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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기후교육의 핵심교과로 역할하고 있는 지리교육에서 오늘날 지구촌의 주요 환경이슈이자 해결과

제로 나타난 기후변화에 대해 지리교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해 지리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의 초등 지리교육과정의 기후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세 교육과정

에서는 모두 ‘인간과 기후환경 간의 관계 탐색’, ‘지속가능성 연계 기후환경 탐색’, ‘글로벌 시민성 연계 기후환경 탐색’을 중심으로 

기후환경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온타리오주 및 호주 교육과정에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한 학습과 지속가

능성, 세계시민성과의 연계 면에서 저학년에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지리교육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내용 구성을 보인다. 향후 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지속가능성과 연계’, ‘세계시민성과 연계’ 내용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

주요어: 기후교육, 기후변화, 초등 지리교육과정, 지속가능성, 세계시민성, 온타리오주 교육과정, 호주 교육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geography education i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hich 

has been a major environmental issue and problem in the global community, and what role it should play in the future. 

The climate environment contents of the elementary geography curriculum in Korea, Canada, Ontario, and Australi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ll three curriculums consisted of climate environment contents 

based on ‘explor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climate environment’, ‘exploration of sustainability-linked 

climate environment’, and ‘exploration of global citizenship-linked climate environment’. However, while the 

curriculums in Ontario and Australia contains a lot of relevant content from the lower grades in terms of learning 

about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and connection with sustainabilit and global 

citizenship, the geography curriculum in Korea shows weaker contents composition. Sufficient deliberation and 

discussion are needed on how to include contents on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curriculum, how to further 

strengthen the contents of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connection with sustainability” and 

“connection with global citizenship”.

Key words: climate education, climate change, primary geography curriculum, sustainability, global citizenship, 

Ontario curriculum, Australian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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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기후변화 교육은 학교의 역할이지만 특히 지리교육

의 중요한 역할이다(Hicks, 2015). 지리는 사회가 자연환

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사회화에 따른 인간 생활의 층

위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자연은 어떻게 사회를 규정하

는지를 보여준다(Peet, 1998). 그래서 지리교육은 기후변

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 학습에서 발생한 곳의 지리적 

환경과 그 환경에서 이뤄지는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

는 데서 출발하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간답게 만드

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는 데 기여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을 채택

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1997년에는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였고, 2015년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이상 상승

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아 채택하였다. 1988년에는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

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여 

인간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최근 IPCC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지구 

온난화는 더 심해지고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이 장기적으로 변화하여 인간 및 생태계에 심각하게 돌

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IPCC, 

2014, 8). 이렇게 국제사회는 빠르게 증가하는 기후변화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와 관심을 촉구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

회적 해결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

아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고 계절

의 시기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 등 기후변화는 자연환경, 

사회경제 영역에 점차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김정은 외, 2007; 박선엽･이수경, 2019).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는 생물의 다양성 감소, 해수면 상승, 

해충의 창궐, 사막화 등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을 넘어

서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기세이다(공우석, 2021). 특

히 지구온난화는 고산, 습지, 사막, 열대우림 등 사람의 

발길이 잦지 않은 곳의 생태계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

다. 그래서 지금은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기후환경의 절

실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Hicks, 2018).

그간 교육과정에 포함된 기후내용 만으로 급격한 기

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능력

을 키울 수 있을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의 속

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기후변화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기후변화는 자연적 원인보다 

인간에 의해 부추겨진다는 점이며 기후변화는 결코 일

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인류의 과제

가 되었다(공우석, 2021, 20).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모습과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하다(심광택, 2020; 조철기, 2019; Hicks, 2007; Chang, 

2012; Chang and Wi, 2018; CGE, 2016).

그런데 그간 지리 교과는 산업화 사회에 기반해서 제

작되었고 교육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포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교육하는 데 적실성

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Matthewman and Morgan, 2013). 

그래서 Matthewman and Morgan(2013)은 지리교육이 학

생들로 하여금 오늘날 환경 과제를 실제적으로 이해하

고 이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

해서 지리교육의 재정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인의 삶과 환경 및 사회와의 관련성은 더 밀접해 

지고 있고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 만큼 개인이 환경 및 

사회에의 관심과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래

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

구적 지식 습득으로서의 교육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이외에 사회의 공존과 지속을 위한 

개인의 역할과 참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심광택, 

2020; 최태현, 2019: Hicks, 2019; Matthewman and Morgan, 

2013). 지구촌 사회가 처해 있는 기후변화의 상황을 파

악하고 시간, 공간, 윤리적 차원에서 지리적 사고를 행

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

하는 방향의 기후교육은 시의성을 지닌다 하겠다.

그간 기후변화 교육은 지리와 과학 등의 교과 교육을 

통해서 이뤄져 왔으나 기후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학습은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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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대상 자료 및 내용

학년 분석 대상 자료 분석 내용 

한국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 기후 내용 

자연환경 내용

인간과 환경 간 관계 내용

환경문제 내용

지속가능발전 내용

기타(기후 관련 내용 포함)  

온타리오주
The Ontario Curriculum: 

Social Studies

호주
The Australian Curriculum:

HASS

교육,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에서 특별한 주제

로 다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상에서 기

후변화 교육에 대한 적극적 실행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

다는 반응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 ‘환경보전 

시범학교’,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등의 일부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세계시민교육, 지속

가능발전교육 등의 교과 외 특정 주제학습 시간에 이뤄

지다 보니 정규 교과에서처럼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

하고 있다(정미숙, 2009).

교육과정은 사회적 환경과 학문적 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이뤄져야 한다. 지리는 ‘인간과 환경 간의 관

계’를 탐구하는 교과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여 시대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포함한다. 

변화하는 환경에의 관심은 지리교육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을 대하는 관점

을 바꾸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공우석, 2021). 여기에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즉, 기후교육은 

기후에 대한 교육, 기후를 활용한 교육, 나아가서 글로

벌 시민성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Hicks, 

2019) 그리고 관계성, 성찰성, 윤리성을 지닌 생태시민

성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김병연, 2011). 학

생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있어

서 지리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이미 지리교과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

는 기후교육을 기후변화에의 대응 관점에서 살펴볼 것

이며, 향후 초등 지리 기후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기후교육

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접

근하기 위해서 국내외 지리 교육과정에 포함된 기후교

육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기후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 영역으로는 한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

의 사회과교육과정 지리 영역으로 하였다(표 1). 캐나다

의 온타리오주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교육’을 모든 교과

와 연계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과교육에서

도 환경교육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마련, 적용하고 있

다.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모든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할 일반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였으

며 사회과교육 지리 영역의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

을 포함하고 있다. 즉,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호주의 교

육과정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선정하여 중요하게 교육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자료는 

사회과교육과정으로 정하였다. 또한, 온타리오주와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교육의 핵심 목표로 ‘적극적 시

민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교육을 시민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사회과교육과정 지리

영역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3-4학년군과 

5-6학년군 사회과교육과정의 지리 영역 ‘성취기준’을 대

상으로 하였다. 온타리오주 교육과정은 2018년 9월에 개

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The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8), 초등 1-6학년은 사회과교육, 7-8학년은 

지리와 역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6학년의 사

회과교육은 크게 ‘유산과 정체성’, ‘사람과 환경’의 두 영

역으로 이뤄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1-6학년의 ‘인간과 

환경’ 부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후 내용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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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전반적 기대사항(overall expect-

ations)’과 ‘세부적 기대사항’부분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호주 국가교육과정은 2015년에 개정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사용하였으며(Acara, 2015), 

인문･사회과학 교육과정 안에 포함된 1-6학년 지리 영

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지리 영역 ‘지식과 이해’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하

였다.

기후 교육은 기후, 기후변화 등 ‘기후’용어를 포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지리교육에서는 주

로 지리학의 주요 개념인 ‘자연환경’,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에서 기후 및 기후환경과 인간 생활 간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기후에 따른 여러 가

지 환경 문제, 특히 오늘날에는 지속가능발전에서도 기

후는 중요한 내용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후교

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 교육과정에서는 기후 내용이 

포함된 문장, 자연환경이 포함된 문장, 지속가능성/지속

가능발전/지속가능사회/지속가능미래 내용이 포함된 문

장을 추출하여 기후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3. 초, 중등 지리교육에서 기후교육 선행 연구

초, 중, 고등학교 지리교육과 관련한 기후 연구를 살

펴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후에 대

한 연구이며, 둘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이며, 셋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이

다. 기후에 대한 연구에는 기후구분과 기후별 특성(강철

성, 1997), 기후 관련 용어 분석(박은경, 2007; 이인규･이

승호, 2007), 학생들의 기후 개념 인식(양재영, 2013), 기

후학습의 계열성 분석(김진국, 2005; 송호열, 1999), 기후

학습 방법(강철성, 2003; 김미애･김영훈, 2020) 등이 있

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등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교육 내용의 국가별 비교 연구(심문숙, 

2012),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중등학생의 기후변화 인식 

연구(공다영, 2009) 등이 있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은 환경교육과 과학교육에서 주로 이뤄졌으며 지리교육

에서는 기후변화 내용의 고찰과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리교육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의 부족은 지리교육에서 기후변화 교육의 어

려움을 말해주기도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필요성 연구는 2000년

대 들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후위기 시대의 용어 

등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근도(2008)는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 각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인류적 당면과제임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에 따라 범 국가적, 국가적, 지역적, 개인적 차원의 대응

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관련하여 학교 교육에서의 적

절한 대응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교육 방법으로 지구환

경 구성 요소들 간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지역

을 선정하여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심정보(2017)

는 기후환경의 변동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

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하는 방재교육이 필

요함을 제안하였고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지도 활용, 생활 지역의 활용, 의사결정능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철기(2019)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류세 개념을 

토대로 지리교육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탐색의 복

원,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의 필요성

을 제안하였고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과 공동체 기반 학

습을 통한 인류세 시대에 맞는 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간 지리교육에서 강조했던 세계의 

지리적 환경에 대한 학습 중심에서 세계의 지리적 환경

을 활용하여 글로벌시민성을 함양하는 지리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에 관심을 야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광택

(2020)은 기후위기는 지구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지구적 문제임을 제시하며 향후 지리과 학습은 미래학

습의 논리에 기반해서 새로운 교육으로 전환이 요구된

다고 하였다. 즉,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체계화, 세계시민

성 함양, 인간너머 환경과의 공존이 가능한 교육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미래학습의 논리는 그간 지리 교

육에서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현재의 내용에 기반한 국

가 시민, 세계 시민 교육과는 달리 미래 사회에 대비하

여 기후변화 대응 능력과 적극적인 기후환경 보전을 위

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 양성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초, 중등 교육에서 기

후관련 연구는 과거에는 주로 기후에 대한 연구가 이뤄

졌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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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관

련 방법에 대한 연구에로 연구 흐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만큼 기후교육에서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에의 

대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은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교육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다른 하나의 특성으로 기후교육

의 연구는 주로 중등 지리교육에 제한되어 있다. 관련하

여, 양재영(2013)은 학생들의 심리를 활용한 교과서 내

용 구성의 면에서 볼 때, 초등학생들은 기후 재해와 같

은 기후문제를 중심으로 기후 개념을 구조화하는 경향

이 강하게 드러났으며, 학생들의 심리를 고려한다면 기

후 내용은 계절별 날씨 그리고 태풍, 장마, 폭설 등과 같은 

기후문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학습 효과 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초등 지리교육에서 기후교

육에 대해 깊은 논의와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II.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교육

1. 기후와 기후변화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후 내

용에는 기후요소, 기후인자가 있다. 초, 중, 고등학교 기

후학습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즉, 기온, 강수량, 바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요소와 위도, 지리적 위치, 수

륙분포, 해발고도, 지형, 식생, 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리적 인자와 대기대순환, 기압 배치, 전선 등의 

기상학적 인자 등이 기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기후요소와 기후인자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

은 일상의 날씨 뿐 아니라 장소와 지역의 기후적 특성

을 살펴보고, 기후와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사회현상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한다. 기후요소와 기후인자를 중심으로 기후와 생활

모습을 관련지어 파악하게 하는 방향의 기후교육이었다.

그런데 산업화에 따라서 사회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

들이 나타났다. 공장과 도로가 많이 만들어졌고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졌다. 그리고 교통과 산업이 발달한 곳에는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풍부한 삼림은 개간되어 

경작지, 공장부지, 교통로와 도시 지역으로 변했고, 석유

와 석탄 사용의 증가로 인해 대기 중 오염 물질은 폭발

적으로 증가하였다. 도시에는 인구가 집중하면서 더 많

은 삼림의 개간을 필요로 했고 도로 건설과 교통수단의 

이용도 많아졌다. 즉,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세계의 기

후환경은 변질의 가능성을 안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변

화를 하고 있다. 소위 인간이 만든 기후환경과 기후변화

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김연옥, 1977, 46).

기후변화는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장기

간 축적되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최영은, 2016).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대

기권, 수권, 암석권, 생물권으로 구성되는 지구생태시스

템의 변화에서 발생한다(김연옥, 1977, 41; 최영은, 2016). 

이 지구생태시스템에서 일부 변화가 발생하면 기후변화

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대기, 물, 암석, 생물 환경의 변화

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기후가 변화하는 모든 형

태를 기후변화라고 하며 특정 기간 기온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변화, 지금까지의 평균 상태와 다른 평균 상태

의 지속화,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나타

나는 기후의 변동성 등을 모두 기후변화라고 하였다(최

영은, 2016, 176). 세계에서 기후변화는 기온 면에서는 평

균 기온의 상승, 기온의 변동성 증가, 여름철 폭염 일수 

증가, 겨울 한파 일수 증가 등의 면에서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강수량에서는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 겨울철 

폭설의 빈도 증가, 지역별 가뭄과 홍수의 발생 빈도 증

가 등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궁

극적으로 지구상의 생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생물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바이러스

가 나타나서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우리 인

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Hicks(2018, 79)는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나쁜 

문제’이며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의 책무

를 주고 있다고 하였다. 즉, 기후변화는 각종 산업, 생태

계, 삼림자원, 재해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 문제를 일으

키면서 인간 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완화

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적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기후변화도 있지만 인간에 의해 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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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염화불화탄소 등의 온실기체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이벤트나 호소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교육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서 기후환경의 영향은 크게 나

타난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인 의식주 생활

에서부터 취향에 따른 여가생활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기후환경의 영향 안에 있다. 의생활은 사람이 사회인으

로 갖춰야 하는 예의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 안에서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이는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에서 

발달한 우리의 4계절 의복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생활에서도 기후환경의 영향은 크다 하겠다. 음식

은 개인의 삶의 질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

간의 삶에서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음식의 

식재료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어서 환경

에 따라 생산 가능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다양

한 음식문화가 발달해 왔다. 일찍이 벼농사가 가능했던 

아시아에서는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문화를 만들

었다. 이는 벼농사보다는 밭농사, 목축업에 적합한 기후 

환경이 나타났던 유럽에서 고기와 빵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문화가 발달한 것과는 대비되는 음식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후 환경은 사람들의 생존과 미각 문

화를 위한 음식 문화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주거문화 또한 기후환경 안에서 기후의 특성을 잘 반

영하고 있다. 우선 인구분포와 취락의 분포를 보면, 살

기 좋은 온대 기후 지역과 일정량의 강수량을 획득할 

수 있는 곳에 밀집 분포해 있다. 양극지방, 고산, 건조, 

적도 주변 등에는 희박한 인구 분포를 보여준다. 또한, 

가옥의 재료는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환경에 큰 훼손을 

주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였고 가옥의 구조는 무더위와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여름이 더운 남부지방에서는 여름철 시원하기 지낼 수 

있게 넓은 대청마루를 만들었고, 창문을 크게 그리고 바

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추운 겨울을 대

비하기 위해서 온돌 방식을 활용한 것도 기후환경에 적

응하기 위한 사람들의 지혜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

다. 터 돋움집, 우데기, 긴 처마, 흙벽, 돌담 등 모두 기

후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

치며 지역성 형성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송호열, 

1999).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지표면의 지리적 현상을 탐구하고 환경과 인간 생활 간

의 관계를 탐구하는 지리교육에서 기후교육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간 기후교육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탐색에 주

력했다면 이제는 인간과 환경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을 되돌아보고 기후환경의 빠른 변화를 완화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공우석, 2021; 

기근도, 2008; 심광택, 2020; 조철기, 2019). 기후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그리고 자연을 위한 교육으로는 부족하며 학습자

가 인간중심주의를 윤리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극복해 가

야 한다(Kopnina, 2017, 137; 심광택, 2020, 4에서 재인용).

Hicks(2019)는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 교육은 단지 지

식의 획득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에의 관심 그리고 적극

적 참여와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후변

화 교육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획득할 뿐 아니라 정서

적으로 긍정적인 동기 요인을 갖고 있어야 하며 협력적,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Hicks는 지식, 감성, 적절한 행동 선택과 

행동에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의 홀리스틱 접

근을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기후변화 교육을 크게 네 개

의 영역으로 구분 제시하였다(Hicks, 2019).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으로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

변화에의 대응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에의 적응

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에서는 영향과 원인을 중심

으로 주로 관련 내용 지식을 학습하고 기후변화에의 대

응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참여에 의한 대응 방안을 찾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방향의 교육이다.

여기에서는 사회변화와 경제활동에 대해 문제 제기

를 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히 자연적 원인에 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구과잉, 자원소비, 과도한 소비와 생

산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과 연계하면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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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글로벌 시스템 환경 안에서 다른 사회적, 경제적 

환경들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포

함한다(Huckle, 1988, 64; Matthewman and Morgan, 2013, 

98에서 재인용). 기후,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교육 뿐 아

니라 기후환경과 인간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파악

하고 성찰하며, 보다 나은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적

극적인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한다. 인식

과 지식이 행동을 반드시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Chang, 

2014; Chang and Wi, 2018). 그래서 교사 중심의 지식 주

입의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며 인간의 생존이 가

능하도록 사회를 조직화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탐색

하려는 글로벌 시민성 함양 교육을 요구한다.

글로벌시민은 글로벌 공동체의 상호연계성, 글로벌 

사회 현상 및 문제에 대한 공감, 글로벌 책무성을 갖는

다는 면에서 글로벌 사회 구성원을 동등한 인류로 받아

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Carvalho, 2007). 모든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로컬 경험에 의해 글로벌 사회의 

여러 가지 실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러

한 맥락에서 글로벌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Chang and 

Wi, 2018). 로컬의 행동을 글로벌 현상과 연결하여 살펴

볼 수 있는 예로서 기후변화를 사용할 수 있다. 기후변

화 관리 및 해결은 국제적, 국가적, 로컬의 협력적 노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어떤 개인적 행동의 환경적 영

향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

와 같은 글로벌 사회의 과제 해결에 모든 학습자가 참

여해야 하는 이유이며 지리교육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III. 한국, 온타리오주, 호주 기후교육 내용 분석

1. 한국의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의 기후교육 내용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 지리 영역에 나타난 기후교

육 내용을 살펴보면, 3학년, 5학년, 6학년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표 2). 3학년에서는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대단원의 <환경에 따른 다른 삶의 모습> 중단원에서 

우리고장의 기후환경과 이것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환경이 의식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한다. 5학년에서는 (1)국토와 우리생활 대단

원의 <국토의 자연환경> 중단원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 자연재해를 학습하며, 6학년에서는 (7) 세계의 여

러나라들 대단원의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중단원

에서 세계의 주요 기후 분포 및 특성, 기후환경과 인간 

생활 간의 관계 탐색 학습,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

촌의 평화 대단원의 <지속가능한 지구촌> 중단원에서 

지구촌의 여러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탐색

하는 학습 내용을 포함한다.

초등학교 지리교육에서 기후학습은 고장의 날씨 학습

에서 시작하여 기후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의 다양성, 

우리나라 기후환경의 특성, 세계의 주요 기후 분포와 특

성, 기후환경과 인간 생활 간의 관계, 그리고 지구촌 환

경 문제 파악과 해결에의 참여 태도 함양에 중점을 두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겠다. 초등학교 지리교

육은 지역중심 내용구성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고장, 우

리나라, 세계의 기후환경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

하고 있으며 이외에 기후환경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성 

파악, 그리고 5-6학년 과정에서 자연재해, 지구촌 환경문

제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기후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

지 문제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3학년 

2학기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고장의 기후환경에서

는 계절에 따른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기후 환경

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내용으

로 구성하고 있다. 5학년 1학기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기온과 강수량의 특징, 자연재

해로 가뭄, 폭염, 홍수, 한파, 폭설, 태풍 등 계절별 재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학년 과정에서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인 강수량과 기온 그리고 4계절의 변화를 구체적으

로 학습한다. 그리고 6학년 2학기 교과서에는 세계의 다

양한 기후,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모습, 지구촌 환

경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한다. 

세계의 다양한 기후 환경들의 특성과 그에 따른 사람들

의 생활모습의 다양성을 학습한다. 환경문제에서는 기

후환경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연환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는 내용이다. 

2. 캐나다 온타리오주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의 기후교육 

내용

캐나다 사회과 지리 영역에서 기후교육은 자연환경 

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기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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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의 기후교육 내용

학년 기후교육 내용 

3

교육과정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4사02-01] 우리 고장의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것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4사02-02]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

을 탐구한다.

교과서

1. 우리고장의 환경과 생활모습

 - 계절에 따른 우리고장 사람들의 생활모습

2.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모습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모습

5

교육과정

(1) 국토와 우리생활

<국토의 자연환경>

[6사01-03]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 및 지형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탐구한다. 

[6사01-04]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종류 및 대책을 탐색하고, 그와 관련된 생활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태도를 지닌다.

교과서

2. 국토의 자연환경

 - 우리나라의 기후

 - 우리나라 기온 특징

 - 우리나라 강수량 특징

 - 우리나라 자연재해: 산사태, 황사, 가뭄, 폭설, 한파, 폭염, 홍수, 태풍

 - 자연재해 피해 줄이기 위한 노력: 긴급 재난문자, 지진 발생 시 행동

6

교육과정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6사07-04] 의식주 생활에 특색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자연적, 인문적 요인을 탐구한다.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지속가능한 지구촌>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

를 기른다.

교과서

2.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 세계의 다양한 기후

 -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모습

3. 지속가능한 지구촌 

 -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문제 : 미세 플라스틱,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 사라지는 산호초 

 -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 노력

 -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생활  

출처: 교육부, 2015; 2018; 2019a; 2019b

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초등 사회과교

육과정은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과정은 2개 이상의 교과 간 내용 및 기술의 통합적 

접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맥락에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고 적합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여

기에는 환경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2007년 발표된 ‘Shaping 

Our Schools, Shaping Our Future: Environmental Education 

in Ontario Schools’에 의해서 환경교육은 12학년까지 모

든 교과에서 연계하여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있다(The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7). 학생들이 환경적으

로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

술, 관점, 실천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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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캐나다 온타리오주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의 기후교육 내용

학년 학습주제/기후교육 내용

1

로컬 공동체(The Local Community)

-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상호 관련성 기술하기 

-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하는 일과 환경 간의 관련성 살펴보기 

- 지역사회에서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계획하기 

2

글로벌 공동체(Global Communities)

- 위치, 기후, 지형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세계의 여러 지역 사람들의 생활 방식 기술하기 

- 사람과 자연환경 간 상호관련성에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이해하기 

3
온타리오주에서 삶과 일(Living and Working in Ontario)

- 자연환경, 토지이용, 지역 발달 간의 상호관련성 이해하기 

4
캐나다의 정치적 지역과 자연지역(Political and Physical Regions of Canada)

- 자연환경과 산업발달이 지역에 미친 영향 평가하기 

5
정부의 역할과 시민성(The Role of Government and Responsible Citizenship)

- 정부와 시민이 사회적, 환경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파악, 평가하기 

6

캐나다의 글로벌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Canada’s Interactions with the Global Community)

- 글로벌 이슈의 국제적 협력 중요성 설명하기

- 국제사회 행동들의 효과성 평가하기 

출처: The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8, 59-150

데 목적을 둔다(The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9). 환

경 이슈 및 해결을 위한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에의 

책무성을 실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의 참여

를 촉진하고 책임 있는 환경적 실천력을 포함한 환경 리

더십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 사회과교육과 지리교육에서

는 오늘날의 환경 이슈, 지속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환경에 대해 실천 방법을 학습하게 하고 있다.

둘째,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지리영역에서는 ‘사람들

의 생활과 자연환경 간의 상호 관련성’, ‘환경과 상호작

용에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면에서 기후환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표 3). 즉, 사람들의 생활은 환경과 밀접

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이러한 상호관련성이 지속적으

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하는 

방향의 교육 내용이다. 1학년에서는 가족들이 어디에서 

음식을 얻는지, 지역사회에서 구매가 어려우면 어떤 일

이 발생할 것인지, 깨끗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등을, 2학년에서는 북극해 주

변 사람들과 하와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차이점과 기

후와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온타리오주 농부들은 바나

나와 파인애플을 왜 재배하지 못하는지 및 기후와 관련

성은 무엇인지,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책임 있는 자원 소

비를 하지 않았을 때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

는지 등을, 3학년에서는 계절과 관련된 직업으로는 무엇

이 있는지 등을, 4학년에서는 자연환경이 산업발달에 미

친 영향과 더불어서 산업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 지속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5-7학년에서는 사람들이 자연환경에 미친 부정

적 영향과 환경 이슈 내용을 포함한다. 5학년에서는 사

회에 발생한 환경 이슈, 6학년에서는 글로벌 이슈와 국

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내용을 다룬다. 5학년에

서는 국가 안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

역사회 등의 여러 노력들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을 평가

하는 내용을 다루며 쓰레기 처리, 재생 에너지 이용 가

능성, 자동차 배기가스 방출의 감소를 위한 행동 계획 

세우기 등을 포함한다. 6학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캐나다의 적극적 참여가 왜 필요한지,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방출, 산림 훼손 등의 이슈 해

결을 위해 국제 사회의 협조와 적극적 참여가 왜 필요

한지 등을 다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학년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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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호주 초등 인문‧사회과학교육과정의 기후교육 내용

학년 학습주제/ 기후교육 내용 

1

현재의 세계는 과거와 어떻게 다르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까?

(How my world is different from the past and can change in the future)

- 날씨와 계절

- 어보리진과 토레스 해협 사람들과 같이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날씨와 계절을 기술하는 방법 

- 강수량, 기온, 햇빛, 바람을 포함한 일상의 날씨와 계절별 날씨 

- 날씨와 계절을 표현하는 방법 비교 

2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사람, 장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Our past and present connections to people and places)

-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환경 자원에 대한 관점 

- 지역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과 그들 장소의 육상, 해상, 수로 연결 및 동물과의 연결, 그리고 이러한 연결이 

환경 자원의 사용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기술

3

다양한 공동체와 장소에는 사람들의 어떤 기여가 담겨져 있을까?

(Diverse communities and places and the contribution people make)

- 세계의 주요 기후 유형 및 장소별 기후의 공통점과 차이점

- 날씨가 기후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 세계의 고온, 온대, 극지 기후의 차이 확인

- 오스트레일리아 및 세계의 주요 기후 유형(예: 적도, 열대 건조, 반건조, 온대 및 지중해)    의 사례 및 위치 확인

- 기후가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여 자신의 장소와 비교하기

4

사람, 장소, 환경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How people, places and environments interact)

- 환경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 환경에 대한 관점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한 방법 

- 기후와 자연식생 간 관계 설명 

- 산소 공급을 위한 환경 보호, 침식, 강수로부터 식량 생산 보호 방법

5

호주 공동체: 과거, 현재 그리고 가능한 미래

(Australian communities – their past, present and possible futures)

- 로컬의 환경 변화 탐색(식생 훼손, 도시 발달, 농경, 산지 개간 등)

- 지속가능성의 면에서 환경 변화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탐색

- 시간에 따라 로컬 환경의 변화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탐색 

6

과거와 현재의 호주 그리고 다양한 세계와의 관계

(Australia in the past and present and its connections with a diverse world)

- 아시아와 글로벌 수준에서 다양한 환경, 사람, 문화 탐색하기

- 토착민들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게 살았던 지속가능성 실천 방법 조사 

7

과거, 현재,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Sustainable pasts, present, futures)

- 계절별 강수량 조사

- 강수량과 물 공급 간의 관계 파악

- 물부족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탐색  

- 환경 질 개념과 환경 오염 조사 

출처: Acara, 2015, 27-157

뤄지는 여러 측면의 기후환경과의 관계적 측면들을 살펴

보며, 동시에 사람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후 환경과 관계 맺기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

을 포함한다. 고학년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환경 

변화와 기후환경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과 앞으로의 적극

적 참여의 필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3. 호주 초등 인문･사회과학교육과정의 기후교육 내용

호주에서 지리교육은 인문･사회과학 교과 영역에 포

함되어 있다. 지리 교육은 1학년에서 시작하여 7학년까

지 이어진다(표 4). 캐나다에서처럼 학년별로 학습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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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고 학습주제 안에서 지리, 역사, 시민교육이 

이뤄진다. 지리에서 기후교육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호주 교육과정은 교과별 교육 외에 모든 

교과에서 기본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범교과 우선사항

(Cross-curriculum priorities)이 있다. 어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아시아 및 호주와 아시아와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여기에 포함된다(Acara, 2015). 

지속가능성은 학생들이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

동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할 수 있

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는 지구환경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역동성과 상호의존성

을 탐색하고 글로벌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슈

들을 포함하며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방법

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지리영역에 포함된 기후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1학년에서는 ‘현재는 과거와 어떻게 다르고 미래에는 어

떻게 변화할까?’ 주제를 학습한다. 장소의 강수량, 기온, 

햇빛, 바람 등의 기후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장

소의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화에 따라서 날

씨 및 계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살펴보고 기술하는 

학습 내용을 포함한다. 날씨와 계절을 중심으로 기후환

경과 사람들의 생활 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며, 미래 기후환경에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

게 하는 내용이다. 2학년에서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우

리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 학습주제에서 1학년에서 학습

했던 인간 생활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학습을 이어가

면서 관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학습 내용이다. 3학년에서

는 ‘다양한 공동체와 사람들의 환경에의 역할’ 학습주제

에서 장소에 따른 기후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 덥고 따

뜻하고 추운 지역의 기후환경을 파악하고 세계의 주요 

기후 유형(열대밀림, 열대사바나, 반건조, 온대, 지중해 

등)의 사례, 그리고 기후환경에 따른 다른 생활방식을 

학습하는 내용이다. 4학년에서는 ‘사람, 장소, 환경의 상

호작용’ 학습주제를 배우며 주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

서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간의 관계, 기후와 식생 간의 

관계, 산소 공급을 위한 환경보호, 식량 생산 보호를 위

한 강수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5학년에서는 ‘호주

의 공동체들-과거, 현재, 가능한 미래’ 학습주제를 배우

며 변화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로컬 환경의 변화(식

생 훼손, 도시 영역 확대, 산지 개간 등)를 탐색하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탐색하고 기후환경에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로컬 환경의 변화와 생태

계에 나타난 변화들을 탐색하면서 환경의 변화 관점을 

포함한다. 6학년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호주 그리고 세

계와의 연계’ 학습주제를 배우며 세계의 다양한 환경 그

리고 호주 토착민들이 사용했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조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7학년에는 ‘지속가능한 과거, 

현재, 미래’ 학습주제를 통해서 계절별 강수량 조사, 강

수량과 물 공급 간의 관계, 물부족 문제와 해결 방법, 환

경의 질 개선을 위한 방법 등 주로 환경 관련 학습 내용

들이 있다.

호주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역 

중심의 내용구성 체제와는 달리 주제 중심 내용구성 체

제를 보인다. 1-7학년 모든 학년에 환경과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기반으

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기후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겠다.

4. 한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의 초등 지리교육 영역

에 나타난 기후교육 비교 및 논의

1) 한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 초등 지리교육 

영역에 나타난 기후교육 내용의 특성

세 국가의 기후교육 내용 비교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

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교육과정에서는 기후환

경과 인간생활과의 관계 탐색 내용을 포함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학습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교육

과정에서는 3-4학년군에서는 고장을 중심으로 기후환경

과 의식주 생활모습 간의 관계, 5-6학년군에서는 세계의 

기후환경과 사람들의 생활모습 간의 관계 내용을 포함

하여 기후환경과 인간생활 간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관계를 탐색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환경에 따른 장소 및 지역의 생활모습과 특성을 파악하

는 데 중점을 둔다. 3-4학년 군의 <환경에 따른 삶의 모

습>, 5-6학년 군의 <세계의 다양한 모습> 중단원 명과 

‘~ 환경에 따른 생활모습 탐구’, ‘~환경에 따른 생활모습

의 다양성 탐구’ 등의 성취기준에서 추측해 볼 수 있듯

이 환경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과로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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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지리교육 영역의 명칭인 

‘인간과 환경’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리교육은 인

간과 환경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관련 내용을 구성

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책임감 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

는 방법’, ‘사람과 자연환경 간 상호 관련성에서 지속가

능성의 중요성 이해’ 등 기후환경을 포함하여 환경과 인

간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 즉, 인간과 환경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과정과 활동에 중점을 두며, 그 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들을 탐

색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호주에서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행동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인간과 환

경과의 상호작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내용

이다. 사람들이 기후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 왔으

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활

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 교육과정에는 공통적으

로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탐색’을 포함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기후환경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서의 생활모습에 

중점을 두는 면이 강조된 반면, 온타리오주와 호주는 인

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탐색하고, 인간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둘째, 모든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과 기후환경과

의 관계 학습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관계짓기의 범

위와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 온타리오주, 호주

의 교육과정 모두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기후환경

과 인간생활과의 관계 탐색을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내

용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군 

<지속가능한 지구촌> 중단원에서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 성취기준에

서 보듯이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지속가

능성을 연결한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학년의 내용에 ‘사람들이 훨씬 많

은 물을 소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사람들이 농장

의 나무들을 베어 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등 사람과 

기후환경 간의 상호관련성에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인

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개선하

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 등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 기반하여 학습하게 한다.

호주교육과정은 범교과 우선사항으로 ‘지속가능성’ 

교육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지리교육에서도 이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한다. 4학년 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 개

념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후 학년에서 

변화와 지속가능성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게 내

용을 구성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한 방

법 등 지속가능성에 기반하여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

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반한 좁은 의미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고 있을뿐더러 환경과의 관계 

면에서도 협소함을 보인다. 반면, 온타리오주와 호주의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학습과 더불어 인간

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지속가능성 학습을 추구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 개념의 사용 범주뿐 

아니라 환경과 관계짓기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셋째, 모든 교육과정에서는 기후변화 내용을 구체적

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먼저,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군 <지속가능한 지구촌> 중단원에서 지구촌에

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문제 조사하기 내용을 포함한

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는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서는 미세 플라스

틱,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사라지는 산호초 등에 한정

하고 있어서 실제 기후변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

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환경문제’를 교과

서 저자와 수업교사가 어떤 환경문제를 설정할 것인지

에 달려있다 하겠다. 그런 면에서 교육과정에서 기후변

화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온타

리오주와 호주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학년과 6

학년 교육과정에 ‘환경적 이슈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 

세우기’, ‘국제사회의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 필

요성 설명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호주 교육과정에

서는 5학년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로컬 환경의 변화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탐색’, 7학년에서 계절별 강수량, 

환경 오염 조사 등을 통해 과거, 현재와 더불어 미래의 

환경을 살펴보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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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세 국가에서 모두 글로벌 

이슈 차원에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제시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내용과 문제 등

을 지정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넷째, 세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기후환경 문제에서 글

로벌 시민성 함양을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군 <지

속가능한 지구촌> 중단원에서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성취

기준을 제시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서 세계시민의 자세

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한다. 지구촌의 환경 문제

의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데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기

대하고 있다 하겠다. 온타리오주에서는 5학년 과정에서 

‘환경 이슈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 세우기’, ‘국제사회에

서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 파악하기’, 

‘국제사회 노력의 효과성 평가하기’ 등의 내용을 토대로 

기후환경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개인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 교

육과정에서는 4학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방

법’, ‘환경 변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탐색하기’, 

‘지속가능한 실천 방법 조사하기’, ‘환경의 질 개념과 환

경 오염 조사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적 태도를 갖추게 한

다. 온타리오주와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개인이 

주변의 생활 환경에서 기후환경 관련 문제들을 찾고 작

은 수준에서 해결을 위한 행동 실천 방안을 찾아 참여

하면서 글로벌 시민성을 키워가게 한다고 할 수 있다.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초등 지리 기후교육 방향 

논의

한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의 초등 지리영역 교육

과정 분석을 토대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기후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먼저, 인간

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내용 구성이 필

요하다. 현행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환경에 따른 

생활양식의 다양성’ 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면도 있겠지만 

환경이 만든 장소성과 지역성을 살펴보는 방향의 교육

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교과서 

내용을 보면,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모습을 살펴보는 

내용을 이뤄져 있다(교육부, 2018).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기후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겪고 있는 기후

환경의 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해야 하는 주체는 개

인이다(Chang, 2012; Hicks, 2007; Matthewman and Morgan; 

Walford, 1984). 기후변화 그 자체에 대한 교과 지식은 

학습자가 그 주제를 잘 이해하기 전에 인간-환경 간 상

호작용의 주요 특성으로 우선 이해되어져야 한다. 온타

리오주와 호주의 지리교육에서 사람들이 자연환경과 어

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

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현행 2015개정교육과

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도 ‘자연적 조건과 

고장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초보적 

수준에서 관계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유의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적 사고를 더 적극적

으로 학습자 입장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내용 보완이 필

요하다 하겠다.

둘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기후환경 교육이 필요하

다. 현행 한국의 초등 지리영역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2

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지구촌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

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로 제시하였으나 지속가능

성과의 연계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온타리오주

에서는 2학년에서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 관련성에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이해하기’ 학습을 시작하고 이후 

교육에서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기후환경 교육 내용을 

포함한다. 호주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에 ‘지속가능성’을 

우선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리교육에서

는 4학년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및 기후환경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에서

는 <우리공동의 미래(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

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

전”으로 정의하였고(WCED, 1987), 이후 여러 국제회의

와 연구를 통해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

서는 환경보호, 경제발전, 사회발전의 상호의존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는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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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김다원, 2020, 8에서 재인용). 

환경보호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영역으

로 제시된 것이다. 과거, 현재를 토대로 미래 사회를 만

들어 갈 시민을 양성한다는 사회과교육의 목표 면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형성을 위한 기후환경 교

육은 타당성을 지닌다 하겠다. Matthewman and Morgan(2013)

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의 등장은 학교 교육

에서 미래지향적 접근이 긴급하게 요구된다고 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그린화(Green)’화가 필

요하다고 하였다. Hayward(2012)와 심광택(2020)은 미래

의 생태시민 양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오늘날 유엔은 

지구촌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유엔의 핵심 어젠더로 

내세우고 있으며 세계인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

다. 더불어서 현행 사회과교육과정에서도 6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명을 ‘지속가능한 지구촌’으로 제시하고 있

다. 지속가능한 지구촌은 환경 문제 해결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촌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지속

가능성이 실천되어야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기후환경 

및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학습 안에 지속가능성 관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인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후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Hicks(2019)는 기후교육은 학생들이 기후변화 이슈에 참

여할 수 있게 지식 뿐 아니라 지식에 기반한 심층적인 

이해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 참여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정치적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관점에서 기후환

경 이슈를 접근해야 한다(Standish, 2008).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조철기(2019)와 심광택(2020)은 기후위기는 지구촌의 미

래를 좌우할 수 있는 지구적 문제이면서 개인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성을 지닌 문제인 만큼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슈에 참여할 수 있는 생태시민성, 글로벌시민성을 함양

하는 기후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인간과 환경 간 관련성 및 기후환경과 기후

문제 등을 찾기･설명하기･분석하기･평가하기･계획하기 

등의 일련의 적극적인 탐구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식, 이

해, 실천력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날씨와 기후 내용 학습 

이외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호를 위한 방법 탐색, 지속

가능성 실천 방법 조사 등의 실천적 방법을 탐색하는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Hicks(2018)가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알기(knowing), 

느끼기(feeling), 선택하기(choosing), 행동하기(acting)를 포

함한 홀리스틱 접근을 보여준다 하겠다.

현행 초등 지리교육과정에서는 기후의 3요소를 비롯

하여 기후환경과 인간생활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

함해서 자연재해와 지구촌 환경문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와 환경문제의 상황과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의 실

질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

을 토대로 학습자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

을 느끼고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와 행동 능

력을 키워주는 방향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교

육과정의 내용 못지 않게 현장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설

계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구체

화하여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일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Toffler(1974)는 “모든 교육은 미래의 이미지에서 샘솟

으며 모든 교육은 미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

므로 모든 교육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Matthewman and Morgan 

(2013, 99)은 ‘사회’와 ‘자연’을 분리해서 우리 사회를 파

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심광택(2020)과 조철

기(2019)가 한국의 지리교육에서 새로운 인류세 시대의 

진입에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듯이 이제는 학생들이 인간 사회의 복잡한 환경에 대

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대안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 양성을 사회과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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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정하였으며, 특히 시민성의 적극적 발현을 위해 

‘역량’ 육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강조하였다(교육부, 

2015).

기후는 지리교육의 주요 개념이다. 교육과정 초기에

서부터 현재까지 초, 중, 고등학교의 주요 학습 내용으

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오늘날 지구촌 사

회의 주요 환경 이슈이며 해결과제가 되었다. 오늘날 기

후변화는 글로벌 사회에 큰 변화와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환경 시스템에서 발생하

고 있는 만큼 로컬에서의 변화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

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구촌 각 개인 모두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그 결과를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개인적, 사회적, 국

제적 차원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간 기후교육의 핵심교과로 역할해 왔던 지리교육

에서 오늘날 지구촌의 주요 환경이슈이자 해결과제로 

나타난 기후변화에 대해 지리교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해 지리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성을 지닌다 하겠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지리교육에 한정하여 살펴

보았다. 한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의 교육과정을 기

후 내용 반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및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세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탐

색’,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환경  탐색’, ‘글로벌 시민

성 함양과 연계’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관련 내용을 구성

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인

간과 환경 간의 관계 탐색’에서 한국의 교육과정은 환경

에 따른 장소와 지역의 생활모습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온타리오주와 호주에서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상호작용의 결과 

어떤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탐구하는 데 중점

을 두었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환경 탐색’에서는 한

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지리학습의 마지막 학기

인 6학년 2학기에 지구촌의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

한 지구촌 형성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환

경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온타리오주와 호주에서는 2

학년과 4학년 등 저학년에서 지속가능성 개념과 중요성

을 학습하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지향점을 지

속가능성에 두고 관련 학습을 행할 수 있게 내용을 구

성하고 있다. ‘글로벌 시민성 함양과 연계’에서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2학기에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

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온타리오주와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일상생활 

영역에서부터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 계획 세우기, 해결 

노력 평가하기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환경과 시민성을 

연계하는 양상을 보인다. 세계화, 글로컬 관점 등이 시

대적 화두인 오늘날 환경확대적 구성이 갖는 제한점을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

세 교육과정에서 모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의 

개념어를 제시하여 기후변화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인

간의 환경에의 영향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고 그러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

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협력적 실천이 요구된다는 면

에서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탐색, ‘지속가능성의 관점

에서 환경 탐색’, ‘글로벌 시민성 연계 환경 보호 및 문

제 해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하

겠다. 그러나 온타리오주 및 호주 교육과정에는 저학년

에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과는 달리 한국의 지리교육과정에서는 인간과 환경 간

의 상호작의 과정에 대한 학습과 지속가능성, 세계시민

성과의 연계 면에서 소극적인 내용 구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포

함할 것인지 그리고 앞에서 논의했던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지속가능성과 연계’, ‘세계시민성과 연계’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와 논의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이에 대한 후속 연구

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사 사

부족한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채워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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