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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4국의 지리평가가 지니는 특성을 비교 고찰한 것이다. 4국의 

지리평가는 형식면에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두 영역(domain)으로 대분되고 각 영역은 몇 개의 하위부문(section)으로 세분되는 

시험편제를 취하며, 선택형보다는 서답형의 비중이 높고, 서답형 문항은 여러 하위 문제로 구성된 세트식 문항체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내용면에서도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계통적 주제 중심으로서 두 영역이 거의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인도와 스리랑카는 자국지리, 파키스탄은 자연지리 및 세계지리, 방글라데시는 지리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차별화를 보였다. 그리고 모두 지리적 사상 및 현상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지리적 사고를 평가하고자 의도하고 있으나, 대체로 지

리적 탐구보다는 선지식의 파지나 적용 위주라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방글라데시는 다양한 수준의 지리적 

사고력을, 파키스탄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지리적 사실지식의 재생력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전반적

으로 스리랑카와 인도의 지리평가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보다 질적 및 양적으로 앞서 있었다. 특히 스리랑카와 인도의 백지도

기반 문항은 위치와 분포 등 지리학습의 기본에 충실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주요어: 남아시아, 지리평가, 비교 연구, 지리교육적 함의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assessment of four South Asian 

countries: India, Pakistan, Bangladesh, and Sri Lanka. Their geographical assessment is divided into two domains, 

physical geography and human geography, in terms of form, and each domain takes a test system that is subdivided 

into several sub-sections. There is a higher proportion of the supply type than the multiple-choice type. The items 

have in common that they are a set-type item format composed of several sub-problems. Accordingly, in terms of 

content, it is a systematic theme center of physical geography and human geography, and has a common point in that 

the two areas occupy almost equal weight. However, India and Sri Lanka are relatively differentiated in that they 

place importance on understanding their own geography, Pakistan on physical geography and world geography, and 

Bangladesh on understanding geography methodology. And all of them are intended to evaluate various levels of 

―1―



남아시아 4국의 지리평가 특성 비교 분석

―2―

I. 서 론

세계 각국의 지리교육에 대한 연구는 세계에 대한 호

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지리학의 성격에(Relph, 1985)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

라, 해당 국가나 지역의 교육사회적 풍토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나아가 우리의 지리 교육발

전에 크든 작든 어떤 시사와 함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특히 지리교육이 지니는 특성을 지리평

가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지

리교육적 특성을 압축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평가는 시･공간적 제약 속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심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간용,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리교육을 지리평

가의 측면에서 고찰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남아시아

의 지리평가가 지니는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들 국

가는 역사적 배경을 함께하면서도 종교를 비롯한 사회

경제적 발달 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것과 지리평가 간의 

모종의 관계를 살피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최근 우리

와 이 지역 간 경제 및 문화면에서 점점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감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고양할 정보와 자료가 필요함에도 한국과 인도

의 사회과교육 비교 연구(강용옥, 2009) 이외에는 절대

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이다. 구

체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남아시아 4국의 지리평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 학제 및 지리교육과정

을 간략히 정리하고, 둘째로는 남아시아 4국 지리평가의 

특성을 형식 및 내용면에서 비교 고찰하면서 그 지리교

육적 함의도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 틀로서 형식면에서

는 시험의 편제, 문항 체제, 평가 도구, 동원 자료 등의 

측면에서, 내용면에서는 지리평가의 주제 및 소재, 그리

고 내용요소와 행동요소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여러 용어는 교육문화적 특성의 일

단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대로 인용될 것이다.

주요 분석 자료는 중등졸업시험이자 대학입학시험으

로 기능하는 인도의 HSC, 파키스탄의 HSCC, 방글라데

시의 HSC, 그리고 스리랑카의 GCE-A Level 지리시험이

다. 그 중에서도 편의상 각국의 가장 최근(2018~2020학

년도) 지리시험만을 분석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이는 

비교 연구라는 특성에 비추어 지면의 한계를 고려한 것

이다. 본 연구는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리교육의 국제비교 연구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남아시아 4국의 지리평가 특성 분석

1. 인도의 지리평가

1) 인도의 지리교육과정

인도의 학제는 5-3-2-2제, 곧 초등(Primary, 1~5학년), 

상급초등(Upper Primary, 6~8학년), 중등(Secondary, 9~10

학년), 상급중등(Upper Secondary, 11~12학년)으로 구성

된다. 최근의 교육개혁안에서 인도는 Foundational stage 

(2년)-Preparatory stage(3년)-Middle stage(3년)-High stage(4년)

로 학제 개편을 모색 중이다(MHRDGI, 2019). Senior 

secondary로도 불리는 상급중등과정의 12학년 말에 졸업

시험이자 대학입학시험 성격의 HSC(Higher Secondary Certi-

ficate)가 있다. 이 시험은 높은 경쟁률 혹은 탈락률로, 이

른바 ‘high-stakes exam’으로 별칭될 정도로 인도의 커다

란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Anderson and Lightfoo, 

2019).

인도의 상급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을 학년별 및 주

geographical thinking on geographical ideas and phenomena, but they have shown in common that they mainly focus 

on retaining or applying prior knowledges rather than geographical inquiries. However, relatively, Bangladesh tends 

to evaluate different levels of geographical thinking skills, and Pakistan tends to evaluate the reproducibility of 

relatively simple knowledge of geographical facts. Overall geographical evaluation of Sri Lanka and India was ahead 

of Bangladesh and Pakistan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In particular, the blank map-based questions of Sri Lanka 

and India were noted in that they were faithful to the basics of geography learning such as location and distribution.

Key words: South Asia, geography assessment, comparative research,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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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처럼 인도의 지리교육과정은 11학년엔 자연

지리 일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인도의 

자연환경, 12학년엔 인문지리 일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하여 인도의 인문환경을 이해하도록 조직되어 있

다. 곧, 계통지리적 이해와 함께 자국의 지역지리적 이

해를 도모하는 독특한 이원적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아

울러 지리실기에 관한 독립적 학습이 체계적으로 구성

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선별된 현안 과제와 문제에 대

하여 지리적 관점을 활용하도록 하는 주제도 독특하다. 

2) 인도의 지리평가 특성

인도 HSC 지리시험의 형식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인도의 HSC지리 시험은 2020-21학년도부터 새

로운 편제로 변화될 예정이다. 2019학년도까지의 지리

시험은 3개 섹션으로 곧, 40단어 이내의 단답형 7개 문

항, 80~100단어 이내의 장답형 6개 문항, 150단어 이내

의 7개 장답형 및 백지도기반형 2개 문항의 총 22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었다. 인도의 새로운 HSC지리 시험은 

이전의 것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틀은 유지하나, 객관식 

선다형 문항이 도입된 차이가 있다.

표 2에서처럼 인도의 지리평가에서는 선택형과 서답

형 평가도구가 모두 활용되고 있으며, 선택형의 경우 객

관식 4지선다형(objective type multiple choice), 서답형의 

경우 단답형(short answer), 장답형(long answer), 백지도

기반(map-based) 완성형 등 다양한 평가도구를 통해 수

험자들의 지리적 역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백지도 

기반 완성형 문항에서는 인도 및 세계 백지도가 제공되

며 여러 판형도구(templates or stencils)를 이용하여 지리

적 사상의 위치와 분포를 백지도에 직접 기입 혹은 표

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 문항에는 텍스트, 그

래프, 지도 등 비교적 다채로운 자료가 동원되고, 시험

은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처럼 인도의 지리평가에서

는 긴 수험시간, 다양한 평가도구, 다채로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리적 역량을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15분의 

리딩 타임, 문항 선택권, 시각･공간자료를 텍스트로 전

환한 저시력자용 문항 제공 등 학생 친화적 장치도 마

련되어 있다.

이어 인도 지리평가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21학년도부터 시험편제 

표 1. 인도의 지리교육과정(11~12학년)

주제

단원
11학년 주제 12학년 주제

A 자연지리의 기초 A 인문지리의 기초

1 학문으로서의 지리학 1 인문지리

2 지구 2 인구

3 지형 3 인간 활동

4 기후 4 교통, 통신 및 무역

5 물(대양) 5 취락

6 지구상 생물 지도 실습

지도와 다이어그램 -

B 인도의 자연환경 B 인도의 인구와 경제

7 도입 6 인구

8 지형 7 취락

9 기후, 식생과 토양 8 자원과 개발

10 자연재해와 재난 9 교통, 통신 및 국제 무역

지도와 다이어그램 10 특정 이슈와 문제에 대한 지리적 관점

- 지도 실습

C 지리실기 C 지리실기

1 지도의 기초 1 자료 처리와 주제도 작성

2 지형 및 일기도 2 야외조사 혹은 정보기술

실습지 및 구술(Viva Voce) 실습지 및 구술

자료: CBS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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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 따라, 학교현장의 적응을 위해 인도의 HSC시험 

주관기관인 CBSE(Central Board of Secondary Education)

에서는 11학년 및 12학년용 공식 모의시험(SBSE Sample 

Question Paper)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중심으로 그 특

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3, 4는 각각 11, 12학년 대상 

HSC 지리 모의시험 내용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인도의 지리평가에 대하여 표 3, 4를 바탕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의 지리평가는 시험의 편제

와 주제가 모학문의 이원적 분과 체제가 강하게 반영되

어 있다는 점이다. 11학년에서 자연지리, 12학년에서 인

문지리 관련 주제와 소재가 지리평가의 주요 내용요소

이고, 지리학의 분야와 접근방식, 지리학사 관련 문항이 

해마다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인데(그림 1), 

이는 2019학년도 이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상급중등과정의 지리교육과정과 정합성을 담보해야하

는(표 1) 구조적 특성과 더불어 상급중등과정이 지니는 

대학예비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한 특성이라고 여겨

진다.

둘째, 평가요소가 섹션별로 위계적 및 체계적으로 짜

여있다는 점이다. 곧, 섹션 A에서는 지리의 기초적인 사

실(facts) 지식의 습득 여부를 측정하고, 섹션 B에서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지리적 현상의 인식과 이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섹션 C에서는 지리적 개념 정의와 기

술, 다양한 지리적 사상(事象)에 대한 설명, 분석, 추론, 

평가, 정당화 등 고차적인 지리적 사고를 측정할 수 있

도록 편성되어 있다(표 3, 4참조).

셋째, 평가요소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이다. 앞서 살

펴본 것과 관련하여 지리의 사실지식으로부터 지리적 

이해, 분석, 종합, 평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고 수준 

높은(그림 2의 Q24문항) 행동요소가 측정되고 있다(표 

3, 4의 굵은체 참조 및 그림 2). 또한 내용요소 면에서도 

전통적인 기초적 지리 지식으로부터 현대세계의 당면 

지리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재와 주제가 다

루어지고 있다(그림 2의 각 문항 참고).

넷째, 인도의 지리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자국지리의 

이해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곧, 11학년 시험의 경우 6개 

문항(20.1%), 12학년의 경우 11개 문항(37.9%)이 인도의 

자연 혹은 인문지리를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

하다. 이러한 특성 역시 인도의 지리교육과정에서는 나

타나는 구조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표 1), 아울러 

이는 ‘인도 아대륙(subcontinent)’이라는 별칭이 있듯이 

광대한 영토와 그에 따른 다양한 자연 및 인문 현상이 

존재한다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곧 자국지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의 발로로도 해석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지리평가에는 세계 및 자국의 지

리적 사상을 백지도에 표시하거나 기입하는 독특한 방

식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3의 Q28). 이는 지리 

학습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개념, 곧 지리적 사상의 위치

와 분포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표 2. 인도 HSC 지리시험의 편제(2020-21학년도부터 적용)

구 분 Section A Section B Section C

문항 

구성

문항 수

(번호체계)

15

(Q1~15)

2

(Q16 a~d, Q17 a~d)

5

(Q18~22)

5

(Q23~27)

2

(Q28~29)

점수/70

(문항 당 배점)

14

(1)

6

(1)

15

(3)

25

(5)

10

(5)

선택 여부 14개 문항 선택

각 문항 내 4개 

하위문제 중 3개 

선택

필수

평가도구 선택형 서답형(단답형) 서답형(장답형)
완성형

(백지도기반형)

기타 4지선다
텍스트 및 

그래프 자료 

60~80단어 

이내 진술

120~150단어 

이내 진술

인도 및 세계 

백지도

시험 시간 3시간

자료: CBSE Sample Question Paper (2020-21) Geography Clas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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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도의 HSC 지리시험(2020-21학년도 class11) 내용

내용
문항 평가요소

Section-A

1

~

15

1.훔볼트의 지리학 접근방식, 2.인도의 최남단 위도, 3.원격탐사 데이터 처리 최종과정, 4.인간 생활 영향 대기 요소, 

5.외래종 개념, 6.전자기파 활용 자료수집 도구, 7.침식작용 요인, 8.비례축척 장점, 9.최소 면적 대륙, 10.최초 세계대지

도 제작자, 11.토양 수화작용, 12.최상층 대기권, 13. 지도투영법 개념, 14.인도의 영토 순위, 15.양극의 위도 값 인식

Section-B

16
<온실효과 관련 글 자료> 1.온실가스, 2.온실효과 개념, 3.2015년 파리협약 내용, 4.지구대기 중 지속 상승 비율 

기체의 인식

17
<토양유형별 구성 파이그래프> (ⅰ)최대 분포 생산성 높은 토양, (ⅱ)레구르 별칭, (ⅲ)인도의 표토층 손실 주요

인, (ⅳ)인도 경작지 토양의 염화 요인 인식

Section-C

18 일기 예보의 집단별 활용 기술(記述)

19 상대습도 설명(explain)

20 한사리(spring tide) 정의(what)

21 축척 선정 시 고려사항 기술

22 지구의 최심 내핵 설명

23 암석의 성질 변화 까닭 설명

24 인도의 4대 생물권 간략 설명(explain in short)

25 생태학적 균형 개념 정의 및 그 불균형 예방 방안 논의(discuss)

26 다양한 유형의 투영법 설명

27
히말라야 산자락을 따라 Haridwar~Siliguri 구간 여행 가정 시 만나게 될 주요 강 열거(name) 및 그중 하나 특성 

기술(describe)

28 <세계의 지세도> 다음 사항 표기(show): ⅰ.지각판 표시, ⅱ.화산, ⅲ.불의 고리, ⅳ.열점 

29
<인도 및 주변국 백지도> 인도와 국경 공유 다음 국가 표기(locate): ⅰ.파카스탄, ⅱ.중국, ⅲ.부탄, ⅳ.방글라데시, 

ⅴ.미얀마, ⅵ.네팔

출처: CBSE Sample Question Paper (2020-21) Geography Class11

표 4. 인도의 HSC 지리시험(2020-21학년도 class12) 내용

내용
문항 평가요소

Section-A

1

~

15

1.인구밀도 개념, 2.지리학 접근방식 변화 순서, 3.취락 유형, 4.남아시아 촌락의 당면 문제, 5.중앙정부의 촌락인구 대상 

용수보전 프로그램, 6.인도 인구의 직업별 범주화, 7.Human Development 개념, 8.‘개발(development)’ 개념, 9.플랜테이션 

작물, 10.광물 산출지, 11.인도 정부의 Gangar江 청소 프로그램, 12.Knowledge Processing Outsourcing 사례, 13.아프리카 

Katanga-Zambia고원의 높은 인구밀도 요인, 14.높은 유・소년층 인구비율의 함의, 15.이촌향도 인구이동의 영향의 인식

Section-B

16
<Meerut 근처 Daurala 마을의 환경 및 생태 회복 위한 활동 사례 글 자료> a.마을의 오염 형태, b.지하수 오염 

요인, c.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d. 지하수 오염 저하를 위한 수질보전 전략의 인식

17
<인구변천 모형 그래프> a.인구의 자연증가, b.인구변천의 사회경제적 요인, c. 개발도상국의 인구 특성, d.인구폭

발 발생 단계의 인식

Section-C

18
인도에서 관개용수에 대한 높은 수요 정당화(justify) 혹은 ‘빗물집수(rainwater harvesting)는 저비용 및 친 생태적 

기법으로 간주된다.’라는 진술 정당화

19 인도의 촌락과 도시 간 기본적 차이 기술(what)

20 20C초 인문지리학의 통합적 및 학제적 접근화 과정 설명(explain)

21
‘세계의 몇몇 국가는 더 높은 인간개발지수를 갖는다.’라는 진술 이유 제시 혹은 세계의 인간개발지수 연구 접근

방법 3가지 설명

22 현대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의 역동적인 성장의 함의 추론(derive)

23 인도에서 인구이동이 경제에 끼친 영향 설명

24
Himachal Pradesh에서 실행된 Integrated Tribal Development Project의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한 비판적 분석(analysis) 

혹은 Indira Gandhi Canal Command Area에서의 지속가능성 촉진 방안 비판적 분석

25 지구 곳곳의 자급농업 여전 존재 입증(substantiate) 혹은 선진국 및 개도국의 상업적 목축 특성 비교(highlight)

26 개도국의 도시문제 분석

27
화학적 및 물리적 속성에 따른 광물 2가지 분류(classify) 및 각 사례 1가지 제시, 인도의 세 광물 지대의 특성 

2가지 기술(mention) 

28
<인도의 행정구역 백지도> 다음 장소 지도에 표기 및 기입(locate and label): 1.인구밀도 최저 주, 2.도시화 최고 

주, 3.Bengaluru 메가시티, 4.Mayurbhanj 철광, 5.Jamnagar 정유공장, 6.Katni 보크사이트 광산, 7.Neyveli 갈탄전

29
<세계 국경 백지도> 다음 단서에 기초하여 빈 란에 정확한 지명 기입(write): A.아프리카의 유목지역, B.아시아의 

메가시티, C.유럽의 상업적 곡물농업, D.남미의 메가시티, E.자급적 채집지역

출처: CBSE Sample Question Paper (2020-21) Geography Clas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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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는 장차 서답형 문항을 도입하려

는 우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일정 부분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여행과정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지리적 선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도 지리적 상상력

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그림 3의 27).

2. 파키스탄의 지리 평가

1) 파키스탄의 지리교육과정

파키스탄의 학제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5-3-2-2제이다. 

즉, 초등(Elementary, 1~5학년), 중학(Middle, 6~8학년), 그

리고 중등(Secondary, 9~12학년)과정이 있는데, 중등과정

은 하급중등(Lower Secondary, 9~10학년)과 상급중등(Upper 

Secondary, 11~12학년)과정으로 나뉜다. 상급중등과정

(일명 Intermediate)에는 7개의 계열이 있으며, 우르두어, 

영어, 이슬람교육(비무슬림 학생의 경우는 공민), 파키스

탄 탐구가 필수과목이고,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목 중에

서 해당 계열에 적합한 3개 과목을 선택한다. 각 학년말

에는 중등교육위원회(Boards of Intermediate and Sec-

ondary Education)가 주관하는 HSSC(Higher Secondary School 

Certificate, 혹은 Intermediate Examination Certificate) 시

1. Which of the following approach was introduced by Humboldt?

   a. Regional   b. Regional planning   c. Systematic   d. Regional analysis

-출처: CBSE SQP (2020-21) Class11 Geography-

Q2 Arrange the following approaches in a sequence order according to their 

development 

   1. Spatial organization 2. Regional approach 

   3. Areal differentiation 4. Humanistic approach 

   (a) 1 4 2 3     (b) 4 1 3 2    (c) 2 3 1 4     (d) 3 2 4 1 

Q20 Explain how Human Geography in the early 20th century has become 

more integrative and inter-disciplinary in its approach. 

-출처: CBSE SQP (2020-21) Class12 Geography-

그림 1. 인도 HSC 지리시험의 문항 사례 1

9. Name the smallest continent.

   a. Europe   b. Australia   c. Asia   d. Africa

-출처: CBSE SQP (2020-21) Class11 Geography-

Q10 Arrange the correct sequence of column II against the column I

   COLUMN I (RELATED FIELD)          COLUMN II (MINERALS) 

       I. Chikkamagaluru 1. Iron Ore 

       II. Singhbhum  2. Bauxite 

       III. Durg 3. Manganese 

       IV. Koraput 4. Copper 

   (a) III-1, IV-2, I-3, II-4 (b) I-4,  II-3, III-2, IV-1 

   (c) IV-3, I-4, II-1, III-2 (d) II-2, III-1, IV-4, I-3 

16-3. What was agreed to in the “Paris Agreement” that came out of  

COP-21, held in Paris in 2015?

   a. To protect biodiversity and end the deforestation of the world’s 

rainforests

   b. To keep global temperature rise well below 2°C pre-industrial levels 

and to pursue a path to limit warming to 1.5°C

   c. To limit sea level rise to 3 feet above current levels

   d. To pursue a goal of 100% clean, renewable energy

Q24. Critically analyse the Socio economic benefits that are being experienced 

by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Tribal Development Project in 

Bharmaur district of Himachal Pradesh. OR Critically analyse the 

measures to promote sustainability in Indira Gandhi Canal Command Area.

-출처: CBSE SQP (2020-21) Class12 Geography-

그림 2. 인도 HSC 지리시험의 문항 사례 2

27. Suppose you are travelling from Haridwar to Siliguri along the foothills 

of the Himalayas. Name the important rivers you will come across.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any one of them.

28. Show on the physical map of the world,

   i. The Tectonic Plates

   ii. Volcanic Eruptions

   iii. Ring of Fire

   iv. Hot Spots

* 아래 지도는 위 문항에 대해 제시된 모범답안임.

-출처: CBSE SQP(2020-21) Class11 Geography-

Q28. On the given map of India, locate and label any five of the following 

   1. A state with lowest density of population 

   2. A state with highest level of urbanization 

   3. Bengaluru - Mega City    

   4. Mayurbhanj Iron Ore Mines 

   5. Jamnagar Oil Refinery 

   6. Katni Bauxite Mines 

   7. Neyveli Lignite Coal Field 

-출처: CBSE SQP(2020-21) Class12 Geography-

그림 3. 인도 HSC 지리시험의 문항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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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치러지며, 이 점수가 대학입학에 활용된다. 파키스

탄의 상급중등학교의 지리교육과정을 학년별 및 주제별

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처럼 파키스탄의 지리교육과정은 11학년엔 

자연지리, 12학년엔 대륙 중심의 지역지리 내용, 특정 

국가 중심의 경제지리, 인구와 환경에 대한 이해 등 계

통적 및 지역적 내용이 혼재하는 독특한 체계를 이룬다. 

이처럼 내용 체계가 인문지리보다 자연지리 중심이고 

세계와 국가 등 지역적 이해를 중시하는 점이 인도의 

지리교육과정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양국 모두 지리실

기 능력이 강조되는 공통점도 있다. 

2) 파키스탄의 지리평가 특성

파키스탄 HSSC 지리시험의 편제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처럼 파키스탄의 지리시험에서도 선택형

과 서답형 평가도구가 모두 활용되고 있으며, 선택형의 

경우 객관식 4지선다형, 서답형의 경우 단답형, 장답형 

등이 동원된다. 시험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섹션 B, C의 지시문에 ‘읽기 쉽도록 깔끔하게

(neatly and legibly) 작성하라’는 글귀가 인상적인데, 이는 

이슬람어의 흘림 글자체와 문장 특성 탓으로 보인다. 

HSSC-I은 11학년에, II는 12학년에 치러진다.

이어 파키스탄 지리평가의 내용적 특성을 2019학년

표 5. 파키스탄의 지리교육과정(11~12학년)

주제

단원
11학년 주제 12학년 주제

1 지리학의 이해(지리학의 특성, 범위, 타 학문과의 관계) 1
대륙의 지리(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남극, 오

스트레일리아 7대륙)

2 지구에 대한 기초적 관심(지구의 구조와 구성요소) 2
다음 국가들의 경제지리(파키스탄, 중국, 사우디아라비

아, 미국)

3 암석(암석의 형태 분류와 특성) 3 인구 지리(도입, 분포와 밀도, 성장, 인구 특성, 이동)

4 주요 지형(고원과 평원)

4 환경(도입, 파키스탄의 기본적인 환경문제)5 삭박(풍화, 침식)

6 유수, 빙하, 바람의 작용(하천, 빙하, 바람의 작용)

7 대기(도입, 날씨와 기후, 대기 분포와 기압, 바람, 강수)

-8 대양과 바다(대양과 바다, 대양 조류)

9 자연환경과 인간(지형과 인간, 기후와 인간)

지리실기 지리실기

1
도입(지도 특성과 유형, 지구본 상에서 경위도 찾기, 경도

와 시간, 방향 표현, 방향 찾기 방법)
1 지도투영법

2
축척과 구성(축척과 유형, 축척 표현 및 전환 방법, plain 

scale 작성, 지도상 거리 계산)
2 통계 다이어그램

3 기복의 표현(기복표현 방법, 암석 인식) 3 분포도

- 4 지도 읽기

자료: FBISE (2020)

표 6. 파키스탄 HSSC 지리시험의 편제

구 분 Section-A Section-B Section-C

문항 

구성

문항 수

(번호체계)

17

(Q.1 1)~17))

19

(Q.2 (ⅰ)~(ⅺⅹ ))

3

(Q.3~Q.5)

점수(문항 당 배점) 17(1) 42(3) 26(13)

선택 여부 필수 14개 문제 선택 2개 문항 선택

평가 도구 선택형 서답형(단답형) 서답형(장답형)

기타 4지선다 3~4줄 이내 진술 -

시험 시간 25분 2시간 35분

자료: HSSC Geograph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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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HSSC지리 시험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7

은 11학년, 표 8은 12학년의 지리시험 내용을 정리한 것

이다.

파키스탄의 지리평가 특성을 표 7, 8을 바탕으로 하

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키스탄의 지리평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리교육과정과 정합성이 높다는 점

이다. 곧, HSSC-I에서는 자연지리, HSSC-II에서는 지역

지리 관련 주제와 소재가 주요 평가요소이다. 그리고 인

도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서도 해마다 모학문의 구조

와 성격의 이해에 대한 문항이 등장하는 공통점이 발견

된다(그림 4).

둘째, 인도와 마찬가지로 평가요소가 섹션별로 위계

적으로 분담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섹션 A에서는 지리

의 전통적인 기초적 사실(facts)지식의 습득 여부를, 섹

표 7. 파키스탄 HSSC-Ⅰ 지리시험의 내용(2019학년도 사례)

내용

문항
평가 요소

Section-A Q.1 

1)자연지리학의 분과, 2)지리학의 주요 분야 수, 3)태양계에서 빛과 열의 근원, 4)지구 핵의 물질, 5)화성암 예, 

6)탄소질 암석, 7)탁상지형 용어 해당 지형, 8)티베트고원의 지형 유형, 9)탄산화 발생 작용, 10)하천 곡류 발생 

구간, 11)드럼린 형성 작용, 12)Salt Pans 출현 지형환경, 13)기온체감률 의미, 14)치누크의 바람 유형, 15)기압계 

용도, 16)세계 최대 해양, 17)한류 예 인식

Section-B Q.2

(ⅰ)문화지리학 정의(define), (ⅱ)지구 내부구조 도식화 및 명명(draw and label), (ⅲ)관입 화성암 약술, 

(ⅳ)Caladonian Mountain 약술, (ⅴ)Intermont Plateau 약술, (ⅵ)기계적 풍화 약술, (ⅶ)육풍과 해풍 약술, (ⅷ)사이클

론 정의, (ⅸ)적도 저압대 약술, (ⅹ)대서양 약술, (ⅺ)한사리 약술, (ⅻ)래브라도 해류 약술, (ⅹⅲ)지형성 강수 

약술, (ⅹⅳ)세계의 습곡산맥 3개 열거, (ⅹⅴ)국지풍 3개 열거, (ⅹⅵ)Roche Mountonnes 약술, (ⅹⅶ)대륙사면 약술, 

(ⅹⅷ) 다이어그램 상에 양 회귀선과 적도 표기, (ⅹⅸ) 바르한 약술

Section-C

Q.3 지리학 정의 및 자연지리학의 분과 상세 기술(write)

Q.4 하천의 다양한 단계 상세 기술 및 관련 다이어그램 작성(draw)

Q.5 대양 해류의 기원 주요 원인 기술

자료: HSSC-I Geography (2019)

표 8. 파키스탄 HSSC-Ⅱ 지리시험의 내용(2019학년도 사례)

내용

문항
평가 요소

Section-A Q.1 

1)아시아의 ‘선더볼트’ 별칭 국가, 2)적도 통과국, 3)Kashmir의 동계 강우요인, 4)세계인구의 50% 집중 위도대, 

5)남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기후유형, 6)중국이 아시아의 최대 국가인 기준, 7)홍콩의 수도, 8)‘검은 대륙’ 

별칭 대륙, 9)북아프리카 위치 바다, 10)적도일대의 연중 덥고 습한 기후, 11)북미 툰드라 식생 유형, 12)북미국가 

중 최대 인구밀도 국가, 13)남미 위치 최장 산맥, 14)아마존분지의 식생 유형, 15)페루의 수도, 16)동계 초기 

전 경작 작물 지칭 용어, 17)파키스탄의 총면적 인식

Section-B Q.2

(ⅰ)아시아 대륙 약술(write briefly), (ⅱ)티베트와 파미르고원 약술, (ⅲ)아프리카의 주요 강 이름 열거, 

(ⅳ)Chinook 약술(briefly describe), (ⅴ)아마존 강 약술(write a short note), (ⅵ)파키스탄 사막지역 열거, (ⅶ)남극의 

식물상 약술, (ⅷ)파키스탄의 국제 무역 약술, (ⅸ)사우디아라비아의 기후 약술(give a brief account), (ⅹ)인더스 

강 하곡 기술, (ⅺ)적도 일대의 우림기후지역 열거, (ⅻ)파키스탄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 약술, (ⅹⅲ)아시아의 

지세 약술, (ⅹⅳ)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와 그 분포 기술, (ⅹⅴ)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적 배경과 취락 약술, 

(ⅹⅵ)사우디아라비아 간략 소개 기술, (ⅹⅶ)북미의 지형구 간략 상술(briefly elaborate), (ⅹⅷ) 지구온난화 유발 

온실가스 기술, (ⅹⅸ) 중국의 농업체계 간략 상술

Section-C

Q.3 일본의 산업발달 상술(write in detail)

Q.4 현대 세계 직면 주요 환경문제 상세 논의(discuss in detail)

Q.5 파키스탄의 산업 종합적 설명(give a comprehensive account) 

자료: HSSC-II Geograph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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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B에서는 지리적 개념, 지리적 현상의 인식과 이해에 

대한 선지식을 측정하고 있으며, 섹션 C에서는 지리적 

개념, 지리적 현상 및 문제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을 요

구한다(그림 5). 그렇지만 고차적인 지리적 사고를 요구

하기보다는 대체로 지리에 대한 선지식을 기술 혹은 상

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도의 지리평가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HSSC-II의 경우 서답형 문항 총 22개 중에서 

17개 문항(77.3%)이 지리 지식을 열거 혹은 약술하는 문

항으로서 주로 선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이 주를 이룬다

(표 7, 8의 굵은체 참조).

셋째, 파키스탄의 지리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연지

리의 이해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곧, 자연지리 내용을 

전적으로 다루는 HSSC-I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지역

지리 내용을 주요 평가 주제로 삼고 있는 HSSC-II의 경

우도 전체 39개 문항 중 21개 문항(53.8%)이 자연지리 

주제나 소재가 평가요소로 등장한다. 반면, 자국지리의 

내용은 총 7개(17.9%)에 불과하다(표 7, 8 참조). 이는 파

키스탄의 지리교육이 자국에 대한 지리적 이해나 자긍

심의 함양보다는 세계에 대한 지리적 정보와 이해를 상

대적으로 중시할 개연성을 함의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의 지리평가에는 시각･공간 자

료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가운데, 지구 규모의 모식도를 

통한 자연지리 지식을 측정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그림 6에서처럼 지구대기대순환, 회귀선 및 적도 

인식 등의 문항 사례에서 보듯, 지구 규모의 자연지리 

현상의 분포 질서에 대한 사실지식을 중시하는 문항이 

해마다 등장한다.

3. 방글라데시의 지리평가

1) 방글라데시의 지리교육과정

방글라데시 학제 역시 5-3-2-2제이다. 초등(Primary, 

1~5학년), 하급중등(Junior Secondary, 6~8학년), 중등(Sec-

ondary, 9~10학년), 상급중등(Higher Secondary, 11~12학

년)과정으로 구성된다. 방글라데시의 2010국가교육정책

에 따르면, 초등교육이 8학년까지로 연장된다(Ministry 

of Education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10, 6). 상급중등과정 12학년 말의 HSC(Higher 

Secondary Certificate) 시험은 BISE(Boards of Intermediate 

and Secondary Education)가 관장한다. HSC 시험은 필수

과목인 방글라데시어, 영어, ICT와 한 개의 선택과목으

로 이루어진다. 이 시험의 결과는 대학입학에 활용된다

(Chowdhury and Sarkar, 2018).

방글라데시의 상급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শ�া�ম ভূ

	গাল )을 학년별 및 주제별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이

에 따르면, ‘지리’의 내용 체계를 아예 자연지리와 인문

지리로 대분하고 그것을 학년별로 배당하는 조직 원리

를 취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인도나 파키스탄과는 또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단원 배분, 시수 등도 양

(ⅰ) 문화지리학을 정의하시오.

-출처: HSSC-I Geography (2019)-

(ⅰ) 자연 및 인문지리학의 제 분야를 각각 열거하시오.)

-출처: HSSC-I Geography (2018)-

그림 4. 파키스탄 HSSC 지리의 문항 사례 1

12) Salt Pans는 ______ 지역의 중요한 특징적 모습(지형)이다.

A. 산지   B. 사막   C. 평원   D. 해안

-출처: HSSC-I Geography (2019)-

(ⅰ) 아시아 대륙에 대하여 간략히 쓰시오. 

         

Q. 5 파키스탄의 산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을 하시오.

-출처: HSSC-II Geography (2019- 

그림 5. 파키스탄 HSSC 지리시험의 문항 사례 2

(ⅹⅷ) 제시된 다이어그램의 A, B 그리고 

C의 바람 이름 쓰시오.) 

-출처: HSSC-I Geography (2018)-

그림 6. 파키스탄 HSSC 지리시험의 문항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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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 대칭을 이룰 만큼 비중이 동등하다. 반면에 앞서 

살펴본 두 나라에 비하여 지리실기 역량의 비중은 적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주제’가 단원명에 반영될 정도로 현

대 세계의 지리적 당면 과제를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대기권, 수권, 생물권 등과 같이 지구생태계에 대

한 이해를 강조하는 내용적 특성도 확인된다. 이처럼 방

글라데시의 지리교육과정은 모학문의 이원론적 틀을 바

탕으로 한 계통지리 주제로 구성되고, 여기에 현대 사회

의 중요한 지리적 이슈와 패러다임도 놓치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겠다.

2) 방글라데시의 지리평가 특성

방글라데시의 HSC시험은 Dhaka Board 등 9개 교육

구교육위원회(Education Boards)마다 다르다. 이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한 모의시험(2018년)이 제시된 바 

있어 이를 분석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 시험은 HSC-I, 

II로 구성되며, 편제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처럼 방

글라데시의 지리평가에서도 선택형과 서답형이 모두 활

용되고 있으며, 선택형은 객관식 4지선다형, 서답형은 

세트형식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세트식 서답형의 경우 

반드시 텍스트나 지도 등 모자료가 제시되고 이를 바탕

으로 하위 문항이 구성되는 형식을 취하여 앞의 인도나 

방글라데시의 서답형과는 차별된다.

한편, 방글라데시에서는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

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모든 시험에서 구조화한 문항

(structured questions)을 의미하는 ‘창의적 문항(creative 

questions)의 원리(সজৃনশীল � প�তি◌ )’를 강조한다

(Hossain, 2015). 이에 따라 서답형 문항을 아예 ‘창의형

(সজৃনশীল �শ )’으로 유형화하여 지칭할 정도이다.

이어 방글라데시 지리평가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표 11은 방글라데시 HSC 지리 I, 표 12는 지

리 II의 평가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표 9. 방글라데시의 지리교육과정(11-12학년)

내용

학년
자연지리 인문지리

11

│

12

단원 주제 단원 주제

1 자연지리 1 인문지리

2 지구의 구조 2 인구

3 지형 변화 3 취락

4 대기권 4 농업

5 기후요소와 기후인자 5 광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

6 기후지역과 기후변화 6 제조업

7 수권 7 교통과 통신

8 대양 해류와 조류 8 무역

9 생물권 9 환경오염과 재해

10 지도와 축척 10 지도투영법

자료: NCTB (2012)

표 10. 방글라데시 HSC 지리시험의 편제

구 분 창의형(Creative) 선택형(MCQ)

문항 구성

문항 수

(번호체계)

8

(1~8)

25

(1~25)

점수(문항 당 배점) 50(10) 25(1)

선택 여부 5개 문항 선택 필수

평가 도구
서답형

( রচনামূলক  )

선택형

( ব�িনব �াচিন )

기타
문항 내 4개의 하위 

문제로 구성된 세트형
4지선다

시험 시간 2시간 35분 25분

자료: HSC 지리 모의시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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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지리평가 특성에 대하여 표 11, 12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글라데시의 지

리평가는 시험의 편제와 주제가 모학문의 이원적 분과 

체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국가와 유사하

다. 지리 I에서 자연지리, 지리 II에서 인문지리의 주제

와 소재가 지리평가의 주요 내용요소이고, 인도와 파키

스탄과 마찬가지로 지리학의 분과 및 주제 관련 문항이 

빠짐없이 등장한다(그림 7). 이 역시 지리교육과정과 정

합성을 담보해야하는(표 9) 구조적 특성과 더불어 상급

중등과정이 지니는 대학예비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반영

한 특성일 것이다.

둘째, 섹션별로 평가요소를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일

반적인 문항 조직 혹은 배열원리와는 달리, 방글라데시 

지리평가에서는 선 지리적 고차사고 후 지리적 기초지

식의 배열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곧, 세계 대부분 국

가의 지리평가에서는 전반부에 기초적인 지리지식을 측

정하는 객관식 선다형이, 후반부에 고차적인 지리적 사

고를 측정하는 서답형이 배열되는 조직 원리가 적용되

는데 비하여,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위계가 역전된 독특

한 배열원리가 활용된다(표 11, 12). 이에 대한 정확한 

의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는 다른 남아시아 국가와 

차별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창

의적 문항의 원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셋째, 방글라데시의 지리평가에서 창의적 문항의 원

리는 두 가지 점에서 구현되고 있다. 하나는 표 11의 2, 

3, 4번이나 표 12의 1, 5, 7번 문항에서처럼 가상의 상황

을 흥미롭게 기술한 글자료 중심의 제시문(stem item)과 

다른 하나는 대문(大問) 하에 하위 소문(小問)을 사고수

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한 구조화한 세트형을 통해

서이다(그림 8). 특히, 주로 텍스트 형식의 제시문은 간

표 11. 방글라데시 HSC 지리 I의 내용(2018학년도 모의시험)

내용

문항
평가요소

창의형

1
<적도와 회귀선 표시 간략 세계지도> A.습도계 이름 인식(what), B.구름 형성과정 설명(explain), C.지도상 표시 범위

(23.5°N~23.5°S)의 대기대순환 설명, D.지도상 표시 범위(23.5°N~23.5°S)의 기후유형 인식

2

<미얀마의 학생인 Wing Pruafu이 인접국, 곧 방글라데시 지리 특성 설명글> A.설명 해당국의 기후유형 인식, B.지중해 

지역이 과일의 왕국이라 불리는 이유 설명, C.설명 해당국의 동계 기후특성 설명, D. 설명 해당국 기후에 끼치는 

온실효과 영향 분석(analyze)

3
<치타공대학 해양학 교수인 Azad가 학생들과 함께 뱅골만 해안 답사활동 상황글> A.바다 이름 인식, B. 응결현상 

설명(how), C.해양학 주제 연구의 답사활동 설명, D.방글라데시 경제에 미치는 바다의 영향 인식 및 평가(evaluate)

4
<Shaheen이 해변 산책 중 밀물과 썰물 현상 관찰글> A.해류의 정의(what), B.기류가 해류에 끼치는 영향 설명, C.Shaheen

이 목격한 현상의 이유 설명, D.해안지역에서 해당 현상의 영향 분석

5
<지구구조 간략 다이어그램> A.자연지리학의 정의, B.지리학의 내용 설명, C.지각이 인간 활동에 미치는 중요성 

설명, D.지각, 맨틀, 핵의 구조적 차이 분석

6

<방글라데시 전체 지세 및 하계 간략 다이어그램> A.산의 정의, B.범람원의 형성과정 설명, C.삼각주의 토양 특성 

설명, D.지도상 표시된 세 곳(북서부 고원, 북동부 구룽, 남동부 산지) 제외 방글라데시 전역이 동일 형성작용의 지형

인지 논의(argue) 

7

<Padma 강변의 서로 다른 양상-하안 침식에 따른 토지 손실과 빈곤화 / 대규모 삼림개간에 따른 경작지화- 관련 

강의 기능에 대한 문제인식 서술글> A.하천관리의 정의, B.우각호 형성과정 설명, C.하안충적지의 침식 이유 설명, 

D.하안충적지의 침식 방지책 분석

8
<지구대기권 간략 모식도> A.대기권 구조 인식, B.대기요소에서 미립 물질의 중요성 인식, C.중간권의 중요성 설명, 

D.생물계에 대한 대류권과 성층권의 중요성 논의

선택형 

1

~

25

1.일본 후지산의 유형, 2.맨틀의 주요성분, 3.히말라야의 형성작용, 4.맨틀 물질의 비중, 5.지구 내부구조의 권별 위치, 

6.진앙의 깊이, 7.분수계 개념, 8.몬순기 하천침식의 주요요인, 9.방글라데시 하천 침식에 따른 산사태의 빈도 특징, 

10.적도의 평균기온, 11.저압대 분포지역, 12.최대 풍속의 탁월풍, 13.함신(Khamsin) 풍의 발생지와 시기, 14.지중해성 

기후 출현 위도, 15.몬순 기후의 강수특징, 16.Dolphin 산맥의 해양 위치, 17.마리아나 해구의 최심 부분 명칭, 18.해류의 

수직이동 요인, 19.난류 효과 지역, 20.<태양 및 달의 인력과 조류 변화 관계 간략 다이어그램> 한 달 간 사리 횟수, 

21.태양과 달에 의한 조류변화, 22.방글라데시의 삼림지역, 23.열대 낙엽수림의 주요 수목, 24.지구 식생의 일반적 

특성, 25.식물의 질소 흡수형태의 인식

자료: HSC Model Ques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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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면서도 지리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가상적 상황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숨 막힐 듯 

비튼 극강’의 그래프 자료를 위주로 사고력을 측정하려

는 우리의 대입수능 지리시험에, 비록 우리가 남아시아

의 지리교육을 발전적 대안 모형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

다하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곧, 몇 줄

의 글 자료만으로도 의미있는 지리적 상상력과 사고력

을 북돋고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세트형 문항의 경우, 평가를 위한 행동요소가 위계적으

로 분화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곧, 지리적 사상의 

사실지식, 지리적 현상의 설명, 지리적 이슈의 분석 등

으로 점차 사고의 정도를 높여가면서 문항을 구성하고 

표 12. 방글라데시 HSC 지리 II의 내용(2018학년도 모의시험)

내용

문항
평가 요소

창의형

1
<방글라데시 학생 Rahim이 잡지를 통해 6대륙과 대륙별 국가 수를 알게 되는 상황글> A.학생 거주 대륙이름 인식, 

B.면적 순 대륙이름 열거, C.학생 거주 대륙 간략 기술(describe), D.학생 거주 대륙의 어떤 두 내륙국가 상세 비교

2
<인구변천모형 그래프> A.인구변천이론 정의, B.4단계의 명칭 열거, C.각 단계별 경제상 논의(discuss), D.방글라데시

의 맥락에서 모델 분석

3
<방글라데시의 농업특성 설명글> A.방글라데시의 주요 농업지역 인식, B.방글라데시 농업의 자연적 요인 기술

(mention), C.지도상에 방글라데시의 주요 식량작물 생산지역 표시, D.식량작물과 상품작물 비교(compare)

4

<방글라데시 하계망과 주요도시 표시 약지도> A.섬유공업 종사자 수 인식(how), B.방글라데시의 섬유공업 급속 성장 

이유 설명, C.섬유공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도시(다카, 쿨나, 치타공)의 생산과 분포 논의, D.섬유공업에 대한 여성노동

력의 기여 설명

5
<사업가 Aslam의 외국과의 무역 관계 설명글> A.무역의 정의, B.중국과 미국에 대한 주요수출품 인식, C.해외노동자

의 외화수입이 방글라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 기술, D.방글라데시 무역의 다양한 장・단점 설명

6
<개발 사이클 다이어그램> A.자연재해 정의, B. 각 네 사이클 단계의 이름 열거, C.사이클의 목적 기술(write), D.사이클 

대한 설명

7
<치타공 출신 사업가 Kabir Hassan이 수·출입 위해 항구와 도로 이용 상황글> A.방글라데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통수단 인식, B.구릉지의 도로 미비 이유 설명, C.해상교통과 도로교통 간 차이 설명, D.항구의 경제적 중요성 분석

8
<구 다카시내 한 사업가의 부리강가江의 과거 아름다움과 현재 수질오염 상황 설명글> A.오염 정의, B.수질오염의 

원인 설명, C.설명문에 나타난 오염원인 설명, D.다카시의 다양한 오염원의 환경적 재앙에 대한 자신의 견해 피력 

선택형

1

~

25

1.인문지리학의 분야, 2.도서대륙으로 불리는 대륙, 3.인구피라미드 의미, 4.인구조밀 지역, 5<하항취락 간략 모식도> 

취락유형, 6.상품작물, 7.에너지 자원, 8.세계 석유자원의 중동지역 비중, 9.<Karim씨의 Keru & Company 설탕공장 근무 

설명글> 설탕공장 입지 장소, 10.사탕수수 부재 시 가능 대체 생산품, 11.하항 입지조건, 12.쇠락 산업, 13.수질오염 

관련 현상, 14.산성비 의미, 15.구조재난관리의 의미, 16.중국에 대한 수출품, 17.방글라데시 전역 활용 정보통신수단, 

18.세계 제1 철강생산국, 19.시멘트의 주요성분, 20.광물 식별, 21.알루미늄의 원광석, 22.세계의 주요 식량작물, 23.인구

의 사회경제적 분석요소, 24.인구학적 구성요소, 25.뱅갈만의 해안선 길이의 인식

자료: HSC Model Question 2018

-출처: HSC 지리 I 모의시험(2018)-

-출처: HSC 지리 II 모의시험(2018)-

5.▶ 

a. 자연지리학이란 무엇인가?  

B. 지리학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1. 인문지리학의 주요 주제 ______이다.

  ⅰ. 인구

  ⅱ. 환경

  ⅲ. 경제활동

다음 중 옳은 것은?  

Ⓐ i과 ii  Ⓑ i과 iii Ⓒ ii와 iii Ⓓ i, ii 및 iii

그림 7. 방글라데시 HSC 지리시험의 문항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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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림 8).

넷째, 방글라데시의 지리평가 역시 지리의 사실지식

의 인식, 지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 분석,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행동요소가 측정되고 있

다(표 11, 12 및 그림 8의 굵은체 참조). 그렇지만 내용

요소 면에서는, 예를 들면 지리 II의 경우 문항수의 비

중만으로 본다면 전체 57개 문항 중 41개 문항(71.9%)이 

전통적인 지리지식의 습득을 측정하는 비중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거의 모든 문항이 기초적인 지

리지식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의 지리평가에서도 전반적으

로 자국지리의 이해를 강조하는 특성이 발견된다는 점

이다. 곧, 지리 I의 경우 창의형 섹션의 8개 문항 중 5개

(62.5%), 지리 II의 경우 6개(75.0%) 문항이 방글라데시

의 자연과 인문특성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

다(표 11, 12). 반면에 선택형 섹션 문항은 대부분 계통

지리적 기초지식을 다룬다. 이처럼 방글라데시의 지리

평가는 기본적으로 계통지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국의 지리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독특한 특

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적절히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

인 사례가 지리 I의 6번 문항에서 등장하는 ‘산이란 무

엇인지?’를 정의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그림 9).

4. 스리랑카의 지리평가

1) 스리랑카의 지리교육과정

스리랑카의 학제는 5-4-2-2제로서 앞의 세 나라와는 

다른 면이 있다. 곧, 초등(Primary, 1~5학년), 하급중등(Junior 

Secondary, 6~9학년), 상급중등(Senior Secondary, 10~13

학년)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상급중등과정은 다시 GC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O/L(Ordinary Level) 

-출처: HSC 지리 I 모의시험(2018)-

2. Wing Profur는 미얀마에 산다. 그는 이웃나라에 유학을 왔다. 

이 나라는 삼면은 다른 나라에, 남부는 뱅골만에 접한다. 이 

나라의 여름기온은 서서히 오르고, 몬순은 불규칙적이다. 그 

결과 다양한 자연재해가 되풀이하여 발생한다.

A. 이 나라는 무슨 기후대에 속하는가?  

B. 지중해 지역은 왜 과일의 왕국이라 불리는가?

C. Wing Profur가 유학 온 국가의 동계특성을 설명하시오.

D. 온실효과가 이 나라의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라.

그림 8. 방글라데시 HSC 지리시험의 문항 사례 2

6. ▶

A. ‘산’이란 무엇인가?  

B. 범람원의 형성과정을 설명하시오.

C. 지도에 표시된 A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설명하시오. 

D. 지도에 표시된 A, B, C지역을 제외하면 방글라데시의 전체가 

동일한 지형형성 작용으로 형성되었는가? 논술하시오.

-출처: HSC 지리 I 모의시험(2018)-

그림 9. 방글라데시 HSC 지리시험의 문항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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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준비하는 2년 과정(10~11학년)과 GCE A/L(Ad-

vanced Level) 시험을 준비하는 2년 과정(12~13학년)으

로 나뉜다. 11학년 말에 제1어, 수학, 기타 세 과목으로 

이루어진 GCE O-Level 시험을 통과해야 상위수준인 

GCE A-Level로 진학할 수 있다. 대학예비과정(Collegiate 

Level)으로도 불리는 GCE A-Level에서는 4개의 계열을 

두고 있으며, 필수과목인 영어, IT와 세 개 과목을 선택

하여 시험을 치른다.

스리랑카는 2009년 교육과정 전면 개편에 있어 2017

년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른 스리랑카의 

중등 최종과정의 지리교육과정을 학년별 및 주제별로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처럼 스리랑카의 지리교육과정도 ‘지리’의 

내용 체계를 아예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대분하고 그

것을 학년별로 배당하는 조직원리를 취하는 점이 방글

라데시와 유사하고, 지리실기가 독립적으로 편성될 정

도로 중시되고 있는 점은 파키스탄과 동일하다. 주제 편

성의 경우, 지리적 현상의 계통적 이해를 바탕으로 삼아 

자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형식으로 

페어링(pairing)하여 있다. 또한 내용선정에서도 경관 보

존, 기후변화, 환경시스템, 세계의 도시화, 세계화 등에

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주제명을 벗어나 현대적인 

주제명이 등장하고, 더불어 현대 세계의 지리교육적 변

화 조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의 세 나라와는 차별화

된다. 이처럼 스리랑카의 지리교육과정도 모학문의 이

원론적 틀을 바탕으로 한 계통지리적 주제로 구성되면

서 종국적으로 스리랑카의 자연과 인문특성에 대한 이

해를 추구하면서도 세계적인 조류와 경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스리랑카의 지리평가 특성

스리랑카 GCE A-Level 지리시험의 편제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처럼 스리랑카의 지리시험은 지리 I, II로 

편성되고, 각각 다시 하위 2~3개 부분(Part)로 나뉘는 구

조이다. 평가도구로서 선택형과 서답형이 모두 활용되

고 있으며, 선택형의 경우 객관식 5지선다형이고 서답형

에는 백지도기반 완성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 

및 세계 백지도에 여러 지리적 사상을 표기하는 형태로

서 인도의 그것과 유사하다. 시험시간은 무려 6시간이 

배정되며, 제시 혹은 활용되는 자료도 컬러로 인쇄된 지

형도를 비롯하여 최신의 산업 혹은 인구 자료가 활용된

표 13. 스리랑카의 지리교육과정(12-13학년)

내용

학년

자연지리 인문지리 지리실기

단원 주제 단원 주제 단원 주제

12

1 지리의 기본 개념 1 인문지리의 특성 1 지리실습의 중요성

2 자연지리의 특성 2 인구의 특성 2 지도학적 기법의 중요성

3 지오시스템 3 주요 취락유형 3 지도에 묘사된 자연 및 인문경관

4 지구 경관과 보존 4 세계의 도시화 4 지도에 포함된 정보

5 지형형성 작용 5 스리랑카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6 날씨와 기후 6 세계의 농업

7 스리랑카 기후의 특성

13

8 기후변화 7 광업 5 지리자료(data)

9 수자원과 수자원 보호 8 스리랑카의 광물자원

-

10 스리랑카의 물 자원 9 제조업

11 생물군계(biomes)와 환경시스템 10 스리랑카의 관광산업

12 자연재해와 재난 11 세계화

13 스리랑카의 재난관리 12 지역기구

14 국제 및 지역기구 -

자료: DSSNIE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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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스리랑카의 지리평가는 10분간 리딩 타임

(reading time) 제공, 긴 수험시간, 다양한 평가도구, 체계

적 시험 편제, 그리고 최신의 자료 활용 등 남아시아 4

국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어 스리랑카 지리 평가의 내용적 특성을 표 15, 16

을 바탕으로 분석 정리해보기로 한다.

먼저 스리랑카의 지리평가는 지리 I에서는 지리의 기

초지식과 지리실기 및 방법론, 지리 II는 여러 자연 및 

인문지리 현상에 대한 이해 및 설명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대략 지리적 현상의 특성이나 요인 설명, 사례 제시, 대

안 모색 등의 순서로 구조화한 문항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형식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탐구형식을 취하나, 

지리 II의 경우에서처럼 8개 문항 중 7개(87.5%)가 실제

적으로는 지리적 선지식의 파지(把持)나 재현을 요구하

고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스리랑카의 지리평가가 지니는 

가장 큰 특성은 지리실기 및 지리방법론 관련 역량을 

측정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리 I의 

Part 2, 3의 모든 문항이 지형도 읽기, 백지도 표기, 데이

터 특성 구분, 지도학과 GIS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묻고 

있다. 게다가 5번의 산업별 GDP와 같은 통계자료가 동

원된 탐구형 문항에서조차 오히려 지리 실기나 방법론 

위주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됨으로써 도해력(graphicacy) 

관련 문항으로 구현될 정도이다(표 15 및 그림 10). 이는 

지리 II의 1번 문항에서 다이어그램 작도 요구문항으로

까지 이어진다. 특히, 앞의 3개국이 모학문의 체계와 내

용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강조된 반면에 스리랑카에서

는 현대의 지도학적 테크닉, 도구 등 방법론이 중시되는 

차이가 확인된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 교육과정에서도 

드러난다(표 13). 한편, 인도의 지리평가에서처럼 스리랑

카에서도 백지도에 세계의 여러 지리적 사상을 표기 혹

은 기입하는 문항이 마련되어 있다(그림 10).

셋째, 스리랑카의 지리교육과정과 지리평가 간 정합

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통지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종국적으로 스리랑카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조직방식이, 예를 들면 지리 II의 4~7의 문항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것

이다(표 16).

마지막으로 현대 세계의 주요 지리적 이슈가 비중있

게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그 예를 기후변화의 정의, 요

인,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지리 II의 3번 문항, 

세계화의 정의, 요인, 영향,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를 묻

는 지리 II의 8번 문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10). 이

상에서처럼 스리랑카의 지리평가는 내용면에서도 남아

시아의 나머지 3국과는 확연히 차별화한 특성을 보인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스리랑카의 GCE A-Level 지리시험의 편제

구분

Geography I Geography II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

-자연지리 

Part II

-인문지리

문

항

구

성 

문항 수

(번호체계)

40

(1~40)

2

(1-2)

4

(3~6)

4

(1~4)

4

(5~8)

점수

(문항 당 배점)

40

(1)

30

(10/20)

30

(15)

100

(20)

선택 여부 필수 필수 2개 문항 선택
각 파트에서 최소 2개 문항, 

총 5개 문항 선택 

평가 도구 선택형 서답형, 완성형(백지도기반형) 서답형

기타 5지선다
세트형, 

백지도기반
문항별 4개의 하위 문제로 구성된 세트형

시험 시간 3시간 3시간

자료: GCE (A-Level) Examination Geography I, I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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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스리랑카 GCE A-Level 지리 I의 내용(2019 신교육과정)

내용

문항
평가 요소

Part I

1

~

40

1.지형도의 등고선 특성, 2.스리랑카 1:5만 지형도면의 크기, 3.자료의 두 유형, 4.관찰 수집 자료의 사례, 5.GIS에 

직접 이용 자료, 6.지형도에 표현된 자연지물, 7.디지털지도 활용도구, 8.인구구성 표현 적절 그래프, 9.선 및 막대그

래프 동시 표현 적절 지리현상, 10.단계구분도, 11.1차지형(first order landforms), 12.폐쇄시스템의 예, 13.구텐베르그

(Gutenberg) 불연속면 깊이, 14.에너지자원의 예, 15.변성암의 예, 16.발산이동(divergent movement)에 의한 형성 지형 

예, 17.주요 지진발생지역, 18.베수비오 화산 위치 국가, 19.intrusive 화산지형 예, 20.스리랑카의 첫 inter-monsoon발

생시기, 21.스리랑카 최다우지, 22.온실가스 세 주요원, 23.기후형 결정 위한 날씨자료 수집기간,  24.열대우림기후 

출현지역, 25.스리랑카의 두 번째 긴 강, 26.인구노령화 요인 2가지, 27.Blue Banana 산업회랑대란 별칭의 지리적 

범위, 28.1차 산업활동 예, 29.다국적 기업 정의, 30.경작지 확장 제한요인, 31.도시계층에서 최저차 취락형태, 32.인

구의 4가지 특성, 33.Sri Jayewardenepura시의 도시성격 범주, 34.남아시아 도시인구 최고 국가, 35.성비 정의, 36.스리

랑카의 흑연 생산의 가장 중요한 특성, 37.취락의 가장 중요한 요소, 38.1987년부터 도시지역으로 간주되지 않는 

지방정부, 39.스리랑카 습윤지대 인구의 특성, 40.광업이 채굴산업이라 불리는 이유의 인식

Part II

1

<Dambulla 1:5만 지형도 및 모눈종이> (ⅰ)지도상 표시된 곳의 지형 명명(name), (ⅱ)지도상 표시된 곳의 지형 명명, 

(ⅲ)단면도 작성(draw), (ⅳ)단면도 작성 지역의 지형과 토지이용 간 관계 간략 기술(describe), (ⅴ)지도상에서 지형과 

교통망 간 관계 논의(discuss), (ⅵ)지도상 표시된 장소의 토지이용 특성 기술

2

<국경 표시된 세계 백지도> 지도에 관행적 기호를 이용하여 다음 장소 표시(mark) 및 명명: (ⅰ)로키산맥, (ⅱ)황하

강, (ⅲ)칼라하리사막, (ⅳ)아랄해, (ⅴ)사이프러스섬, (ⅵ)말라카해협, (ⅶ)그리니치 자오선, (ⅷ)국제쌀연구소 소재

지, (ⅸ)대기오염 심각 중국의 시, (ⅹ)남미의 철광생산 주도국

Part III

3
(ⅰ)data와 information 구별(differentiate), (ⅱ)1차 자료와 2차 자료 차이점 논의, (ⅲ)1차 자료 수집 4가지 방법 기술, 

(ⅳ) 1차 자료 수집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점 2가지 간략 설명(explain briefly)

4
(ⅰ)지도 개념 정의, (ⅱ)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 구별, (ⅲ)지형도 활용 2가지 간략 기술, (ⅳ)주제도의 장·단점 

간략 논의

5

<스리랑카의 산업별 GDP<2009-2012> 분담표> (ⅰ)2012년 자료의 파이그래프 작성, (ⅱ)파이그래프의 장·단점 각 

2가지 설명, (ⅲ)스리랑카의 산업별 GDP의 중요한 특성 2가지 기술, (ⅳ)위 표의 자료에 대한 또 다른 지도학적 

표현 제안(suggest) 및 그 적절성 이유 2가지 설명

6
(ⅰ)modern cartography 정의, (ⅱ)GIS 입력도구 3가지 서술(state), (ⅲ)GPS의 지도학적 활용 2가지 설명, (ⅳ)현대의 

지도학적 기법 장점 3가지 간략 설명

츨처: GCE (A-Level) Examination New Syllabus Geography I (2019)

표 16. 스리랑카 GCE A-Level 지리 II의 내용(2019 신교육과정 사례)

내용

문항
평가 요소

Part I.

Physical 

Geography

1
(ⅰ)내인적 및 외인적 작용 정의, (ⅱ)습곡유형 3가지 간략 기술, (ⅲ)단층유형 3가지 간략 기술, (ⅳ)고위지도 

지역에서 주요 외인적 작용으로 형성된 지형 3가지 다이어그램 동원 설명

2
(ⅰ)하곡의 침식 영향요인 4가지 서술, (ⅱ)하곡 발생 침식방식 3가지 간략 설명, (ⅲ)하곡 상류부 발달지형 

3가지 간략 기술, (ⅳ)하곡 하류부 발달 퇴적지형 3가지 기술

3
(ⅰ)기후변화 정의, (ⅱ)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3가지 간략 기술, (ⅲ)지구적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끼치

는 영향 3가지 예를 들어 설명, (ⅳ)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 최소화 방안 3가지 기술

4
(ⅰ)물순환 과정에서 물의 형태 2가지 열거, (ⅱ)지구의 수질 영향 주요인 3가지 간략 설명, (ⅲ)스리랑카 

수자원 결정 주요 자연적 요인 3가지 기술, (ⅳ)스리랑카 정부의 물자원 보존방안 3가지 기술

Part II. 

Human 

Geography

5

<국제 인구이동(1990-2017)> (ⅰ)국제인구이동 주요특성 4가지 서술, (ⅱ)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 요인 3가지 

간략 기술, (ⅲ)인구이동에 따른 도착지의 사회경제적 변화 3가지 설명, (ⅳ) 인구이동이 스리랑카의 인구분

포에 끼친 영향 3가지 예를 들어 논의

6

(ⅰ)스리랑카 자급농업의 주요특성 4가지 열거, (ⅱ)(a)스리랑카의 일반적 농업기술 2가지 열거, (b)(a)에서 

언급된 농업기술 중 하나 선택하여 스리랑카 농업 발달에 끼친 효과 사례들어 2가지 설명, (ⅲ)스리랑카 

농산물 판매의 특성 3가지 간략 기술, (ⅳ)현재 세계의 농업이 직면한 과제 3가지 검토(examine)

7

(ⅰ)산업 입지요인 4가지 서술, (ⅱ)(ⅰ)에서 언급된 요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업입지에 끼치는 영향 3가지 

사례들어 기술, (ⅲ)산업 입지 요인의 최근 경향 3가지 간략 기술, (ⅳ)의류산업이 스리랑카 경제발달에 대한 

기여 3가지 사례들어 설명 

8
(ⅰ)Globalization 정의, (ⅱ)세계화 과정 촉진 3가지 요인 검토, (ⅲ)세계화가 스리랑카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달에 끼친 영향 3가지 예를 들어 기술, (ⅳ)세계화에 따른 개도국의 문제 3가지 논의

츨처: GCE (A-Level) Examination New Syllabus Geography I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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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남아시아 4국의 지리평가 특성 비교 종합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각국의 지리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남아시아 4국 

지리평가의 특성을 비교 종합하고, 아울러 어떤 시사점

을 내포하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남아시

아 4국은 서로 밀접한 역사적 배경과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서도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종교를 비롯하여 경

제, 사회 등 인문 환경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

인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 지리평가의 형식 및 내용에 

일정부분 투영되어 있었다.

우선 시험지 표지 양식, 동원 자료, 분량, 문항 체제 

등 지리평가의 형식면부터 비교해 보기로 한다. 남아시

아 4국 간 지리평가의 형식적 차이를 가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시험지 표지 양식(그림 11)과 평가

에 동원된 지도 자료(그림 12)이다. 그림 11에서처럼 4국 

간 시험지 표지 양식의 경우, 전체적인 구조와 디자인은 

물론이고 안내문 및 지시문의 배열이나 정보량에서 현

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그림 12에서처럼 문항 구현

을 위해 동원된 자료를 보더라도, 예컨대 세계지도의 경

우처럼 도법의 선정, 정확성과 정련도 등에서 분명한 차

이가 나타난다. 아울러 시험지의 분량이 평가내용의 양

과 깊이를 대변한다고 할 때, 각국의 12학년 지리시험을 

사례로 본다면 스리랑카의 시험지 분량은 16쪽, 인도 16

5. 표 1은 스리랑카의 2009년과 2012년의 산업부문별 GDP이다. 

<표 내용: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 4. 건축>  

(ⅰ) 2012년 산업별 GDP를 파이그래프로 작성하시오.

(ⅱ) 여러분이 그린 그래프의 장단점을 각각 2가지 설명하시오.

(ⅲ) 표 1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스리랑카의 산업별 GDP의 중

요한 특성 2가지를 기술하시오.

(ⅳ) 표1의 자료를 표현하기 위한 다른 지도학적 방안을 제시하고, 

2가지 이유를 들어 그 적절성을 설명하시오.

2. 지도에 관행적 기호를 이용하여 다음 장소를 표시(mark) 및 명

명하시오.

(ⅰ) 로키 산맥, (ⅱ) 황하 강, (ⅲ) 칼라하리 사막, (ⅳ) 아랄 해, 

(ⅴ) 사이프러스 섬, (ⅵ) 말라카 해협, (ⅶ) 그리니치 자오선, (ⅷ) 

국제쌀연구소 소재 시, (ⅸ) 대기오염 심각 중국의 시, (ⅹ) 남미의 

철광생산 주도국

3. (ⅰ)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ⅱ)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인 3 가지를 간략히 기

술하시오.

(ⅲ) 지구적 규모의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

는지 3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ⅳ)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는 

방안 3 가지를 기술하시오.

-출처: GCE (A-Level) Examination New Syllabus Geography I, II (2019)-

그림 10. 스리랑카 GCE A-Level 지리시험의 문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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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내외, 방글라데시 10쪽 분량, 파키스탄 2쪽 등 차이

가 크다. 이처럼 외형 면에서 본다면 대체로 스리랑카와 

인도의 지리평가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보다는 수준

이 높다는 점을 암시한다. 한편, 남아시아 4국 중에서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국어와 함께 영어 버

전의 문항도 제공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서는 그것에

다 신할라어, 타밀어 등 3개어 버전의 시험지가 제공되

는데, 이는 남아시아 지역의 사회적 및 교육문화적 특성

의 일단을 보여준다.

시험편제 측면에서는 남아시아 4국 모두 ‘영역-부문’ 

편제를 기본 틀로 하여 각 영역 및 하위 부문별로 평가

주제와 소재, 내용 및 행동요소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도

록 짜여있다. 그리고 영역별 수험시간이 각각 3시간, 총 

6시간이 배정될 뿐만 아니라, 평가도구로서 선택형과 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림 11. 남아시아 4국의 시험지 표지 양식 및 지시문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림 12. 남아시아 4국 지리시험의 지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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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형이 모두 활용되는 가운데 서답형의 경우도 단답형, 

장답형, 백지도 완성형 등 다양한 유형이 동원되는 등 

학습자들의 지리적 역량을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

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스리랑카와 인도가 방

글라데시와 파키스탄보다 섹션(부문)의 수와 평가도구를 

더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리평가의 내용 분화와 심도 

면에서 4국 간 차이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리평가의 형식면에서 남아시아 4국간

에는 공통적 특성과 더불어 차별적 특성도 보이는데, 전

체적으로 스리랑카-인도-방글라데시-파키스탄 순으로 

그 수준에서 차별화를 보여준다. 이는 4국 간 경제사회

발달 수준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 흥미롭다.1)

다음으로 남아시아 4국의 지리평가의 내용 특성을 주

제와 소재, 내용요소와 행동요소의 측면에서 비교 종합

하면, 먼저 지리평가의 주제와 소재의 경우 모두 각국의 

지리교육과정과 높은 정합성이 확인된다. 곧, ‘지리 I’ 혹

은 ‘class 11’ 시험은 자연지리, ‘지리 II’ 혹은 ‘class 12’ 시

험은 인문지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아시아 4국의 지리평가는 기본적으로 계통지리에 대

한 이해가 주축을 이룬다. 그리고 세계지리보다는 자국

(自國)지리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는 공통점도 나타난다. 

이는 남아시아 4국 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것

이다. 그렇지만 스리랑카의 경우 ‘지리 I’에서 지리실기 

관련 역량을 평가하고, ‘지리 II’에서 섹션별로 자연지리

와 인문지리 내용을 다루는 차별화가 나타난다. 또한 인

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자국지리, 파키스탄은 세계

지리에 대한 이해도를 중시하는 상대적 차이도 확인된

다. 반면 스리랑카에서는 지리방법론의 이해가 두드러지

게 강조됨으로써 4개국 중 가장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내용요소 역시 앞서 언급한 주제와 소재가 

중심이 된다. 내용요소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4국 

모두 모학문의 체계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경

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곧, 4국 모두 해마다 예외 없이 

지리학의 분야나 분과, 성격, 접근방법, 역사 등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4국의 11~12(혹은 13)학

년이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는 

점, 영국 교육제도와의 연관성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국지리와 관련하여 건조기후와 산악지

형이 우세한 파키스탄의 경우 고원과 사막, 히말라야산

맥에 접한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경우 대산맥과 대하천, 

그리고 몬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

카에서는 몬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려는 것에

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서로 다른 자연환경이 지리평

가의 소재와 요소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확인된다. 그렇

지만 4국의 종교적 차이를 반영하는 소재는 발견할 수 

없어서 종교가 지리평가에 모종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

을 것이라는 기대는 벗어났다.

아울러 현대 세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4국 모두에서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등 당면 과제를 다루

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스리랑카가 가장 상세하고 체계

적이었다. 그리고 원격탐사, GIS, GPS, 디지털 맵 등 최

신의 지도학적 기법이나 도구의 이해에 대한 평가의 경

우,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역

시 스리랑카에서 가장 체계적이었다. 이처럼 지리평가

의 주제나 내용요소 측면에서도 스리랑카와 인도가 방

글라데시나 파키스탄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준과 시의성 

면에서 앞서 있었다.

행동요소 측면에서는 남아시아 4국은 전반적으로 지

리적 탐구력이나 사고력보다는 지리적 사실지식의 재생

이나 선지식의 파지(把持, retention)에 대한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국가마다 비교적 큰 

차별화를 보이는데, 파키스탄의 경우 지리적 사실지식

의 파지 역량,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는 지리적 현상이나 

사상(事象)에 선지식을 동원한 설명 역량, 방글라데시에

서는 탐구자료를 통한 연관 지리지식의 이해, 분석, 평

가, 종합 등 순차적 통합 역량을 강조하는 지리평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순전히 행동요소의 수준 측

면에서만 본다면 방글라데시-인도-스리랑카-파키스탄 순

으로 높다고 하겠다.

한편, 지리평가의 내용 및 행동요소 측면에서 남아시

아 국가, 특히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나타나는 가장 주목

되고 흥미로운 특징으로서 지리기능(skills), 곧 공간적 

역량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백지도에 지리적 사

상이나 현상의 분포와 위치를 표기, 기입, 명명하는 형

식으로서 이는 프랑스의 지리평가에 등장하는 크로키

(croquis)와 유사한 면이 있다(이간용, 2013). 이는 장차 

서답형 수학능력시험을 검토하고 있는(한국대학신문, 2018) 

우리에게 있어 지리시험에서 타당성과 객관성을 충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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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긍정적 문항유형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더

불어 그래프 위주의 ‘지리’ 수학능력시험에서(공은애･강

창숙, 2016,) 보듯, 지리적 사고보다는 수리적 사고에 의

존하는 우리의 지리평가에서 답사, 관찰, 여행 등을 상

정한 가상의 상황을 텍스트로 구현하는 방글라데시의 

이른바 창의형 문항도 지리적 상상력 혹은 공간적 상상

력을 동원하면서도 학생들이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학생친화적 문항 유형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시

시점을 내포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텍스트 위주로 

문항이 구현되는 사회과의 여타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률이 높다는 점은 우리 지리교육공동체에게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지리교육 특성을 지리평가의 

관점에서 고찰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남아시아 4국

의 지리평가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남아시아 4국

의 지리평가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공통

점과 더불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차별성도 나

타났다. 형식면에서 남아시아 4국은 ‘영역(domain)-부문

(section)’을 기본 틀로 삼고 있는 시험편제를 취하는 점, 

객관식 선다형 문항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서답형 

평가도구가 동원되는 점, 하위 문항 간 사고의 순차적 

위계 관계로 짜인 세트형 문항형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점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지리평가의 

형식면에서 스리랑카와 인도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보다 전체적으로 질과 양에서 앞서 있었다.

내용면에서 남아시아 4국은 자국의 지리교육과정과 

문항체제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 및 인문지리

의 계통적 주제를 기본 틀로 삼고 있는 공통점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4국은 모두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내용이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평가되지만, 상대적인 비

중에 비추어 볼 때 스리랑카와 인도는 자국지리, 파키스

탄은 자연지리 및 세계지리, 스리랑카는 지리 방법론 지

향적이라는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요소와 관

련하여서는 4국은 지리적 사상과 지리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지리적 사고를 평가하고자 의도하고 있

으나, 텍스트 위주의 문항 특성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지

리적 탐구보다는 선지식의 파지나 적용 위주라는 공통

점도 보여주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방글라데시 지리평

가에서는 분석, 종합, 평가 등 이른바 고등 사고력을 평

가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반면에서 파키스탄의 경우 주

로 비교적 단순한 사실지식의 재생력을 평가하는 비중

이 높아 지대조적이었다.

결론적으로 남아시아 4국의 지리평가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각 국마다 서로 다른 차별성

도 드러내는 가운데, 스리랑카와 인도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보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이었다. 이는 지리평가가 사회경제적 발달정도와 상관

적 관계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특히 스리랑카의 경우 

학생친화적인 표지 양식과 정보의 제공, 문항편제의 체

계성, 5지선다형 및 백지도 완성형 평가도구의 활용, 시

각･공간 자료의 정련성, 탐구적 성격의 문항, 현대 세계

의 당면 문제 및 최신 지리적 기법 이해 문항의 등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리방법론의 강조 등 4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리평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가 지역적 편견을 거둔다면, 남아시아의 지

리평가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점으로서 지리시험의 영

역-부문 편제 방식과 세트형 문항체제는 우리의 단락적 

문항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리’의 내

용을 보다 맥락적이고 계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리적 사상의 위치와 분포를 

백지도에 기입 혹은 표기하는 지도기반(map-based) 문항

이나 가상의 답사, 여행, 관찰 상황을 담은 ‘편안한’ 텍스

트 자료기반 문항도 위치와 분포 등 지리적 기본 개념

과의 부합성, 학생친화성 등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고, 공간적 사고보다는 그래프 중심의 과도한 수리

적 사고 측정에 경도된 우리의 지리 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본 연구는 세계에서 펼쳐지는 지리교육의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통한 모종의 지리교육적 

함의와 인식 지평의 확대는 물론이고, 연구 자체가 우리 

세계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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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참고로 남아시아 4국의 1인당국민소득은 스리랑카 $3,830(2021), 

인도 $2,191(2021), 방글라데시 $2,122(2021), 파키스탄 $1,260(2020) 

순이었고, 인간개발지수 역시 스리랑카 0.782(2019), 인도 0.645 

(2019), 방글라데시 0.632(2019), 파키스탄 0.557(2020) 순이었다

(IMF, 2020 및 2021,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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