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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지질내용 

활용방안 

문병찬

(광주교육대학교)

2009 개정교육과정은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습의 효
율성제고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추구하며, 학생의 핵심역량강화
와 이를 위한 학교의 다양한 교육을 유도함을 제시한다. 

2011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적용되어 2013년에는 초․중고 모든 학년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내
용적 측면에서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중 초․중고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재
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새롭게 개념화 한 것으로서 진로, 봉사, 동아리, 
재량활동을 하위영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중 진로영역은 창의․인성과 관계가 깊
을 뿐 만 아니라 특히 고교생의 기초교육을 강화하여 진로․적성에 적합한 핵심역
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과학교과는 내용적 측면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지구과학은 종합적 학문특성
이 강하고, 지구를 구성하는 무기물을 대상으로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체계를 구
성하는 것을 학문특성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은 미래에 본인
의 직업과 관계가 깊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지구영
역에서 다루어지는 지질학적 소재 즉 광물, 암석, 토양, 및 해양 관련 지식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위의 내
용이 학습으로 다루어질 때 학습동기와 흥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교의 지구과학 수업을 통해 학습내용
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응용되어 다양한 직업들을 창출해 내고 있는지를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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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전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

구과학과 사회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학생들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지구의 환경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재해 등은 지구과학교육에서 
효과적인 학습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과 연계하여 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과학 영역 중 지질학을 중심으로 현재 사회에서 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직업군 등에 대해 알아보고 직업으로서의 미래 전망과 
위의 내용들이 실제 지구과학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탐
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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