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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통계지리정보 교육 콘텐츠 「SGIS 에듀」
-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통계지리정보 교육 서비스 -

□ 통계청 청장 한훈 은 새롭게 구성한
(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

SGIS 에듀’ 교육 콘텐츠를 8월

‘

http://sgis.kostat.go.kr)

일부터

29

를 통해 제공한다.

* SGIS(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통계청 센서스 자료와 공공·민간데이터를
연계·융합하여, 이용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GIS기반의
개방형 통계 플랫폼

□ 에듀는 일선 학교에서 수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육 콘텐츠로,
○ 교육 관련기관 및 초‧중‧고 교사와 협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눈높이에
SGIS

맞춘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여,

○ 초등‧중학‧고교별 학습 대상에 맞게

,

교과 내용과 관련된 통계지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제별로 모아놓아,

○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시각적으로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 또한

,

‘SGIS

에듀’를 기반으로 초‧ 중‧ 고교 사회(지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의 교수·학습자료

『SGIS

에듀와 함께해요』를 개발하여

온라인(https://sgis.kostat.go.kr) 배포한다.

□ 통계청은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사와 학생의 학습에 유익하고
필요한 통계지리정보를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자료 >
1. 「SGIS 에듀」 둘러보기
2. 교수·학습자료 『SGIS 에듀와 함께해요』 구성과 특징

붙임1

「SGIS 에듀」 둘러보기

SGIS 에듀

초등

https://sgis.kostat.go.kr/view/edu/index

중학

고교

통계지리정보를 교육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초중고교 교수·학습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시각적으로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콘텐츠를 제공합니다.

1

수업하기

초등/중학/고교의 교과 내용과 연관
된 사회현상을 통계 지도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별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

함께하기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➊ 배우는 지도: 교안을 만들어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➋ 함께하는 지도: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
할 수 있습니다.

3 스스로하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콘텐츠를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4

주제보기

초등/중학/고교의 수업하기 콘텐츠와 기타 통계를 주제별로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붙임2

교수·학습자료 『SGIS 에듀와 함께해요』구성과 특징

1 표지와 차례

집필진
김민균

회덕초등학교

박종희

회덕중학교

조동혁

노은고등학교

검토진
이선영

신정초등학교

김영일

월촌중학교

조성호

중동고등학교

※ SGIS 에듀에서 온라인 배포합니다.

https://sgis.kostat.go.kr/view/edu/index

2 구성과 특징

주제와 관련된 단원과 수업 활동을 안내하고, 단계별 활동에 관한
활동 목표, 활동 안내, 평가 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과 이슈 등을 통해 학습
주제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이해
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통계지리정보를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학습 내용을 돌아보고 학생 스스로 성취 수준을

학습, 협동 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해 보며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