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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초반에 일어난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황색 상황)을 Story Maps를 활용한 내러티브-공간적 재현

을 사례로, 지리-역사 통합 교수-학습 모형 개발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다. 프랑스 공방전은 독일의 지정학적･역사지

리학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황색 상황의 과정은 지리적 요인과 맥락이 역사적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잘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의 하나인 Story Maps를 활용한, 프랑스 공방전의 지리적･역사적 내용에 토대

한 통합 교수-학습 모형 개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프랑스 공방전의 역사적 

흐름과 과정을 지리적으로 재현하는 시공간 통합 수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지리와 역사의 통합에 기초한 시공간 통합 수업의 방법과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제시하리라고 기대된다.

주요어: 교과 간 통합,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 지리공간적 내러티브, 지리, 역사, 프랑스 공방전, 황색 상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geography- 

history integrated teaching-learning model with the narrative-based geospatial representation of the Battle of France 

(Fall Gelb) using Story Maps. The context and process of the Battle of France are closely related to the geohistorical 

and geopolitical contexts of Germany, and the process of the Fall Gelb effectively shows how geographical factors 

and contexts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even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n 

integrated teaching and learning model based on th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content of the Battle of France using 

Story Maps, a narrative-based geospatial technology applic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discussions on the 

concrete direction and method of geography-history integrated teaching using narrative-based geospatial techno-

logies. Therefore, this study probably provides meaningful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and practice of geography- 

history integrated teaching. 

Key words: intersubject integration, narrative-based geospatial technologies, geospatial narrative, geography, 

history, Battle of France, Fall G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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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의 교육계와 학계에서 ‘융합’과 ‘통섭’은 이미 

주된 담론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과학 기술의 발전

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급변

하는 지식과 학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 연구와 

학제간 통섭 및 융합적 인재의 육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정구환, 2018; Baerwald, 2010; Nothhaft, 

2016).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융합적 사고, 통합적 사고를 

길러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 간 통합 

교육의 중요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김인, 2019). 오늘

날 교육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

인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ematics) 교육은, 이 같은 통

합 교육이 교육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주된 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에 해

당한다(김민성, 2019; 김수연, 2016; Harris and de Bruin, 

2017). 지리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지리교

육 분야에서는 공간적 사고, 인간-환경 상호작용, 공간

정보기술 등과 같은 지리 교과의 내용 요소나 역량 등

을 유관 교과와 통합 및 융합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일례로 김민성(2019)은 지오히스토그램

(GeoHistogram), Google Earth 등을 활용하여 공간적 관

점에서 조선시대사를 지도할 수 있는 통합 수업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Egiebor and Foster(2019) 또한 내러티

브 기반 공간정보기술(narrative-based geospatial 

technology) 어플리케이션인 ESRI Story Maps를 활용하

여 미국사를 주제로 하는 시공간 통합 수업 모형을 제

안하였다. 공간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공간적 사고의 

제고와 관계된 교과라는 점에서, 지리와 수학의 통합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Chionh and Fraser, 2009; 

Dorn et al., 2005).

상기한 교과 간 통합 교육의 중요성은, 통합 교육 방

법 및 모형 개발의 필요성 또한 시사한다. 단순히 여러 

교과를 한꺼번에 가르친다고 해서 통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효과적인 통합교육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과의 고유한 지식, 구조, 

논리 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적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강창숙, 2011; 김민성, 2019; 김인, 2019). 예컨

대 김인(2019)은 효과적인 교과 간 융합 및 통합은 여러 

교과를 임의적으로 합쳐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

지기 어려우며, 학습자가 여러 교과의 지식과 관점을 

관점들을 자신의 안목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때 비로소 실천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강창숙

(2011) 또한 사회과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사

들의 사회과를 구성하는 각 교과 고유의 지식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지

리교육 분야에서 통합 교육을 접근할 때에는, 지리 교

과를 비롯한 교과의 내용 지식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 같은 지식과 특성이 적절하게 통합

되도록 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이나 모형을 개발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 어플리케이

션인 Story Maps를 활용하여, 지리-역사 통합 교수-학습 

모형의 사례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전개는 시대적 흐름과 맥락뿐만 아니라 공간적 

맥락에도 중요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리학과 역사학

은 고대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정인철, 

2018). 세계 각국에서 지리 교과와 역사 교과를 통합하

여 교수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는 사실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이동민, 2017; Faas, 2011). 이

는 지리-역사의 통합을 통한 시공간 통합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잘 보여 준다. 그리고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

술은 역사적 사건의 전개라는 내러티브를 공간적으로 

재현하는데 특화되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리-역사 통

합 교수-학습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간과하기 어려운 가

능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Coleman, 2015; Egiebor and 

Foster, 2019). 상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Story Maps를 기반으로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일어

난 프랑스 공방전의 전개 및 과정의 공간적 재현에 토

대한 지리-역사 통합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

구 결과는 지리교육 분야에서 통합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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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과 교과 간 통합

1. 역사적 사건의 공간적 재현과 통합: 전쟁사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진행 과정은 지리적 맥락과 밀

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영토의 확보, 이주, 국가나 민족 

집단 등의 영역 문제와 지정학적 관계 등은, 역사의 전

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동시에 기본적으

로 지리적인 속성에 토대하기 때문이다(김진준 역, 2012; 

송언근, 2016). 이 때문에 고대로부터 역사 연구는 지리

학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져 왔다. 일례로 헤로

도토스1)는 페르시아 전쟁사의 집필을 위해 역사적 사실

의 기술･기록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쟁의 공간적･장소

적･환경적 배경에 대한 지리적 정보에도 주목했으며, 이

로 인해 그는 오늘날 지리학의 시조로 평가받고 있다(정

인철, 2018). 대륙의 축 방향, 기후 변화 등과 같은 지리

적 환경을 중심으로 문명사를 접근한 Huntington(2012), 

Diamond(김진준 역, 2012) 등의 연구 또한 이 같은 견지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학 연구는 지질학, 생물학, 인구학, 정치학, 경제

학 등과 더불어 근대 지리학, 특히 인문지리학이 성립되

는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지리

학사의 발전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Dikshit, 2018; 

Kreutzmann, 2004; Matthews and Herbert, 2008). 앞서 언

급한 Huntington(2012)의 연구는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

당한다(Kreutzmann, 2004). 아울러 19세기 중-후반 유럽

에서 근대 국민국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독

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유럽 강대국들은 국가 및 국

민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리교육과 역사교육을 동시

에 강조했고, 그 영향은 오늘날에도 여러 국가에서 지리-

역사교육 및 사회과교육이라는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동민, 2017; Faas, 2011; Samuel and Hinton, 2013).

지리학과 역사학의 연관성은 오늘날에도 지리학계와 

역사학계 양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Paasi(1996, 1999)와 Scott(2013)은 러시아-핀란드 접경지

대에 위치한 카렐리야(Карелия, Karelia)2)의 영토 변천을 

중심으로, 카렐리야라는 지역과 카렐리야 주민들의 복합

적인 정체성을 지리적･역사적인 견지에서 논의한 바 있

다. 그리고 식량과 금속 자원, 전염병의 지리적 분포 및 

전파 패턴이 문명 발전 속도와 방향의 불균등을 초래하

여 인류 문명사의 전개는 물론 오늘날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Diamond(김진준 역, 2012)

의 저서 �총, 균, 쇠�의 논의는, 오늘날 지리학과 역사학

을 비롯한 인문사회학 전반에서 주목받아 오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리-역사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방향을 보

여주는 근거 및 사례로도 인용되고 있다(김서라, 2016; 

김민성, 2019; McNeil, 2001).

상술한 내용은 공간과 시간, 즉 지리-역사의 통합 교

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지리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따

라서 지리와 역사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교과로 접근

하기보다는 상호연결되며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

은 교과로 접근할 필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송언근(2016)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해전사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료는 물론 주요 

해전들이 일어난 장소의 지리적 맥락 역시 이해될 필요

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순신 장군 해전의 지리

적･공간적 재현을 통한 지리-역사 통합 수업 방안을 모

색한 바 있다. 그리고 Egiebor and Foster(2019)는 1830-50

년대에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으로 인해 미

국 남동부에서 일어난 원주민 강제이주를 일컫는 ‘눈물

의 길(Trail of Tears)’을 시공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하여, 원주민의 강제 이주가 이루어진 과정을 공간적으

로 재현함으로써 눈물의 길에 대한 심층적･맥락적 이해 

제고에 초점을 맞춘 사회과 수업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전쟁사는 역사의 제 분야 중에서도 특히 지리와 접점

이 크다.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가 지리적인 속성을 다분

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목

적의 달성을 위한 조직적인 무력 투사 및 충돌 행위로 

정의되는데(Dimitriu, 2020), 이 같은 논의를 잘 살펴보면 

전쟁은 ‘정치의 연장’을 넘어 지리적･지정학적 측면과 밀

접하게 관계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전쟁의 원인

을 제공하는 ‘정치적 목적’은, 영토 문제나 민족 집단의 

영역성 등과 같은 지정학적 동기 또는 목적과도 직결되

기 때문이다(유병진 역, 2018; 황성한･김만규, 2015). 전

쟁의 과정 및 전략･전술의 구상과 실천 또한 지리적 요

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쟁의 승패는 적국의 수도나 

군사적 요지, 산업이나 경제의 중심지, 전선 등의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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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악･유지와 직결되어 있으며, 전투는 그 자체가 목

적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전장 공간의 지배를 위한 활동

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태평양 전쟁 초기였던 산호

해 해전(Battle of the Coral Sea, 1942년 5월 4일-8일)에서 

미 해군은 일본 해군보다도 더 큰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

만 일본 해군의 목표였던 포트모르즈비 점령을 좌절시켰

고, 때문에 오늘날 군사학자들은 산호해 해전을 미 해군

의 패전이 아니라 태평양 초기 일본군의 급격한 세력 확

장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중요한 전투로 평가한다(홍희범 

역, 2016; Stanley, 2008). 지형, 기후, 교통 등의 지리적 요

인은 작전의 수립 용병술, 지휘･통솔, 야전 축성 등의 실

제 전투 행위와도 직결된다(황성한･김만규, 2015). 때문

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작전에서는 지형 정찰 및 

지도의 활용이 중시되었다. 오늘날의 군사교육에서도 독

도법(讀圖法)은 특히 장교 교육의 중요한 소양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3),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인공위성, 무인기 등

의 위치 및 공간정보 획득 수단이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에 토대한 합

동지휘통제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Joos, 

2011; Kiland and Gray, 2016; Smith, 1992). 때문에 군사

지리학은 군사학의 주요 분야로, 군사학 연구 및 군사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황성한･김만규, 2015). 

이러한 점에서 전쟁사 연구는 역사적 관점은 물론, 

지리적 관점에서도 접근될 필요가 크다. 실제로도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사의 기술과 연구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지리학과도 깊은 관련성을 맺어 왔다. 서구 역사

학계에서 역사학의 시조로 평가받는 헤로도토스의 �역

사�가 페르시아 전쟁사를 역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지리

적 관점까지 아울러 서술함으로써 지리학의 시조로도 

평가받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정인철, 2018). Keegan(유병진 역, 2018) 또한 극지방, 고

산 지역 등 극단적인 기후나 지형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는 본격적인 전투나 군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역사적인 해전은 대부분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고 통신 

수단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연근해 해역에서 이루어

져 왔으며 육지와 멀리 떨어진 대양에서의 해전은 교통

과 통신이 발달한 제2차 세계대전 시기(미드웨이 해전)

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전쟁사 이해에서 지리적 환경과 요인에 주

목할 필요가 있음을 논한 바 있다. 아울러 Harrison and 

Passmore(2020)는 프랑스-벨기에 접경지대에 위치한 삼

림이 우거진 고원 지대인 아르덴(Ardennes)이 1940년 나

치 독일군의 프랑스 침공(나치 독일군의 승리)4) 및 1944

년의 아르덴 공세(나치 독일군의 패배)5)의 배경이었음에 

착안하여, 전쟁이 일어난 장소를 단순한 배경을 넘어 전

략･전술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상호작용하는 

장소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종합하면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전개, 과정은 지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전쟁사는 특히 지리적 요인

과의 관련성이 크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공간적 재현 

및 지리-역사의 통합은 지리적 이해는 물론, 역사적 이

해에 있어서도 중요성이 크다. 그리고 전쟁은 지리적 속

성이 강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전쟁사는 역사의 여러 분

야 중에서도 특히 지리적 접근, 지리와의 통합적 접근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황성한･김만규, 2015; 

Harrison and Passmore, 2020). 

2.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이 가진 교육적 의의와 

지리-역사교육의 통합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narrative-based geospatial 

technologies)이란 문자 그대로 내러티브를 지리공간적으

로 재현하는데 특화된 공간정보기술을 의미하며, 대표

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Google Tour Builder, Mapstory, 

Story Maps 등이 있다(Coleman, 2015; Kerski, 2015). 

Google Earth, ArcGIS 등과 같은 일반적인 공간정보기

술 어플리케이션이 공간정보의 지리공간적 재현과 분석

에 초점을 맞춘 반면,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은 내

러티브 형태의 정보를 지리공간적으로 재현하는데 특화

되었다는 특성을 가진다(Kerski, 2015). 개인의 일상생활

과 추억, 여행, 답사, 문학 작품의 내러티브, 역사적 사건 

등과 같은 내러티브적 속성이 강한 정보나 내용을 공간

적으로 재현하는데 특히 적합성이 높은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은, 오늘날 지리학 및 지리교육 분야에서

도 주목받고 있다(Egiebor and Foster, 2019; Kerski, 2015). 

그리고 Story Maps는 ESRI가 ArcGIS Online을 바탕으

로 개발한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 어플리케이션으

로, ArcMap이나 ArcGIS로 제작한 지도 레이어 및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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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의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으면서

도 사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오늘날 여러 내러

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Kerski, 2015).

Story Maps는 공간정보기술 상에 다양한 내러티브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역사교육의 통합을 비롯

한 통합 지리교육의 실천을 가능케 할 플랫폼으로서의 가

능성 또한 가진다. Story Maps는 다양한 공간적 현상이나 

주제를 지리공간적으로 재현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내러

티브와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Story Maps는 지리-역사 통합에 기반을 둔 시공간 통합 수

업 모형의 구성에 있어 Google Earth 등 다른 공간정보기

술에 비해서도 차별화되는 특장점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왜냐 하면 역사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 사건의 

형성과 변천을 다룬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적 성격을 강하

게 갖기 때문이다(Hansen, 2012; Munslow, 2019). 때문에 

내러티브는 역사 기술이나 연구는 물론, 역사교육의 측면

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역사교육 연구자들은 내러티브가 

가진, 역사적 사건과 사실 및 개념을 역사적 흐름과 과정,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게끔 지도하고 교수할 수 있

는 가능성에 주목해 오고 있다(이해영, 2018; 최호근, 2013; 

Epstein, 2016). 이러한 논의는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

술이 시공간 통합 수업에 특히 적합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고도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Story Maps는 상기한 바와 같

이 ArcGIS Online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면

서도 비교적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러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가

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닌다. 이러한 점에

서 Story Maps는 지리와 역사의 통합에 기반을 둔 시공간 

통합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데 차별화되는 장점과 가능성

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자들은 Story Maps를 활용한 시공

간 통합 교육의 방법 및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기해 오

고 있다(Coleman, 2015; Egiebor and Foster, 2019). 앞서 

언급한 Egiebor and Foster(2019)의 연구는, Story Maps을 

통한 시공간 통합 사회과교육의 구체적인 방법과 의미를 

살펴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Coleman(2015)은 아벨 

타스만(Abel Janszoon Tasman, 1603-1659), 제임스 쿡

(James Cook, 1728-1779) 등의 항해 경로와 과정을 Story 

Maps로 재현함으로써, 신항로의 개척이라는 역사적 사

실을 역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지리적･공간적 관점에

서도 이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역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상기한 Story Maps의 교육적 의의는, 시공간 통합을 

통한 전쟁사 교육을 위한 방안이라는 측면에서도 간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Story Maps를 활용하여 전

쟁사의 흐름이라는 내러티브를 지리공간적으로 재현함

으로써, 전쟁사를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측

면까지도 아울러 지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III. 프랑스 공방전과 황색 상황의 
지리학적･지정학적 의미

1. 독일 제국 및 나치 독일의 지정학적 여건과 슐리펜 

계획

독일 영토는 유럽 대륙에서 수리적으로 중앙에 해당

하며, 이로 인해 독일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중심부로 여

겨지기도 했다(Murphy et al., 2020). 뿐만 아니라, 독일은 

다수의 유럽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인접하며, 인접국

들 가운데 상당수는 독일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강국이었다. 실제로 독일과 서쪽으로 인접한 프랑

스, 그리고 동쪽으로 국경을 맞댄 폴란드6), 러시아는 유

럽의 전통적인 강국이었고, 독일 남쪽의 이탈리아, 발트 

해 건너편에 위치한 스웨덴7) 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자였다. 

독일의 여러 인접국들 중에서도, 서쪽의 프랑스와 동

쪽의 러시아는 특히 중대한 위협이었다. 이 두 나라는 

인구와 영토, 국력이라는 측면에서 유럽 대륙의 다른 나

라들보다도 압도적인 강대국이었다. 프랑스는 중세 시

대였던 13세기에 이미 교황권을 압도할 정도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와 왕권을 완비해 두었으며, 이후 유럽에

서 경제력과 인구, 군사력 측면에서 최상위에 속한 강대

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18세기 표트

르 대제의 서구화 개혁 이후 영토, 인구, 군사력 등이 비

약적으로 향상되어 18세기 중반 무렵에는 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1779-95년에 이루어진 폴란드 

분할을 통해서 독일(프로이센)의 인접국이 되었다. 러시

아는 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나폴레옹을 격파하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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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영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국력이 크게 신장

되었다. 독일이 이 두 강대국과 동서로 인접한다는 사실

은, 독일의 안보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30년 

전쟁 당시 재상이었던 리슐리외 공작(Cardinal-duc de 

Richelieu, 1585-1642)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을 겸

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세력인 합스부르크 제국

의 독일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막기 위해 독일의 개신교 

세력을 지원하였다(Sonnino, 2002). 뿐만 아니라, 프랑스

는 19세기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을 적극 방해했고, 독일

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프로이센-프

랑스 전쟁의 승리를 위해 동쪽의 위협 세력인 러시아와

의 동맹 체결 및 관계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Williamson, 2011).

더욱이 이 두 나라와 독일 간의 국경에는 천연 장애

물의 발달 또한 미약했다. 독일 남쪽의 이탈리아, 북쪽

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과는 각각 알프스 산맥과 발트 

해라는 장애물이 존재했지만, 프랑스와의 국경 지대에 

위치한 보주(Vosges)･쥐라(Jurat) 산맥은 알프스 산맥 등

에 비해 해발 고도가 낮고 완만한 편이다. 게다가 독일

과 폴란드, 러시아를 잇는 영역에는 광대한 유럽 대평원

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의 안보에 심히 

부정적인 여건으로 작용하였다. 만일 독일이 이 두 강대

국과 동시에 전쟁을 벌인다면, 독일군은 동서 양측으로 

분산되어 불리한 여건 속에서 전쟁을 이어가야 할 터였

다.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앞두고 러시

아와 동맹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이 같은 독

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1905년 독일 제국군 참모총장 알프레트 폰 슐리펜

(Alfred Graf von Schlieffen, 1833-1913) 원수에 의해 작성

된 독일 제국의 작전 계획이었던 슐리펜 계획(Schlieffen- 

Plan)은, 바로 이러한 독일의 지정학적 맥락에 뿌리를 두

고 있다(Groß, 2008; Williamson, 2011).8) 슐리펜 계획은 

프랑스, 러시아와의 양면전쟁이 발생할 경우, 독일 제국 

동부의 동프로이센 영토의 포기를 감수해서라도 우선 국

토의 면적이 작고 종심(縱深)9)이 얕은 프랑스 방면으로 

전력을 집중하여 프랑스의 조기 항복을 강요한 뒤 그 여

세를 몰아 국토가 광대하고 종심이 깊지만 교통과 인프

라가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러시아에 역습을 가한다는 내

용을 골자로 한다(Groß, 2008). 그리고 프랑스 침공시에

는 쥐라･보주 산맥이 위치한 독일-프랑스 국경 방면이 

아닌 중립국 네덜란드와 벨기에 방면으로 병력을 우익에 

집중시켜 진격시켜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일군의 좌익 방

면으로 프랑스군의 주력을 유인한 다음, 독일군 우익을 

프랑스군 주력의 후방으로 기동시켜 회전문의 원리에 따

라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이 마련되었다(진중근 역, 2007; 

Groß, 2008).

슐리펜 계획은 1906년 슐리펜의 후임자였던 소(小) 

몰트케(Helmuth Johannes Ludwig von Moltke, 1848-1916)10)

에 의해 독일 제국군의 정식 교리로 채택되었다. 슐리펜 

계획은 보급 문제, 제정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 등과 같

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기

도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초창기 독일 제국군 작전 계

획의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 프랑스 침공전에도 영향을 

미쳤다(진중근 역, 2007; Groß, 2008).11) 무엇보다도 슐리

펜 계획은, 프랑스와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과 인접했던 

독일의 지정학적 상황과 맥락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결과

라고도 할 수 있다.

2. 황색 상황과 낫질 작전의 지리학적･지정학적 성격

프랑스 공방전이 이루어진 1940년의 나치 독일은 동

쪽의 위협을 제거해둔 상황이었다. 나치 독일은 1939년 

3월에 영국, 프랑스의 동맹국이었던 체코슬로비키아12)를 

무혈 병합하는데 성공했고, 8월에는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9-10월에는 역시나 영국, 프

랑스의 동맹국이었던 폴란드13)를 소련과 함께 침공하여 

분할 점령하였다(홍희범 역, 2016; Prazmowska, 2004). 

이어서 1940년 5월에 노르웨이와 덴마크까지 점령함으

로써, 동유럽 및 북유럽의 지정학적 위협을 제거하고 서

부전선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성

공했다(Allcorn, 2012). 나치 독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폴

란드, 발트 3국, 러시아 등 동유럽을 점령한 다음, 그들

이 ‘열등 민족’으로 치부했던 슬라브계, 유대계 주민들을 

절멸시키고 독일인들을 이주시켜 해당 영역을 독일 민

족의 레벤스라움(Lebensraum)14)으로 삼는데 있었다(Abra-

hamsson, 2013; Giaccaria and Minca, 2016). 그리고 이미 

점령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에 이어 소련까지도 침

공하여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쪽의 영국과 프랑스

를 점령하거나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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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국과 동맹을 맺은 프랑스의 국력과 군사력

은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과는 격이 달랐다. 프랑스

군은 병력의 수, 전차와 항공기, 화포의 보유 대수는 물

론, 장병들의 교육훈련 수준 및 무기와 장비의 질적 수준

에서도 나치 독일군보다 현저한 우위에 있었다(진중근 

역, 2007).15) 프랑스는 보주･쥐라 산맥을 따라 강력한 요

새 체계인 마지노 선(Maginot Line)을 구축했으며, 이 요

새 체계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남부까지 뻗어 있었다

(Allcorn, 2012). 영국은 프랑스에 30만 명 이상의 대륙 원

정군을 파병했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역시 프랑스와 동맹

을 맺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나치 독일 해군의 수상함 

전력은 노르웨이 침공 과정에서 심한 손실을 입어 프랑

스 침공 당시에는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Mann and Jörgensen, 2016). 나치 독일로서는 동쪽의 위

협을 덜었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프랑스

군 및 연합군과의 전투를 강요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나치 독일군 수뇌부들조차 프랑스 침공의 현

실성, 나아가 히틀러의 지도력에 심한 회의를 품고 있을 

정도였다(홍희범 역, 2016; Uberschär, 1988).

나치 독일군 수뇌부는 1939년부터 육군 총참모장 프

란츠 할더(Franz Halder, 1884-1972) 대장의 주도로, 황색 

상황(Fall Gelb)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침공 작전을 계획

하였다. 이 작전의 원안은 프랑스 침공군을 A, B, C의 3

개 집단군으로 편성한 다음, C집단군을 전략예비대로 

둔 채 주공인 B집단군을 네덜란드와 벨기에 방면으로, 

조공인 A집단군을 독일-프랑스 국경 지역으로 진격시킨

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진중근 역, 2007). 사실상 슐

리펜 계획,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프랑스 침공 계획

을 답습하는 수준이었다. 프랑스-벨기에 국경선을 통한 

침공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때 독일 제국군이 시행한 

전례가 있는데다, 예상치 못한 벨기에군의 강력한 저항

으로 인해 작전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기까지 했기 때문

에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Groß, 2008; 

Uberschär, 1988). 심지어 1940년 1월에 프랑스 침공 작

전 문서가 사고로 벨기에 군경에 의해 탈취당하기까지 

하면서, 나치 독일군 수뇌부는 심한 혼란에 빠졌다(진중

근 역, 2007).

이러한 혼란상을 타개한 인물은, 나치 독일 기갑군 

건설의 주역이기도 하였던 A집단군 참모장 에리히 폰 

만슈타인(Fritz Erich Georg Eduard von Lewinski-Manstein, 

1887-1973) 중장이었다. 폰 만슈타인은 전차의 집중 운

용에 토대한 신속한 기동과 충격으로 적군의 지휘 체계

를 마비시킨 다음 분단된 적 부대를 각개격파하여 소탕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술 교리인 전격전(Blitzkrieg)16)

에 입각하여, 회전문의 원리에 기초했던 황색 상황을 역

발상으로 접근한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A집단군을 주공

으로 전환한 뒤, 조공으로 전환된 B집단군이 벨기에 방

면에서 프랑스군의 주력을 고착하는동안 A집단군으로 

하여금 아르덴을 돌파한 뒤 프랑스군 주력의 배후를 신

속하게 차단하여 B집단군과 함께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

한 뒤 섬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Harrison and 

Passmore, 2020). A집단군의 기동을 통한 프랑스군 주력

의 포위 섬멸 양상이 마치 낫으로 곡물을 수확하는 모

습을 닮았다고 하여 ‘낫질 작전(Sichelschnittplan)’17)이라

고도 불리는 이 수정안은 할더, 히틀러 등의 지지를 얻

는데 성공했고, 나치 독일군은 전격전과 낫질 작전에 입

각한 프랑스 침공을 위한 부대 편성 및 준비에 돌입했

다(진중근 역, 2007). 

아르덴을 통한 독일군의 기습은 프랑스군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1930년대에 반복

적으로 실시한 워게임(war game) 자료를 토대로 독일의 

대규모 기갑부대가 지형이 험준한 아르덴을 넘어 스당

(Sedan)을 통과하여 흐르는 뫼즈(Meuse) 강에 도달하는

데 9-10일 이상이 소요되며 따라서 프랑스군이 기존에 

수립한 방어 계획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Harrison and Passmore, 2020). 프랑스군 

수뇌부는 전차를 보병부대 지원에 적합하게끔 분산 편

제18)한 채 제1차 세계대전식 참호전 교리19)에 따라 프랑

스-벨기에 방면에 구축된 방어선 유지 및 강화에 전념했

다. 게다가 나치 독일군이 우회할 마지노 선에도 적지 

않은 병력을 배치해둔 터였다(진중근 역, 2007).

1940년 5월 10일 프랑스 침공이 개시되자, A집단군은 

기갑부대 중심으로 편성된 예하 제1기갑집단을 선봉으

로 아르덴을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한 뒤 공군의 지원 

하에 13일에 뫼즈 강 도하에 성공했고, 이튿날에는 스당

(Sedan)을 함락시켰다. 프랑스군의 예상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였다. A집단군은 이어서 제1기갑집단 예하 제

19기갑군단을 선두로 북서쪽으로 진로를 돌려, 전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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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력을 중심으로 프랑스군과 벨기에군을 계속해서 절

단･격파하면서 고속으로 진격한 끝에 17일 도버 해협의 

해안에 항구도시 칼레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 제19기

갑군단과 A집단군은 260 km가 넘는 스당-칼레 구간을 

불과 3-4일만에 돌파하는 ‘기적’을 실현한 셈이었다. 반

면 프랑스군은 스당 남서쪽 80 km 지점에 제3기갑사단, 

북서쪽으로 약 85 km 떨어진 벨기에 샤를루아(Charleroi)

에 제1기갑사단 등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대들

을 활용하여 나치 독일 A집단군의 스당 점령과 제19기

갑군단의 기동에 대응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진중근 역, 

2007; Harrison and Passmore, 2020). 이로써 B집단군에 

고착된 프랑스군과 연합군을 A집단군이 후방에서 포위

한 거대한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포위망에 갇힌 프랑스

군의 주력은 마지노 선을 비롯한 후방에 배치된 병력과

의 연계마저 끊어진 채, 지휘체계와 보급로의 마비 및 

사기의 급격한 저하 끝에 무력화되고 말았다. 프랑스 본

토의 잔존 병력을 동원한 역습 시도 역시, 막대한 전력 

손실과 지휘 체계의 붕괴 탓에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프랑스는 나치 독일이 프랑스 침공을 개시한 지 40여일

이 지난 6월 22일, 나치 독일에게 휴전 협정이라는 명목

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진중근 역, 2007; 홍희범 역, 

2016).

낫질 작전의 성공은 흔히 나치 독일군의 장차전(將次

戰)에 대한 혜안에 기초한 전격전 교리, 그리고 구시대적

인 참호전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아르덴, 스당 등

지에서 독일군의 기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프랑스군

의 무능함에 기인한다고 평가받는다(진중근 역, 2007). 

하지만 프랑스 공방전은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우선 나치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병합과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동맹을 통

해 독일을 견제한다는 프랑스, 영국의 전략을 무력화함

은 물론 독일의 고질적인 안보 위협이었던 동서 양면 전

선의 형성 가능성을 제거하고 서부 전선에 전력을 집중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게다가 폰 

만슈타인의 황색 상황 수정안, 즉 낫질 작전은 전장을 

바라보는 지리적 관점의 혁신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폰 만슈타인은 보병 중심의 대규모 병력을 독일과 프랑

스, 또는 벨기에와 프랑스의 접경지대로 진격시키는 대

신,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를 중심으로 한 A집단군의 주

력을 아르덴과 스당 방면으로 통과시켜 기동력을 바탕으

로 한 포위 섬멸전을 구상하였다. 이는 전술의 획기적인 

혁신(전격전)이기도 했지만, 전장을 보는 관점을 보병과 

참호, 요새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기갑부대와 항공전력의 

기동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전환한 결과물의 의미도 가진

다. 즉, 단순히 기갑부대와 공군력을 앞세워 적군을 정면 

공격하는 방식을 넘어, 기갑부대와 항공기가 가진 뛰어

난 기동력과 강력한 화력을 활용하여 전장이라는 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꾼 전략적･군사지리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진중근 역, 2007; Harrison and Passmore, 2020).

IV. 전쟁사를 주제로 하는 시공간 통합 수업 
모형의 사례: Story Maps를 활용한 프랑스 

공방전과 황색 상황의 시공간적 재현 

1. 황색 상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지리적 속성과 관련

된 문제 제기

지리 탐구 및 지리 학습은 인지적 부조화에 토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송언근, 2010). 이는 Story Maps

를 활용한 시공간 통합 수업 모형의 개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인지적 부조화에 따른 문제 의식 없이 황색 상

황의 맥락과 과정을 Story Maps로 재현하기만 한다면, 

이는 전쟁사의 공간적 재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전쟁사

의 지리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을 통합한 시공간 통합 

수업 모형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리와 역사의 통합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사안

은, 왜 지리와 역사를 통합해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실한 문제 제기이다. 본 연구는 수업 모형 개발에 앞

서, 지리-역사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시공간 통합 수

업을 위한 문제 제기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한다. 

프랑스 공방전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대국이자 군

사 대국이었을뿐더러 동맹국 영국군은 물론 벨기에군과

도 협력했던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침공을 받은 뒤 46일

만에 항복한 사건이다. 그리고 황색 상황은 이 같은 프랑

스의 조기 항복을 가져온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공간 통합 모형의 문제 제

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3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나치 독일군의 양적･질적 수준은 프랑스군 및 연합군

보다도 오히려 열세에 있었다. 이 같은 불리한 상황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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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나치 독일군이 불과 46일만에 프랑스를 항복시킬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항공기

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전차의 집중 운용에 토대한 전

격전 교리의 혁신성, 프랑스군의 이완된 군기 등과 같은 

탈공간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이러한 

견해는 심지어 전쟁사를 다룬 전문 서적에서도 발견된다

(노병천, 2001). 하지만 공간을 배제한 채 이 같은 관점으

로만 프랑스 공방전, 그리고 황색 작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프랑스 공방

전 당시 나치 독일군의 군기와 훈련 수준 역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전격전 교리가 분명 전쟁사의 흐름을 바

꿀 정도로 혁신적인 군사 교리였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 

프랑스 공방전과 황색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한계는 뚜렷

하다. 혁신적인 전술이나 군사 교리가 반드시 전쟁의 승

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례는, 전쟁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군의 오스카 폰 후티어(Oskar Emil von Hutier, 

1857-1934) 장군은 적 전선의 취약점에 집중 포격과 기습

을 가하여 돌파구를 형성한 다음 돌파구에 병력을 지속

적으로 투입하여 적을 격파한다는 혁신적인 전술(후티어 

전술)을 고안하여 독일 제국군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

를 거두는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노병천, 2001; Kim et al., 

2016). 하지만 프랑스군은 앙리 꾸로(Henri Joseph Eugène 

Gouraud, 1967-1946) 장군이 개발한 적의 공세를 종심깊

게 유인한 뒤 격멸한다는 종심방어전술을 토대로 후티어 

전술에 토대한 독일 제국군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도 했다(노병천, 2001; Shaw, 2014). 그리고 나치 독일군

은 대규모 기갑부대와 항공 전력을 앞세워 소련을 침공

하여 수많은 전술적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는 소련

과 소련군의 붕괴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에는 소련과의 

전쟁에 패하고 말았다(권도승･남창우･윤시원 역, 2007).20) 

이 같은 문제 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시공간 통합 

수업 모형 개발을 위한 문제 제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프랑스 공방전 개전 당시 나치 독일군과 프

랑스군(및 연합군)의 전력차를 비교함으로써, 전력상으

로 우세했던 프랑스군이 나치 독일군에게 패하여 불과 

46일만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인지부조화를 유발하고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한다. 인지

부조화는 사물이나 현상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탐구나 학습이 일

어나도록 하고 학습 동기를 제고하기 때문이다(송언근, 

2010; Golombek and Johnson, 2004). 따라서 시공간 통합 

수업을 위해서는 전쟁사가 역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지

리적 관점에서도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인지부조화를 유

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황색 상황의 원안과 수정안은 

지리적인 견지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

가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한다. 아르덴 돌파와 

전격전에 따른 A집단군의 신속한 프랑스군 주력 후방 

차단은, 전술적으로는 물론 공간적･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Harrison and Passmore, 2020). 셋

째, 프랑스 공방전에서 나치 독일군이 46일만에 프랑스

를 항복시켰던 ‘기적적’인 승리의 지리적･공간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도록 한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공방전을 주제로 한 Story Maps 기반 시공간 통합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수업 모형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인문지리 관련 교과목이나 역사학 관련 과목, 또

는 교양 과목 등에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서 수강생들이 제2차 세계대전사, 나아가 역사적 사건을 

시공간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는데 주

안점을 둔다. 시공간 통합 수업 모형의 상세한 개발 과

정은 이어지는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2. Story Maps를 활용한 프랑스 공방전 주제의 시공간 

통합 수업 모형의 개발

본 연구의 수업 모형은 크게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지

며(표 1), 모든 단계의 내용 및 활동은 본 연구에서 개발

한 Story Maps 수업 모형(https://arcg.is/1CD0P80) 안에 

구성한다. Story Maps에서 각 단계는 사이드카(sidecar)21)

로 구분된다. 아울러 프랑스 공방전 및 황색 상황의 

Story Maps를 활용한 재현이 시공간적 통합 수업을 통한 

탐구 및 사고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 사이드카

의 말미에는 단계별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단계(사이드카)에서는 프랑스 공방전의 전개과

정을 제시한 다음, 앞 절에서 제기한 문제와 수업 주제

를 제시한다. 우선 프랑스 공방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관점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지리적 관점과 역사

적 관점을 통합한 시공간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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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지부조화를 야기할 필요가 있다(송언근, 2010; 

Golombek and Johnson, 2004). 나아가 나치 독일군보다

도 오히려 군사력이 강했던 프랑스가 나치 독일군의 침

공 46일만에 패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시

공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지부조화

를 토대로 한 및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Story Maps를 활용한 프랑스 공방전의 공간적 재현, 그

리고 프랑스 공방전에 대한 시공간 통합적 이해라는 교

수-학습 모형의 주제를 안내한다. 아울러 여기서는 제2

차 세계대전이 나치즘의 왜곡된 레벤스라움에 기반을 둔 

침략전쟁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명시한다. 

이상의 내용을 docked panel 형태의 사이드카 좌측에 

제시하고, 우측에는 프랑스 공방전을 요약 정리한 유튜

브 동영상(https://youtu.be/EE9l1SDBOCE, 2021년 1월 

27일 최종 접속)22)을 삽입한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수업 주제인 프랑스 공방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

고, 이를 시공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에 대

한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두 번째 단계(사이드카)에서는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

와 특성을, 프랑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현한다. 기서

는 우선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독

일과 프랑스의 역사적인 관계를 첫 번째 슬라이드로 제

시한다. 독일-프랑스의 지정학적 관계에 기인한 역사적 

사건의 사례로는 30년 전쟁 당시 리슐리외의 독일내 개

신교 세력 지원, 그리고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제시한

다(2번째 사이드카의 슬라이드 1). 이를 통해서 독일사 

및 제2차 세계대전, 프랑스 공방전의 시공간적 맥락을 

시공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슐리펜 계획을 독일 제국군의 프랑스 침공 계

획을 중심으로 제시한다(2번째 사이드카의 슬라이드 2: 

그림 1). 사이드카 좌측에는 독일 제국의 지정학적 맥락, 

그리고 프랑스와 제정 러시아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

표 1. 프랑스 공방전을 소재로 한 시공간 통합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별 주요 내용

단계 주요 내용 질문

1

- 프랑스 공방전에 대한 개괄(유튜브 동영상 활용)

-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지정학적 특징이 독일-프랑스의 관계 및 역사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

- 제2차 세계대전사 및 프랑스 공방전을 역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관점

으로도 접근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수업 주제 안내

- 프랑스 공방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프랑

스 전장 공간의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까?

- 나치 독일군과 프랑스군은 프랑스의 전장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했을까?

2

- 독일의 지정학적 특징: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인접함

- 독일의 지정학적 특징에 따른 역사 전개의 특징: 30년 전쟁, 독일 통일 과정 등

- 20세기 초반 독일의 지정학적 상황: 인접국인 프랑스 및 제정 러시아의 적대관계

- 슐리펜 계획: 프랑스, 제정 러시아와의 양면 전쟁을 강요당할 위험성이 컸던 1910

년대 독일 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군사전략

- 독일의 역사는 독일의 지정학적 상황과 어

떤 관계가 있을까?

- 슐리펜 계획의 역사적, 지리적 의미는 무

엇일까?

3

- 프랑스 공방전 개전 직전 유럽의 지정학적 상황

- 황색 상황 초안의 수립과 문제점

- 아르덴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

- 폰 만슈타인이 제안한 아르덴 돌파의 역사적･지리적 의미

- 아르덴 돌파에 주안점을 둔 황색 상황의 폰 만슈타인 수정안이 갖는 지리적･지정

학적 의미

- 나치 독일군의 전격전 교리: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의 기동과 항공기의 공중 지

원 및 통신 체계의 혁신을 통한 전장 공간의 지리적 제한 요소 극복

- 황색 상황 수정안에 대처하기에 부적절했던 프랑스군의 방어 전략과 병력 배치

- 전격전 교리가 가져온 전장공간의 혁신

- 황색 상황의 성공: 전장 공간에 대한 접근 방식이 

- 나치 독일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노

르웨이 병합 및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 체

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지정학

적 질서와 전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주

었을까?

-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게 조기에 항복한 까

닭은, 프랑스 공방전의 전장 공간과 어떻

게 관련될까?

4
- 과제 안내: 전쟁사 및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공간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과 의의에 

관한 에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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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슐리펜 계획의 지정학적 맥락과 수립 과정, 특징 등

을 서술한다. 그리고 우측에는 슐리펜 계획의 개념을 도

식한 지도를 배치하여, 슐리펜 계획의 맥락과 특징을 공

간적으로 재현한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와 제정 러시아

라는 강대한 적국과 동서로 인접했다는 지정학적 상황

이, 슐리펜 계획이라는 독일 제국 특유의 작전 계획으로 

이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한다. 이 같은 슐리

펜 계획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전략･전술 및 역사의 흐

름은 지리적 여건 및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됨을 이해하

도록 한다. 그리고 슐리펜 계획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프랑스 공방전의 시공간적 맥락에 대한 이해 또한 제고

하도록 한다.

2번째 사이드카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슐리펜 계획에 

따른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의 프랑스 침공 계

획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프랑스-벨기에 국경선을 

통한 프랑스 침공 및 회전문의 원리에 따른 프랑스군 주

력의 섬멸 계획, 그리고 벨기에군의 예상외의 선전과 제

정 러시아군의 예측을 뛰어넘는 신속한 동진(東進) 등으

로 인한 독일 제국군의 프랑스 조기 항복 강요라는 계획 

실패 등은 전쟁사의 흐름과 과정이 갖는 지리적･공간적 

속성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

시 독일 제국군의 프랑스 침공은 지리와 역사의 관련성

이라는 시공간 통합 접근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적지않

다. 무엇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의 프랑스 

침공 계획은 황색 상황 원안으로 이어졌고, 황색 상황의 

폰 만슈타인 수정안은 원안에 대한 전장 공간 접근 방식

의 수정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 공방전에 대한 시공간 

통합 이해는 물론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공간 

통합 교수-학습안의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성이 크다. 마

지막 슬라이드의 최하단에는 독일사와 슐리펜 계획의 역

사적, 지리적 의미와 시공간 통합적 접근에 관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두 번째 단계에서 살펴본 내용이 학습자

의 역사적 사건과 전쟁사를 바라보는 시공간적 통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한다.

세 번째 단계(사이드카)는 프랑스 공방전의 핵심인 

황색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독-소 중립 조약,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병합, 노르

웨이 침공 등이 유럽의 지정학적 변화 및 제2차 세계대

전의 방향, 그리고 프랑스 공방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가를 지도화하고 관련 정보를 Story Maps 상에 표기한

다(3번째 사이드카의 슬라이드 1: 그림 2). 이를 통해서 

나치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병합,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을 통한 동쪽의 위협(소련) 제거, 노르웨이 

병합 등에 따른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가 제2차 세계대

전의 양상, 그리고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 계획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시공간 통합적 관점을 제

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 황색 상황의 초안을 재현

그림 1. Story Maps를 활용한 슐리펜 계획 전반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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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설명도 부기한다. 이

를 통해서 슐리펜 계획의 답습,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

랑스의 예측 및 대처 가능성 등 이 작전 계획이 갖는 문

제점을 시공간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아르덴의 위치, 그리고 아르

덴 돌파와 전격전을 통한 프랑스군 주력 후방의 차단과 

포위를 골자로 하는 황색 상황의 폰 만슈타인 수정안을 

Story Maps로 재현한다(그림 3). 세 번째 슬라이드는 황

색 상황의 폰 만슈타인 수정안과 프랑스-벨기에 전선 및 

마지노선의 위치 및 방향, 아르덴 고원 지대의 위치 지

형, 경관 및 그것이 갖는 전략･전술적 의미 등에 주안점

을 둔다. 이를 통해서 전략･전술의 혁신이 갖는 지리적 

의미, 위치, 지형 등과 같은 지리적 요인이 전략·전술 및 

무기 체계 발달과의 관련성, 그리고 전쟁사의 지리적 속

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고하는데 주안점

을 둔다. 이어서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나치 독일의 전

격전 교리와 프랑스 공방전을 유튜브 동영상(https:// 

www.youtube.com/watch?v=mkGPrgrxpbo, 2021년 1월 

그림 2. 프랑스 침공 직전 유럽의 지정학적 상황의 Story Maps 재현

그림 3. Story Maps를 활용한 황색 상황의 폰 만슈타인 수정안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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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최종 접속)을 중점으로 제시함으로써, 프랑스 공방

전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전술적･지리적 이해를 한층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실제 나치 독일군의 프랑스 침

공 과정을 Story Maps를 활용하여 내러티브화하고 지리

공간적으로 재현한다. 여기서는 황색 상황의 폰 만슈타

인 수정안에 따라 이루어진 나치 독일 A집단군의 아르

덴 돌파와 스당 및 뫼즈 강 확보, A집단군 예하 제19기

갑군단의 뫼즈 강 돌파와 대서양 방면으로의 진격을 통

한 프랑스군 주력의 후방 차단과정을 Story Maps를 활

용하여 내러티브화하는 한편으로 공간적으로 재현한다. 

이와 동시에 마지노 선의 배치와 프랑스군의 대처 또한 

Story Maps 상에 재현한다. 이를 통해서 지표 공간상에

서 이루어지는 병력 및 장비의 공간적 배치와 운용, 그

리고 아르덴의 위치와 지형에 대한 관점 등 전장 공간

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대처가 프랑스 공방전의 경과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지리적 안목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에 따른 비시 괴뢰 정부의 수립, 나치 독일의 프랑

스인 및 유대계 주민에 대한 탄압, 프랑스인들의 레지스

탕스 활동 등에 텍스트 정보 및 내셔널지오그래픽 유튜

브 동영상(https://youtu.be/c4qflMxJnoc, 2020년 1월 27

일 최종 접속)을 삽입하였다. 이를 통해서 자칫 나치 독

일의 프랑스 침공이 폰 만슈타인이나 나치 독일군의 ‘영

웅담’처럼 여겨지는 대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부조리함과 참상, 인류의 보편적 가치 등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덧붙여 마지막 슬라이

드 말미에는 프랑스 공방전 당시 유럽의 지정학적 상황 

및 프랑스 공방전의 전개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생각하

게끔 하는 질문을 추가하여, 제2차 세계대전사와 전쟁사

에 대한 시공간 통합적 사고의 제고를 유도한다.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사이드카에 수업 활동과 관련

된 에세이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공간 통합 교수-학습 모형이 학습자들의 시공

간적 안목 및 사고력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습자들의 시공간적 안목과 사고 양상을 평

가 및 분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일어난 프랑스 

공방전을 사례로,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 플랫폼인 

Story Maps를 활용하여 지리와 역사의 통합에 기초한 시

공간 통합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였다.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흐름은 공간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 

중에서도 전쟁사는 특히 지리적･공간적 상황 및 맥락과

의 관련성이 강하다(김민성, 2019; Dirkshit, 2018; 

Harrison and Passmore, 2020). 그리고 내러티브 기반 공

간정보기술은 내러티브화된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공간

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와 역사의 통합에 

기반한 시공간 통합 수업의 개발 및 실천에 특히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Coleman, 2015; Egiebor and Foster, 

2019). 지리교육은 물론 역사교육, 교과 간 통합교육 등

에서도 이는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시공

간 통합 구체적인 수업 모형의 구상과 개발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Story Maps를 활용하여 제2차 세계대

전사, 그 중에서도 프랑스 공방전을 주제로 한 시공간 

통합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프랑스 공방

전의 발발 맥락과 과정 및 결과가 역사적인 맥락은 물

론 지리적인 맥락과도 관계 깊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

해를 토대로 제2차 세계대전사에 대한 시공간 통합 관

점과 안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은 내

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시공간 통합 수업 

모형의 구체적인 형태와 구성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오

늘날 교육적으로는 물론 학문적･사회적으로도 중요시되

고 있는 교과 간 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을 지리

교육, 역사교육,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모색하는데 의

미 있는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된다. 교과 간 통합은 특

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부분인만큼, 본 연

구의 논의는 2015 개정 지리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실

천 및 개선･보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김태형･안재섭, 2019).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사, 그 

중에서도 프랑스 공방전을 주제로 교수-학습 모형을 개

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다양한 역사적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지리와 역사의 통합에 기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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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통합 교수-학습을 계획 및 실천하는데도 도움을 받

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덧붙여 제2차 세계대전사는 전쟁사이다. 전쟁사 교육

은 자칫 국가주의, 민족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정치적으로 왜곡될 소지도 있다(Marsden, 2000). 특히 2차

대전사에서는 나치즘, 일본 제국주의 등과 같은 왜곡된 

정치이념으로 인한 민간인 및 전쟁포로 학살, 인종 청소, 

성폭력 등의 전쟁범죄가 대규모로 일어났다(Rhodes, 2007; 

Tanaka, 2017).23)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학습 모형을 비롯한 전쟁사를 소재로 한 시공간 통합 교

수-학습을 계획 및 실천할 때에는 특히 전쟁사가 영웅담

이나 이념적 프로파간다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하고, 평

화, 인권 등 인류의 기본적 가치에 입각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Hayden, 

2004).

본 연구에서는 Story Maps를 활용하여 전쟁사 주제의 

시공간 통합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해 보았다. 후속연구

를 통해서 이 같은 교수-학습 모형이 실제로 학습자들의 

시공간 통합적 안목에 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할 

필요성 또한 제안해 본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교육적으

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학제

간 통합 교육, 시공간 통합 교육의 방향과 방안 모색에 

더한층 의미 있는 논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 인용을 위한 인명은 학회지 편집 규

정에 따라 원어로 표기하되, 역사적 인물의 인명은 ‘한글(원

어)’의 형태로 표기하였음을 밝혀 둔다(예: ‘Egibor and Foster 

(2019)’, ‘프란츠 할더(Franz Halder, 1884-1972)’).

2) 본래 핀란드인, 러시아인과 구분되는 토착 민족집단인 카르

얄라(Karjalaižet)인의 영역이었던 카렐리야는 14세기에 스웨

덴과 노브고로드 공국(현대 러시아의 뿌리를 이룬 나라 중 하

나)에 분할 지배받기 시작했고, 18세기 초반에는 완전히 러시

아에 귀속되었다가 1920년 신생 핀란드 공화국의 영토가 되었

지만 1940년 이후 소련 영토로 편입되었다(Paasi, 1999).

3) GPS는 애초에 1970년대에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Kiland and Gray, 2016).

4) 프랑스 공방전 및 황색 상황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3장 2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5) 1944년 12월-1945년 1월에 걸쳐 실시한 나치 독일군 최후의 

대공세로, 서부전선에서 연합군에게 대공세를 가하여 전세

의 역전을 꾀한 히틀러의 이 계획이 실패함으로써 나치 독일

의 패망은 사실상 확정되었다(Harrison and Passmore, 2020).

6) 15-17세기에 폴란드(당시에는 리투아니아 대공국과의 동군

연합(同君聯合)을 통해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을 이루었

음)는 러시아보다도 국력이 강했으며,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등지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

했었다(Hundert, 2009). 게다가 오늘날 독일의 모태가 되는 프

로이센 왕국은, 애초에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봉신에서 

출발한 국가였다(Friedrich, 2012).

7) 스웨덴은 17세기-18세기 초반에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

니아, 라트비아 등지를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를 거느리고 선

진적인 군대를 보유한 유럽의 강자였으며, 특히 30년 전쟁

(1618-48) 기간에는 개신교 세력으로 참전하여 가톨릭 세력

에 비해 세력이 약해 수세에 몰려 있던 독일 영내 개신교 세력

이 세력을 만회하고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가톨릭 세력과 동

등한 위치를 인정받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바 있다

(Ringmar, 2007).

8) 러시아, 영국 등과 동맹을 맺어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등 외교 

수완에 의한 평화 유지책을 채택했던 비스마르크와 달리 빌

헬름 2세(1859-1941, 재위 1888-1918)는 노골적인 대외 팽창 정

책을 고수한데다 특히 러시아를 적대하여 프랑스와 러시아

가 동맹을 맺도록 만들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당시 독일 제국 

군부에서는 특히 프랑스, 러시아와의 양면 전쟁 발발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다(Groß, 2008; Williamson, 2011). 

9) 전장 공간의 공간적 깊이(전후방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군

사 용어이다.

10) 그의 백부는 빌헬름 1세, 비스마르크와 더불어 독일 통일의 3

걸로 여겨지는 헬무트 폰 몰트케(Helmuth Karl Bernhard von 

Moltke, 1800-1891)였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을 구분하기 위해 

‘대 몰트케(백부)’와 ‘소 몰트케(조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1) 단, 제1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 제국군 참모총장 소 몰트케는 

러시아군이 동프로이센 방면으로 예상보다 빨리 진격해 오

자 동프로이센을 포기한다는 슐리펜 계획을 어기고 프랑스 

전선에서 상당수의 병력을 동프로이센 방면으로 차출했으

며, 동프로이센에서 독일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압승(타넨

베르크 전투)을 거두기는 했지만 소 몰트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조기 항복 강요의 실패를 야기했다는 비

판도 이루어지고 있다(Groß, 2008).

12) 체코슬로바키아는 1930년대 후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이었고 10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가능한데다 독일제 전

차들보다도 우수한 전차를 생산･보유하는 등 무시 못 할 국

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위치

한 주데텐란트(Sudetenland)의 독일계 주민들이 나치 독일로

의 귀속을 요구하며 국론이 분열된 데다 동맹국이었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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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랑스가 독일의 국력과 군사력을 과대평가하여 나치 독

일의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을 외교적으로 용인(뮌헨 협정)한 

끝에 결국 나치 독일에 무혈 병합되고 말았다(Crowhurst, 

2013).

13) 1930년대 영국과 프랑스는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 폴란

드와 동맹을 맺어 나치 독일을 견제하고 유사시 연합하여 전

쟁을 벌인다는 방어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Wandycz, 2014).

14) 레벤스라움은 본래 독일의 지정학자 프리드리히 라첼

(Friedrich Ratzel, 1844-1904)이 제시한 지정학 개념으로, 국가

나 민족 집단이 인구를 부양하고 생존 및 발전하는데 필요한 

영역을 지칭한다(Abrahamsson, 2013). 레벤스라움은 기본적

으로 팽창주의, 제국주의 등과 연관되기는 하지만, 문화의 이

주와 융합 등을 전제하는 등 민족 집단의 극단적인 배제나 절

멸을 전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치즘은 레벤스라움을 민

족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민족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열등 민족’을 절멸시켜야 할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변질시켰

다(Giaccaria and Minca, 2016).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

치 독일의 동유럽 및 소련 점령지에서는 슬라브계 및 유대계 

주민들의 절멸을 위한 각종 전쟁범죄가 자행되었다(Giaccaria 

and Minca, 2016).

15) 나치 독일의 5호전차 판터(Pzkpfw V Panther), 6호전차 티거

Ⅰ･Ⅱ(Pzkpfw VI Tiger/Pzkpfw VI Ausf.B Tiger Ⅱ) 등은 연합군 

전차보다 월등히 뛰어난 막강한 신무기로 널리 알려져 있지

만 이들의 실전 투입은 1942년 후반-1943년 이후에나 이루어

졌었으며, 프랑스 공방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운용했던 전차

들은 프랑스와 영국의 전차에 비해 화력, 방호력, 기동력 등

이 현저히 부족했다(진중근 역, 2007). 

16) ‘전격전’이라는 용어는 언론 등에서 붙인 일종의 수사적인 명

칭으로 실제 효과나 전과에 비해 과장되었다는 견해도 있으

나(Corum, 2005; Moiser, 2003), Freiser(진중근 역, 2007)와 

Hobson(2010)은 이미 1930년대부터 나치 독일군부에서 전격

전이라는 명칭의 전술 교리가 언급 및 개발되어 왔음을 증거 

통해서 밝히고 있다(진중근 역, 2007). 본 연구는 Freiser(진중

근 역, 2007)의 논의에 따라 ‘전격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

을 밝혀 둔다.

17) 다만 ‘낫질 작전’이라는 용어는 나치 독일군이 공식적으로 붙

인 명칭이 아니며, 윈스턴 처칠이 나치 독일군의 작전 전개 양

상이 낫질을 닮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

용한 것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전쟁사 연구 등에도 널리 

쓰이게 되었다(진중근 역, 2007).

18) 전차의 집중 편제는 전격전의 기본 원칙이다. 전차를 집중 편

제할 경우 전선의 신속한 돌파를 통한 적 병력의 분단과 지휘

체계의 마비라는 전격전의 교리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화력

과 기동력이 확보되는 반면, 분산 편제하면 보병부대에 대한 

화력 지원이나 참호의 국지적 돌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화

력과 기동력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수영 역, 

2014; 진중근 역, 2007).

19)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기관총, 철조망 등 방어를 위한 무

기 체계가 고도로 발달한 반면 기동과 공격은 여전히 보병, 기

병의 돌격에 의존했기 때문에, 공자와 방자가 전선에 고착된 

채 연일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도 전선 돌파를 하지 못하는 

참호전 양상의 전투가 전장을 지배했다. 참호 돌파를 위해 제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전차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개전 직전까지 프랑스군 수뇌부를 비롯한 각국 군부의 

지도자들은 장차전에도 기동전이 아닌 참호전 양상의 전투

가 되풀이되리라는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며, 마지노 선

도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구축되었다(Allcorn, 2012; Kier, 

2017).

20) 나치 독일군은 소련과의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졌던 1944년 

후반-1945년 초반에조차 전투에서는 소련군에게 더 큰 손실

을 강요한 경우가 많았다(권도승 외 역, 2007).

21) Story Maps가 제공하는 편집 양식으로, 지도 레이어나 미디어 

자료상에 패널을 띄우는 방식의 floating panel 모드와 좌측면

에 텍스트 및 각종 자료를 제시하고 우측면에 지도 레이어나 

미디어를 재현하는 docked panel 모드를 제공한다. 1개의 사

이드카 안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삽입할 수 있어 소주제를 

한 사이드카 안에 묶어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복수의 사이드카들을 상호구분되는 대주제들의 조합 형태

로 편집할 수도 있다.

22)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자칫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과장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를 거친 뒤에 Story Maps에 삽입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의 신뢰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

방홍보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국방채널(https:// 

www.youtube.com/channel/UCXNMgSZqmfX1_K8Uf4l4sog)

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23)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종 청소 명

령 하달, 인종 청소 전담 부대 창설 및 운용, 일본군 성노예 등

과 같은 조직적인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연합군의 전

쟁범죄 역시 나치 독일, 일본 제국과 달리 군부나 정권 차원에

서 공식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장병 개개인

이나 일부 부대들의 개인적인 일탈･범죄에 가까웠다고는 하

지만, 결코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다. 특히 소련군은 나치 독

일군이 동부전선에서 저질렀던 극단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인해, 비록 군대나 정부의 공식적･체

계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동부전선에

서 승기를 잡았던 1944년 이후 나치 독일군 전쟁포로는 물론 

독일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대규모의 전쟁범죄를 자행했다

(권도승 외 역, 2007). 미군, 영국군 등도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는 했지만, 나치 독일군 전쟁포로 및 독일 민간인을 상대

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결코 적지만은 않았다(Kennet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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