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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교수요목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지역 단원 구성, 지역 

구분 등 내재적 측면과 사회과 편제 등 외재적 측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지리

는 제2차 교육과정기 �지리 I�부터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로 구성되었다. 지역지리 단원은 제2차 시기 �지리 I�까지 전통 지역

지리(지방지) 체계로 구성되었고, 제4차 시기 �지리 II�부터 지역지리 체계로 변화되었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는 

�우리나라 지리�필수 과목기→우리나라 지리 학습 공백기→�국토지리�필수 과목기→국토지리 학습 혼란기→�한국지리�필

수 과목기→�한국지리�선택 과목기로 변천되었다. 셋째, 계통지리 중심 내용 체계에서 지역지리는, 핵심 주제가 되는 ‘각 지역의 

생활’이 1개 단원으로 포함되거나,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 혹은 ‘국토 분단과 통일’단원과 연계되어 2개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구분은 기능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실제는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지역 구분에 따른 지역 

명칭은 그 범위와 지역성을 가늠하기 어렵게 명명되거나 위계가 다른 명칭이 혼용되었다.

주요어: 한국지리, 국가 교육과정, 내용 체계, 계통지리, 지역 단원, 지역 구분

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ng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Geography in high school were analyzed 

from the syllabus period to the current 2015 revised curriculum. It focuses on internal demand aspects and external 

influence aspec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tent organization of Korean 

Geography was composed of systematic geography centered on human geography after �Geography I� in the 

second period. Until the second period, �Geography I�was composed of the traditional regional geography, and in 

the fourth period, �Geography II�was changed to a regional geography method. Second, in the national curriculum, 

Korean Geography was changed to a compulsory subject period of �Our Country Geography�→ blank period for Our 

Country Geography→a compulsory subject period of �National Geography�→chaotic period of National 

Geography→ a compulsory subject period of �Korean Geography�→ and elective subject period of �Korean 

Geography�. Third, in the systematic geography-centered content organization, regional geography was composed 

of one or two units, including ‘geography of living in each region,’ which is a key topic, or in conjunction with ‘the 

meaning of the region and regional classification’ or ‘unification and division of national territory.’ Finally, the 

regional classification was centered on functional regions, but in actuality was based on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regional names according to regional classification were made up of different names, such as different hierarchical 

names, at different times when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ir regional scop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Key words: Korean Geography, National Curriculum, Content Organization, Systematic Geography, Regional 

Geography unit, Region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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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초 ‧ 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지

역 이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지향하며, 지역과 지역성 

및 그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고

등학교 지리 과목으로 편성되어 온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는 물론 초 ‧ 중학교 지리교육과정도 우리나라와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리적 현상과 특성

을 이해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

리 교과는 지역이 학습 대상인 교과로 규정할 수 있다.1)

그동안 초 ‧ 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은 지역을 계통적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하

였다. 이른바 ‘계통지리’로 조직할 때도 그 실제는 주제

와 사례 지역으로 구성되었고, ‘지역지리’로 조직한 경우

도 지역과 주제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쟁점 중심’이라

고 하는 경우의 쟁점(이슈)도 현재 논쟁이 되는 주제로 

계통지리 주제에 포함되는 것이다. 

교수요목기 이후 지리 과목의 학습 단원을 온전히 계

통적 주제나 각 지역만으로 구성한 경우는 없었다. 지리

학의 오랜 학문적 전통에 기반한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방식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

이 지역을 학습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 장 ‧ 단점을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렵다. 실제

로 지리교육과정 조직에서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방식은 

가위의 양날(two blades of a scissors)처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접근될 때 보다 효과적이다(Gersmehl, 2008, 15).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내용 선정과 조직 방식이 핵심 

과제이지만, 지리교육과정에서는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가 교육과정 조직 방식이자 내용 선정의 준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기

본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들 두 가지 방식은 어느 것이 더 

탁월하거나 우월한 장점을 갖지 않지만 지금까지 고등학

교 한국지리 교육과정은 계통지리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초 ‧ 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이 계통적 주제와 핵

심 개념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역지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특히 주목

되는 문제는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학습 기회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이나 6학년 1학기에 

‘우리 국토’에 대한 2-3개 대단원이 편성되는 정도이고

(심승희, 2017, 8), 중학교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통

합하는 방식으로 조직되면서 우리나라 지역을 탐구하는 

단원이 대폭 감소했다(박선미, 2017, 805). 

고등학교에서는 사회 혹은 통합 사회가 공통 과목이

나 필수로, 한국지리는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는 극단적

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터에 대한 지역적 이해는 물론 실존적 삶터인 우리 국

토에 대한 학습이 초, 중학교 일부 단원의 주제학습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초등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지역의 위치와 지역

별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위치 학습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과(심승희, 2010 등) 한국

지리를 사례로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학습내용을 중단원 

수준에서 통합, 개발한 학습주제와 내용 구성안이 제시

되고(심승희, 2017), 초등 지역학습의 변화 과정과 바람

직한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김다원, 

2018). 중학교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의 지역학습 내용과 

그 조직 방식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

다(박선미, 2017).

나아가 한국 지역지리학의 개념 정립과 위상 강화 등

을 위한 제도와 관례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손

명철, 2017)와 지역지리학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의 하나로 단행본 

출판도 이뤄지고 있다(한국지역지리학회, 2019). 계통지

리 중심의 지리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지리의 배제

와 소홀함 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역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지리 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지리교육은 1945년 광복 직후 지리교육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교수요목으로 시작되었으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70여 년간 국가 수준 지리

교육과정은 11회 정도 개정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 변천에 대한 연구는 지역지리 위상 변화를 검

토한 연구(김병연, 2017)와 국토지리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연구(전종한, 2018)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개정될 새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계통지리나 

지역지리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역

대 지리교육과정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적이고 실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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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모색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고시된 교육과정 

관련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

정 변천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지리 교육과정

은 과목 편성, 내용 체계, 지역 단원 구성, 지역 구분 등

의 내재적 측면과 사회과 편제 등의 외재적 측면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계통지리 중심의 한국지리 

교육과정에서 보완적인 단원으로 구성되고 있는 지역

지리 단원 구성과 지역 구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

하였다.2)

II. 고등학교 지리과 편성과 사회과 편제의 변천: 

교수요목기에서 제6차 교육과정까지

현대 고등학교 지리교육은 광복 직후 미군정청 통치 

시기에 지리교육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1948년 12월 24일 문교부의 �초, 중

등학교 각과 교수 요목집(12) 중학교 사회생활과�가 발

행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독립 교과 지리는 역사, 공

민, 실업을 망라한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의 한 과목

으로 편제되었다.

교수요목기에 지리과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계통

지리로 구성한 �자연환경과 인류 생활�과 �특수 경제지

리�의 2개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이후 지리과는 국토지리

와 세계지리 혹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등의 2-3

개 필수 혹은 필수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러한 편

성은 사회과 편제의 틀에서 외재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

리교육과정 및 교실 수업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까지

는 전면 개정으로 이루어졌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는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수시 개정 시기에 고

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은 대부분 전면 개정되는 급격한 

변화를 빈번하게 겪었다. 이에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

은 크게 제7차 교육과정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수시 개

정 선택 과목 시기로 대분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면 각각 표 1, 

표 7과 같다.3) 표에서 사회과 편제의 각 과목은 국가 교

육과정에 제시된 순서로 기술하였다.

1. 교수요목기 지리과 편성과 �우리나라 지리�내용 체계

미군정청 문교부가 1946년 9월 1일 신교육제도의 전

면 실시와 함께 공포한 국민학교와 중등학교의 교과과

정표에서 ‘사회생활(Social Studies)’이라는 미국식 교과목

이 처음 등장한다. 이는 1954년 4월 20일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문교부령 제35호)’이 공포될 때까지 유효하였기에 교육

계 일반에서 1946년-1954년을 교수요목기로 일컫지만,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집�은 1948년에 발행되었

고, 194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4)

문교부 교수요목집(1948)에 의하면, 초급중학교(1-3학

년) 사회생활과는 지리와 역사(매주 2시간), 공민(매주 1

시간)의 세 부분으로 편성되었다. 지리와 역사는 이웃 

나라 생활(1학년), 먼 나라 생활(2학년), 우리나라 생활(3

학년)의 순으로 편성되었지만, 교과서는 �우리나라 지리�

와 �우리나라 역사�등으로 구분, 발행되었다. 공민은 I ‧

II ‧ III의 학년별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고급중학교는 4, 

5학년의 지리(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은 4학년 매주 2시간, 

5학년 1시간), 역사(인류 문화의 발달은 4학년 1시간, 우

리나라 문화는 5학년 2시간), 공민(정치문제는 4학년 2

시간, 경제문제는 5학년 2시간)의 과목별로 편성되었다. 

6학년에서는 통합 교과 성격의 인생과 사회(매주 4시간) 

및 시사 문제(매주 1시간)의 두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고급중학교 필수 과목인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은 자

연지리와 인문지리 분야(I.지구 II.육지 III.해양 IV.기후 

V.생물 VI.인종, 민족지리 VII.인구지리 VIII.취락지리 

IX.경제지리 X.정치지리)의 계통적 주요 주제들로 대단

원(단위)이 구성되었기에 일반지리학을 의미하던 �지리

통론�이 별칭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선택 과목인 �특수 

경제지리�는 4-6학년 중에서 어느 1년 동안 매주 5시간

씩 교수하도록 편성되었지만, 교수요목은 제시되지 않

았고 경제지리학 원론과 세계 각 지역의 경제를 그 내

용 범위로 제시하였다(강창숙, 2017b).

당시 학제는 ‘중학교’로 통합 운영되었으며, �자연환

경과 인류생활�은 지역지리로 구성된 초급중학교 �우리

나라 지리�와 연계성을 바탕으로 계통지리로 편성된 과

목이었으며, 실제로 고급중학교에서 �우리나라 지리�가 

교수되기도 했다(강창숙, 2019).5)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

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교수요목기 �우리나라 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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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지리� 교수요목은 8개 단위(대단원), 173개 

설문식 세목으로 제시되었다(표 2). 이러한 내용 체계는 

일제강점기 �조선지리�에 적용되었던 근대 지방지의 구

성 방식을 계승한 전통 지역지리 형식이지만, 각 지방의 

교수요목은 지역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와 쟁점

들로 구성되었고 학습자의 문제해결학습과 사고력 함양

을 고려한 질문형으로 제시되었다(강창숙, 2019, 43). 무

엇보다 교수요목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개관-

각 지역의 지리-우리나라의 인문환경과 미래’와 같이 우

리나라 각 지역을 종합적으로 온전하게 내용 체계를 갖

춘 지역지리 과목의 편성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리�는 지리교육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2. 제1차 교과과정기 �지리�내용 체계: ‘우리나라 지리’

학습 공백기

1954년 4월 20일(문교부령 제35호)에 공포된 고등학

교 시간 배당 기준령으로, 교과별 시간 배당과 교과과정

의 기본원칙이 결정되었고, 1955년 8월 1일(문교부령 제

46호) 제1차 각급 학교 교과별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

었다.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지만 그 내용이 ‘각 학

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활동의 편제’ 중심이고, 교수

표 1. 고등학교 지리과 편성과 과목 특성의 변천

교육과정

(공포, 적용 시기)

이수 구분(배당 단위)
지리 과목 특성 사회과 편제

필수 선택

교수요목기

(1948. 12. 24.,

1949. 09. 01.)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매주 1.5시간)

(특수)

경제지리

(매주 5시간)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은�

계통지리

• �우리나라 지리�는 지역

지리로 중학교 3학년 필수

•사회생활과(자연환경과 인류생활, 인류문

화의 발달, 우리나라의 문화, 정치문제, 경

제문제, 인생과 사회, 시사문제)는 필수, 특

수 경제지리는 필수 선택 과목으로 편성

우리나라 

지리 학습 

공백기

1차 교과과정

(1955. 08. 01.,

1956. 03. 01.)

-
지리

(3시간)

• �지리�는 세계지리, 인문

지리 중심의 계통지리

•사회과 필수(일반사회, 도덕, 국사), 선택(지

리, 세계사)

•도덕 과목 신설(필수)

�국토지리�

필수과목

시기

2차 교육과정

(1963. 02. 15.,

1965. 03. 01.) 

(공통 과목)

지리 I

(6)

지리 II

(6)

• �지리 I�(국토지리)은 계

통지리

• �지리 II�(세계지리)는 인

문지리 중심 계통지리

•사회과 공통(일반사회, 국민윤리, 국사, 세

계사, 지리 I), 인문ㆍ자연ㆍ직업과정별 필

수 선택(정치․경제, 지리 II)

3차 교육과정

(1974. 12. 31., 

1979. 03. 01.)

(인문과정 필수 

선택)

국토지리

(4-6)

인문지리

(4-6)

•�국토지리�, �인문지리� 모

두 인문지리 중심 계통지리

•국민윤리, 국사과 독립(필수)

•사회과(정치․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국토

지리, 인문지리)

•정치‧ 경제만 필수, 나머지 4개 과목은 필수

선택(택 1)과 인문과정 필수선택 과목(택 3)

•실업계는 지리 별도 편제

국토지리 

학습 

혼란기

4차 교육과정

(1981. 12. 31., 

1984. 03. 01.

(공통필수)

지리 I

(4-6)

(인문ㆍ사회과정)

지리 II

(4-6)

•�지리 I�은 우리나라와 세

계의 계통지리

• �지리 II�는 지역지리

•국민윤리, 국사 독립(공통필수)

•사회과 공통필수(사회 I, 지리 I, 세계사), 과

정별 선택(사회 II, 지리 II)

•지리 II는 일반계 인문ㆍ사회과정 선택 과목

�한국지리�

필수과목

시기

5차 교육과정

(1988. 03. 31.,

1990. 03. 01.)

 

(공통필수)

한국지리

(4)

(인문과정)

세계지리

(4)

• �한국지리�는 계통지리

• �세계지리�는 지역지리

•국민윤리, 국사 독립(공통필수)

•사회과 공통필수(정치․경제, 한국지리), 과

정선택(세계사, 사회․문화, 세계지리)

•세계지리는 인문ㆍ사회과정 선택

6차 교육과정

(1992. 10. 30.,

1996. 03. 01.)

(공통필수)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

(4)

(인문과정)

세계지리

(6)

• �한국지리�,『세계지리�

모두 계통지리

•윤리 독립(공통필수)

• 사회과 공통필수(공통사회, 국사), 과정별 

필수(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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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목에 비해 각 교과의 학문적 지적 체계를 존중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이 뚜렷하였기에 ‘교과과정’

이라고 한다(교육부, 2000, 774).

하지만 사회과는 미국의 ‘사회생활’이 표방하는 진보

주의 교육관에 따른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

어 교수요목기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미군정청이(교육에 

관한) 긴급조치기에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과로 신설

했던 공민(公民)은 일반사회와 도덕이라는 새로운 과목

으로 분리되었다(교육부, 2000, 774). 이에 고등학교 사회

과는 이른바 1분과 일반사회, 도덕, 국사는 필수 과목으

로, 2분과 지리와 세계사는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교과과정기에 지리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이

나 2학년 혹은 1, 2학년에 걸쳐 총 105시간을 이수하고, 

실업학교에서는 일반사회의 시수 중에서 최소한 35시

간을 과할 수 있도록 배당되었다. 이 시기에 �지리�와 

�(실업학교를 위한) 지리�의 교과과정(지도 내용)은 5개 

대단원으로 매우 과소하게 구성되었고, 선택 과목으로 편

제되는 혼란을 겪었다(표 3). 두 과목 모두 세계지리와 인

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지리�는 “자연적 특징에 따라 세계를 구분하고, 각 

지역의 자연 특색을 밝힘과 동시에 그 지역의 주민(인종

적, 민족적 견지)과 그 생활의 특이성을 이해시킨다.”는 

표 2. 교수요목기 �우리나라 지리� 내용 체계(세목)

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1.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떠한가?

2. 우리나라의 지역적 구분과 행정적 구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3. 우리나라의 지질은 어떠하며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가?

4. 우리나라의 기후는 어떠하며 생물의 분포는 어떠한가?

二.

관북 

지방

1. 위치  2. 지질과 지형  3. 기후

4. 해류와 그 영향  5. 자연산물 및 어류

5. 지하자원  6. 농업 특색과 지형, 기후와의 관계

7. 식량 문제  

8. 함흥평야와 두만강 유역의 농사 비교

9. 고원지대의 농업의 특색  10. 목축

11. 천연수해와 임업  12. 목재의 종류와 그 이용

13. 수력 전기와 자연조건의 장단점

14. 동력과 자원과의 관계

15. 동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하자원

16. 공업  17. 근해의 어업  18. 교통

19. 주요 항구와 도시의 특색  20. 명승고적 

21. 역사적 변천 및 여진족 침입의 이유

22. 방언과 풍습 및 지명  23. 가옥의 구조  

24. 식생활  25. 어분(Fishmill)과 명태덕장

26. 노동력 부족과 식량 부족 문제

27. 백두산  28. 정계비와 국경 문제

三.

관서 

지방

1. 위치  2. 지역적 구분과 행정적 구분

3. 지질과 지형  4. 기후  5. 조류와 해유 및 어류

6. 동북 지방 항구와의 비교  7. 지하자원  

8. 농업  9. 식량 사정  10. 목축업

11. 식생활: 동북부 지방과의 유사성

12. 의생활: 여자들의 수건 모자

13. 교통과 외국과의 연결  14. 공업

15. 수풍 땀과 땀으로 인한 압록강의 변화

16. 평양과 진남포, 송림

17. 의주 및 신의주와 용암포, 다사도

18. 염전과 제철업  19. 중강진 강계, 영변 안주

20. 평양 밤  21. 황주 진남포의 사과

22. 영변 명주와 안주의 황나

23. 수산업  24. 명승 고적

25. 역사적 변천 및 외족(外族)들의 침입

26. 억서 정책과 지역성의 관계

四. 기호 지방(내용 생략) 五. 영동 지방(내용 생략)

六. 영남 지방(내용 생략) 七. 해안 도서 지방(내용 생략)

八. 우리나라의 

인문환경

1.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 왔으며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가?

2. 우리 선조들은 어째서 흰 옷을 입게 되었는가?

3. 우리나라의 주위에는 어떠한 민족과 국가들이 있으니 우리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우리나라의 위치가 국가 통일과 민족 단절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5. 도교나 유사 종교는 일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6. 우리나라의 각 지방의 명칭(예 영남, 기호 같은 것)은 어째서 생겼으며, 그 지방의 문화의 특색은 어떠한가?

7. 우리나라 각 지방의 인심이 조금씩 다른 것은 어떠한 이유이며 그것을 순화융합하려면 어떻게 노력하여야 할 것인가?

8.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는 어떠하며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겠는가?

9. 오늘날 국제 정세 아래 우리나라는 어떠한 형편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각오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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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표로 ‘세계 각 지역의 자연과 인간 생활’이라는 

기후(자연)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지리 단원을 구성하였

고, �(실업학교를 위한) 지리�는 ‘농촌의 생산과 그 생활’

단원에서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을 사례로 구성하고 있

다(교육부, 2000, 396-402). �지리� 과목의 교과서는 고등

학교 사회과 �인문지리�로 발행되었다. 현전하는 다수

의 검정교과서 중에서 을유문화사(이지호 지음)와 장왕

사(육지수 지음)의 것이 1956년 3월에 가장 빨리 발행되

었기에 이를 근거로 적용 시기를 추정하였다.

1960년대 1차 교과과정기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되고 분단된 국토를 회복하고 개

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등학생들이 우리

나라 지리를 제대로 학습할 수 없었던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교육과정 정치에서 비롯된 문제

였다. 본래 문교부가 1차 교과과정을 준비하면서 1953년

에 발표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침’의 시간 배당 기

준표에서 사회과는 일반사회, 국사, 세계사, 인문지리, 

시사의 5개 과목으로, 과학과는 일반과학, 물리, 화학, 

생물, 자연지리의 5개 과목으로 편제되었다(안종욱, 2016, 

133). 문 ‧ 이과 구분에 따라 지리과는 사회과의 인문지리

와 과학과의 자연지리 과목으로 분리되었던 것이다.

지리과는 인문지리와 자연지리의 2개 계통지리 과목

으로 교과과정을 준비, 진행하고 있었지만, 1954년 시간 

배당 기준령에서 인문지리는 지리로, 자연지리는 과학

과의 지학(地學)이라는 일본식 과목명으로 변경, 공포되

었다. 지리교과서가 인문지리로 발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교과 편제가 공개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진행되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훔볼트와 리터의 근대지리학 이후 

지문학(地文學),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의 분야로 면면

히 계승되어 온 지리는 인문지리만으로 과목을 구성하

게 되었다. 교육 당국의 잘못된 교과 편제로 당시 학생

들은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없

는 지리교육과정이 실행되었다.

3. 제2차, 제3차 교육과정기 필수 과목 �국토지리�내용 

체계: 국토지리와 세계지리의 시작

제2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21호 1963년 2월 15일 

개정, 공포)에서 지리과는 �지리 I�과 �지리 II�의 2개 과

목으로 편성되었다. 도덕이 국민윤리로 바뀌었고, 일반사

회에서 정치 ‧ 경제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지리과는 1차의 

�지리�에 이어 과목의 특성이나 정체성이 명료하게 드러

나지 않은 무의미한 숫자로 과목을 구분, 표기하였다.6)

�지리 I�은 ‘국토지리의 계통 학습에 중점을 두고, 각 

지역 사회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대부분 1학년에서 공통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였다. �지리 

II�는 ‘세계지리의 계통 학습에 중점을 두고, 이를 인문지

리와 관련시키면서 각 지역 사회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내용을 구성한 인문 및 세계지리

로 2, 3학년에서 선택 과목(인문, 자연, 직업과정)으로 이

수하였다(교육부, 2000, 420-425). 두 과목 모두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로 구성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국토지리

와 세계지리의 2개 과목 체제가 시작되었다(표 4).

이 시기에 지리의 이수시간은 각각 6단위로, 사회과

(일반사회, 국민윤리, 정치 ‧ 경제는 각각 4단위, 국사, 세

표 3. 1차 교과과정기 �지리� 내용 체계(지도 내용)

I. 인간과 자연과의 교섭

1. 지리적 입장에서 본 인간과 자연  2. 향토의 미맥작에서 본 자연과의 교섭(기후)

3. 향토의 가옥에서 본 자연과의 교섭  4. 취락의 위치 형성에서 본 자연과의 교섭

5. 지리적 사실과 지도상의 표현 및 독도

II. 세계 각 지역의 자연과 인간 생활 1. 열대 지방   2. 건조 지방   3. 온대 지방   4. 냉한대 지방   5.한대 지방

III. 각 지역의 식료와 의류의 생산과 수급

1. 쌀의 생산과 그 지역적 특이성  2. 밀의 생산과 그 지역적 특이성

3. 세계의 목축지역  4. 기호품과 그 생산 지역  5. 면화와 면방직(공업)

6. 목양과 모직  7. 생사와 화학 의료

IV. 근대 산업의 발달
1. 근대 산업의 성립  2. 지하자원 및 동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3. 세계의 공업 생산과 공업 지대  4. 근대 산업과 인구의 도시 집중

V. 세계의 결합
1. 근대 교통기관의 발달  2. 교통이 발달된 지역과 미개한 지역

3. 각 지역 간의 무역 관계  4. 각 지역 간의 긴밀화  5. 세계와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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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는 6단위)에서 비교적 비중이 높았고, 과목별 내용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시

기부터 사회과의 이수시간 비중(36단위)이 국어(42단위), 

수학(46단위), 과학(52단위)에 비해 매우 적게 배당되기 

시작했다(교육부, 1999).

제3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50호 1974년 12월 31일 

개정, 공포)에서는 반공의식, 국가의식 고양을 위해 국

민윤리를 수위(首位) 교과로, 민족의식 고양을 위해 국사 

교육을 강화하고 독립 교과로 편성했다. 사회과는 �국토

지리�와 �인문지리�등 5개 과목이 모두 필수 선택과 과

정별(인문, 자연, 직업과정) 선택 교과목으로 구분되었

다. 당시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사회과 5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필수 선택하고, 인문과정에서는 나머지 3개 

과목을 필수 선택하는 것으로 편제되었다(교육부, 1999, 

229-230.7) 1976년 2월 23일(문교부령 제379호)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되었고, 보통과목(선택)

으로 사회 ‧ 문화, 세계사, 지리를 편성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은 1977년 2월 28일(문교부령 제404

호) 부분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인문계 고등학교 교

육과정 중 사회과의 정치 ‧ 경제를 공통 필수 과목으로, 

나머지 4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공통 필수 선택으로 이

수하고, 인문과정에서는 나머지 3개 과목을 공통 필수 

선택 과목으로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국토지리는 주

로 1학년(4-6단위)에서, 인문지리는 2, 3학년 자연과정을 

제외한 인문 및 직업과정 학생들의 필수 선택 과목(4-6

단위)으로 운영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c, 172). 

�국토지리�는 ‘계통지리에 중점을 두고, 각 지방 지지

의 내용을 배제하였으나, 지역연구를 통하여 지역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례 지역 중심으로 지도’

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었고, �인문지리�도 ‘지리의 계통

적 학습에 중점을 두고, 중학교 사회과, 고등학교 국토

지리 및 관련 교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도’하도

록 구성되었다.8)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로 구성된 �국토지리�는 

‘사실 나열 비중이 높은’ 지방지 단원을 구성하지 않았

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였기에 지리학의 새로

운 개념과 이론들로 구성되어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

인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내용이 어

렵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제3차 교육과정기는 교과서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

었던 시기이다. 이시기는 과거 오랫동안 적용해 온 ‘교

과용 도서 저작 ‧ 검인정령’에 의거하던 전기(1973. 2.-1977. 

8.)와 새로운‘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공포)’

을 적용한 후기(1977. 8.-1981. 12.)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 4. 제2차, 제3차 필수 과목 �국토지리� 내용 체계

�지리 I�의 지도내용(제2차) �국토지리�의 내용(제3차)

I.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1. 국토의 위치  2. 지질과 지형

3. 기후의 특색과 토양
I. 국토의 자연환경

1. 위치와 영역  2. 지질과 지형

3. 기후와 토양, 식생

II. 우리나라의 산업(1)
1. 농업과 목축업

2. 임업  3. 수산업
II. 자원과 산업

1. 자원의 종류와 이용

2. 제1차 산업  3. 제2차 산업

4. 제3차 산업

III. 우리나라의 산업(2)
1. 동력 및 지하자원  2. 공업  3. 교통 

4. 상업과 무역
III. 인구와 인구 문제

1. 인구증감  2. 인구분포와 이동

3. 인구구조  4. 인구문제와 대책

IV. 국토 개발과 관리
1. 자연 재해  2. 토지 이용

3. 물의 이용  4. 국토의 종합적 개발
IV. 촌락과 도시

1. 가옥  2. 촌락  3. 도시

4. 도시화와 도시문제

V. 우리나라의 취락과 인구
1. 촌락과 도시

2. 인구와 인구문제
V. 환경보전과 국토 개발

1. 환경보전과 공해

2. 자연재해와 대책  3. 국토개발

VI.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특색
1. 각 지역의 자연

2. 각 지역의 생활
VI. 지역성과 지역 연구

1. 지역성과 지역 구분

2. 지역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연구

VII. 우리나라와 세계와의 관계
1. 국제연합 및 민주 우방과의 관계

2. 우리의 갈길
VII. 우리나라와 세계

1.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

2. 국력 신장을 위한 노력

3. 우리의 갈 길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 변천과 지역 단원 구성의 특징

―8―

후기는 종전의 국정 및 검정제도에서 국정은 1종 도서

로, 검정 도서는 2종 도서로 변경, 1978년부터 교과서 

발행이 실행되었던 시기이다. 이에 인문계 고등학교 �국

토지리�와 �인문지리�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지리�는 모

두 문교부(저자) 1종 교과서로 발행, 1979년부터 적용되

었다(이종국, 2008, 256-266).

4. 제4차 교육과정기 �지리 I�과 �지리 II�의 내용 체계: 

국토지리 학습 혼란기

제4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년 12월 31

일 개정)에서 국민윤리와 국사는 독립 교과로 편제되었

지만, 사회과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영역이 각각 2개 

과목으로 구성되는 균형을 되찾은 시기였다. 하지만 일

반사회가 사회로 대치되면서 사회과 편제의 왜곡과 질

곡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른바 통합 교과

인 ‘사회’에 ‘사회’과목이 편성되어 ‘사회’가 어떤 교과목

을 지칭하는지 교육계는 물론 학습자를 비롯한 대중이 

분간할 수 없도록 혼란하게 편성하는 현상이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지리과는 �지리 I�과 �지리 II�로 편성되었다. 공통 

필수 과목 �지리 I�은 우리나라 및 세계의 지리를 우리

나라 중심으로 계통적(총론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학습시키고, 선택 과목 �지리II�는 우리나라 및 세계 여

러 지역을 학습시키되, 우리나라는 기능 중심으로, 세계

는 주제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학

습지도에서는 국토애의 고취에 유의하고, 세계에 대한 

학습지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학습시키되,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사항에 유념할 것을 ‘지도 및 평

가상의 유의점’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00, 452-458).

�지리 I�의 내용 체계는 “우리나라 및 세계 전체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여러 요소, 자원과 경제 활동의 분

포 및 입지적 특징, 촌락과 도시, 인구와 문화, 지역개발

과 환경보전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해시키고 이를 

개발, 이용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및 우리나

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

다.”를 주된 목표로 구성하였다.

�지리 II�의 ‘I. 지역 연구’ 단원은 ‘지역의 본질과 지

역 구분의 방법을 이해시키고, 우리나라 및 세계를 지리

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단원 목표로, ‘지역

과 지역 구분, 우리나라 및 세계의 지역 구분’을 학습주

제로 구성하였다. ‘II.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은 ‘우리나

라 여러 지역의 특성을 기능 중심으로 이해시키고, 이들

을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단원 목표

로 구성되었다. 이에 6개의 기능 지역으로 구분되었고, 

각 지역의 핵심 주제를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5). 이 단원의 각 지역에 대한 내용 구성은 교수요목

표 5. 제4차 �지리 I�과 �지리 II� 내용 체계(내용)

『지리 I』 �지리 II�

I. 생활과 지리 I. 지역 연구 1. 지역과 지역 구분  2. 우리나라 및 세계의 지역 구분

II. 자연환경과 생활 II.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
1. 수도권  2. 남서 지역  3. 태백산 지역  4. 낙동강 유역

5. 도서 지역  6. 대동강 유역

III. 자원과 산업 III. 아시아의 여러 지역

1. 공업이 발달한 일본  2. 곡창으로 알려진 양쯔강 유역

3.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4. 목화 재배가 성한 데칸고원

5. 석유 자원이 많은 페르시아만 연안  6. 자원 개발이 기대되는 시베리아

IV. 촌락과 도시
IV. 유럽 및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

1. 공업의 핵심지 라인강 하류 지방  2. 수산ㆍ해운업이 발달한 노르웨이

3. 수목농업이 성한 지중해 연안  4. 툰드라의 북극해 연안

5. 거주지로 되어가는 사하라 사막 주변 지역 

6. 산업 근대화에 힘쓰는 나이지리아

V. 인구와 문화
V.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여러 지역

1. 세계적으로 공업이 발달한 5대호 지역 

2. 고산도시가 발달한 안데스 산지  3. 개발을 서두르는 브라질

4. 농ㆍ목업이 발달한 오스트레일리아

VI. 지역개발과 환경 보전
VI. 세계에 있어서의 상호의존

1. 정치 단위로서의 국가  2. 정치적 및 경제적 상호의존

3. 우리의 자세VII. 우리나라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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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우리나라 지리�와 같이 각 지역에 대한 지리적 사

실 중심의 기술이 특징인 전통적인 지역지리(근대 지방

지) 형식에서 벗어나 공간과 장소에 대해 기술하고 설명

하는 지역지리 체계로 전환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9)

이 시기에 과목명이 지리 I과 지리 II로 무의미하게 

명명된 것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한문, 영어 과목을 일반계와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에서 필수로 이수하는 공통 필수 과목(I)과 과정별

(일반계 고교 인문 ‧ 사회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실업

계 및 기타 고교) 선택 과목(II)으로 구분하는 획일적 편

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2000).10) 

하지만 국사와 세계사 등 다른 과목의 명칭을 고려하

면, 교과 영역을 단순한 ‘지리’로 한정시키고, 과목의 특

성이나 정체성을 명칭으로 명확하게 표상하지 못하는 

혼란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라는 학

습 대상을 두 과목에서 반복 편제하는 혼란을 추가하였

다. 과목의 내용 조직에서 계통지리와 지역지리의 이원

론적 사고와 계통지리 중심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강박

에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제3, 4차 교육과정기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현

상을 경험하였으며, 미국의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 개

혁 프로젝트인 HSGP(High School Geography Project)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도시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되었

다(김일기, 1976). 이와 함께 “앞으로는 도시가 인간 생

활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므로, 촌락에 중점을 두거나 

촌락으로부터 학습하는 고전적인 학습내용 배열은 재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김만곤, 1985, 822). 

지리교육과정은 “지리학이 이루어 놓은 개념들을 바탕

으로 구성되고, 수업방법도 지리학의 연구방법을 근간

으로 정해진다.”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이 계속되

면서(임덕순, 1979, 306), 개념과 지식의 구조화 및 탐구

적 학습방법의 강조가 제5차 지리교육과정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5. 제5차, 제6차 교육과정기 필수 과목 �한국지리�

내용 체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시기

제5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년 3월 31

일 개정)에서 국사과는 독립 교과로 사회과는 5개 과목

으로 편성되었다. 이 시기부터 지리는 �한국지리�와 �세

계지리�의 분명한 과목명으로 편성되었다. 한국지리가 

필수 과목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내

용 체계는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지리는 인

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로, 세계지리는 지역지리로 내

용이 구성되었다. 한국지리에서 1개 단원이 지역지리로 

편성된 점이 변화라고 할 수 있다(표 6).

지역지리로 편성된 ‘5) 지역 구조의 변화’ 단원은 “우

리 나라의 여러 지역을 기능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구조

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함으로써 각 지역의 성격

을 파악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기능 중심 지역으로 

구분된 4개 지역(수도권, 태백산 지역, 남서 지역, 남동 

지역)과 북부지방의 지역 구조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각 

지역성을 파악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교육부, 2000, 

477). 이전의 교육과정은 ‘생활과 지리’ 및 ‘자연환경과 

생활’등 국토를 생활 터전으로 인식하는 철학을 토대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지만, 제5차에서는 각 지역의 생활

을 ‘지역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파악하도록 구성하는 변

화가 나타났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 과목의 목표는 제3차 

국토지리 과목의 목표와 대동소이하지만, ‘국토에 대한 

애향, 애국심과 국력배양’을 강조하는 소극적 국토 민족

주의에서 벗어나 ‘국토 공간을 세계적인 시야에서 파악

하는 안목’을 강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가주의 

관점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년 10

월 30일 개정)에서 사회과는 국사를 포함하여 공통사회

에서 세계지리에 이르는 7개 과목으로 편성되었고, 지리

와 일반사회 영역으로 구성된 공통사회(8단위)는 공통 

필수 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교

과서는 공통사회 (상) 사회, (하) 한국지리로 구분 발행

되었다(교육부, 2000, 497).

�한국지리�에서 지역지리로 구성된 ‘13. 각 지역의 생

활’단원은 “중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였으므로, 여기

서는 개발된 지역, 개발 중인 지역, 그리고 덜 개발된 지

역 각각을 중심으로 구성한 네 지역의 특성을 주제 중심

으로 보다 깊이 알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각 지

역의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특정) 

기능 지역-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교육부, 2000,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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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국지리� 교육과정은 국토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토 이해’에서 ‘국제화 시대에 한국’에 이르는 구성

으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관점과 함께 생활 공간

으로서의 국토에 대한 지리적 이해에 필요한 관점을 8

개 대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표 6). 이는 다른 시기에 

비해 대단원의 양적 비중이 가장 높고, 이후 �한국지리�

내용 체계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세계지리�도 8개 단원의 지역지리로 구성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 필수 과목 편성은 

전국의 지리교육과 및 지리학과 협의회와 대한지리학회 

등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였다. 본래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시안은 ‘교과 이기주의’ 배제를 명목으로 각 교과 

전문가를 제외하고 ‘교육과정연구위원회’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집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고등학생들의 이수 

과목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국토지리�

를 선택 과목으로 편제하고, ‘현대사회와 시민’이라는 새 

과목 설치를 입안하였다(권혁재, 1991, 253).

이에 대한지리학회에서는 ‘국민교육으로서의 국토교육’

에 대한 필요성과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문제와 반성

적 대안 등을 모색하는 학술토론회 ‘21세기를 준비하는 

표 6. 제5차-제7차 �한국지리� 내용 체계

제5차 �한국지리� 내용 제6차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 내용 체계 제7차 �한국지리�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요소 영역 내용 요소 영역 내용 요소

I. 생활과 지리

1. 생활과 지리 학습

2. 전통 지리사상의 발달

3. 지도의 이용

8. 국토의 이해

1. 국토의 의의

2. 국토의 인식

3 .국토의 지리적 정보

I. 국토의 이해

1. 정보화 사회와 지리 

정보

2. 위치와 지역 형성

II. 자연환경과

생활

1. 위치와 영역

2. 기후와 식생

3. 지형과 해양

9. 자연환경과

생활

1. 위치와 영역

2. 기후 

3. 식생과 토양

4. 지형  5. 해양

II. 국토의 

자연환경
1. 기후와 생활

2. 지형과 생활

III. 자원과 산업

1.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원문제

2. 농·임·수산업

3. 동력자원과 지하자원

4. 공업 5. 유통 및 관광산업

10. 생활 공간의 

변화

1. 생활 공간의 형성

2. 농어촌 지역

3. 도시

4. 인구

III. 생활권 형성 

기능

1. 자원

2. 공업

3. 서비스 산업

IV. 인구와

생활공간

1. 인구와 인구문제

2. 가옥과 촌락

3. 도시와 도시문제

4. 지역개발

5. 환경문제와 환경보존

11. 경제 활동의 

지역 구조

1. 산업구조의 변화

2. 농 ‧ 임 ‧ 수산업

IV.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1. 인구

2. 도시

3. 지역 개발

V. 지역구조의

변화

1. 수도권  2. 태백산 지역

3. 남서 지역 4. 남동 지역

5. 북부 지방

12.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1. 국토의 상태

2. 국토 개발

3. 환경 보전

V. 여러 지역의 

생활

1. 수도권 

2. 평야 지역

3. 산지 지역

4. 해안 지역

VI. 우리나라와

세계

1. 지역개발

2. 자연재해

3. 환경보전

13. 각 지역의 

생활

1. 서울~인천 지역

2. 군산~장항 지역

3. 영남북부 산지지역

4. 평양~남포 지역

VI. 국토 통일의 

과제와 노력

1. 북부지역의 이해

2. 국토의 잠재력과 국토 

통일

14. 국토의 

분단과 통일

1. 국토의 일체성

2. 남북 간의 지리적

교류 확대

3. 통일된 국토의 미래상

VII. 지역 간 상호 

의존

1. 지역 간 상호 보완과 

복지 국가 건설

2. 세계 평화 유지에의 

기여

15. 국제화 

시대의 한국

1. 지역 간의 협력

2. 21세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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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의 방향: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점을 중심

으로’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현대사회와 시민’을 해체하

고 �국토지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 각 관련 부서에 제출하고 문제점을 설

명하였으며, KBS 뉴스와 주요 일간 신문에서 건의서 내

용에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신문 투고와 함께 각

종 학회나 모임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였다(대한지리학회, 1991, 학술토론

회 자료집). 이와 함께 국토를 왜 배워야 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권혁재, 1991; 류우익, 1991).

III. 수시 개정 시기 지리과 편성과 사회과 

편제의 변천: 제7차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1. 수시 개정 체제에서 이루어진 사회과 편제와 문제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년 12

월 30일 개정)은 전면 개정체제로 이루어졌지만, 이후의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는 체제로 계

속되고 있으며, 이 시기부터 지리는 선택 과목으로 편제

되고 있어 ‘수시 개정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등 10개 교

과로 조직된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1~10학년),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11~12학년),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도입하였고,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

정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교수요목기부터 시간 

배당 기준령,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교육

과정 등이 시기를 달리하여 구분, 고시되었지만, 7차에

서는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통합, 동시

에 고시되었다.

제7차에서 사회와 국사는 10학년 국민 공통 기본교

육과정의 필수 과목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는 3중 교육과정으로 편

제되었다. 1학년(10학년) 사회(10단위, 국사 4단위 포함)

는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인간과 공간(지리 분

야), 인간과 사회(일반사회 분야)를 통합 구성하였고, 인

간과 시간 영역의 국사와 함께 10학년 필수 이수 과목

으로 편제되었다. 국사가 별도로 제시되었기에 사실상 

교과는 사회 ‧ 국사 교과군으로 편제된 것이다. 2-3학년 

일반 선택 과목 �인간 사회와 환경�은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영역을 학제적으로 통합한 과목으로, 심화 선택 과

목 이수를 위한 기본 과목으로 이수해야 할 최소 단위(4

단위)로 배정되었다.

심화 선택은 지리(3개 과목), 역사(2개 과목), 일반사회

(4개 과목)의 9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생의 능

력,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설’된 학생 

선택 과목으로, 6차의 60개 과목(과정 선택 53개, 교양 

선택 7개)에서 79개 과목(일반 선택 26개, 심화 선택 53

개)으로 확대, 개설에 따른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제7차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기존의 동심원적 혹은 

지평확대모형(expanding horizons model)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에 지리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지역 구분의 스

케일과 주제의 종류 및 내용 서술을 다르게 조직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류재명, 1997). 이어서 중학교 

학년별 내용 조직과 지역 구분 등 교육과정 개정 과정

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고(류재명 ‧

서태열, 1997), 지리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실무 책임자의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 모색이 발표되었다(노희방, 

1997). 공개적으로 진행된 논쟁의 주요점은 일정한 기준

에 따라 구분된 모든 지역을 학습하는 지역지리 체제보

다는 개념과 주제 중심으로 선정된 다양한 스케일의 사

례 지역으로 구성된 계통지리 체제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류재명 ‧ 서태열, 1997)과 지역지리를 해체할 경우 지

역별, 국가별 내용을 다룰 수 없게 되어 대중들이 지리 

교과에 기대하는 지역 단위의 실용적 지식 제공, 향토애

나 국토애 함양, 국제이해교육 등이 소홀해진다는 것이

었다(노희방, 1997).

2007년 2월 28일(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회 ‧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

여 교육내용 및 내용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

본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

는 수준에서 개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였다. 이에 개정 연

도를 밝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하였다(교육과

학기술부, 2009c,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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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정 수시 개정의 대

부분은 사회과, 특히 고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부분 

개정을 표방한 전면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교육사

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교육과정의 정치가 비민주적

이고 기습적으로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이루어졌다. 학교

에서는 학년별, 과목별, 학생별로 서로 다른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비교육적 혼란이 계속되었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한겨레 신문, 2015년 3월 16일자). 

교육과정의 잦은 수시 개정은 교사와 학생 등 관련 

주체는 물론 교과 전문가들도 혼란을 겪을 정도로(강대

현, 2015, 64) ‘아무도 모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리과는 가장 큰 희생을 경험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위험성’, 즉, 수시 개정체제에서는 소수 

관료들과 특정 세력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을 자의적

으로 바꾸는 것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이 될 가

능성이 더욱 높아지는(강대현, 모경환, 2013, 2) 극단적

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사회과 관련 수시 개정 내용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7a와 

2007b; 교육과학기술부, 2009a와 2009b; 교육과학기술부, 

2011a;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부, 2015a와 2015b).

먼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10학년은 사회와 역사

를 각각 6단위로 이수하는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되었다. 선

택 과목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등의 10개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표 7. 제7차 이후 수시 개정 시기 지리과 편성과 사회과 편제

교육과정

(공포, 적용)

이수 구분

(시간, 단위 배당) 지리 과목 특성 사회과 편제

필수 선택

7차 교육과정

(1997.12.30.,

2002.03.01.)

(국민공통)

사회(6)

국사(4)

(심화)

한국지리(8)

세계지리(8)

경제지리(6)

•세계지리는 지역지리

•도덕 독립 교과

•국민공통기본과목 10학년 필수(사회, 국사)

•일반선택(인간사회와 환경, 4단위)

•심화선택(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ㆍ현대사, 세계사, 법

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2.28.,

2011.3.1.)

(국민공통)

사회(6)

역사(6)

한국지리(6)

세계지리(6)

경제지리(6)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계통+지역지리

•경제지리는 계통지리

•도덕 독립 교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학년(사회, 역사)

•선택중심교육과정(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선택과목(일반과 심화선택 통합) 일원화

•교과서 미발행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12.23.,

2012.3.1.)

-

사회(5)

한국지리(5)

세계지리(5)

•사회의 지리영역은 세계

지리 중심 계통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계통지리

•고등학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

•탐구영역, 보통교과, 사회(역사/도덕포함)교과군(사회*, 한국지리, 세

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한국사*,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은 2012년부터 적용, *표시 과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

2012 개정

교육과정

(2012.7.9.,

2014.3.1.)

-

(일반 과목)

사회(5)

한국지리(5)

세계지리(5)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계통지리

•사회(역사/도덕 포함)교과군, 역사 독립 

•일반 선택(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

제, 법과 정치, 사회ㆍ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심화 선택(11개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9.23.,

2018.3.1.)

-

통합사회

(8)

(일반 선택)

한국지리(5)

세계지리(5)

(진로 선택)

여행지리(5)

•한국지리는 계통지리

•세계지리는 계통+지역지리

•여행지리는 계통지리

•사회(역사/도덕 포함)교과군, 한국사 독립

•통합사회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ㆍ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진로 선택(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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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일 시행을 고시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이후 2009년 3월 6일까지 3차례 부분 개정(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제2008-148호, 제2008-160호, 제2009-10호)이 

계속되었지만, 사회과 과목 편제는 개정되지 않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2009-41호 2009년 12월 23일) 고시로 시행 직

전에 자연 폐지 되었다. 법령에 의해 고시되었지만, 시

행되지 못한 교육과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교과서 발행

도 중지되었다.11) 

두 번째,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 

41호)은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유지’와 ‘선택 과목 

수의 축소와 학습부담의 경감’등을 통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혁신을 기본방향으로 표방하고, 2012년 3월 1일 

시행을 고시하였다. 국민 공통교육과정이 중학교로 단

축되고 고등학교 전 과정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되

었다. 선택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

의 교과 영역(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 교양)으로 구

분되었고 ‘교과군’제가 공식적으로 표기, 운영되었다.12)

탐구영역의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은 사회, 한

국지리, 세계지리 등 12개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었다.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은 지리(2개 과목), 역사(3

개 과목), 일반사회(3개 과목), 도덕(3개 과목)의 4개 영

역을 통합한 교과로 편제되었다. 폐지된 �경제지리�내

용은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분산되었고, 일부는 

중학교 사회 지리영역으로 이동하는 등 비교육적인 교

육과정이 편성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변경

한 2009 개정 �한국지리� 교과서 등이 2011년 8월 19일

에 검정 되었고, 2012년 3월 1일에 발행되었다.

세 번째, 2012 개정 교육과정 또한 2009 개정 교육과

정의 부분 개정으로 시작되었고, 부분 개정의 개정 등 

개정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교육

과정의 수시 개정이 혼란하게 계속되었다. 2010년(교육

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 2010년 5월 12일 개정) 

독도 교육 강화와 역사 교육과정 개정으로 사회과 교

육과정(별책 7)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1년(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년 8월 9일 개정)에는 선

택 교육과정을 일반 선택(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

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 ‧ 문화) 

9개 과목과 심화 선택 11개 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사회과 교육과정(2013년 3월 1일 시행)의 개정이 고시

되었다(그림 1).

‘선택 과목 수의 축소와 학습 부담의 경감 등을 통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이라는 교육정책은 경제지리 

과목 폐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11개 심화 선택 과목의 

기습 편성으로 나타났다. 심화 선택 과목 편성에 대한 

내용은 학계나 시안 개발(팀) 등에서 논의된 바가 없으

며, 고시 직전인 2011년 7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회

의실에서 이루어진 ‘사회교과 소위원회’의 ‘교육과정 심

의회 회의자료’에도 없었던 내용이다(교육과학기술부 교

그림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총론(별책 1) 3. 고등학교 나. 편성과 배당 기준(표 2)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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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과, 2011).

2012년 3월(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2012년 

3월 21일 개정) 일반과목에 ‘사회’를 신설하고, 교양 교과

군에 ‘실용 경제’를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2년 

7월(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년 7월 9일 개

정)에는 계속된 개정 내용을 반영한 별책 1, 5, 6, 7의 일

부 개정과 한국어 교육과정(별책 27) 신설을 고시하면서 

사회과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수정, 고시하였다. 이에 

의거한 �한국지리� 교과서 등이 2013년 8월 30일 검정, 

2014년 3월 1일 초판이 발행되었다. 심화 선택 과목도 ‘과

제연구’를 제외한 10종이 인정도서로 발행되었다.13)

2012 개정 교육과정은 2012년 12월 13일(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제2012-31호)에도 초 ‧ 중등 교육과정 총론(별

책 1)의 일부를 개정하였고, 2013년 12월 18일(교육부 고

시 제2013-7호)에도 초 ‧ 중등 교육과정 총론(별책 1)의 

부칙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계속되었다. 2013년 12월에 

이루어진 부칙 개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

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2008.9.11.), 제2008- 

160호(2008.12.26.), 제2009-10호(2009.3.6.) 초 ‧ 중등학교 교

육과정의 폐지를 뒤늦게 고시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2009 

개정 교육과정(제2009-41호)부터 교육적, 민주적 절차는 

물론 법령 문서가 갖추어야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고시되었고, 엉터리 고시문을 수정하는 후속 고

시문까지 반복하는 ‘수시 개정 체제’ 문제는 계속되었다.14)

마지막으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호-74호 2015년 9월 23일 개정)도 교육과정은 3년 

만에, 교과서 발행은 4년 만에 개정되었다. 이에 의한 

교과서가 2017년 9월 8일 검정 되었고, 2018년 3월 1일 

초판이 발행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도 부분 개정의 

개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새 교육과정에 대

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2. 수시 개정 시기 선택 과목 �한국지리� 내용 체계와 

특징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리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지리의 3개 과목으로 처음 편제되었다. 이 시기부터 �한

국지리�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지만, 한국지리 내용 체

계는 제6차 필수 이수 시기의 내용 체계를 따르고 있다

(표 6). 2007 개정 교육과정도 제7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지

리, 세계지리, 경제지리의 3개 과목으로 편제되었다(표 8).

조변석개로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15) 2012 개

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한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대

략 3년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었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2015 개정 �한국지리�의 내용 체계는 

앞선 교육과정에 비해 지역지리 단원이 1개로 압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표 8).

2007 개정 �한국지리�부터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에서 자연 ‧ 인문 ‧ 지역지리의 

3분 체계로 내용이 구성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첫 단원은 도입 단원, 마지막 단원은 마무리 단원으로, 

나머지 6개 단원은 각각 분야별로 2개 단원으로 구성되

고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 각 지역이라는 방대한 학습 

대상을 2개 과목으로 구성해야 하는 국가 교육과정의 

제한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모색된 ‘절충식’ 내용 체계라 

할 수 있다.

제7차 �한국지리�부터 우리나라는 크게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으로 대분하고, 남한 지역은 다시 하위 지역으

로 세분하여 각 지역의 생활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이해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북한 지역은 국토 분단과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핵심 주제로 구성되고 있다. 2012 

개정, 2015 개정 �한국지리�에서는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등을 지역지리 단원의 핵심 주제로 추가하고 있다.

IV. 한국지리 내용 체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지리 단원 구성과 지역 구분의 특징

교수요목기 이후 한국지리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지리 단원 구성과 지역 구분의 특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9).

먼저, 교수요목기 �우리나라 지리�는 인류의 활동 무

대인 지구의 한 국가인 우리나라를 지역별로 구성하되, 

먼저 자연환경을 관찰한 다음 인문환경을 탐구하고 각 

지역의 특징을 드러내는 주민 생활은 자연과 인문환경

의 상호관련성 및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을 목적으로 내

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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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목에서 지역 구분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6개 지역으로 제시되었지만, ‘지역 구

분은 본안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분간 교수자의 편

의에 의하여 변경하여도 무방’하다는 ‘교수상의 주의’가 

있었고, 실제로 검정교과서 6종에서는 각기 다른 지역 

구분이 이루어졌다(강창숙, 2019). 

제2차 한국지리 교육과정에서 �지리 I�은 국토지리 과

목으로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로 구성되었다. 교육과

정의 ‘VI.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색’은 실제 교과서에서 

‘VI. 각 지방의 특색’ 등의 단원명으로 변환되었고, 내용

표 8. 수시 개정 시기 선택 과목 �한국지리� 내용 체계 

2009 개정 2012 개정 2015 개정 

영역 내용 요소 영역 내용 요소 영역 내용 요소

I. 세계화 

시대의 국토 

인식

•세계화 시대의 국토 이해

•국토의 의미와 정체성

I.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국토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

•국토 통일의 당위성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 문제

I.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

•국토 인식의 변화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

II. 지형 

환경과 

생태계

•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

•생태 및 관광 자원으로서의 

지형

•인간 활동에 따른 지형 

변화

II. 지형 

환경과 

생태계

•산지 지형과 우리나라의 지형 형

성 과정

•하천 지형과 물 자원

•해안 지형과 경관 특성

•생태계로서의 인간과 지형의 관계

II.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의

모습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III. 변화하는 

기후 환경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

III. 기후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

•기후 변화와 주민 생활

•자연 재해와 주민 생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

III.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기후와 주민 생활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IV.거주와 

여가의 공간

•전통 촌락의 형성과 변화

•도시와 촌락의 상호의존과 

주민생활

•도시 재개발과 주민생활

•도시와 농촌의 여가 공간

IV.거주 

공간의 변화

•촌락의 변화

•정주 및 도시 체계

•도시의 내부구조

•대도시권의 형성과 주민 생활

•도시 재개발과 주민 생활

•도시와 농촌의 여가 공간

IV.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촌락의 변화와 도시발달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도시 계획과 재개발

•지역 개발과 공간 불평등

V. 생산과 

소비의 공간

•자원의 성격과 공간적 구분

•농업ㆍ공업ㆍ상업의 변화와 

주민 생활

•교통·통신의 발달과 주민

 생활

•정보사회와 서비스업의 변화

V.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자원의 의미와 특성

•농업 구조의 변화와 농촌 문제

•공업 입지와 공업 지역의 변화

•상업 및 소비 공간의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

•정보화 사회와 서비스 산업의 고

도화

V. 생산과 

소비의 공간

•자원의 의미와 자원문제

•농업의 변화와 농촌문제

•공업의 발달과 지역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

업의 변화

V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I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

•북한의 지리적 특성과 국토 

통일

VI. 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지역의 의미와 지역구분

•지역 조사 방법

•지리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방법

VI.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인구 분포

•인구 문제와 공간 변화

•외국인 이주와 다문화 공간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II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성과 

구조

•각 지역의 현안과 주민 생활

의 변화

VII. 다양한 

우리 국토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성

•각 지역의 구조 변화

•각 지역의 지역 문제와 주민 생활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

•북한 지역의 특성과 통일

 국토의 미래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생활

VIII.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인구 문제와 대책

•지역 개발과 공간적 불평등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

한 국토상

VIII. 

국토의지속 

가능한 발전

•인구 문제와 대책

•지역 격차와 공간적 불평등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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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대 지방지 체계로 구성되었다. 각 교과서는 우리나

라를 영남 ‧호남 ‧ 중부 ‧ 관서 ‧ 관북의 5개 지방으로 구분하

고 각 지방은 1. 위치와 자연환경 2. 인문환경과 주요 도

시의 2개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거나(강대현, 1976), 중부 ‧

남부 ‧북부지방으로 구분하고, 각 지방을 1. 자연환경 2. 

산업 활동 3. 각 지역의 특색과 도시의 3개 주제로 내용

을 구성하였다(김상호 ‧ 단춘배, 1976). 교과서별로 지역 구

분은 각기 다르게 이루어졌지만, 지형과 행정구역을 바탕

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김상호 ‧ 단춘배(1976)는 교과서 첫머리에 “지지

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단원을 추가, 구성하였다. 

즉, “우리는 지지를, 각 지역에 관한 단편적인 지리적 

지식을 모아 놓은 것으로 자칫 잘못 알기 쉽다. 지역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은 지리학이 의도하는 지지

라고 할 수 없다. … 우리가 말하는 지리학적인 지지 기

술은, 독일의 카알 리터(Karl Ritter 1779-1859)에서 비롯

되었다. 그는 각 지역의 특이성, 즉 지역과 지역 간에 

존재하는 성격의 차이를 인식하려는 것이 지지이고, 그

것은 각 지역을 서로 비교하는 데서만 가능하다는 견해

를 내세웠다. 이렇게 출발한 지지학은 각국 학자에 의

하여 지지의 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이 검토, 비판되면서 

발달해 왔다.”고 서술하면서 지지학은 지역의 특이성을 

표 9. 지역지리 단원 구성과 지역 구분의 양상

시기
내용 구성

(지역지리 단원 비중)
지역지리 단원 구성 지역 구분의 양상

�우리나라 지리�

시기 

(교수요목기)

•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은 계통지리 -

•전통 지역지리(8/8) 생략(표 2)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고려한 전통적인 지역 구분(관

북, 관서, 기호, 영동, 영남, 해안 도서지방의 6개 지방)

�지리�(1차)
•세계,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
- •우리나라 지리 학습 공백기

(국토) �지리 I�

필수기(2차)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1/7)
VI.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특색 •전통적인 지역 구분(지형과 행정구역 기반)

�국토지리�

필수기(3차)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1/7)
VI. 지역성과 지역 연구 •지방지(지역지리 단원) 배제

�지리 II�

혼란기(4차)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역지리

(우리나라는 2/6)

I. 지역 연구

II.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 단원 구성

•기능 지역-주제 중심(수도권, 남서 지역, 낙동강 유역, 도

서 지역, 대동강 유역의 5개 지역으로 구분)

�한국지리�

필수기(5차)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1/6)
V. 지역구조의 변화

•남한의 4개 기능 지역(수도권, 태백산, 남서, 남동 지역)

과 북부지방으로 구분

�한국지리�

(공통사회 하)

필수기(6차)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1/8)

VI. 각 지역의 생활

VII. 국토의 분단과 통일

•우리나라를 4개 기능 지역(서울-인천, 군산~장항, 영남 

북부 산지, 평양~남포 지역)으로 구분

•국토 분단과 통일된 국토(미래상) 대단원 주제로 제시

�한국지리�

선택기

7차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2/7)

V. 여러 지역의 생활

VI. 국토 통일의 과제와 노력

  1. 북부 지역의 이해

  2. 국토의 잠재력과 국토 통일

•남부와 북부지역으로 구분

•남부를 4개 기능-생활권(수도권, 평야, 산지, 해안 지역)

으로 구분

•북부지역은 국토 통일의 관점으로 접근

2009 

개정 •자연ㆍ인문ㆍ지역지리 

절충식(2/8)

V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1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2

•북한과 남한 지역으로 구분

•북한을 국토 통일의 관점으로 접근

•남한은 6개 지역(수도권, 영동·영서 지역, 충청 지방, 호

남 지방, 영남 지방, 제주도) 구분

2012 

개정

VI. 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VII. 다양한 우리 국토

2015 

개정

•자연ㆍ인문ㆍ지역지리 

절충식(1/8)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 소단원 구성

•북한과 남한 지역(6개 지역)으로 구분

•북한을 국토 통일의 관점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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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기 위해 지역을 비교하는데서 출발했다고 강조

하였다.

교수요목기 이후 지역지리는 전통 지역지리, 즉 근대 

지리지 체계로 구성되었지만, 지역 구분은 교과서에 따

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졌다. 당시 지역 인식의 대상이

나 목적, 지역 구분의 방법 등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계

속되었고(홍순완 ‧예경희, 1973 등), 그 영향으로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지리 단원(지방지) 구성이 배제되

었다.

제4차 교육과정 �지리 II�에서는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지역의 특성을 기능(우리나라)이나 주제(세계) 중

심으로 심화된 수준에서 이해토록 내용이 구성되었고, 

‘I. 지역 연구’가 도입 단원으로 ‘지역의 본질과 지역 구

분의 방법을 이해시키고, 우리나라 및 세계를 지리적으

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구성되었다(교

육부, 2000, 454-457).

이에 교과서 첫 단원에서는 지역의 의미(지역, 지역

성), 지역의 유형(동질지역과 기능지역, 단순지역과 복합 

지역, 자연지역과 인문지역, 형식지역과 실질지역), 지역

의 일반적 성격과 지역 구조(지역의 속성, 점이지대, 지

역구조), 지역 구분의 방법(목적 설정, 지표 결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II. 우리나라의 여러 지

역’은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행

정구역과 대부분 일치하는 전통적인 지역 구분에 따라 

구분하되, 중부(수도권, 태백산 지역), 남부(남서지역, 낙

동강 유역, 도서 지역), 북부(대동강 유역)지역을 사례 

지역 중심으로 세분하고, 지역적 특색은 기능 중심의 내

용으로 서술하였다(이찬 외, 1987).

예를 들어, 북부지방은 정치, 경제의 중심부 대동강 

유역을 사례 지역으로, 이 지역의 자연환경, 곡창지대, 

광공업 발달, 지역적 특색을 학습주제로 구성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도 각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

로 구성되고 있어, 전통 지역지리를 벗어난 지역지리 체

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5차 �한국지리� 필수 과목 시기에도 지역 구분은 4

차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남한은 4개의 기능 지

역으로 구분되었지만, 북한은 ‘북부지방’이라는 등질 지

역으로 구분되었다. 과목의 목표에서 대북 시각을 드러

내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여러 지리적 

현상을 지도할 때, 국토애 고취에 유념하되, 세계적 시

야에서 우리나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지도’ 할 

것을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00, 

476-478).

제6차 �한국지리� 필수 과목 시기에 ‘VI. 각 지역의 

생활’ 단원은 ‘중학교에서 각 지역을 체계적으로 학습하

였으므로, 개발된 지역, 개발 중인 지역, 그리고 덜 개발

된 지역 각각을 중심으로 구성한 네 지역의 특성을 주

제 중심으로 보다 깊이 알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 각 지역의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남, 북한 구분 없

이 구성되었다. ‘평양~남포 지역’은 북한의 정치 ‧ 경제 

중심지, 경공업과 중공업, 점진적 개방화의 과정을 중심

으로 지역 특성을 파악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국토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내

용이 대단원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단원은 ‘국토 통일

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국토 분단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과 남북 간의 지

리적 교류 확대와 국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함

양’을 단원 목표로 국토의 일체성, 남북 간 지리적 교류 

확대, 통일된 국토의 미래상을 주요 학습주제로 구성하

였다(교육부, 2000, 495-496).

제7차 시기 �한국지리� ‘V. 여러 지역의 생활’ 단원은 

‘국토를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

초를 다지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지리적 공간의 지리

적 현상 및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민 생활

을 이해’ 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5개 

지역으로 구분되었고, 각 지역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핵

심 주제를 사례 지역 중심으로 탐구하도록 내용이 구성

되었다.

‘VI. 국토 통일의 과제와 노력’ 단원에서 제시된 북부 

지역은 ‘북한의 인구밀도와 인구분포의 특색을 자연 및 

인문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 북한의 산업구조가 낙후되

어 온 과정 이해, 남한과의 상호 보완성 탐구, 나진 ‧웅

기(선봉) 지역이 개방된 배경과 이 지역의 입지적 특성 

이해’ 등 핵심 주제와 사례 지역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

하였다(교육부, 1997b). 6차에 이어 ‘(나) 국토의 잠재력

과 국토 통일’이 소단원으로 구성되었고 관련 내용이 학

습주제로 제시되었다.

제7차 이후 수시 개정 시기의 �한국지리�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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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역지리 단원 구성과 지역 구분의 양상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대동소이하게 전개되고 있으

며, ‘북부 지역’이 ‘북한’으로 변화했고, 각 지역이 북→

남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9 개정 �한국지리�에서 지역지리는 2개 대단원으

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 지역 이해 1’은 지역의 개념

이해와 지역 구분 활동 및 ‘북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북한에 대한 내용 비중이 다른 시기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 기준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학습자 스스로 선정한 기준으로 우

리나라를 여러 지역으로 구분’해 보는 학습자 활동을 주

요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지역 이해 2’ 단원은 “우리나라를 크게 북

부와 남부 지역으로 구분하고, 남한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

은 지식 기반 산업 및 세계화를 중심으로, 충청권은 수

도권과 높은 산업적 연계를, 강원권은 영동과 영서의 지

역차 및 핵심 산업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호남권은 문화에 초점을 두지만 최근 산업 변화를 중심

으로, 영남권은 공업의 비중과 특성을, 제주권은 특별자

치도가 상징하는 지방화, 세계화를 중심으로 이해하도

록 한다.”를 목표로 구성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126).

2012 개정 �한국지리�에서 ‘VII. 다양한 우리 국토’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여 국토 공

간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우리나라를 북한 지역, 수도권, 영서 및 영동 지

방, 충청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제주도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지역 구조와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국토 공

간에서의 다양한 주민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를 목표로 구성되었다(교육부, 2012, 

84).

2015 개정 �한국지리�에서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

해’ 단원은 “우리 국토에 분포하는 주요 지리적 사상의 

위치와 입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여러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다양한 지역 

구분의 의미를 파악한다. 국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북

한 지역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바람

직한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수도

권과 강원 지방, 충청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제주

도의 공간 구조 및 지역 특성, 당면 과제 등을 종합적으

로 고찰한다.”를 목표로 구성되었고, 지역 구분은 2012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2012 개정 교육

과정에서 3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던 국토 통일, 지역

의 의미와 지역 구분,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단원에 통합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V. 정리 및 결론

광복 직후의 교수요목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

정까지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 내용 

체계, 지역 구분 등의 내재적 측면과 사회과 편제 등의 

외재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한국

지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변천 및 지역 단원 구성과 

지역 구분에서 나타난 특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지리는 일제강점기에 침탈되었던 영토 주

권과 ‘우리나라’에 대한 갈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

리� 과목으로 시작되었고, 국토지리→한국지리로 과목

명이 변천되었다. 근대 지리에서 현대 지리교육으로 이

행되던 과도기였던 교수요목기 �우리나라 지리�와 제2

차 시기 �지리 I�까지 지역지리 단원은 전통 지역지리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제4차 �지리 II�부터 이른바 지역

지리 체계로 변화하였다. 최근 수시 개정 �한국지리�의 

내용 체계는 자연 ‧ 인문 ‧ 지역지리 비중이 비교적 균형

을 이루는 절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둘째, 한국지리는 �우리나라 지리�필수 과목기→우리

나라 지리 학습 공백기→�국토지리�필수 과목기→국토

지리 학습 혼란기→�한국지리�필수 과목기→�한국지리�

선택 과목기로 변천되었지만, 그 내용 체계는 계통지리

와 지역지리,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이원론적 틀로 제

한되었다. 이로 인해 지리과는,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과목명을 바꾸거나 편제를 달리하는 등 과목의 영역을 

다양하게 표상했던 사회과 다른 과목들과 달리 지리 과

목의 종합적인 내용 특성을 2개 과목으로 한정하고, 내

용 영역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과목이 필수

나 선택으로 편제되어도 내용 체계는 대부분 이전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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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따르는 편의적 구성이 이루어졌다. 제6차 �한국지

리�에서 단원 수가 가장 많은 내용 체계를 이루었으나 

최근 2015 개정에서는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 내용 체계에서 지역

지리는 핵심 주제가 되는 ‘각 지역의 생활’이 1개 단원

으로 포함되거나,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 혹은 ‘국토 

분단과 통일 ’단원과 연계되어 2개 단원으로 구성되었

다. 지역 구분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가 제5차 �한국지리�부터 남부(남한) 지역과 북부(북한) 

지역의 등질 지역으로 대분되고 있지만, 하위 각 지역

은 기능 지역으로 세분되어 핵심 주제-사례 지역 탐구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각 지역인 

‘북부지역’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국토 분단과 통일’의 

관점에서 국토의 일체성 회복과 국토 통일의 당위성에 

따른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

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지리 학습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넷째, 한국지리는 국토의 일체성과 동질성으로 기반

으로 ‘지역 이해’를 추구하지만, 국토 분단의 현실과 공

간 구조 및 체제의 이질성을 중심으로 남, 북한으로 대

분되고 있다. 남, 북한의 각 지역은 특수성을 중심으로 

한 계통적 주제로 내용이 구성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이성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지역 구분은 기능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실제는 행정구역을 바탕으

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기능 지역 중심의 지역 구분에 따른 지역 명

칭은 수도권, 남서 지역, 도서 지역, 낙동강 유역, 대동

강 유역, 평야 지역, 산지 지역, 해안 지역 등 그 지역적 

범위와 지역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명으로 명명되

었다. 또한 수도권, 남동 지역, 제주도, 북부 지방 등 위

계가 다른 명칭이 같은 시기에 혼용되었으며, 최근 수

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충청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

방 등의 전통적 지역구분에서 명명되었던 지역 별칭으

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북부지방, 북

부지역도 시기별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으

며, 최근의 지역 배열은 북한→남한의 순서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요목기를 제외하고 한국지리는 온전

히 지역지리로 구성된 적이 없었고, 그 내용 구성에서 

로컬리즘은 부재하였다. 과도한 국가주의와 세계주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은 규모가 큰 행정구역 단위

로 접근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되고 축적된 지리

적 자료들은 대부분 지역 규모가 큰 단위로 이루어져 

소규모 지역의 자료 축적도 부족했다(조성욱, 2002, 33).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탈세계화 흐름

은 세계, 국가, 지역이 상호보완하는 관계에서 지역경쟁

력 확보와 세계화의 지역적 실천을 요구한다. 세계화, 

지방화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역설적으로 지역은 경시되

었다. ‘지역 없는’ 지역지리 단원 구성의 문제 또한 반성

적 고찰이 필요한 과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개정 이전의 시안부터 교육과정의 정치가 시작되는 어

렵고 복잡한 과정인 동시에 과목 편제, 내용 구성 방식, 

내용 체계, 단원 배치 등의 내재적 문제도 세심하게 고

려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지리는 과목의 정체성을 ‘국토 

지리’ 혹은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 지리’로 정향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필수 이수의 성격을 갖

는 공통 과목(통합 사회)과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의 3

중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별 자율 

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이수 과목과 배

당 시간이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되었다. 새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고교 학점제 운영 등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는 물론 공통 과목과의 내용 연계 

및 사회과 편제 등의 외재적 문제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제부터 한국지리 교육과정은 헤트너식 지지도식 

체제, 내용 중복, 반복적 지역 세분화, 단순 사실의 나열, 

내용 요소의 특정 주제로의 편중 등 극히 부분적인 현

상을 관습적으로 반복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의도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넘어, 교실 수업에서 전

개된 교육과정과 함께 학습자의 한국지리 학습 경험으

로 실현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학습자의 선택 과목 �한국지리� 학습에서 나타

나는 학습자의 이해 특성에 대한 교실 수업 연구가 절

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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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지역은 인간 삶의 기본 바탕이며, 지리학의 핵심 주제이다. 전

통적으로 지리학은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정의 되었으

며,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부 지리학은 지역학 또는 

지역지리학의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1960~1970년대 실증주

의 지리학의 발달로 ‘공간조직’에 관한 법칙추구적 연구가 주

류를 이루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위축되기도 했지만, 1990

년대 한국에서도 ‘신지역지리학’의 등장으로 지역의 재개념

화와 접근방법의 재구성이 강조되고 있다(최병두, 2014, 357-358). 

이처럼 지역은 지리학의 핵심 주제이며, 학문 영역을 대표하는 

개념인 동시에 공간, 장소, 경관, 영역 등의 관련 개념과 엄밀히 

구분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지리교육 관점에서 지역을 장소, 

공간 등의 관련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와 함께 지리교육에서 ‘지역학습’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

을 직접 조사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은 지리적 연구대상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교육적 의미의 

지역이라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지역학습을 교육과정에서 

학습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 ‘지역화 학습’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이에 따른 지역화 학습은 교사나 학습자

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상

황에서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된다(조성욱, 2002, 27-33).

2) 지리교육과정은 초, 중, 고등학교급이 연계되는 교육과정이

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특히 중학교와 직접 연계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혹은 일반계) 고

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으로 한정해서 논의한다. 

3) 고등학교 시수 배당(수업 시수)은 주당 평균 수업 시간에서 전 

학년 총 이수 단위를 거쳐 전 학년 최소 이수 단위 배당으로 변

화해 왔다. 

교수요목기는 1946년 9월 20일 제정된 초등학교, 초급중학교

(중학교 전기 3년), 고급중학교(중학교 후기 3년)의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고급중학교 사회생활과 

필수 과목은 4-5학년(지리, 역사, 공민 부분으로 구분, 배당)과 

6학년(통합과목, 매주 5시간)으로 구분, 배당되었다. 

1차 교과과정기에도 매주 평균 수업시간의 양을 표시했고, 지

리는 1-2학년에서 총 105시간(주당 3시간)으로 배당되었다. 제

2차 교육과정기부터는 학년제와 단위제가 병용되었으며, 고

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총 단위 수를 과목별(1학기 18주 기

준, 50분 1단위, 18단위 이수)로 표시하였고, 지리 I과 II는 6단

위로 배당되었다. 제3차에서는 인문, 자연 등 과정별 구별 없이 

3년간 이수할 총 이수 단위에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지리 

과목은 4-6단위로 배정되었고, 제4차에서도 지리 I과 II는 4-6

단위로 배정되었다.

제5차부터는 1학기가 17주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4단위로 배정되었다. 제6차에서 한국지리(공통사

회 하)는 4단위, 세계지리는 6단위로 배정되었다. 제7차에서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은 2년 동안(11-12학년) 이수해야 

할 단위 수로 제시되었고,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8단위, 경제

지리는 6단위로 배정되었다. 제7차에서 배당 시간(단위)은 ‘최

소’ 기준 개념으로 제시되었지만, 10학년은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고, 11-12학년의 단위 수는 1학기

(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제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과 수업 시간(단위) 수는 ‘연간 최소 

수업 시간(단위) 수’로 제시되었고, 교과집중이수제 도입과 주

5일 수업제(월 2회) 실시에 따른 수업시간 감축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는 6단위로 배당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 사회(역사/도덕 포함)교과군 등 고등학교 보통교과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로 획일 배당 되었으며, 1단위 범

위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고, 사회, 한국사, 도덕은 4단위 범

위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는 과목으로 표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

고,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3단

위 범위에서 증감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1999; 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과학기술부, 2009a; 교육부, 

2015a). 지리 과목은 물론 사회 교과의 수업 시수는 학교 현장

에서 최소 단위로 감축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 감축되

는 상황이다.

4)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문교부가 공포한 ‘교수요목’의 적용 시

기는 1949년 9월 신학기에 사용할 교과서를 7월 21일 1차 검정

하고, 추가 검정을 실시하였기에 1949년 9월 1일로 표기하였다

(강창숙, 2019, 46). 당시 문교부에서 각 과 교수요목 제정 업무

를 담당한 편수관들도 미국(콜로라도주)의 사회생활과에 대

해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각급 학교에서 교수할 교과목의 

코스나 주요 내용을 주제 또는 제목의 형식으로 항목별로 제

시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교수요목’이라 한다(강창숙, 2019, 

39). 지리과 교수요목 원전 발굴과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

루어졌기에(강창숙, 2017a), 그동안 교수요목기 지리교육과정

에 대한 내용은 오류가 많다. 차후 지리교육 연구에서 오류를 

답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5) 광복 직후 중등학교에서 �우리나라 지리�는 일제강점기 황국

신민 교화의 도구가 되었던 국민과의 지리에서 일본의 한 지

방으로 말살, 왜곡되었던 울분에서 벗어나, 우리 국토, 우리나

라 지리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국토애, 애국심, 동포애의 차원

에서 시급히 요청되었던 과목이었다. 교수요목 공포 이전부

터 지리교사(대부분 지리학자) 등 민간에서 편찬, 발행한 우리

나라 지리에 대한 임시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교수요목

도 만들었다(강창숙, 2019, 42).

6) 제2차 교육과정은 제1차 교과과정기에 별도로 공포했던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과정’을 합쳐 일련의 체제를 갖

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함으로써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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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명칭도 ‘교과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변경함으로써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뿐만 아

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

에 대한 계획이란 뜻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당시는 생

활(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였기에 교육과정은 ‘학생들

이 학교의 지도 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로 정의

되었고,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는 총론과 각론으로 형식을 갖

추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c, 158과 208).

7) 부칙에서는 “이 영중 편제와 단위 배당에 관한 규정은 1977학

년도 1학년부터 시행하고, 편제와 단위 배당에 관한 규정 이외

의 규정 중 국민윤리, 국어 I, 국사, 정치 ‧ 경제, 한문 I, 영어 I, 영

어 II 및 일본어 과목에 관한 규정은 1975학년도부터, 기타 과

목에 관한 규정은 1976학년도부터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고 고시하였다.

1979년 3월 1일(문교부 고시 제424호)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

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었지만, 교육과정 전

체의 체제 통일, 자구 수정, 맞춤법 통일 등 체제 정비의 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교육과정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교육과학기술

부, 2009c, 172). 다만, 이때부터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이 문교부

령(법규 문서)에서 문교부 고시(공고 문서)로 바뀌었으며, 부

칙에서 “이 교육과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표기

하였다(교육부, 1999, 242).

8) 당시 인문지리 단원 구성은 응용지리(가. 생활과 지리), 자연지

리(나. 인간과 자연환경), 문화역사지리(다. 인간과 문화), 경제

지리(라. 세계의 경제 활동), 취락지리(마. 촌락과 도시), 인구지

리(바. 인구와 자원), 정치지리(사. 오늘의 세계)의 7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교육부, 2000, 434-437). 자연지리 영역은 

기후와 지형에 대한 학습보다는 인간 생활의 바탕이 되는 자

연환경을 이해하는 기초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인문지리의 단원 구성 사례처럼 종합학문으로서 지리학의 광

범위한 하위 영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다면, 교과명을 

지리, 지리 I, II로 무의미하게 축소하거나, 자연과 인문지리, 

국토지리와 세계지리의 2개 영역으로 제한하는 오류도 되풀

이되지 않았을 것이다.

9) 본 연구에서 지역지리는 손명철(2017)의 전통 지역지리, 지역

지리, 신 지역지리의 개념을 따르며, 이들 개념은 성격과 특성

이 각기 다르다. 즉 전통적인 지역지리는 경험주의 혹은 소박

한 경험주의를 토대로 지역의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데 치중

하는 반면, 지역지리는 경험주의, 인간주의, 구조주의 관점에

서 지역의 사실이나 현상을 기술, 설명, 이해, 해석하는 데 중점

을 둔다. 신 지역지리는 구조주의, 실재론, 포스트 모더니즘을 

토대로 로컬리티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론화하며, 때로는 거

대서사(meta-narrative)가 아닌 작은 이야기(petit—narrative)를 

추구하기도 한다. 

10) 교과목에 I, II를 붙여 혼동이 많았기에, 3차 교육과정에서는 

필수 과목은 I, 과정별 선택 과목에는 II를 붙여 명칭을 구분하

도록 했다(이종국, 2008, 252).

11)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원안(교육인적

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대한 수정안(부분 개정의 개정)

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수정안의 관점의 접근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원안에 대한 1차 수정안(교육과학기술

부 고시 제2009-10호)은 경제학 및 경제 교육 전문가들의 고1 

사회의 주제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고, 중 3 

및 고 1 사회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한 결과, 경제가 고 1에서

도 독립된 단원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2차 수정안(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은‘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만들

어졌다. 먼저 2009년 5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사회

탐구의 선택 과목 수를 7개(지리A, 지리B, 역사A, 역사B, 정치

‧ 법, 경제, 사회문화 ‧윤리)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영역별 균등 배분(안)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으로 

간주되면서, 1차 공청회(2009. 9. 30)에서는 영역별 2과목으로 

개설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일반사회 영역과 경제 

및 법 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경제’와 ‘사회 ‧

문화’는 단독과목으로 유지되었고, 정치와 법을 통합한‘법과 

정치’과목이 만들어졌다. 2007 개정의 3차 수정안(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2010-24호)은 2차 수정안에서 생긴 역사과 내

부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7 개정의 수정안과 유사하게, 2009 개정 사회과 원안에 대

한 수정안도 진행되었다. 일반사회 영역 및 경제학 및 경제 교육

계의 반발로 1차 수정안(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이 만

들어졌다. 일반사회와 경제학 및 경제 교육 연구자들의 반발을 

계기로, 고1 ‘사회’와 ‘생활경제’ 폐지에 따른 대책은 교과부와 기

재부를 중심으로 조직된‘사회과교육 활성화 TF’의 활동으로 이

뤄졌다. 그 결과, 고1 ‘사회’가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부활하였고,

‘생활경제’도 ‘실용경제’로 명칭을 바꾼 채 부활하였다. 이후 학

교 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2009 개정 

사회과의 2차 수정안(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이 마

련되었다. 이처럼 수시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은 일부 관료와 

특정 영역 및 세력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국가의 표

준화된 교육과정이 되었다(강대현, 2015, 79-86). 

각론 차원에서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1, 2차 수정안이 

나온 2009년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공론화되고, 각론

은 자연 폐지되었다. 이전 교육과정의 폐지에 대한 ‘고시’ 등 공

적 절차도 없이 수시 개정은 빈번하게 진행되었고, 폐지 고시

는 2013년 12월 18일(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부칙에서 뒤

늦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정도로 졸속적이고 기습적으로 이

루어졌다.

12) ‘교과군’제는 교과의 교육 목적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이나 방

법상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과를 하나로 묶어 제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경직

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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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과

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연계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도덕, 역사, 지리, 일

반사회는 각기 다른 학문적 전통과 정체성을 가졌으며, 교육 

목적, 탐구 대상, 교육방법과 내용이 각기 다르다. 각기 다른 교

과를 통합할 수 있는 교육적 원리가 선행되지 못한 기계적인 

결합이고, 교과군제에 따른 최소한의 물리적 조정도 이루어

지지 않은 채, 교수요목기 ‘사회생활과’설치에 따른 교육 당국

의 편의적 ‘교과 모아놓기’의 계속일 뿐이다.

13) 2013년 8월 30일 검정에 대한 내용은 2012년 8월 29일자 교육과

학기술부장관 고시 제2012-17호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

정｣ 제4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하여, ｢초 ‧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 ‧ 검 ‧ 인정 구분 고시｣ (제2012-6호, ‘12.4.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에 도서 목록이 제시되었다.

14) 관련 연구에서 2009 개정, 201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과 관

련 하위 문서들의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학교급별 교육과정이 학제에 의해 단절되

는 구조로 제시되고 연계되는 요소가 부족하며, 별도의 해설

서나 시 ‧ 도 교육청의 지침을 추가 발행해야 할 정도로 종합성

이 떨어지고, 내용이 유목화되지 못하고 나열, 제시되어 내용 

중복과 가독성 미흡의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이 교육법이나 시행령상에 산

재되어 있고, 체계성이 떨어지며, 전체적으로 교육을 이끄는 

힘과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 더구나 학교 교육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교육 및 삶의 모습과 단절되어 있다. 각 항목별로 개선

해야 할 사항이 많고, 총론과 관련 하위 문서들 간에 상당히 많

은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임유나, 2015, 107-128). 

15) 2007 개정 한국지리 내용 체계는 ‘I. 세계화 시대의 국토 인식 II. 

지형 환경과 생태계 Ⅲ. 변화하는 기후 환경 IV. 거주와 여가의 

공간 V. 생산과 소비의 공간 V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I VII. 우리

나라의 지역 이해 II VIII. 삶의 질과 국토의 과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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