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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논문의 분석을 통해 지리답사의 성격과 연구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지리교

육 및 지리학 관련 분야의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서 80편의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이들을 시기별 연구 수, 연구의 목

적, 지리답사의 유형, 연구의 대상, 연구의 주제, 연구방법에 맞춰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까지 

큰 변화가 없던 지리답사 관련 학술논문의 수는 2012-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국내의 지리답사 관련 연구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1999-2004년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유형은 체험학습과 지역학습이며, 체험의 주제는 환경이 많았다. 2010년 이후부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지리답사가 증

가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탐구형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다섯째, 연구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학술연구

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통제집단을 설정하거나,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주요어: 지리답사, 지리답사 유형, 키워드 분석, 연구 동향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geography fieldwork and changes in research 

through analysis of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South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a total of 80 pape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number of papers per year, research purposes and methods, types of 

geography fieldwork, and targets and themes of geography fieldwork program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academic papers on geography fieldwork, which had not changed until 2012,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12-2013. Second, most of the research about geography fieldwork in South Korea is 

pract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fieldwork programs to meet the needs of 

schools and measurement of learning outcomes. Third, between 1999-2004, the most prominent types of fieldwork 

were experiential learning and local understanding, and the theme of experiential learning was the environment. Since 

2010, geography fieldwork incorporating geospatial technologies has started to increase, and after 2015, inquiry-based 

fieldwork has grown most noticeably. Lastly, the proportion of papers without proper research methods was q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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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교교육에서 지리답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것만큼 지리답사에 대한 학술연구의 성과도 증가하

고 있다. 국내 등재지 학술지를 기준으로 1999년 처음 

지리답사 관련 학술논문이 게재된 이후 지리답사 관련 

연구는 질적 ․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학술연구 초

기에는 외국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리답사의 새로운 의

미를 정의하고, 학교교육을 위해 모형이 될 만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소개했다면, 현재는 테

크놀로지를 통합하는 방식, 학교교육의 새로운 제도(예, 

창의적체험활동)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을 바

라보는 관점의 변화(예, 장소성 강조), 지역의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접근 등 지리답사의 주제와 접근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방법 또한 정교해지고 있다.

한 분야에서 축적된 학술연구에 대한 분석은 해당 분

야의 연구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해 온 연구 주제들

의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교과교육 연구의 경우 학술

연구의 주제는 연구자 개인의 관심은 물론 학교교육이 

당면한 이슈와 문제점, 새로운 교육적 ․ 철학적 원리, 사

회적 ․ 국가적 요구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술연구의 분

석을 통해 해당 분야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교과교육 연구자들의 대응을 이해할 수 있다(Lee and 

Butt, 2014). 

지리답사와 관련하여 축적된 연구 성과를 분석한 연

구 사례가 있다. France and Haigh(2018)는 학술연구에 

나타난 지리답사의 성격과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JGHE)에 

수록된 지리답사 관련 논문 129편을 수집하고 분류하였

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대학에서의 지리답사

는 학생들이 보고 받아 적는 수동적인 개인 중심의 답

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팀 

중심의 답사로 바뀌었으며, 주어진 지식을 소비하는 방

식에서 연구와 문제해결을 통해 지식을 만들어 내는 답

사로 변화하였다. 또한 지리답사에서 바라보는 지역에 

대한 관점과 역할도 바뀌었다. 과거의 답사에서 지역은 

관찰의 대상이자 스킬(skills)을 연마하기 위한 야외 실험

실이었다면, 현재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

자 윤리적인 존중이 요구되는 진정한 장소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연구에 나타난 지리답사

의 성격과 연구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후보 이상의 지리교육 및 지리학 

분야 학술지를 대상으로 지리답사 관련 논문을 수집하

고 분류하였다. France and Haigh(2018)의 연구를 모티브

로 연구방법의 많은 부분을 차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

과를 이들의 연구와 비교하였다. 국내 전문학술지에는 

1999년 처음 지리답사 관련 논문이 게재된 이후 현재까

지 총 80편의 논문이 출간되었다. 학술연구에 나타난 지

리답사의 성격(유형),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을 조사하고, 이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II. 문헌연구 

1. 지리답사의 정의와 분류 

지리답사(fieldwork)는 “교실 밖의 장소에서 지리적 현

상을 학습하고 경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

동”(Oost, Vries and Van der Schee, 2011, 309)으로 폭넓

게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지리답사를 지칭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야외조사(예, 박선영 ․  

김영호, 2019; 류주현, 2004), 야외답사(박철웅, 2013), 야

외학습(이종원 외, 2017), 야외조사활동(예, 유원희, 2000; 

이종원, 2016), 현장조사(이경한, 2015), 지리답사(이건학, 

2014), 지역조사(예, 허은경, 2002)에서부터 연구의 초점

high. Even in the case of using a questionnaire-based method, the rates of studies setting a control group design or 

pre-post comparison showed low.

Key words: geography fieldwork, types of geography fieldwork, analysis of key words, research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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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답사’나 ‘조사’ 대신 ‘체험’, ‘여행’, ‘탐방(탐사)’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예, 김태호, 2012; 박종관, 

2015; 장의선 ․ 서민철, 2015). 또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장소기반교육’(예, 윤

옥경, 2016; 조수진 ․ 남상준, 2015)이나 ‘봉사학습’(예, 김

민성 ․ 이창호, 2015; 전보애, 2010)과 같은 용어를 대신 

활용하기도 한다.

지리답사는 지리학의 주요 연구방법이자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교수 ․ 학습방법으로 여겨져 왔다(Fuller, 

Rawlinson and Bevan, 2000; Kent, Gilbertson and Hunt, 

1997). 지리답사의 교육적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수없

이 많다. 지리답사에 참여함으로서 교과서에서 배운 내

용을 실세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지

리적 스킬을 적용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절되었던 지리지식은 자연스럽게 통합되며, 스

킬은 비로소 본인의 것이 된다. 한편 지리답사를 통해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이 실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알게 된다(Braund and Reiss, 2006). 만일 학생

들이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는 유형의 답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야외조

사와 관련한 다양한 조사기술이나 탐구방법을 배울 수

도 있다. 이런 방식의 지리답사는 종종 소그룹으로 진행

되며, 학생들의 활동은 문제해결의 형태로 제시되므로 

지리답사를 통해 협력과 실세계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것도 가능하다(Lambert and Reiss, 2014). 지역이나 공동

체의 이슈를 조사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지역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

착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이종원 ․오선민, 2016; Rickinson 

et al., 2004). 

지리답사를 이해하기 위해 지리답사의 유형을 구분

하기도 하며, 지리답사에서 학생들과 교사의 역할 그리

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제의 성격 등은 지리답사의 유

형을 구분하는 유용한 척도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학

습자의 역할(예, 자율적/주도적 ↔ 의존적, 관찰 ↔ 참

여)을 기준으로 지리답사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Bland et al., 1996)(그림 1). 가령, 야외에서 학생들이 교

사의 지도에 의존적이고 주로 관찰과 같은 활동에 참여

하게 된다면 ‘견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학생

들이 답사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개인별 

프로젝트’에 가깝게 된다. 

견학은 교사가 주도하는 설명식 답사의 전형에 해당

한다. 교사는 미리 방문지역과 경로를 계획했을 뿐 아니

라 방문지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미리 결정해 놓는다(Coe and Smyth, 

2010).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계획한대로 경관을 바라

보고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설명식 답사에서 교사는 학

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의 내용 뿐 아니라 지식의 습

득 방법까지도 결정하므로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식의 전달이 전적

으로 교사의 설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사의 지역에 대

한 풍부한 지식과 효과적인 설명 능력이 성공적인 설명

식 답사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하지만 야외에서 설명

식 답사가 계속될 경우 학생들은 쉽게 지루해하며, 참여

나 문제해결을 통해 지식 구성을 촉진하려는 최근의 교

수학습 원리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Pawson and 

Teather, 2002). 

개인별 프로젝트는 학습자 주도형 답사의 전형이다. 

학생들은 교수자와 협의를 조사할 과제를 결정하고, 조

사의 방법을 찾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다. 견학이 지역

에 대한 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맞춘다면 개인별 프로젝

트는 조사방법의 습득이나 탐구능력의 향상을 강조한다. 

즉, 정해진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보다는 습득하

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탐구의 과정, 즉 질문을 던

지고, 적절한 데이터를 찾고, 해석하고, 질문에 맞춰 답

하는 과정을 강조한다(Roberts, 2013). 실세계의 문제해

결 능력, 독립심, 혹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당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그림 1. 자율성과 참여를 기준으로 한 지리답사의 분류

(Bland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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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생별 혹은 팀별로 진행되기 때문

에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대체로 시간

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제약이 있다(이종원, 2016; Lambert 

and Reiss, 2014). 

2. 지리답사 현황 및 연구

지리답사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지리답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나 실천 현황을 조사

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오선민 ․ 이종원(2014)은 지리답사를 실천하

고 있는 한국의 중등학교 교사들(N=20)을 대상으로 지

리답사 운영의 목적, 지리답사의 유형, 운영방식, 제약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들이 지리답사의 유형을 분류

하기 위해 활용한 분석틀은 본 연구의 분류틀과도 유사

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지리답사를 분류했던 기존의 연

구 성과(예, Bland et al., 1996, Kent et al., 1997)를 분석한 

후, 학생들의 학습활동 유형(보고 듣기, 조사, 탐구)과 준

비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 정도(수동적 vs. 능동적)를 토

대로 지리답사를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그림 2). 

예를 들어, 유형I은 교사가 야외학습의 질문, 설명, 논의

를 주도하는 설명식에 해당하며, 유형V는 학생들이 탐

구를 주도하는 탐구형에 해당한다. 지리답사의 유형 결

과를 보면,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

이 관찰되기는 했지만 설명식 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류수연 ․ 이종원(2017)은 초등학교 교사들(N=40)의 현

장체험학습에 대한 실천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들

은 평소 현장체험학습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그룹(A

그룹)과 일반적인 집단(B그룹)의 실천을 비교하였다. A

그룹은 학급별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36%) B그

룹은 학년별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다(83%). 두 그룹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위탁기관의 활용 여부에서 나타났

다. A그룹 교사들의 대부분(76%)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었지만, B그룹 교

사들의 절반 이상(57.4%)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학생 인솔을 외부의 기관에 위탁한다고 응

답했다. 또한, A그룹의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대부

분 국가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계획하고(90%), 사전-사후

활동과 함께 편성했지만(80%), B그룹에는 이러한 경향

이 미약하게(6.4%)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Munday(2008)은 빅토리아주 중학교의 교사들(N=60)의 현

장체험학습(field excursion) 현황을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연평균 1-2회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도시지역, 

농촌지역의 교사들 모두 이러한 회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싶

다고 응답했다. 90% 이상의 교사들이 매년 동일한 체험학

습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많은 수의 교사들(81.7%)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교사가 설계한 체험학습 자료를 활용

하는 것을 토대로 교사들 간의 협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설계하는 것이 어렵

다고 느꼈으며, 또 다른 제약은 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

용, 교통수단(이동수단), 학생들의 행동 관리 등이다. 

Chew(2008)은 싱가포르의 대학 교사교육 담당교수, 

중등학교 지리부장, 중등학교 교장/교감, 교육부의 교육

과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리답사에 대한 인식과 실

천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지리답사를 

진행하는 목적으로 관찰기술 향상(24.2%), 탐구 경험

(23.6%), 더 나은 설명(17.4%), 가설 검증(15.8%), 프로젝

트(12.1%)를 꼽았다. 교사들이 진행하는 지리답사의 형

태는 전통적인 견학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탐구형이

나 발견형은 소수에 불과했다. 최근 싱가포르 학교교육

의 지리답사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2014년 싱가포

르 정부는 21세기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국가교육과
그림 2. 학습활동의 유형과 답사 준비에서의 학생의 역할을 

기준으로 한 지리답사의 분류(오선민 ․이종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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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개정했으며, 이와 함께 탐구와 답사를 지리과목의 

핵심적인 교수 ․ 학습접근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지리답사에서도 탐구형이 강조되고 있다(Seow, 

Chang and Irvine, 2019). 

마지막은 지리답사 관련 학술연구를 분석하고 동향

을 파악한 연구이다. France and Haigh(2018)는 40년 동

안 JGHE에 발표된 논문들의 분석을 통해 총 7가지의 

지리답사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학생들과 교사가 

답사에 참여하는 방식 및 답사의 특징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들이 밝혀낸 7가지 지리답사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그림 3). 이 유형들은 각기 등장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대부분 현재에도 학교교육에서 관찰된다. 

JGHE에 발표되는 논문들이 대학교육의 수준이고 영국

의 사례를 다룬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상황

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유형을 구분짓는 기준

이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 교육적 배경은 

시사하는 바가 충분하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지리답사를 주제로 국내 학술

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이다. 지리교육 및 지리학 분야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전문 학술지에 출간된 논문만을 대

상으로 했으며, 학위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

한 기준으로 포함된 학술지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한국지형학회지, 사회과교육, 사회

과교육연구, 대한지리학회지, 한국지리학회지, 한국지역

지리학회지, 한국지도학회지 등이다. 해당 논문 저자의 

전공이 지리교육/지리학이라면 지리학 분야의 학술지가 

아니더라도(예, 교육학 일반)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수집과정은 아래와 같다. 한국교육학

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와 DBpia(누리미디어), KISS(한국학술정보(주))에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선정한 학술지명과 ‘지

리답사’, ‘야외답사’, ‘야외조사’, ‘야외조사활동’, ‘야외학

습’, ‘현장조사’, ‘현장체험학습’, ‘체험학습’, ‘답사’ 등을 주

제어로 검색하여 논문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논문들 중 

답사를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방법으로 활용한 사례들

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지리답사를 연구 주제

로 설정한 학술논문들만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80편의 논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표 1>은 조사대

상 학술지의 목록과 학술지별 대상 논문 수를 보여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분석

① 교수자 중심 - 1950-70년 사이의 전형적인 지리답사의 모습이다. 단체관광(Cooks’ Tour) 형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버스로 이동하며 

교사가 준비한 장면을 관찰한다. 학습은 수동적이고 피상적이며, 최악의 경우 강의나 평가와 관련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② 야외 실험실 - 1960년대 이후의 답사 유형이다. ‘야외(field)’를 측량, 지도 작업, 필드 스케치 수행을 위한 실험실로 바라보며, 학생들의 

실천적 스킬을 기르는 것이 답사의 중요한 목표이다. 토양 단면을 기록하는 방법, 하천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 설문조사나 인터뷰 방법 

등이 답사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③ 프로젝트 - 답사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다.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환경문제와 같은 지역의 실세계 문제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책을 찾는다. 프로젝트 방식은 1990년 이후 협력(team working), 문제중심(problem-based), 탐구중심(inquiry-based) 

접근과 더불어 답사의 주요한 접근 방식이 되었다. 

④ 교육과정 중심 - 이전까지는 답사를 교육과정과 동떨어진 활동으로 인식했다면 교육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답사를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 동안 답사를 통해 길러야 할 스킬을 제시할 뿐 아니라 졸업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자질)에서도 

답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다. 

⑤ 테크놀로지 - GIS, GPS, Google Earth, 지오태깅(geotagging),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답사는 1980년 이후 주요한 연구 분야가 되었다. 대부분

의 연구들이 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있지만 테크놀로지의 통합이 지리답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⑥ 도제식 연구 - 수업과 연구를 통합한 형태이다. 학생들은 대학교수가 진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배운다. 

이때 학생들이 구성하는 지식은 심층적이며, 실질적인 경험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⑦ 성찰적 해외 답사 - 오늘날 많은 대학에서 해외답사를 진행한다. 해외에 연구지역이 있거나 교육과정 중 다문화적 내용 혹은 개발 

관련 과목과 연계되기도 한다. 해외답사의 일부는 도덕, 윤리, 참여와 같은 사회적 메시지를 강조한다. 

그림 3. France and Haigh(2018)가 파악한 지리답사의 7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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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지리답사 연구의 변화를 밝히는 것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분석틀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석틀의 개발을 위해 교육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메타분석 연구 및 문헌조사를 실시

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였다(김영환, 2015; 박환

보 ․ 조혜승, 2016; 신현석 ․오찬석, 2013; 윤노아 ․최윤정, 

2015; 이지연, 2014). 교육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연구목적,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을 분석의 준거로 활용하

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구의 주제에 따라 ‘체험학습의 

유형’(예, 이지연, 2014), ‘ICT 활용 유형’(예, 김선영 ․ 김

영환) 등과 같이 주제를 반영한 준거를 추가적으로 활용

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에 따른 지리답사 연구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논문의 발간시기, 연구목적, 연구대상, 지

리답사의 유형,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 여섯 개의 준거

를 사용하였다(표 2). 연구 목적, 연구 방법과 같은 일반

적인 준거만으로는 지리답사 연구의 변화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어 지리답사의 유형, 연구 주제와 같은 내용적 

준거를 함께 활용하였다. 

첫째, 시기별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

였다. 첫째는 연도별 학술논문 수의 변화이며, 둘째는 

전체 연구기간을 4등분(1999-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방식이다. 4

시기로 구분하는 방식은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지리답

사의 유형,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분석에 적용되었다. 

둘째, 연구 목적은 지리답사 관련 학술연구를 수행하

는 연구자의 의도를 가리키며, 크게 이론적 연구와 실증

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은 크게 지리답사

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거나, 이론을 바탕으로 실

제 방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 방법을 현장에 적

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마지막으로 지리답사의 

실태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목적을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구분하는 것

은 교육정책 연구에서 일반화된 아이디어이며(엄준용, 

정우진, 이준희, 2010), 수집된 학술논문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목적을 세분화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학술논문이 학교교육을 전제로 작성

된 것들이기 때문에 학교급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구

분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을 초등학생, 중 ․ 고등학

생, 대학생/예비교원, 교사, 기타로 분류하였다. 

넷째, 지리답사의 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연역적 방법

과 귀납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지리답사의 유형

을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교수자와 학생들이 지리답

사에 참여하는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제의 성격을 

공통적인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오선민 ․ 이종원, 2014; 

France and Haigh, 2018; Kent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표 1. 조사대상 학술지 목록과 논문 수 

학술지명 분석대상 논문 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4

한국지형학회지 9

사회과교육 6

기타 20

합계 80

표 2. 분석틀 

구분 세부기준 

발간 시기

①1999년부터 2019년까지 변화 파악

②시기별 구분(1999-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연구 목적

①이론/방법론 소개 

②방법론 개발

③실태 및 개선 연구 

④이론 및 방법적용/효과 연구

연구 대상

①초등

②중·고등

③대학/예비교원

④교사

⑤기타

지리답사 

유형

①탐구형

②테크놀로지 활용

③프로젝트

④지역학습

⑤체험학습

⑥교사 주도 답사

⑦학습자 주도 탐방

연구 주제 ①주제어(key words) 분석

연구 방법

①문헌/이론연구

②양적연구(설문, 실험, 통계자료 분석)

③질적연구(관찰, 기술, 인터뷰)

④혼합(질적/양적연구)

⑤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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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들이 답사에 참여하는 방식(예, 학습자 주도, 

탐구기반 등) 및 답사의 특징(예, 테크놀로지 활용 등)을 

바탕으로 분석대상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읽고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지리답사의 유형을 추출하고,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지리답사의 유형은 <표 3>과 같다. 

다섯째, 연구주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학술연구의 주제어(key words)를 수집하고 분류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개의 시기별로 주제어를 수집한 

다음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제작하였다. 워드 클

라우드에서는 주제어의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주제어의 

크기가 크게 표현된다. 다만, 시기별로 학술논문의 수에

도 차이가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명확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동향

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의 경우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기본으로 혼합연구를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헌연구를 추가하

고,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이 명료하지 않은 카테고리를 

추가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수의 변화 

<그림 4>는 1999년 이후 지리답사 논문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지리답사 관련 

논문은 총 80편이며, 평균으로 1년에 4편 정도가 출판되

었다. 논문의 편수가 많았던 해는 2015년과 2016년으로 

각각 9편(11.3%)과 10편(12.5%)이다. 2012년까지 큰 변

화가 없던 논문 편수는 2012-2014년을 거치면서 급격하

게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지리답사에 대한 학술적인 관

심은 계속되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관심이 높아졌거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과교육 논문 수의 증가는 학교

교육을 둘러싼 이슈나 과제의 발생과 관련이 깊다(신현

석, 2013). 

2012-2014년 사이 지리답사와 관련 있는 주요한 교육

적 이슈로는 2011년부터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에 확대 

적용된 ‘창의적체험활동’,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된 중

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표 3. 지리답사 유형

유형 설명 

탐구형

탐구기반학습과 답사가 합쳐진 개념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 질문에 답하는 학습자 주도형 야외조사활동이다(이종원, 

허소정, 2019).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주로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탐구를 통해 알게 

되는 지식뿐 아니라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탐구의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테크놀로지 

활용

데이터 수집과 분석, 분석, 시각화 과정에서 GIS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강조된 경우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커뮤니

티 매핑 활동, 야외에서의 지오태깅, 트랙로깅의 활용 혹은 구글어스(Google Earth)를 통합한 답사도 포함된다. 

프로젝트

지역이나 공동체의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안·적용하며,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지역 하천의 오염원(생활하수)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하천의 오염실태를 

알리고 세제나 샴푸를 덜 쓰자는 호소문을 작성할 수 있다(유원희, 2000). 프로젝트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과도 쉽게 

연결된다(전보애, 2010).

지역학습

학교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진행되며 지역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및 지역의 학습자원을 

파악하고 지점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교사나 지역단체가 미리 설정해 놓은 지점이

나 경로를 따라 활동에 참여한다.

체험학습
교실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독특한 환경적 경험이나 활동적 체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농촌체험, 

숲 ․식물공원 체험, DMZ 탐방 등을 체험학습의 사례가 된다(예, 김창환 ․정해용, 2017; 부해진 외, 2018; 이재혁 외, 2009).

교사 주도 답사

교사가 답사를 주도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답사이다. 대체로 학교에서 먼 곳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소그룹의 형태보다는 

전체 인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교사가 설명해 준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기에 유리하지만 학생들은 수동적인 상태로 유지되기 쉽다. 

학습자 주도 

탐방

소그룹의 학생들이 특정 주제를 위한 지역이나 코스를 방문하는 답사이다. 경로를 따라 간단한 미션 형태의 과제(예, 

설문조사, 경관스케치 등)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산의 원도심에서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을 찾거나(황홍섭 ․박지수, 

2018), 창덕궁을 돌아다니며 제시된 정보를 읽거나 미션을 해결하는 과제(한상미 ․강영옥, 2013)가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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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의 배경에는 미래 사회를 준

비하는데 현재의 학교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Ananiadou and Claro, 2009). 이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실수업의 한계를 인

식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창의성과 인

성을 기를 수 있도록 창의적체험활동을 신설하였고(교

육과학기술부, 2010),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는 중간 ․

기말시험을 보는 대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진로교

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한, 2013년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내신 성적,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소논문, 교내 

경시대회 등 수능성적 이외의 성취를 통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변화들은 학습자 중심의 참여활동을 기반으로 한 체험

학습 등 교수 ․ 학습방법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리답사가 과거에 비해 학교교육에서 더 쉽게 

도입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종원, 2016). 창

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은 융합인

재교육(STEAM) 및 최근 역량중심교육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고 있다(조헌, 전보애, 조대헌, 2018). <그림 4>의 

파란색 부분은 ‘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 ‘융합인

재교육(STEAM)’을 핵심어(key words)로 포함한 논문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 연구 목적의 변화 

지리답사 관련 학술논문을 연구목적에 따라 4가지-이

론/방법론 소개, 방법론 개발, 실태 및 개선 연구, 이론 

및 방법 적용/효과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론/방법론 소

개는 지리답사의 학문적 기초에 대한 논의(예, “일상공

간에 대한 답사활동의 지리교육적 함의”(이간용, 2016), 

방법(사례)에 대한 소개 및 논의(예, “도시답사에서 다감

각적 경험을 통한 질적 접근”(박철웅, 2014)), 해외 사례

의 소개(예, “영국 초 ․ 중등학교 지리과목의 야외조사활

동 분석”(이종원, 2014)) 등을 포함한다. 방법론 개발은 

지리답사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수 ․ 학습자료 개발이 중

심이 된다(예, “비인만의 해안사구를 활용한 경관생태적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강대균, 2019)), “지리-역사 장

소 답사를 중심으로 한 학습내용 구성 및 평가방법”(안

재섭, 2013)). 실태 및 개선 연구는 학교 현장의 지리답

사 운영 실태조사(예, “중등학교 지리답사 연구-목적, 유

형, 계획과 제약요소”(오선민 ․ 이종원, 2014)), 지리답사

에 대한 인식조사(예,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업 ․농촌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참여현황”(부혜진 

외, 2018),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예, “환경교육 프로그

램의 평가”(임상희 ․ 남상준, 2004))에 대한 것이다. 마지

막으로, 방법의 적용과 효과 연구는 지리답사 프로그램

의 적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중심이 된다(예, “조사

형 야외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적 효과”(이종원 

외, 2017), “환경지도 만들기 활동이 초등학생의 환경 감

수성 및 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탐색”(홍서영, 2018)). 

한편, 방법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때 

적용의 성격이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

범적용(pilot-test)에 가까울 경우 ‘방법론 개발’로 분류했

으며, 방법론의 적용 결과가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림 4. 답사 관련 논문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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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적용/효과 연구’로 분류하였다. 

<그림 5>는 시기별 지리답사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시기별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방법론 개발(53.8%)

과 이론 및 방법 적용/효과 연구(27.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방법론 개발 연구가 2005년 이후 급격

하게 늘었다면, 방법 적용/효과 연구는 2010년 이후부

터 증가한 모습이다.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

하기에 앞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

이 시기적으로 앞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이후에는 지리답사의 현황에 대한 연구들도 일

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합해 보면, 국내의 지

리답사 연구는 방법론(프로그램) 개발, 적용, 효과 검증

과 같이 실증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 대상의 변화 

학술논문의 연구대상을 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 대학

생/예비교사, 교사, 기타의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하

나의 학술연구는 두 개 이상의 그룹을 연구대상으로 하

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별 빈도의 합은 전체 분

석대상 논문의 수보다 많다. <그림 6>은 시기별 연구대

그림 5. 연구 목적의 변화 

그림 6. 연구 대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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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지리답사 관련 학술연구가 학교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연구대상 분석 통해서도 뚜렷하게 드러난

다. 초 ․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연구의 비

율이 전체 연구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넓게 본다면 

교사 및 예비교원 대상의 연구 또한 초 ․ 중등학교 학생

들과 관련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2015년 

이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술연구가 확연하게 증가하

였다. 이 시기 탐구형 지리답사의 방법론이 확산되자 학

교교육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연수를 계획하고 진행한 여러 편의 학술논문들이 

나타났다. 이들 연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탐구기반 

야외조사활동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종

원 ․ 허소정, 2019), “지리 탐구적 답사를 위한 연수 과정

의 구성-지리교사를 대상으로”(송언근, 2015). 

4. 지리답사 유형의 변화 

7개의 지리답사 유형 – 탐구형, 테크놀로지 활용, 프

로젝트, 지역학습, 체험학습, 교사 주도 답사, 학습자 주

도 탐방 –을 토대로 논문의 수를 비교하였다(그림 7). 테

크놀로지 활용, 탐구형, 체험학습,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

을 가진 지리답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과교육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는 주제들은 현재 학교

교육의 당면한 문제점이나 이슈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

이 교실수업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는 없다. 실제로 오선민 ․ 이종원(2014)의 연구에 의하면 

중 ․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주도의 설명식 방식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학술연구에 나타난 지리답사 유형의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기간을 5년 단위(1999-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로 구분하여 변화를 파악하였다(그

림 8). 다음은 시기별 두드러진 지리답사의 유형과 특징, 

대표적인 연구 사례들이다. 다만, 1999-2009년 동안에는 

분석대상 논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1999-2004년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유형은 체험학습

과 지역학습이다. 체험 프로그램의 주제로는 환경(숲)이 

두드러졌다(그림 9). 연구자들은 학교 숲 체험 프로그램

을 평가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임상희 ․ 남상준, 2004; 정현모, 2001). 한편, 

지리교육에 초점을 둔 전문학술지(‘지리환경교육학회

지’)가 처음 출간된 시기인 만큼 지리답사의 교육적 의

미를 주장하거나(예, 조성욱, 2002), 지리답사의 모델이 

될 만한 교수 ․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발표되었

다. 예를 들어, 허은경(2002)은 학교교육을 통해 주변지

역을 대상으로 야외조사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사전-사후 설

문을 통해 야외조사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홍기대(1999)는 초등 사회과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의미

를 정리하고, 강진 도요지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학습은 연구 초기부터 꾸준히 관찰된 유형이다. 

그림 7. 논문에 나타난 답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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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반기와 후반기에 관찰되는 지역학습의 성격에

는 차이가 있다. 2005-2009년 사이에 게재된 논문들의 

제목을 보면, “부산 전통 5일장을 활용한 사회과 소규모 

지역학습의 교재화 연구”(이진석, 2007), “초등 사회과 

지역학습을 위한 교재화 연구–사천시 지역의 사례”(이

소년, 2006)에서 보듯이 상당수가 초등 사회과 수업을 

위한 지역학습 및 교재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을 개관하고, 지

역학습의 단계 및 구체적인 수업구성안을 제시하는 특

징이 있다. 반면 후반기(2010년 이후)에 발표된 지역학

습 논문들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중 ․ 고등학교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계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고등

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내 지형 및 생태환경 교육을 위

한 현장학습 활동 프로그램 개발-진주시 남강 유역을 중

심으로”(김가혜 ․ 신재열, 2017), “학교 밖 창의체험자원

을 활용한 마을기반 프로젝트형 체험학습의 효과”(이두

현, 2015)1)와 같은 사례를 포함한다. 

한편, 2005-2009년 동안 관찰되는 학습자 주도 탐방 

유형은 기존 교사 주도의 단체로 진행되는 답사의 문제

점(예, 수동적인 학습자)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재승(2008)은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자 학생들이 스스로 야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리투어 핸드북’을 제작했으

며, 이종원 ․ 함경림 ․ 김보경(2007)은 답사 지점에 도착했

을 때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질문이나 과제들

을 워크시트를 통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지원했다.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2010년 이후부터 두드러지며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지리답사

에서 테크놀로지는 일반적으로 공간정보기술(geospatial 

technologies)을 가리킨다. 여기서 공간정보기술은 ArcGIS

와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에서부터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나 구글어스(Google Earth)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기술을 모두 포괄한다. 공간정보기술이 지리답사와 통

합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우선,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

화 등 탐구형 지리답사의 일부 과정을 공간정보기술과 

통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직접 측정한 

수질 데이터를 ArcGIS를 활용해 주변지역 토지이용과

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배선학 ․ 김민숙, 2013). 탐방

형 답사와 스마트미디어를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건학(2014)은 울릉도 답사를 준비하며 울릉도의 자연환

경 및 답사 주제에 맞춰 트랙로깅, 지오태깅, 지오블로

깅, QR 코드, 파노라마 사진 등 스마트미디어의 기능을 

통합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무선 모바일 앱을 활용한 

답사활동이 제안되기도 했다.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

소에서 자신들이 계획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공유하고 

나아가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이종원 ․오선민, 2016). 

그림 8. 시기별 지리답사 유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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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 강영옥(2013)은 창덕궁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

서 GPS가 내장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특정 지점을 찾아

가고, 해당 지점과 관련된 정보를 읽고, 과제를 해결하

는 방식의 현장체험학습을 디자인했다. 

2015년 이후 가장 뚜렷한 증가를 보인 유형은 탐구형

이다(전체 논문의 27.8%). 탐구형 답사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야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유형이다(이종원 ․ 허

소정, 2019). 학생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양동마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통가옥의 기능 변

화를 조사하고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거나(이종원 ․오선민, 2016), 동해안 사빈의 침식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줄자, 폴대, 클리노미터 등을 활용해 경

사면을 측정하기도 했다(조헌 외, 2018). 또한, 인천 강화

군에 마을 숲의 지점별 풍속, 고도, 기온을 측정하여 숲

이 마을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사례도 있다(이

경한, 2015). 이 시기 탐구형 지리답사들은 대체로 교사들

이 주도하며, 양적 데이터를 주로 수집하는 특징이 있다.

2015-2009년 동안에는 단일 학술연구에서 두 가지 이

상의 지리답사 유형이 관찰되는 사례들도 많이 관찰되

었다. 예를 들어,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탐

구형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조헌 

외, 2018)의 경우 탐구형, 테크놀로지 활용, 지역학습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특히, ‘탐구형’과 

‘테크놀로지 활용’, ‘프로젝트’와 ‘테크놀로지 활용’ 간의 

결합이 많았다. 실제로 탐구형 답사의 42.8%, 그리고 프

로젝트 답사의 57.1%가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연구주제의 변화

<그림 9>는 시기별 학술논문들의 주제어를 워드 클

라우드로 표현한 것이다. 워드 클라우드는 주제어의 출

현 빈도가 높을수록 크기가 크게 표현된다.

1999-2004년(왼쪽 위), 2005-2009년(오른쪽 위), 2010- 

2014년(왼쪽 아래), 2015-2019년(오른쪽 아래) 시기별 연

구 주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9-2004년 동안

에는 ‘환경교육’, 2005-2009년에는 ‘지역학습’, 2010-2014년 

동안에는 ‘공간정보기술’이 가장 뚜렷한 주제어라 할 수 

있다. 2015-2019년 동안에는 프로젝트, 지역사회, 탐구기

반, 창의적체험활동, 야외조사활동 등 다른 시기에 비해 

여러 개의 주제어가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지

리답사의 유형에서 확인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지리답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시기별로 ‘지역학습’(2005- 

2009년), ‘야외답사’(2010-2014년), ‘야외조사활동’(2015-2019

년)으로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학습’이라는 용

어가 지역이라는 대상 즉 지역이해를 강조하는 용어라

면, 야외조사활동(fieldwork)이라는 용어는 ‘어디’를 방문

하느냐 보다 그곳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어떤 스킬

을 익히느냐에 초점을 둔 용어라 할 수 있다(Oost et al., 

2011). 즉, 지역학습에서 야외조사활동으로의 용어 변화

는 지리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지역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리답사에서 조사활동을 통한 스킬의 

향상에 초점 둔 지리답사로 변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2015년 이후에는 학술연구의 양이 증가한 만큼 연구

의 주제도 다양해진 특징이 있다. 이 시기 동안 탐구기

반(탐구형), 프로젝트, 테크놀로지 활용(공간정보기술), 

지역사회(지역학습)와 지리답사의 유형을 의미하는 주

제어들이 자주 등장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지리답사가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소기반교육(place-based educa-

tion)’은 로컬 지역의 지식, 기능, 쟁점을 학교 교육과정

과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으로(Smith, 2002), 

내용과 전략의 성격상 지역학습 및 프로젝트와 자연스

럽게 연결된다. 장소기반학습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이

해와 지역의 향상을 목표로 행동하며, 이를 위해 실세계 

이슈를 탐구한다(조헌 ․ 전보애, 2017). 앞서 연구 수의 

변화에서 확인했듯이 학교를 둘러싼 외부환경으로 변화

로 인해 ‘창의적체험활동’을 주제어로 선택한 연구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연구는 창의적체험활동의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지리답사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예, 배선

학, 2018, 조헌 외, 2018),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밝히

는 것이 목적이다(예, 이두현, 2016). 

6. 연구방법의 변화

<그림 10>은 시기별 지리답사 학술연구에 활용된 연

구 방법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연구방법과 관련한 

뚜렷한 특징은 연구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학술연구의 

비중이 전체의 34%로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34.2%). 시

기별로 전체 학술논문 대비 연구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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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40%→77.8%→33.3%→26.3%

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많

은 수의 논문들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요소

를 찾고, 지리답사 코스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제시된 체험학습 요소나 지리답사 코스가 어

떤 원리에 의해 선택되어진 것인가에 대한 원리와 설명

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 한편, 양적연구의 대부분은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95.9%),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나 관련자들의 인식, 만족도, 경험, 

지식 등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제집단

 

그림 9. 논문에 나타난 답사 주제의 변화

그림 10. 연구 방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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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거나(8.9%),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처치의 효

과를 알아보는 비율(15.6%)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문제점은 연구의 재현 가능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된다. 

인터뷰(42.4%)와 관찰(21.2%)은 질적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방법이다. 최근에는 인

터뷰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

법을 넘어 코딩을 통해 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주

제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보애(2016)는 지리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설문조사

를 통해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학생들

의 대화 내용 및 면담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주제와 코

드를 찾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

다. 이와 유사하게 윤옥경(2016)은 설문조사를 통해 장

소에 대한 느낌(감정)의 변화를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판단하였다. 한편, 인터뷰, 관찰과 

같은 일반적인 질적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방법 뿐 아

니라 최근에는 학생들의 스케치를 분석하여 장소에 대

한 이해나 인식을 분석하는 등(예, 이종원 ․ 허소정, 2018; 

전보애, 2014) 새로운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

정적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논문의 분석을 통해 지리

답사의 성격과 연구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국내 지리교육 및 지리학 관련 분야의 연구재단 등

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서 80편의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이들을 ⑴시기별 연구 수, ⑵연구의 목적, ⑶지리답사의 

유형, ⑷연구의 대상, ⑸연구의 주제, ⑹연구방법에 맞춰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까지 큰 변화가 없던 지리답사 관련 학

술논문의 수(평균 2편 이하/년)는 2012-2013년을 기점으

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평균 7편 이상/년). 이는 학

교교육을 둘러싼 이슈나 과제, 즉 창의적체험활동, 자유

학기제,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참여활동을 기반으로 한 체험학습 등 교수 ․ 학습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었고, 지리답사에 대한 연

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학술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내의 지리답사 관련 연구는 프로그램의 개발

(53.1%)이나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는

(27.2%) 실증적 경향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지리답사 프로그램은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71.6%). 셋째, 선행연구 및 지리

답사 관련 학술논문을 분석하여 7개의 지리답사 유형 - 

탐구형, 테크놀로지 활용, 프로젝트, 지역학습, 체험학습, 

교사 주도 답사, 학습자 주도 탐방 –을 선정하고, 시기별 

유형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1999-2004년 사이에 가장 두

드러진 유형은 체험학습과 지역학습이며, 체험의 주제

는 환경이 많았다. 지역학습은 분석대상 기간 내내 꾸준

히 관찰된 유형이다. 전반기의 지역학습이 초등 사회과

의 지역학습과 연계된 논문들이 많았다면, 후반기의 지

역학습은 창의적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 중 ․ 고등

학생들을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계된 사

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0년 이후부터 테크놀로지

를 활용한 지리답사가 확연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테크놀로지는 종종 프로젝트 및 탐구형 지리답사와 함

께 관찰되었다. 2015년 이후부터는 탐구형의 증가가 가

장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넷째, 학술논문의 주제어를 분

석했을 때 1999-2004년 동안에는 ‘환경교육’, 2005-2009년

에는 ‘지역학습’, 2010-2014년 동안에는 ‘공간정보기술’이 

많이 연구된 주제어라 할 수 있다. 2015-2019년에는 프

로젝트, 지역사회, 탐구기반, 창의적체험활동, 야외조사

활동 등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주제어가 

동시에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학

술연구의 비중이 전체의 3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34.2%).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통제집단을 설

정하거나(8.9%),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15.6%)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는 France and Haigh(2018)의 연구를 모티브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와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의

미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 JGHE에 출간

된 129편의 논문 분석을 통해 7개의 지리답사 유형 - 교

수자 중심, 야외 실험실, 프로젝트, 교육과정 중심, 테크

놀로지, 도제식, 성찰적 해외답사 –이 시기를 달리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JGHE에 실리는 지

리답사는 대부분 영국이라는 국가와 대학교육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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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이들이 파악한 지

리답사의 유형 중 연구와 수업(강의)을 통합한 형태인 

‘도제식’과 ‘성찰적 해외답사’는 대학교육의 특징을 반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 관찰된 ‘교수자 

중심’ 지리답사가 한국에서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은 

것은 연구기간의 설정과 관련 있을 것이다. 즉, 영국의 

경우 교수자 중심 지리답사는 1950-1970년 사이에 유행

한 반면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지리답

사 관련 학술논문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국내 학술지

에서 이러한 경향을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테크놀로지 활용, 프로젝트, 탐구형은 두 연구에서 공통

적으로 관찰된 지리답사의 유형이다. France and Haigh 

(2018)의 연구에서는 탐구형을 하나의 독립된 지리답사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프로젝트 및 야외 

실험실 유형에서 부분적으로 탐구형의 성격을 관찰할 

수 있다. 가령, 양적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가설을 검증

하려는 경향, 그리고 지식과 더불어 데이터 수집과 분

석, 표현을 위한 스킬을 강조하는 측면은 France and 

Haigh(2018) 연구의 야외 실험실과 유사한 부분이다. 하

지만 두 연구 간에 결정적인 차이도 발견된다. France 

and Haigh(2018)에서는 7가지 지리답사의 유형이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즉 당시의 학교교

육의 이슈와 상황, 사회 ․ 국가적 요구, 교육학적 원리 등

을 반영한 지리답사들이 상황에 맞게 실천되고 연구되

었다면, 한국에서는 여러 유형들이 동시에 관찰되고 있

다. 이는 지리답사와 관련한 학교교육의 경험과 연구의 

역사가 짧은 한국의 경우 자생적인 실천 사례들 보다는 

국내의 학교상황이나 이슈(예, 창의적체험활동)에 대응

하는데 적합한 외국의 접근이나 사례들을 찾아내고 도

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지리답사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

석한 첫 번째 연구에 해당한다. 지리답사의 성격과 연구

동향의 이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리답사에 참여하

는 교사와 학생의 참여방식과 지리답사의 특징을 바탕

으로 국내 지리답사 관련 학술연구에서 관찰되는 지리

답사의 유형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외국 연구와의 연

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국내 지리답사의 성격 및 지리

답사 연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리답사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전체 연구 

지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의 

경향을 통해 지리답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

1) 이 논문은 ‘프로젝트’ 유형으로도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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