의 목표 설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목표 하

에서 관련 학문적 지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학습자는 

일상 생활적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도 지구촌 시대에서 지속가능성 및 세계시민성 실천을 

위해서는 강력한 학문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이 요구

됨을 강조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초등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 인

식을 살펴보는 연구, 다른 하나는 세계화 시대에 세계지

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세 번째는 교수요목기

에서 7차 교육과정기까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세

계지리 단원 비중과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초등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대중매체와 

생활 속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시에 

오류와 편견으로 균형잡힌 글로벌 지식과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세계화 시대 세계지리 

교육에서는 지식에 기반한, 그리고 지역이나 국가에 기

반한 지리적 상상력과 지리적 사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과

서 내 세계지리 단원 내용 구성에서는 지역적, 계통적 

접근 방식 등이 혼용되어 오고 있지만 학습자의 편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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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을 둔 적정 내용 구성 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그간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음의 두 가

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초등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균형잡힌 인식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세

계지리 단원에서 적정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학교에서 세계지리 학습을 통해 세계에 대한 균형잡

힌 인식과 이해가 이뤄졌을 때 학생들 학교 밖에서 세

계의 여러 현상들을 경험할 때 그 경험들이 학습자의 

체계적인 세계지식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

나는 그간 초등 세계지리 단원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실행되었지만, 교육과정에서 세계지리 교육 내용의 변

화에 대한 연구는 실행된 바 없다. 1980년대 이후 급속

도로 진행된 세계화에 의해 세계지리 교육 내용에 있어

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며, 또한 향후 적정한 내용 

구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지리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세계지리 내용 변화의 고찰과 이

에 따른 시사점 도출은 시의 적절성을 지닌다 하겠다. 

III. 초등 지리교육과정에서 세계지리 내용 

변화 고찰

1. 분석방법

조사대상은 초등 사회과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제1차

교육과정에서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 단원명을 조사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사

회생활과의 단원 내용들 중 지리영역의 단원들을 활용

하였다. 지리영역 단원 전체 중에서 세계지리 단원과 세

계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단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1~2학년의 경우 제4차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

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에도 통합교과로서의 성격

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리영역을 찾기

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의 편의상 본격적으로 지리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부터 6학년 단계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각 교육과정의 지리영역 단원명을 토대로 하

였으며, 지리영역 전체 단원 수에서 세계지리 단원의 비

중과 세계지리 단원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단원은 대단원을 활용하였다. 세계지리 단원의 비중은 

지리영역 전체 단원 수에서 세계지리 단원 수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세계지리 단원의 내용 변화는 ‘세계의 자

연지리’ 관련 내용, ‘세계의 지역지리’ 관련 내용, ‘글로

벌 시민성 및 글로벌 이슈’ 내용으로 구분하여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2. 분석 결과

1) 세계지리 내용의 비중 변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첫째, 전체 지리단원

에서 세계지리 단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던 5

차 교육과정기의 14.29%에서 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여주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의 42.86%까지 차이가 있

었다. 지리영역 전체 단원에서 세계지리 단원의 단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차, 5차, 7차 교육과정기에는 20%이

하, 4차, 6차,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20%대, 1차, 3

차, 2009개정교육과정기에는 30%대, 2015개정교육과정

기에는 42.86%이다. 교육과정 시기별로 전체 지리 단원 

수에서 세계지리 단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교육

과정 시기별 사회적 상황과도 부분적 관련성을 갖는다. 

세계지리 내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던 시기를 살펴

보면, 1차, 3차, 2015개정교육과정기이다. 제1차 교육과

정은 1952년에 교육과정 개편작업에 착수하여 6.25전쟁

이 끝난 후인1955년에 공포하였는데, 기본적인 교육과

정 원리는 교수요목기1)의 것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었다(정문성 외, 2014, 9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

표 1. 교육과정 시기별 지리 전체 단원에서 세계지리 단원이 차지하는 비율

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2009 2015

 단원수

(세계지리 단원/지리 

전체 단원)

3/10 2/11 3/9 2/9 1/7 1/4 1/6 2/8 3/10 6/14

세계지리 

단원 비율(%)
30 18.2 33.3 22.2 14.3 25.0 16.7 25.0 30.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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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과정 시기별 지리영역 단원 구성 

시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차

二. 우리 고장의 자연 환경 

七. 도시와 시골 생활 

八. 우리 나라 북부 지방의 생활 

九. 우리 나라 남부 지방의 생활 

一○. 우리 나라 산간 지방의 생활

一一. 우리 나라 평야 지방의 생활 

五. 우리 나라의 자연 환경 

八. 우리가 사는 지구란 어떠한 것인가? 
一○. 세계의 여러 나라 六. 국제 연합 

2차
1. 고장의 자연 환경 

4. 여러 고장의 생활 

1. 우리 나라의 자연 환경 

2. 산림 녹화 

4. 우리 나라 여러 지방의 생활 

2. 자원의 이용 

3. 기계 발달과 산업

5. 교통과 상업 

6. 우리 나라 산업의 발달 

3.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4. 한국과 국제 연합 

3차

1. 자연의 이용과 의 ‧ 식 ‧ 주

2. 여러 고장의 생활

3. 세계 여러 곳 사람들의 생활

1. 우리가 사는 시 ‧ 도

2. 우리 나라 각 지방의 생활

3. 국토 환경과 국민 생상

4. 국토의 보전과 개발

5. 우리가 사는 세계  3. 세계 안의 대한 민국

4차

가) 자연의 이용과 우리 생활 

나) 여러 고장의 생활

다) 우리와 자연 환경이 서로 다른 

고장 사람들의 생활  

가) 시ㆍ도 및 지역의 생활 

나) 우리 나라의 자연과 생활 

다) 지역 개발과 국토의 활용 

다) 우리가 사는 세계 

마) 우리 나라 산업의 발달

다) 세계와 우리 나라 

5차

가) 우리들의 생활과 자연

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고장
가) 우리 시ㆍ도의 생활

나) 우리 나라 각 지방의 생활

다) 우리 나라의 산업 발전

라) 국토와 자원의 활용
다) 세계와 우리 나라

6차 (1) 우리 고장의 모습 (3) 여러 지역의 생활 (2) 살기 좋은 우리 국토 
(4) 가까워지는 세계와 우리 

나라 

7차
(1) 고장의 모습과 생활 

(2) 고장 생활의 중심지 
(1)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 

(1) 우리 국토의 모습 

(2) 여러 지역의 생활 
(4) 함께 살아가는 세계 

2007 ⑴ 우리가 살아가는 곳

⑴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

⑶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⑸ 여러 지역의 생활

⑴ 아름다운 우리 국토

⑶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⑸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⑹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2009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3) 사람들이 모이는 곳

(5) 우리 지역, 다른 지역

(6)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7)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1) 살기 좋은 우리 국토

(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5)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

(7)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8)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2015

<우리 고장의 모습>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지역의 위치와 특성>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국토의 위치와 영역>

<국토의 자연환경>

<국토의 인문환경>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속가능한 지구촌>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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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분리된 국제사회의 상황에서 

‘일제의 잔재를 버리고 전통 문화를 계승하며, 발전에의 

의지를 갖게 하며, 이에 따라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국민을 형성’하는 데 사회생활과의 목표를 

설정한 것을 토대로 볼 때, 당시 사회에서 독립적인 민

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 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

육과정의 사회생활과 단원에 ‘六. 국제 연합’ 단원을 포

함한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4학년과 5~6

학년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 및 ‘세계 여러 나라’ 단원을 

포함하였다(표 2). 

3차 교육과정은 1973년에 공포되었고, 당시 산업화, 

세계화 현상이 촉발된 사회적 상황, 학문중심 교육과정

의 도입 등의 상황적 특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특히, 

3학년에 ‘세계 여러 곳 사람들의 생활’ 단원이 포함된 것

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2009개정교육과정기와 2015

개정교육과정기에는 이전에 비해 점차적으로 세계지

리 단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7차 교

육과정기에서는 16.67%,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25.0%,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30.0%,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42.86%로 증가하였다.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2개 단

원,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3개 단원, 2015개정교육과

정에서는 6개 단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지리

영역 단원 수 증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회변

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여러지역의 자연과 문화’,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단원으로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제시

했던 ‘세계에 대한 학습’과 ‘세계와 우리나라의 관련성’ 

면에 대한 단원이 다시 부활하여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점은 이전에는 세계와 우리나라의 관계

를 세계의 여러 나라 및 지역과 우리나라와의 교류적 

관계에 초점을 둔 단원 내용이었다면, 2007개정교육과

정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난 세계화와 정보화 안

에서 우리 삶과의 관계 및 관련 문제 해결방안 탐색과 

적극적 참여에 대한 내용이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는 세계에 대한 학습을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 그리고 ‘정보화, 세

계화 속의 우리’로 분리되어 단원으로 설정되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속가능한 지구

촌’ 등의 6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5개정교육과정에

는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을 지구촌의 평화와 연결하고 

그 이외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속가능한 지구촌’ 등

이 새로운 단원내용으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지

리영역에서 세계에 대한 학습의 양적 증가가 크게 나타

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이

슈,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 등의 필요성 증가와 관

련성을 지닌다 하겠다.

한편, 5~7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지리 단원이 1단원

으로 감소하였다. 5차에서는 ‘세계와 우리나라’, 6차에서

는 ‘가까워지는 세계와 우리나라’, 7차에서는 ‘함께 살아

가는 세계’ 단원으로 세계에 대한 학습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을 합쳐서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전

체적인 지리단원 수 감소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

인다. 5차에서 7차 기간인 1980년대에서 2000년까지는 

당시 세계화의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도 당시 통합교과와 

지역화 교육과정 등의 교육과정에서의 변화로 인해 세계

에 대한 교육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세계지리 내용 변화

(1) 세계의 자연지리 내용 

전체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세계의 자연지리 단원

의 내용은 지구의 생성과 형상, 세계의 주요 대륙과 지

역, 세계의 지형, 세계의 기후, 지구상의 동식물, 세계의 

주요 국가별 자연환경, 그리고 세계지도 읽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관련하여 각 단원별 내용 구성 및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교육과

정기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가장 폭넓은 범위에 걸친 세

계 자연환경 내용의 구성을 보였다. 먼저, 학습 단계 학

년별로 보면, 4학년에서 지구의 생성, 지구본과 세계지

도 읽기, 세계의 대륙과 대양, 세계 지형, 세계 기후, 세

계의 동식물 내용을 5학년에서는 육지와 바다의 분포 

및 6 대륙의 넓이와 3대양의 넓이, 주요 산과 강, 주요 

나라들의 위치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학습 범위를 보면, 국가별 자연환경 내용 구성이 아니라 

지구의 지표면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 자연환경을 살펴

보는 방식을 취했다. 1차 교육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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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환경 내용 구성은 초등학교 4~5학년에서 다루었

다는 점, 지구 생성 및 형상에서부터 세계의 동식물, 그

리고 세계의 지형, 기후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자연환경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 세계의 자연환경을 국

가별로 한정하지 않고 지구 전체 차원에서 다뤘다는 점 

등은 이후 교육과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둘째, 세계 자연환경 내용 구성의 시기별 변화를 보

면, 1차 이후 전반적으로 내용의 변화가 이뤄져왔고, 다

만 3차 교육과정에서 1차에서와 같은 다양한 내용의 자

연지리 내용 구성이 있었다. 4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지

구의 생성과 관련된 학습내용이 사라졌고, 6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지구적 차원의 세계 지형 및 기후 단원이 사

라졌고, 국가 단위에서 지형과 기후를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다만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세계 기후 단

원이 부활한 상태이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의 자연환경 단원을 찾아볼 수 없다. 세계의 자연환경 

내용의 범주 면에서 볼 때, 1차 교육과정 이후 현재에 이

르면서 내용의 범주는 세계의 대륙/대양 살펴보기, 국가 

단위에서 세계의 주요 지형 살펴보기로 변화되었다.

셋째, 세계 자연환경을 학습하게 되는 학년 단계를 

보면,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3차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과 6

학년으로 올라갔고,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5~6

학년군 (7)단원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학

년 2학기에 학습하는 단원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세

계 자연환경 학습은 최근에 오면서 3~4학년 단계에서 

표 3. 교육과정 시기별 세계의 자연환경 내용 구성 

시기 학년 

자연환경 세부 내용

지구생성/형상 지도읽기 대륙/대양 세계 지형 세계 기후
세계의 

동･식물 
주요 국가 별 자연환경 

1차

4 지구 생성 지도 읽기
산맥, 평야, 

해안
지구 위 기후

지구 위 

동식물

5
육지와 바다

6대륙의 넓이
유명한 산과 강

2차 6 주요 국가의 자연환경

3차

3

열대지방

사막과 초원

한대지방

5 지구 형상
지구본과 

세계지도

세계

대륙
대륙별 자연환경 

4차 5
지구본과 

세계지도
세계 지형 세계 기후

5차 6
지구본과 

세계지도
세계 자연환경 세계 자연환경 

6차 6
지구본을 통해 

본 세계 모습

7차

2007개정 6
세계지도 및 

지구본 기능활용

세계 각 지역 

위치

선정된 지역의 자연적 

특성

2009개정 5~6
지도 및 

지구본 활용

여러 나라의 위치, 영역, 

크기 모양 

2015개정 5~6
세계지도, 

지구본 활용

대륙, 대양의 

위치, 범위
세계의 주요 기후

관계깊은 나라, 이웃나라, 

의식주에 특색있는 

나라 의 자연환경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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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 단계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2) 세계의 지역지리 내용 변화

세계 지역지리 내용은 세계 주요 지역 및 국가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한다. 시기별로 변화상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표 4). 먼저 교육과정 시기별 지역구분 방식 및 

지역 내용 구성 면을 살펴보았다. 1차 시기에는 이웃나

라, 민주진영 국가, 공산진영 국가로 구분하여 살림살이

(생활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자

연환경과 별개로 살림살이 부분에 초점을 둔 내용구성

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2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세계 주

요 국가를 선정하고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발달, 우리나

라와의 상호 의존 관계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정치적 

사상을 넘어서서 주요 국가를 선정하고 자연환경과 생

활모습을 연계하여 내용을 구성했다는 면에서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3차교육과정 시기는 가장 풍요로운 세

계지역 내용 구성을 보였다. 3학년과 6학년의 2개 학년

에서 세계 지역 내용을 구성하였고, 세계 지역 구분 방

식도 기후환경과 관련한 지역 구분 그리고 대륙별 지역 

구분의 새로운 구분 방식을 적용하였다. 전 세계 지역을 

표 4. 교육과정 시기별 세계 지역지리 내용 구성 

시기 학년 지역지리 내용

1 5

▪ 세계의 여러 나라 

 - 이웃나라/ 민주진영 국가/ 공산진영 국가의 살림살이 

 -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 

2 6

▪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 세계 주요 국가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발달, 

 - 우리나라와의 상호의존관계

3

3
▪ 세계 여러 곳 사람들의 생활

 - 열대지방/ 사막과 풀밭/한대지방 의 자연환경과 생활특색 

6
▪ 세계 안의 대한 민국

- 아시아/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남북아메리카/대양주와 양극지방 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4 6

▪ 세계와 우리 나라 

- 세계 여러 나라(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 우리나라와 친근한 나라, 공산주의 나라, 이민을 받는 나라)의 생활 특색/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이용(자연을 개조하여 잘 사는 나라, 자연을 이용하여 잘 사는 나라, 자원이 풍부하여 잘 

사는 나라, 세계의 관심을 끄는 지역) , 우리나라와의 관계 

5 6
▪ 세계와 우리 나라 

-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서부유럽/ 미국/ 소련의 역사, 생활특색, 자연 모습, 우리나라와의 관계 

6 6
▪ 가까워지는 세계와 우리 나라

- 역사적으로 관계 깊은 나라/ 교류가 많은 나라의 특색과 교류 관계  

7 6
▪ 함께 살아가는 세계 

-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현황 파악

2007 6
▪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 우리나라와 관계깊은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관계

2009 5~6

▪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

 - 우리 이웃 나라들의 환경과 생활모습, 우리나라와 관계

▪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 우리나라와 관계

2015 5~6

▪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 세계 주요 기후 지역을 바탕으로 기후환경과 인간 생활 간의 관계 

▪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 우리 이웃 나라들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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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한 내용 구성이었다. 4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이전의 지역 구분 방식과 다른 독특한 방식의 지역 구

분을 하였다. 우리와 이웃한 나라, 친근한 나라, 공산주

의 나라, 이민 받는 나라 그리고 자연을 개조한 나라, 자

연을 이용한 나라, 자원이 풍부한 나라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성과 자연의 이용 방식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

고 지역 주요 국가를 선정하였다. 5차 시기에는 우리나

라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를 선정하고 일부 

문화권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국가들로는 미국, 중

국, 일본, 러시아 였고 문화권으로는 동남아시아, 서남아

시아, 서부유럽에 한정하였다. 동부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내용은 없다. 6차 시기

에는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나라, 교류가 많은 나라에 

한정한 내용 구성이었다. 7차 시기에는 우리와 관계 깊

은 나라에 한정하여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관계, 무역 

및 자원 관계, 교포 이주와의 관계 등 관계 중심의 내용 

구성을 보였다. 이는 6차에서 제시했던 우리나라와의 관

계성 중심의 세계 지역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2007개

정 시기에도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에 한정하였다. 

7차 교육과정 시기에서처럼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을 토

대로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세부 내

용구성에서는 자연적, 인문적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와

의 지리적 관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적, 인문

적 특성 내용이 더 추가되었다. 그런 면에서 7차 교육과

정 시기에 비해서는 세계 지역지리 내용의 범주가 더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9개정 시기에는 우리 이웃 

나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 학습으

로 학습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구체

적으로 환경과 생활모습, 우리나라와의 협력사례 및 관

계성에 대한 학습으로 구체화하고 확장하였다. 2015개

정교육과정에서는 기후지역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과 인

간 생활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와 이

웃 나라들로 세계 지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이전 교육과정

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위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세계 지

역지리 학습에 포함된 세계 지역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

부터 현재에 오면서 우리나라와 관계성이 큰 지역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포함되는 지역도 줄어들고 있다. 1~4

차까지는 간략하나마 세계의 모든 지역을 학습의 범주 

안에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5차에서는 동부유럽,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와 캐나

다 그리고 양극지역이 제외되어 있으며, 6차 이후에는 

단위 지역 중심의 학습 내용이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 중심의 내용으로 세계 지역의 범위가 변화되었

다. 다만,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후환경을 토대로 

세계 지역 전체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세계 지

역지리의 지역 구분 방식은 초기에는 주로 정치적 요인, 

자연환경적 요인, 문화적 요인에 의해 지역 단위로 구분

하여 학습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나 최근에 오면서

는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에 기반하여 관계성이 큰 국가

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초등 지리학습에서 

세계 지역 학습은 지역 단위 학습에서 국가 단위 학습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선정의 기준은 우리나라와의 관

계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세계 지역의 

내용은 초기에는 주로 자연환경과 생활모습에 중점을 

두었지만 4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이외에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교류에 대한 내용이 추가 

구성되었다.

(3) 글로벌 시민성 및 글로벌 이슈 관련 내용 변화 

글로벌 시민성에는 국제사회의 협력적 노력, 우리의 

역할을, 글로벌 이슈에는 세계화, 지구촌 문제, 지속가능

발전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시기별 세부 내용 변화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표5). 첫째,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시기에

서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의 역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3차와 6차 교육과정

을 제외하고 모든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세계 평화 및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관련 내용

을 포함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국제연합, 국제기구, 비정

부 기구 중심의 노력 사례에서 현생 2015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의 역할까지로 

확장하였다. 이는 시민성 함양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사회과교육의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과

교육은 시민의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

양에 목적을 두고 형성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통합교과적 성격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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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국제사회 문제에 참여 주체의 다양성을 반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습자 개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4차 교육과

정에서 처음으로 국제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자세에 대한 내용에서 시작하여 7차에서는 지구

촌 문제 해결에의 노력 으로 구체화하였으며,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적극적인 참

여 방안을 탐색하는 내용으로 학습자 개인의 세계시민

성 함양과 적극적 참여로 심화 ‧확장하였다. 

셋째, 글로벌 이슈 관련 내용 구성에서, 세계화 관련

하여서는 2007개정과 2009개정에서 지구촌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지구촌 문제는 7차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2007개정에서는 지구촌 갈등과 문제, 

2015개정에서는 지구촌 환경 문제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포함

되었다. 

3. 분석 결과 및 논의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에 이

르기까지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 한정하여 그리고 전체 

지리단원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지리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지리 내용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

은 결과와 논의사항을 이끌어 내었다. 

첫째, 전체 지리영역에서 세계지리 단원은 2차, 5차, 

7차 교육과정에서 20%이하의 비율을 보였으나 이후 현

행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2.86%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는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지구

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에의 영향 등이 작용하였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교육과정에는 ‘지구촌의 평

화와 발전’, ‘지속가능한 지구촌’ 등의 내용이 독립적인 

단원으로 등장하면서 전체 지리 내용 중에서 세계지리 

단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세계지리 학습 

학년 단계를 보면, 과거 1차 교육과정과 3차 교육과정에

서는 3~4학년에서 시작하였지만 현행 교육과정으로 오

면서 6학년 마지막 학기 단원에 배정되어 있다. 최근 교

육과정으로 오면서 세계에 대한 학습이 고학년으로 올

라가는 것은 학습자 중심 교육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으면서 학습자의 직접적 생활 경험 범위 안에서

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간접적 경험의 범위로 확장

해 가는 방식의 환경확대적 구성 원리에 기반한 것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의 사회

현상을 글로벌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글로컬 사회에

서 세계지리 내용을 고장, 지역, 우리나라 학습이 끝난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필

요해 보인다. 

둘째, 세계 자연지리 내용은 현행 교육과정으로 오면

서 자연지리 내용의 다양성 면에서 변화어 왔다. 세계의 

지형 내용 구성 중심에서 주요 국가별 지형 학습으로 

변화되었다. 세계의 자연환경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단

원이 사라지고 세계 여러 나라 학습에서 병행하는 수준

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15개정교육과정에

서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단원이 생성되어 독립

적으로 지구 수준에서 주요 대륙, 대양, 국가들의 분포

를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초기 1차 교육과정에서 3

차 교육과정기에는 지구의 생성과 형성, 세계 대륙의 넓

이, 세계의 주요 산과 강 등이 독립적인 단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지구 수준에서 자연환경 내용을 구성했던 것

에 비하면 세계의 자연지리 내용의 다양성과 적용 범위

에서 변화가 있었다. 

2015개정교육과정의 초등 지리영역의 교육 목표로 제

시된 ‘나. 지표 공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이

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지리 문제와 쟁점에 관심

을 갖는다.’(교육부, 2015)을 고려해 보면, 지표상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서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과

의 관계 파악 학습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

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지리 문제와 쟁점은 

자연환경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와 쟁점은 지리적 환경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지리학습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선행 학습의 부족이 인문

환경 및 글로벌 이슈 관련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세계 지역지리 내용은 지역 구분 방식에서 그

리고 포함된 세계 지역의 범위 면에서 살펴보았다. 지역 

구분 방식에서는 초기에는 대륙, 기후환경, 우리나라와

의 관계, 문화에 기반해서 세계를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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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용을 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기후환경을 중심으로 

세계 지역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기

반하여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의 국가 단위를 중심

으로 주요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 세계 지역 학습에 포함되는 범위 면에서 보면, 교육

과정 초기에서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체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1차 교육과정에서 2009개

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세계를 지역 단위 또는 국

가를 단위로 하여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중심의 내용 구

성이었지만,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가까

운 나라들의 국가 단위의 세계 지역지리 내용을 구성하

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중심의 내용 구성

을 통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 학습 뿐 아니라 특히 우

리나라와의 관계성에 대한 학습을 수반하면서 글로벌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겠다.

넷째, 글로벌 시민성 및 글로벌 이슈 관련 내용은 1

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에 이르는 과정

에서 관련 내용의 다양성 확대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먼

저, 글로벌 시민성 관련 내용의 경우, 1차 교육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

력과 우리의 자세’에 대한 내용 구성이 중심이었으나 7

차 교육과정에서 부터는 ‘지구촌 문제와 해결을 위한 국

제기구의 노력’이 등장하였고 이후 현행 교육과정에서

는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위한 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

정부기구 차원에서의 활동 사례에 이르기까지 내용의 

다양성과 범주의 확대가 있었다. 세계 평화, 지구촌 문

제 및 해결, 세계화와 정보화, 지속가능발전 과제, 지구

촌 평화를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의 다양화

와 증가가 있었다.

글로벌 이슈 관련 내용의 경우, 지구촌 문제에서 세

계화의 영향과 지구촌 갈등, 현행교육과정에서는 지구

촌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한 과제에 이르

기까지 내용의 다양성과 범주의 확대가 있었다. 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

속가능한 지구촌> 의 독립적 단원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시민성 및 글로벌 이슈 관련 내용의 상대적 비중과 내

용의 다양성 및 범주의 확대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보이며, 시민

성 함양에 초점을 둔 사회과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연결

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 세계 자연

지리 및 지역지리 단원의 변화와는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특히 초등학교 지리영역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하겠다. 학생들에

게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더 깊은 수준의 

이해를 발달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지리 학습은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 자연과 인문 환

경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지리 지식은 국가와 세계의 문제 해

결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것, 지리 기능은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미래 시민이 되도록 훈련시켜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게 지원한

다는 것, 이를 위해 지리학습은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기

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입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

(Graves(이희연 역), 1984, 116)을 분명하게 뒷받침 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지리영

역에서 지리학의 내용지식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뤄

졌을 때, 이후 지리학습을 수행하는 데 여러 면에서 기

초지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20세기 이후 사회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변화과

정에서 세계지리 교육의 내용은 세계에 대한 지리적 지

식과 기능 내용 중심에서 글로벌시민성 및 글로벌 이슈 

내용이 확장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이는 세계의 자연지

리 단원과 지역지리 단원의 변화와 관련성을 지닌다. 자

연지리와 지역지리 내용과는 달리, 글로벌 시민성 및 글

로벌 이슈 내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

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지리교육 내용에서 세계화 그리고 글로

벌 상호연관성, 글로벌 이슈 등의 증가와 사회과 통합 

강화에 따른 시민성 함양 목표의 강조는 글로벌 책무성 

함양, 그리고 관련한 기능 및 태도 함양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리적 지식 및 지리적 기능 습득보다

는 개인의 도덕적, 심리적 가치와 태도 함양으로 초점이 

이동되었고, 결과적으로 세계지리 내용은 자연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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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리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글로벌 시민성 및 글로

벌 이슈 내용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이 학습자의 사회생활능력을 키

워주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면에서 지리교육의 긍정성을 찾아볼 수 있으나 

다음 면에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지리교육에서 자연지리 교육의 약화는 자연

스러운 현상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모든 학문을 구성하

는 핵심 개념과 지식이 있듯이 지리학에도 기본 개념이 

있다. Pattison(1964)은 지리학의 4개 전통으로 지구, 지

역, 공간, 인간과 환경 간 관계를 제시하였고, Pattison 이

후 지리의 기본개념 논의는 Pattison이 제시한 4개의 전

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연환경, 인간과 환경과

의 관계는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

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초등 지리 교육에 핵심 개

념으로 제시된 지형환경, 기후환경, 문화의 공간적 다양

성 등에 대한 학습은 긴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글로벌 시민성 및 글로벌 이슈에서 지리적 속

성을 찾을 수 있는가이다. Marsden(1997: 245)은 사회적 

원인들에 대한 강조가 ‘지리교육의 밖으로 ‘지리’를 꺼내

오는 것’이 되고, 지리교육과정의 정치화를 야기하였고, 

정치적, 도덕적 원인들을 교육과정으로 도입한 결과는 

‘진정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설득과 주입을 야기하는 것’

이 되었다고 하였다. 글로벌 이슈가 발생한 지리적 환경

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간답게 하는 방향의 통찰력

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지리교육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과제에의 접근이고 그러한 통찰력이 글로벌 시민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글로벌 시민성에서 환경에의 책임성, 

문화다양성 존중, 공감, 사회정의 등의 윤리에 입각한 

도덕적 사고를 요구하는 방식의 내용구성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초등학교 세계지리 단원에서 자연지리 

내용과 지역지리 내용의 변화와 더불어 글로벌 시민성과 

글로벌 이슈 내용의 변화의 바람직성에 대한 것이다. 지

리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

하는 사회적 산물이다(류재명, 1992, 148). 이는 변화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해서 적정 방향을 찾아

가야 함을 포함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세계화에 따른 

지리교육 내용 구성의 적정성을 성찰해 볼 필요성에서 

실행되었다. 향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지리적 

적실성을 지닌 초등 세계지리 내용 구성 방안에 대해 더 

적극적인 연구자들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구

체적인 방안을 구안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주

1) 교수요목기의 지리영역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학

년에서는 (一) 우리 지방 , (二) 각 지역(地域)의 생활 양식의 다름

(세계의 각 지역), (三) 사람의 자연에 대한 적응(適應)을, 4학년

에서는 (一) 우리 나라의 지도 공부, (二) 우리 나라 생활의 자연 

환경, (三) 우리 나라의 자원과 산업, (四) 우리 나라의 교통, (五) 

우리 나라의 도시와 촌락을, 5학년에서는 (一) 지구 이야기, (四) 

아시아와 그 주민, (五) 유우롭과 그 주민, (六) 아프리까와 그 주

민, (七) 남북 아메리까와 그 주민, (八) 대양주와 그 주민, (九) 우

리 나라와 세계를 학습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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