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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오늘날 기후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증대로 나타났다.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인간의 적응과 완화 전략은 기후변화 과학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학교 현장에서 기후변화 교육은 계속해서 강조되

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내용 지식과 더불어 이러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 지식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지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통섭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으로서 기후변화 교육에 

인문과 자연환경을 해석하는 종합적인 관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과 참여, 내가 사는 장소와 ‘기후와 그 변화’를 보여

주는 로컬 경관, 그리고 시각화라는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 불확실하며 복잡한 현상을 다루는 기후변화 교육은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능동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수업과 학습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소기반 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각화 기반의 지리수업 전략을 탐색하

였으며, 유사한 주변 경관 찾기, 포토보이스나 참여형 비디오를 활용한 내러티브 만들기, 지역사회 기반 야외조사 활동, 

지리공간서비스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험, 온라인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역할극 수업을 제시함으로써 지리교육의 역할

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기후변화 교육, 시각화, 지리수업, 수업 전략

Abstract : The increa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due to human activitie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have resulted in today’s climate emergency. Human adaptation and mitigation strategies are central themes 
of climate change in response to global environmental change. Recently, various academic institutions have 
increased their emphasis on climate change education due to the severe repercussions of climate change. 
In addition to the knowledge of climate change content for the school,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 new 
teaching strategy that can effectively impart climate change knowledge. Geography is a field of study that 
takes a holistic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Geography offers new insights into 
climate change education by providing a holistic approach to interpreting the humanitie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ncreased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in social issues, ‘climate and the ways it may change’ 
in the context of the local landscape and the place in which I live, as well as visualization. In particular, 
climate change education that deals with uncertain and complex phenomena necessitates competency- 
based classes capable of making operational decisions in response to diverse climate change scenarios, as 
well as place-based learning that can change learners’ perceptions and behaviors. This study explored 
visualization-based geography teaching strategies that aid in climate change education, such as finding 
similar surrounding landscapes, making narrative knowledge using photo-voice or participatory video, 
conducting community-based fieldwork, engaging students in geospatial services and virtual reality 
experiences, and role-playing classes using online simulators. We identified the role of geography in climate 

change education and the potential for its expansion.

Key Words : Climate Change Education, Visualization, Geography Teaching, Teach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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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뜨거

워지는 여름, 가뭄, 홍수,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

해는 빈도와 규모가 다를 뿐 세계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깊

숙이 연관되어 있다. 미국 지구변화연구 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 GCRP)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

는 것은 기후 과학을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사회에 통합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즉, 

지구 시스템의 물리적, 생물학적 구성 요소 간의 복잡한 상

호 연결성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 및 문화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의 교

과목은 아니지만, 국가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루고 있다(신원섭 등, 2020). 2015 개정 초･중등 기본 교

육과정을 기준으로 기후변화 주제는 과학과, 사회과, 실과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지리과의 경우 

기후변화의 원인,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과 그 한계, 그리

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탐구하도록 교육과정

에서 요구하고 있으며(교육부, 2015), 지역개발 이슈, 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사막화,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재가 많다(이나영･이우균, 2014). 

그러나 기후변화가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협에 비교

해 대중적 인식과 교육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정지훈 

등, 2019; 정혜련, 2013; Schuldt et al., 2016; Pidgeon, 2012; 

Weber and Sten, 2011). 우선, 기후변화는 사회, 과학,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복잡하고, 불확실한 기후변화

의 영향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O‵Nelil and Hulme, 2009).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미래의 결과에 대해 과소평

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낮은 인식의 이유가 된다

(Stoknes, 2016). 

더욱이 학교 교육은 기후변화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후변화 교육 연구는 교육과

정이나 교과서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는 데 집중되고 있으

며(김미란･김찬국, 2014; 김병찬･이석희, 2020; 신영준, 

2017; 신원섭 등, 2020; 이나영･이우균, 2014), 학교 교육 역

시 기후변화의 원인이나 영향 등 지식 분야에 치우쳐 있거

나(신원섭 등, 2020),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나 관심을 고려

하지 않는 내용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신

영준, 2017). 초･중등 학생들의 에너지 교육 또는 지구온난

화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행동 측면에서 효과적인 프로그

램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지만(박현철･홍승호, 2013; 변

문희･신애경, 2013; 우정애･남영숙, 2012; 정채은･배진호, 

2020), 일회적인 측면이 강하고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Taylor and O'Keefe(2021)는 지리가 유일하게 자연환경

과 인문사회 환경의 가교 역할(Livingstone, 1992)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후위기를 이해하는 중심 단계에 놓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지리는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의 구분과 경계를 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human-induced climate change)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Taylor and O'Keefe, 

2021). 기후변화의 영향은 홍수, 산사태, 가뭄, 사막화, 폭

염, 산불, 영구동토 융해, 해수면 상승과 같은 지리적 현상

을 반드시 수반한다. 지리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후변화

에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지구

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환

경의 통합체로 지구의 환경과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이 요구된다(손명원 역, 

2012). 또한, 기후변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제이며, 

지역은 지리학의 중요한 개념이자 연구단위이다. 기후는 

태양, 바다, 대기, 구름, 빙하, 땅 및 생명과 관련된 상호작

용의 지역적 차이로 나타난다. 기후는 지역별 자연환경의 

한 요소이자 문명이나 생활양식 등 인문 환경에 영향을 미

치는 복합적인 성격이 있다. 지역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

약성과 복원력이 달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과 대응은 

그 지역이 처한 사회, 경제,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

다(김미란･김찬국, 2014; 김찬국･최돈형, 2010; Anderson, 

2012; Hicks, 2018; Pruneau et al., 2003). 

최근 지리교육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의 기후변화를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으로 고려하고 있다(김다원, 

2021; 심광택, 2020). 이는 지리교육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해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

의는 기존 방식의 교과 내용 체계나 교수지식만으로는 학

생들에게 기후변화의 복잡성을 인식시키고 변화를 유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Hicks,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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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수업 전략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수업 전략은 단순히 교수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의 내용과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식

을 의미한다(Shulman, 1986).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

에서 글이나 말보다는 시각 자료를 통한 의사소통이 빈번

하다. 그리고 몇몇 연구들은 시각 자료가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임을 보여준다(정채은･배진호, 2020; Shep-

pard, 2015; Sinatra et al., 2012). 더욱이 시각 자료는 지리

교육의 중요한 수업 매체이며 빈번하게 사용된다. 특히, 

시각 자료의 경우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가령, 현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

용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비판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조철기, 2013). 

최근 출판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

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6차 평가보고

서(IPCC, 2021a)는 대중들의 관심을 촉진하고자 해석이 어

려운 그래프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줄무늬와 

색상으로 변화를 시각화해볼 수 있도록 Show Your Stripes 

(showyourstripes.info)를 제공하고 있다(IPCC, 2021c). 또

한 IPCC 제1실무그룹(Working Group 1)은 기후변화 관련 

지역 정보를 데이터와 변수, 시나리오, 계절 등을 선택하여 

시각화해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 지도(WG1 Interactive Atlas, 

interactive-atlas.ipcc.ch)를 제공한다(IPCC, 2021b).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시각화한 그래프와 다양한 

삽화(artwork, environmentalgraphiti.org)를 병행함으로

써 보다 쉽게 기후변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nvironmental Graphiti, 2021). 이처럼 시각 자료를 활용

하는 것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기후변화 교육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시각화 

기반의 지리수업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

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에서

의 기후변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의 인식

과 행동 변화를 위한 시각화 이론에 대해 고찰한다. 3장에

서는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교육에 적합한 시각화 기반의 지리수업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서 지리교육의 

역할과 의미를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1) 기후변화의 이해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네 가지 영역 - 원인(cause), 영

향(impact),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 으로 구

성된다. 이는 6년 주기로 발행되는 IPCC 보고서의 구조와 

주요 결과를 반영하고, 일반인과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개념적 틀이다(김미란･김찬국, 2014; Sheppard, 2015). 

원인은 지구 시스템으로서 기후 과학, 인간에 온실가스 배

출 등의 자연적･인위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고, 영향은 

지역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

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점점 달라지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

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줄여 기회를 극대화

하는 대응 방안이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

가스를 감축 및 완화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

거나 흡수하는 방안이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문제해결이나 다차원적 계획

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 간 상호작용이나 완화와 적응의 

절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교육적 관점이 요구된다.

기후변화를 전망하는 시나리오에도 변화가 있었다. 초

기에는 배출시나리오에 관한 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SRES)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을 반영하거나 인간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실현 정도에 따라 대표 농도 경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IPCC, 2001; 2014). 이들 시나리오들은 기후변

화를 유발하거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

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최근에는 2100년 기준의 복사강제력 강도와 함

께 사회･경제 변화를 기준으로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공통

사회 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 이하 

SSP)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있다(IPCC, 2019). 해당 시나리

오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역량에 따라 5

가지로 구분한다(표 1).

해당 시나리오의 주요 논리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적응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설

명하는 것이다. 국가가 처한 인구통계학, 경제 발전, 복지, 

환경 및 생태적 요인, 자원, 기관과 정부, 기술발달, 생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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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나 사회적 긴장 및 갈등과 같은 사회적 인자, 정책 등을 

포함한다(O'Neill et al., 2014, 396). 예를 들어, SSP1의 경

우 인구 감소와 함께 탄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기

술이 발달하고 경제성장은 지속하면서 국가 간 불평등은 

감소하여 높은 수준의 완화와 적응 역량을 가진 시나리오

이다. 반면에 SSP3은 높은 인구와 낮은 소득과 불평등의 지

속, 물질 집약적 소비와 생산, 무역 장벽과 낮은 기술 변화

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완화와 적응 역량이 모두 낮은 경우

이다. SSP5의 경우 높은 경제 발전을 통해 인적 자원에 대

한 투자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높은 적응 역량을 가진 시

나리오다. 그러나 대체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나 기후 관

련 정책이 부재하여 낮은 완화 역량을 가진 경우이다.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IPCC, 2019)에 따르면, 산

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한 전지구 평균 표면 온도(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 GMST)의 증가는 사막화에 따

른 건조지의 물 부족, 토양 침식/식생 손실/자연발화 피해/

영구동토에 의한 토지 황폐화, 식량안보와 연관된 열대 곡

물 수확량 감소, 식량 공급 불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

화에 따른 토지변화가 주는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위험 수준

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IPCC, 2019). 그림 1은 SSP1에 

비해 SSP3의 경우 사막화, 토지 황폐화, 식량 불안정에 관한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지속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거나 적응 

역량의 한계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 8월에 출간된 IPCC의 기후변화에 대한 제6차 제

1실무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1850-1900년대에 비해 현

재는 1.1℃ 상승하였고, 1.5℃, 2℃, 4℃ 상승하는 데 대한 

기후 시스템의 반응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

온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10년 중 가장 더운 날의 기온 상

승, 10년 내에 가뭄 발생 빈도의 증가, 10년 중 폭우의 규모

와 빈도의 증가, 눈 덮인 면적의 감소, 태풍의 비율, 해수면 

상승 수준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IPCC, 2021a). 

2) 지리교육에서의 기후변화 교육

본 절에서는 기후변화의 특징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의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기후변화 교육은 전체론적(holistic) 접근을 요구한다(An-

derson, 2012; Rawding, 2014; Hicks, 2018; Pruneau et al., 

2003).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지구의 환경과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생물, 암석, 

대기 등)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손명원 역, 2012).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마다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르므로 기후변화

에 대한 대응 역시 달라져야 한다(O'Neill et al., 2014). 따

표 1. SSP에 따른 시나리오별 특징

단계 경로별 특징 대응 역량 

SSP 1
인구 최고점과 감소(2100년 약 70억). 지속가능한 개발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불평등은 줄어든다. 

기술 개발이 빠르고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되며 저탄소 에너지원과 높은 토지 생산성을 포함한다.
높은 적응과 완화 역량

SSP 2
중간 수준의 인구성장(2100년 약 90억). 중간 수준의 소득을 포함하고, 기술 진보, 생산, 소비 패턴은 

과거의 경향이 이어지며, 불평등의 감소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중간 수준의 적응과 

완화 역량

SSP 3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2100년 약 130억). 중간 속도의 경제 성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느린 에너지 

기술 변화로 인해 높은 탄소 배출량을 유지한다(낮은 완화 역량).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낮고 

불평등은 높으며 지역화된 세계는 무역 흐름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제도 개발은 불리하므로 세계 

여러 지역의 적응 능력이 낮으며, 다수의 인구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낮은 적응과 완화 역량

SSP 4

중간 수준의 인구 증가(2100년 약 90억). 중간 수준의 소득, 하지만 지역 내부 및 전체에 상당한 

불평등을 포함한다. 주요 배출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빠른 기술 개발로 세계의 

배출량 관련 중요한 지역에서 큰 완화 역량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개발이 느리게 

진행되고 불평등이 여전히 높고 경제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이러한 지역들은 적응 능력이 낮아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낮은 적응 역량과 

높은 완화 역량

SSP 5

인구 최고점과 감소(2100년 약 70억). 기후 정책이 부재하며, 에너지 수요가 높고 이 수요의 대부분은 

탄소 기반 연료로 충족된다. 대체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적어 완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

다. 그러나 경제 발전은 상대적으로 빠르며 이를 통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매우 높다. 개선된 

인적 자본은 자원의 더욱 공평한 분배, 강력한 기관, 그리고 느린 인구성장을 유도하여 기후 영향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덜 취약한 세계로 이끈다.

높은 적응 역량과 

낮은 완화 역량

출처: IPCC, 2019, 13; O'Neill et al., 2014,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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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경제, 인

구, 환경, 정치 등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요

구된다.

Hicks(2018)는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 차원에서 학습자 

스스로 느끼고, 알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4가지 차원의 전

체론적 관점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표 2에 제시된 차원별 

질문을 논의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이러

한 접근 방식은 지식 측면을 넘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음

을 인식하고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는데 도움

이 된다(Hicks, 2018, 79).

둘째, 학생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감을 인식하고 능

동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기후변

화는 단순히 개인의 생존 문제를 넘어 지구 공동체 맥락에

서 이해하고 논쟁할 문제이기 때문이다(U.S.GCRP, 2009). 

즉, 학생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구 공동체 맥락에서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예

를 들어, 학생들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논쟁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 가치, 경제적 가치, 과학적 가치 등을 적용하여 의

사결정을 하였고, 토론 활동을 통해 반대 입장의 근거를 이

해하거나 이슈에 내재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현 등, 2017).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

우에 의해 발생하는 싱크홀이나 산사태 문제,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 미

세먼지에 따른 화력발전소 건설 및 유지 문제 등 로컬

(local) 차원의 이슈에 간접적으로 참여해보는 경험 역시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정책들은 대

중의 토론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과정

을 이해하고 경험해보는 것은 미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준비하는 데에 필수적이다(Aikenhead, 1985). 

셋째, 기후변화 교육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기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소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 물리적 

공간 이상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의미가 부여된 

곳이다.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place-based education)

은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

육을 의미한다. 장소 기반 교육은 학습자가 거주하는 장소

에서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며, 장소에 대한 이해와 행동, 

표 2.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한 4가지 차원의 질문

차원 질문

느끼기

Feeling

나/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우려/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희망과 열망은 무엇인가?

알기

Knowing

우리는 무엇을 알고/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미래의 영향은 무엇인가?

선택하기

Choosing

우리가 직면한 선택지는 무엇인가?

나/우리는 어떤 미래를 바라는가?

우리 학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행동하기

Acting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출처: Hicks, 2018, 79

그림 1. SSP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관련 위험 수준(보라색: 영향/위험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적응 역량의 한계가 가중, 빨간색: 

영향/위험이 심각하고 광범위함, 노란색: 영향/위험 감지 가능, 중간 신뢰도 수준의 기후변화, 하얀색: 감지 불가능)

(출처: IPCC, 2019, 14) 



함경림･이원영

- 662 -

그리고 개선에 참여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

이다(Morgan, 2011; Sobel, 2004). 

Brace and Geoghegan(2010)은 기후변화의 자연과학

적인 원인,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전지구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컬 규모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기후와 

그 변화(climate and the ways it may change)’라는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반드시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원인과 인문

적인 원인을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기후변화를 이해하

는 지식과 방법은 로컬 환경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결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고원 지

대나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는 그들에게 적합한 지역 기

반 지식(예, 방언, 지역 쟁점, 역사, 생활방식 등)을 바탕으

로 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소 기반 활동을 통한 

기후변화 교육은 학습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마을

의 문화적, 생태학적 중요성에 흥미를 갖고 가족, 친구 및 

지역사회와 그 지식을 공유하고, 일상 환경에서 지리적 현

상에 대한 평생 관찰자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Semken, 2005, 153).

3)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시각화 

이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비교해 높지 않다. 복잡하고 확률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는 자신의 행위

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게 한다(O'Neill and 

Hulme, 2009; Stoknes, 2016). 이러한 불확실성과 실제적 

체험의 어려움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각 자

료는 매우 유용하다(Bishop and Rohrmann, 2003; Markowitz 

et al., 2018; Nicholson-Cole, 2005). Sinatra et al.(2012)은 

뉴욕 타임즈 기사에 등장한 이미지를 포함한 설득력 있는 

텍스트를 제공하였으며, 시각화 자료가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개방성,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는 의지, 행동을 

취하려는 의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각화를 통해 들어오는 자극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수준보다는 국가 또는 로컬 수준이면서 개인적으

로 친숙한 환경이나 현실적인 경관을 보여줘야 한다(Nichol

son-Cole, 2005; Sheppard, 2005, 637-654). 즉,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화 혹은 시뮬레

이션과 같은 3차원 시각화는 실제 환경에서 기후변화가 어

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개인적인 의미와 행

동에 대한 동기 부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1)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는 경험이 얼마나 공간적, 시간적, 또는 사

회적으로 개인과 가까운지에 근거하여 평가된다는 이론이

다(Trope and Liberman, 2010). 즉,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

식으로 제공된 정보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대

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한 사회

문제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Sheppard(2012, 2015)는 이러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 과

정을 그림 2와 같이 보여준다. 우선, 내가 사는 일상적인 주

변 경관을 보거나 정보를 듣는다. 기존의 기후변화 정보

(주로 매스미디어)와 지역 경관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기후변화의 증

거가 없으면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예, 걷거나 자전거 타

고 출근,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과 급수 등)을 행동

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한다(Sheppard, 

2015, 97). 즉, 지역 수준에서의 이러한 통찰력은 기후변화

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개인 및 장

소 기반 연결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신체적 경험을 통한 시각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

식 변화를 유도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김민성, 2019; Mc-

Clain and Zimmerman, 2016; Markowitz et al., 2018; Wu 

그림 2. 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틀

(community awareness to action framework)

(출처: Sheppard, 201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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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e, 2015).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에 

따르면, 인지 혹은 정신적 과정은 신체 형태, 감각 시스템, 

운동 시스템 및 주변 세계와의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포함

한 신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Glenberg, 1997). 즉, 행

동 과정과 지각 과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신체적 활

동이 읽기나 분석과 같은 고차적인 사고 과정에도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구글어스, 모바일 기기,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을 활용해 신체적 경험을 제공

하는 것은 시각화의 효과를 높인다. 예를 들어, McClain and 

Zimmerman (2016)의 연구는 학생들이 모바일 디지털 도

구를 활용해 실세계의 식물이나 곤충 등을 탐색하거나 가

리키는 방식으로 자연환경과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최근에는 가상현실을 통해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

는 연구 역시 활발하다. 가상현실에 대한 수십 년에 걸친 연

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상 경험을 내면화하여 현실로 취

급하는 경향이 있다(Blascovich and Bailenson, 2011). 예를 

들어, 가상현실 속 아바타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체험은 소

수 인종(예: 흑인 아바타)의 피부색에 따른 편견을 감소시

킨다(Peck et al., 2013). 특히, 몰입형 가상현실은 가상현실

에 신체적인 활동을 추가하여 더욱 실감할 수 있게 한다. 이

러한 가상현실은 기존 환경교육이나 기후변화 교육의 어려

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Wu and Lee, 2015). 

기후변화와 같은 시급하고 복잡한 문제의 경우 몰입형 가

상현실을 통해 심리적으로 근접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환경

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의 영향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

이 더욱 유용하기 때문이다(Markowiz et al., 2018).

3.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시각화 기반의 

지리수업 전략 탐색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라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각화 전략을 바탕으로 학

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리수업 전략을 탐색하고 구

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한다. 

1) 유사한 일상적 경관 찾기

유사한 일상적 경관 찾기 활동은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와 관련된 프레임이나 실제 경관 사진을 제시하고, 이와 구

조적으로 유사한 경관을 찾는 방식이다(이종원･함경림, 

2014). 이는 학습의 전이 측면에서도 유용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주변을 관찰하고 지리적 의미를 부여

하는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림 3은 IPCC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의 네 가지 개념

적 틀인 원인, 영향, 완화, 적응과 관련된 일상적인 경관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주택에 달린 가스계량기는 건물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정도(원인)를 보여주며(그림 3의 

(a)), 하천 주변에 자리 잡은 주택들은 강렬한 폭풍우와 잠

재적인 홍수 또는 침식의 영향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그림 3의 (b)). 주택의 외부 단열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모습이다(그림 3의 (c)). 마지막으

로 마을 곳곳에 있는 화단이 잠재적인 홍수나 지표 유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그림 3의 (d)). 교사

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개념적 틀과 유사한 주변 경관을 찾

게 하거나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개념

도를 그리게 하고 스토리텔링을 진행함으로써 기후변화

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 

2) 사진과 비디오를 활용하여 장소 기반 내러티브 

지식 만들기

포토보이스(photo-voice)2)나 참여형 비디오(participa-

tory video)와 같이 시각적 자료에 개인이나 커뮤니티의 내

⒜원인 ⒞완화

⒝영향 ⒟적응

그림 3. 기후변화 원인, 영향, 완화, 적응을 의미하는 일상적인 

경관 찾기 

(출처: Sheppard, 2012, 10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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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티브를 내포하는 방식은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유용한 

수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실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

는 시각적 이미지는 교사나 다른 사람들이 촬영한 2차 자

료에 해당한다. 이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탈약호화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반면에 포토보

이스나 참여형 비디오는 일상적으로 보는 경관들을 시청

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공간적 쟁점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조철기･김병연, 2020; Fisher et al., 2021). Sinatra et al. 

(2012)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이미지

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persuasive) 글을 

작성하는 활동을 더욱 유용한 전략으로 보고한다. 예를 들

어, 말라위 농부들은 토양 보존을 위한 참여형 비디오에 참

여함으로써 퇴비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

는 자신의 능력이 높아진 것을 인식하였다(Cai et al., 2019). 

Chandler and Baldwin(2010)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수 위

험에 놓인 지역(at the water’s edge)’에 있는 세 그룹(관광

객, 거주민, 예술가)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룹별로 협력해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미지나 영상을 비교 후 선택하고 시각적 

내러티브를 작업한 후 대중에게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4는 그룹별로 협업한 시각적 내러티브

를 보여준다. 그들은 시각적 ‘이야기’를 통한 협업과 의사

소통 과정이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된 관점을 표현하는 설

득력 있는 방법임을 제안한다.

즉,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시각적 활동에 참여하는 전략

은 학생 자신의 인식을 변화하고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며

(High et al., 2012), 의사결정을 위한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되거나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Cook and Buck, 2010; Fisher et al., 2021).

3) 지역사회 기반 야외조사활동

기후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구성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탐구하는 야외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Pruneau et al.(2003)는 학생들에게 복

잡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서 지역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들은 학

생들 주변에서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기후변화 표식이나 

원인을 관찰하고 결과를 예측하게 했다. 예를 들어, 해변

의 세부적인 부분을 관찰하고 해변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지도화하는 활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

한 표식에 대한 인터뷰, 최근 태풍이나 빙하 붕괴로 인해 

범람한 거주 지역에 관한 영상 자료 감상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모둠별로 기상학자, 생태학자, 도시계

획가, 시민환경운동가와 같이 전문가 역할을 맡아 현재 

환경 상태를 보여주고 기후변화를 통해 어떤 일들이 발생

할 것인지를 보고하게 한다(표 3). 그리고 논의를 통해 지

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개발 계획(예, 해수면 상승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해안 구조물을 설계하지 않는다)

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등 학습 활동의 실제성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나 세계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수업 전략

이 될 수 있다(이두현, 2019).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은 지역 기반의 야

외조사활동에 유용한 방법이다. 커뮤니티 매핑은 소속감

을 공유하는 집단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

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참여형 GIS라고 할 수 

있다. 구순옥･남상준(2019)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

남 고성군 거류면 지역의 환경요인들과 시설들을 지도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학생들은 지역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야외조사활동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시각화하고 공유

하는 과정은 주변에 대한 인식과 관심, 그리고 협력을 증대

시킨다(이종원･오선민, 2016). 더욱이 커뮤니티 매핑은 학

생이 속한 학교나 동네에서 진행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다. 

그림 5는 구글맵을 활용해 C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진행한 

커뮤니티 매핑 사례이며, 학생들은 자전거도로의 실효성, 

왼쪽 사진은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

을 건가요?”주민 그룹이 제작한 사진이며, 오른쪽 사진은“위협: 

사색할 시간이 끝났습니다.” 관광객 그룹이 만든 사진이다.

그림 4. 포토보이스 활용 사례

(출처: Chandler and Baldwin, 20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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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공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현황에 대한 데이터

를 수집 및 분석하여 캠퍼스의 지속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야외조사활동에서 주변의 경관을 인식

하고 분류하는데 Teachable Machine을 활용할 수 있다. 

Teachable Machine은 머신러닝 모델을 쉽고 간단하게 만

들 수 있도록 제작된 웹 기반 도구이다. 그림 6과 같이 학생

들은 컴퓨터가 학습하기를 원하는 분류를 정하고,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예시 이미지를 수집하여 모델을 학습시

킬 수 있다. 가령, 녹지 경관과 건조 경관을 분류하도록 학

습시킨 모델을 통해 내가 사는 동네의 녹시율3)을 조사할 

수 있다.

4)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기후변화의 영향 경험

하기

기후변화의 영향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지리공간서

비스(geospatial service)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같

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징후나 영향

은 취약한 지역이 아닌 이상 내가 사는 일상적인 경관에서 

눈에 띄지 않으며, 빙하의 감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

수, 해양 산성화는 나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일 수 있다. 더

욱이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이미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인지 혹은 다른 영향인지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

표 3. 지역사회 기반 야외조사활동 수업 설계

단계 교수-학습 활동의 주요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제기

∙ 전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관련 자료나 영상을 감상

∙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브레인스토밍

∙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결정(예, 지속가능한 해안) 

전문가 모둠 활동

∙ 각각의 전문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모여 교사가 제공하거나 야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기상학자: 기후 그래프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지역의 기온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기후변화 예측(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 http://www.climate.go.kr/home/CCS/contents_ 

new/33_2_areapoint_basic.php) 

 도시계획가: 지역사회의 50년 전 항공사진과 현재의 사진 비교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  생태학자: 해안가 혹은 공원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종의 이름을 예측, 

생물의 거주지 보존을 위한 지도화 작업

 시민환경운동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 인터뷰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 

*야외조사할동을 같이 

진행

(사진/영상 촬영, 

자료수집/지도화, 

지역주민 인터뷰) 

결과 보고 및 

의사결정

∙ 전문가 활동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 지역사회를 위한 미래의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을 제시

출처: Pruneau et al.(2003)의 재구성

그림 5. 구글 지도를 활용해 C대학교 캠퍼스내 지속가능성을 

조사한 커뮤니티 매핑 활용 사례

(출처: https://bit.ly/3ykL8SG)

그림 6. Teachable Machine을 활용한 주변의 녹지 경관 찾기 

활동

(출처: https://bit.ly/3ERPHq7)



함경림･이원영

- 666 -

다. 지리공간서비스는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높아 수업자료로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구글어스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빙하 감소, 화

전(slash-and-burn)과 플랜테이션, 식생 변화 등의 프로젝

트를 다수 제공하고 있다(그림 7의 (a)). 그림 7의 (b)는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안 도시가 침수되는 사례

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2℃와 4℃의 

기온이 상승할 경우 세계 주요 해안가 도시가 어떻게 침수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영상 자료는 수업의 도입부

에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

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감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후변화 교육도 가능하

다. 즉, 실제로 체험하기 힘든 기후변화의 결과를 가상현

실로 체험하는 것이다. Markowitz et al.(2018)은 해양 생태

계를 체험하는 몰입형 가상현실 야외조사 교육 프로그램

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가상의 수중환경을 생성

하고, 학생들이 해수의 산성도가 증가하는 과정과 영향을 

관찰 및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8

과 같이 참가자는 해설을 듣고 수중환경에서 해양 생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짧은 튜토리얼을 시청

하는 것으로 체험을 시작한다(그림 8의 (a)). 그리고 참가

자들은 생물 다양성 조사에 참여한다. 그는 목록에 어떤 종

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종이 이미 발견되었는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보기 위해 가상의 왼쪽 손목에 부착된 활

동자료를 참조한다(그림 8의 (b)). 참가자에게는 산성도가 

높지 않은 건강한 곳에서 생물체를 찾을 수 있는 2분의 시

간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는 산성도가 높아 건강

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한 후 이 지역에서 종 수를 세는 데 

2분이 더 주어진다(그림 8의 (c)). 

5) 온라인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의사결정 경험

하기

온라인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로 학습자 주도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시각화 결과를 탐색

(a) 농장의 식생변화

(출처: https://earth.app.goo.gl/86fCr3)

(b) 해안 도시 침수 시뮬레이션

(출처: https://earth.app.goo.gl/rSR3Gn)

그림 7. 지리 공간 서비스를 활용한 시각화 사례: (a)는 구글어스 

엔진(Google earth engine)의 타임랩스(time lapse)를 활용해 

아마존 열대우림에 위치한 볼리비아 대두 농장의 식생 변화를 

보여준다. (b)는 구글어스를 활용한 기온상승(2℃ 혹은 4℃)에 

의한 해안가 도시의 침수 시뮬레이션이다.

(a) 튜토리얼 시청 (b) 활동자료 참조 (c) 종 수 세기

그림 8. 몰입형 가상현실 야외조사를 통해 해양 산성화를 조사하는 모습

(출처: Markowitz et al., 20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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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 있다. 시뮬레이션의 활용 시에 어떤 상황을 단

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과정에 학생이 실

질적인 역할을 하고 자신이 결정한 행동의 결과를 구체적

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Gredler, 1996). 학생들은 

C-ROADS4)라는 온라인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미래의 기온 

변화를 예측하고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 C-ROADS는 일

반인들이 전 세계 수준에서 국가 및 지역 온실가스 배출 감

소를 위한 완화나 적응 노력이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웹 기반 시뮬레이터이다. 그림 

9는 시뮬레이터의 메인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도구의 

유용한 점은 주요 대륙이나 국가(미국, EU, 중국, 인도 등) 

혹은 개발 수준(선진국, 개발도상국 등)에 따라 시뮬레이

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각각의 국가 상황

에 따라 다음 4가지 사항 - 배출이 최고조에 달하는 연도, 

최고치 이후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연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비율(%/년), 삼림 벌채를 방지하고 조림을 촉진

하기 위한 노력(0~100) - 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2100년에 예상되는 기온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국가별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2100년

에는 4℃의 기온 상승이 예상된다. 

온라인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역할극을 진행함으로

써 학생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의사결정 과

정을 경험할 수 있다. 가령, 개발된 국가들이나 개발도상

국가들은 각국이 처한 경제발전 수준, 기술 수준, 자원량, 

인구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연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결정하고, 다른 지역의 국가

들과 협상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 결과를 C-ROADS 시뮬

레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신속하게 시범적으로 적용하

여, 전반적으로 자연 상태의 기온 변화인 1.5~2℃ 미만으

로 안정화하기에 해당 정책이 충분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지구적 차원에서 IPCC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과학의 

지속적 진보에 비교해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하다. 지리학은 전통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

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학문 분야이다(Taylor and O'Keefe,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의 

각 분야에서는 인접 학문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가 활발한 

데에 비해 지리학 내부의 학문 분야 간의 간극은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리교육적 접근

은 이러한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자 지리교육의 의미와 역활을 견고히 다지

는 기회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미친 인간의 역할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기후변화 완화 조치에 대

한 더욱 큰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Fortner et al., 2000; 

IPCC, 2018).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효

과적인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위한 시각화 기반의 지리수업 

전략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의 방향으로써 전체론적 

관점의 접근, 기후변화 이슈 관련 의사결정 역량의 증진, 

장소 기반의 참여적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기후변화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각화 전략에 초점

그림 9. C-ROADS 시뮬레이션 도구

(출처: https://c-roads.climateinteractive.org/)



함경림･이원영

- 668 -

을 맞추었다. 특히,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으로 개인과 가

까운 경험과 정보에 대해 심리적으로 더 긍정적이며 유대

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학습자 주변의 경관이나 실제적으

로 경험이 가능한 시각 자료의 활용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학교수업에서 활

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수업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에서의 의미와 역할을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한 주변 경관 찾기 활동으로 기후변화의 네 

가지 프레임인 원인, 영향, 완화, 적응과 관련한 경관 사진

을 제시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고 스토리텔링이나 개

념도를 작성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은 기후변

화의 주요한 개념적 틀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더불어 기후

변화가 나와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 찾기 활동은 학습의 전이 측면에서도 유용하

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주변을 관찰함으로써 지

리적, 환경적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

다. 더욱이 기후변화의 주요 내용 요소인 원인, 영향, 완화, 

적응의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포토보이스나 참여형 비디오를 활용해 학습자의 

관점과 경험을 표현하는 수업 활동은 직접 촬영하거나 찾

아낸 경관(시각적 이미지)에 개인의 내러티브를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시각화하는 전략이다. 기

후변화와 관련한 이슈를 알리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

하는 수업 전략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

자들은 시각적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협업하고 

의사소통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메시지나 주장을 시

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 표현물을 

통해 자신의 인식 수준의 변화와 향상을 유도하며, 타인이

나 지역사회 주민들을 설득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야외조사활동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대한 실제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다. 특히, 학생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과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불확실한 기후변화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게 할 수 있

다. 또한, 학문적 경계를 넘어 사회, 과학, 환경 등 통합적 관

점에서 지역사회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커뮤니티 매핑이

나 Teachable Machine과 같은 시각화 활동을 통한 야외조

사활동은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기후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은 지리공간서비스나 가상현실을 활용함

으로써 사막화,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등 실제로 경험하

기 힘든 기후변화의 결과나 징후를 체험할 수 있다. 수업 

도입부에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

한 환경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다. 특히, 가상현실과 같은 몰입형 경험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산성화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징후를 실

재감 있게 체험하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이러한 테크놀로

지를 탐구나 야외 조사 활동과 연계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

한 몰입과 실제적 이해를 돕는데 더욱 유용할 수 있다. 

다섯째, C-ROADS와 같은 온라인 시뮬레이터를 활용하

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국가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완화 및 적응 역량에 따라 세

계의 기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 도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할극과 같이 진

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완화하는 방안을 결정할 

때 왜, 어떻게 공간적으로 다른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지, 의

사결정의 근거나 배경을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기후변화에 대한 지리교육적 탐색

은 지리 및 지리교육의 발전에도 의미를 가진다. 자연환경

과 인문환경의 통합적 관점, 개인 지리, 장소, 경관, 공간적 

불평등 등 지리교육의 주요 개념은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리 및 지리교육

의 위상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 

인류에 의한 기후변화는 적도 부근의 지역에 탁월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 지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매우 낮

지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균형은 유럽과 북미의 산업화 과정에서 행해진 자원과 

노동 착취와도 연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국가적 

협의체(예, IPCC)의 해결 전략은 그 의도와 달리 지역 수준

에서 잘 통하지 않고 있다(Taylor et al., 2020). 지리학은 식

민주의와 이러한 착취 과정에 의해 어느 정도 발전해왔으

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가진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Macdonald, 2020). 더욱이 오늘날 사회(society)

와 자연(nature)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Brace and 

Geoghegan, 2010; Taylor and O'Keefe, 2021), 학문적 지식

보다는 세계시민성이나 생태시민성과 같이 지구촌 사회

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과 태도의 함양이 중요해지

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리교육 내용 재구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김다원, 2021; 심광택, 2020; 한희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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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uoha et al., 2021). 따라서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지리교

육적 접근과 탐색 과정은 지리가 이러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유용한 과목으로 역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기후변화 교육의 중요성은 계속해

서 강조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내용적 지식과 더불어 이러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 지식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각화 기반 수업 전략은 학생들에게 일

상적인 삶 속의 친숙한 경관을 주목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전략들은 시공간적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삶의 한 조각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평범한 지식

(lay knowledge)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Brace and 

Geoghegan, 2010). 이렇듯 기후변화라는 주제적 접근은 

지리교육을 다른 교과와의 연계나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

리 활동과 같은 다른 학교 교육과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장 교사나 예비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리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교육에 적

합한 다양한 수업 전략들을 탐색하고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

고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서 지역 기반의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

학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역학습을 중등학습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연구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교실 현장에

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예비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

1)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대상이나 사건이 심리적으로 가까

운 것으로 지각되면 심리적으로 멀고 추상적으로 내면화된 

사건과 비교해 구체적인 용어로 내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Margolin and Markowitz, 2018). 이러한 내면화는 다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령, 

대상을 구체적인 용어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상을 추상적

인 용어로 해석하는 사람들보다 안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

향이 있다. 그 이유는 의사결정의 효과를 더 즉각적인 것으

로 간주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Raue et 

al., 2015).

2) 포토보이스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로 여성이나 아동 등 

글을 쓰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드러내기 위한 연

구방법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포토보이스 적용 

과정은 9단계이다(조철기･김병연, 2020, 275 재인용). 1. 

목표로 하는 청중인 정책 입안자 또는 지역사회 지도자를 

선정하여 모집한다. 2. 포토보이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3. 

참가자에게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소개하고, 카메라, 권력, 

윤리에 대한 그룹토론을 촉진한다. 4. 정보에 입각한 동의

서를 받는다. 5. 사진을 찍는 처음 주제를 설정한다. 6. 참

가자에게 카메라를 배포하고 카메라 사용방법을 검토한다. 

7. 참가자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8. 만나

서 사진에 대해 토론하고 주제를 확인한다. 9.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과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정책 입안자 또는 지

역사회 지도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형식을 계획한다.

3) 녹시율은 일정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의 시계 내에서 식물의 잎

이 점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조용현. 2003, 29). 기존의 

평면적이고 수평적인 개념인 녹지율의 한계를 보완하여 인

간의 체감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이다.

4) C-ROADS는 Climate Interactive, MIT, Ventana Sys-

tems 및 UML Climate Change Initiative에서 개발한 시

뮬레이터로 “Climate Rapid Overview and Decision Sup-

port”시뮬레이터를 의미한다. 이 모델은 IPCC의 전 의장인 

Robert Watson 경이 의장을 맡은 외부 과학 검토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었다. https://c-roads.climateinteractive. 

org/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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