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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지역지리 단원을 분석하여,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영역 간 어

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리학계의 최근 지역지리 연구 성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

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과목의 성격과 목표, 교수 ‧학습 및 평가 부분에서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영역 간 균형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성취기준은 지식 영역이 압도적이며 가치 ‧태도 영역은 전혀 제시

되지 않고 있다. 3종 교과서 지역지리 단원에 제시된 학습활동에서는 지식 영역과 기능 영역이 거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가치 ‧태도 영역은 전무하다. 최근 지역지리 연구 성과의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모두 1970~80년대에 논의

되었던 지역지리 성과를 반영하고 있을 뿐 이후의 신지역지리 논의와 연구 성과는 거의 수용하고 있지 않다. 향후 한국지리 교육과

정과 교과서는 지식과 기능 영역뿐만 아니라 가치 ‧태도 영역의 학습활동을 강화하고, 전통지역지리와 지역지리 연구 성과와 함

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지역지리 연구 성과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지역지리, 전통지역지리, 신지역지리, 지식 영역, 기능 영역, 가치 ‧태도 영역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gional geography unit in the Korea Geography subject of high school, 

based on 2015 National Curriculum and 3 Textbooks for Korea Geography.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nowledge domain is dominant, but value & attitude domain is nothing. Second, the unit includes only the 

research outcomes of ‘regional geography’ phase, not ‘new regional geography’ phase. In next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Korea Geography, value & attitude domain is needed to increase more than now, and ‘new regional 

geography’ phase is needed to include much more.

Key words: Regional Geography, Traditional Regional Geography, New Regional Geography, Knowledge Domain, 

Skill Domain, Value & Attitud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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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020년은 광복 75주년을 맞는 해이면서 한국에 최초

로 지리학회가 창립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5년 

9월, 서울에서 지리학 관련 인사 20여명이 조선지리학회

를 창립하였으며, 1949년 11월 총회에서 대한지리학회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학회 창립 후 최초의 공

식적인 활동은 지리학 연구와 발표가 아니라 ‘한국지리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전국의 중등학교에 배포한 일이

다. 1945년 10월 학회 회원들은 중등학교 지리 과목에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논의한 후, 정식 

교육과정이 개발되기 이전에 지리교수요목을 만들어 배

포함으로써 한국에서 지리교육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대한지리학회, 2016, 225).

중등학교에서 지리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래 지

리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논

란이 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교 한국지리 내용을 계통지

리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지리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는 지금까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안

종욱 ‧ 김병연, 2016). 그동안 한국지리 내용을 담은 지리 

과목의 명칭은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지리I�에서부터 

�국토지리�, �한국지리�, �공통사회(하)� 등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이수 구분도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천되어 

왔다(강창숙, 2020). 그러나 과목 명칭과 이수 구분이 어

떠하건 고등학교 한국지리는 대체로 계통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지역지리는 1~2개의 단원에 압축하여 

소개하는 방식이었다(김병연, 2017). 현행 2015 교육과정

에서도 고등학교 한국지리 과목의 내용은 전체 7개 단

원 중 1개 단원에 불과하다. 단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4.3%, 검정 한국지리 교과서 3종의 지역지리 단원 평균 

면수를 기준으로 하면 19.8%가 지역지리내용이다. 이처

럼 한국지리에서 지역지리 비중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중등학교 지리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 교육과정에서도 계통지리와 지

역지리의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전체 교과목 중 약 64%가 계통지리 과목인데 비해 

지역지리 과목은 14% 정도이다(이전, 2013). 2016년 발

간된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에 실린 지리학 관련 학과 

교수 142명 중, 전공 표기 란에 첫 번째로 지역지리 분

야를 표시한 교수는 2명, 두 번째로 표시한 교수는 9명

에 불과하다(손명철, 2017).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볼 때, 

고등교육에서의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불균형 현상과 중

등교육에서의 불균형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과 3

종 교과서 내용 중 지역지리 단원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통

해 중등학교 지역지리 교육과 관련한 논의의 지평을 확

장하고, 심층적인 후속 논의와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위에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

은 두 가지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지역지리 단원 내용은 지식과 기능, 가치 ‧ 태도 영역 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지식과 기능, 가치 ‧ 태도 영역에 대한 구분과 개념 정

의는 기본적으로 2015 개정 한국지리 교육과정에 제시

된 내용을 준거로 하였다. 우선 ‘지식 영역’이란 사실적 

지리 지식의 습득과 지리적 현상의 설명,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기본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능 영역’은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비교, 분석, 종합하

는 인지적 기능과 지도, 도표, 사진, 컴퓨터 등을 이용하

여 표현할 수 있는 실제적 기능, 그리고 의사소통, 토론, 

역할 수행 등을 통해 협력하고 책임성을 기르는 사회적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끝으로 ‘가치 ‧ 태도 영역’이란 

지리적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 및 관점에 대해 깊

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에 공감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b, 173).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이러한 

개념 정의는 교육학에서의 논의(Bloom, 1956; Krathwohl et 

al., 1964)뿐만 아니라 지리교육학에서의 논의(조철기, 2018)1)

와도 큰 맥락에서 볼 때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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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리 단원 내용은 지리학계의 최근 지역지리 연구 

성과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지역지리 연구는 시기별로 ‘전통지역지리’, ‘지역지

리’, ‘신지역지리’로 구분할 수 있다(손명철, 2017). 이들

은 연구목적과 방법, 철학적 배경이 상이하며, 지역 고

유성을 형성하는 동인에 대한 관점과 연구이면의 함의 

등에서도 서로 다르다. 여기서는 한국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지역지리 단원 내용 중 주요 용어와 개념, 그

리고 핵심 문장을 추출한 후 이들이 앞의 세 시기 중 어

느 시기와 상대적으로 더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가를 

살펴보았다. 

전통지역지리는 영토에 대한 지리적 정보 제공을 목

적으로 소박한 경험주의 관점에서 객관적 사실들을 기

술하는 데 비해, 지역지리는 장소나 공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애정 고취를 목적으로 경험주의나 인간주의, 구조

주의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나아

가 이해와 해석에까지 이르고자 한다. 가장 최근에 논의

되고 있는 신지역지리는 로컬리티의 역동적인 생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구조주의나 실재론,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공간 현상을 설명하고 이론

화하며 때로는 작은 이야기(petit-narrative)를 추구하기도 

한다. 전통지역지리에서는 한 지역 내 자연적, 인문적 

제 요소의 결합에 의해 그 지역의 고유성이 형성된다면

서 지리 연구는 곧 지역을 알기 위한 도구로 보는 반면, 

지역지리에서는 한 지역 내 여러 요소의 결합과 함께 

지역 간 상호작용에 의해 지역의 고유성이 형성되며 지

리 연구는 지역을 알고 이해하고 돌보기 위한 도구라고 

인식한다. 한편 신지역지리에서는 어떤 지역의 고유성

은 전적으로 지역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지리 연구는 

지역을 알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보다 바람직한 방향

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긴다. 전통지역

지리와 지역지리, 그리고 신지역지리에서 논의되고 연

구된 주요 용어와 개념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1).

물론 전통지역지리와 지역지리, 그리고 신지역지리 

연구가 이처럼 시기별로 명료하게 단절되는 것은 아니

며, 오히려 상호 중복되고 병존하면서 폭넓은 연구 스펙

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한국지리 교

육과정과 교과서의 지역지리 단원 내용은 이러한 지역

지리 연구 추세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교육과정과 교

과서에 기술된 지역지리 관련 주요 용어와 개념, 그리고 

문장 등을 추출하고, 그들이 어느 시기의 연구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관련 문헌의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문헌은 ｢2015 사회과 교

육과정｣(교육부, 2015b)과 2015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3종의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이다(박철웅 외, 2020; 

신정엽 외, 2020; 유성종 외, 2020).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는 한국지리 부분(교육부, 2015b, 157-173)을, 3종 교과서

에서는 맨 마지막 단원인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부

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II. 한국에서 중등 지역지리 교육의 문제점과 

주요 비판

한국의 중등학교 지역지리 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수 ‧ 학습 방법, 그리고 외국과의 

비교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김일기, 1983; 강철성, 1989; 

진기문, 1989; 권순덕, 1989; 손명철; 1999; 심광택, 2003; 

이희열, 2008; 박선미, 2017; 김병연, 2017; 조성욱, 2018; 

표 1. 전통지역지리, 지역지리, 신지역지리 관련 주요 용어와 개념들

구 분 전통지역지리 지역지리 신지역지리

주요 용어와 개념들

연혁, 면적, 위치, 산, 강, 평야, 인구, 특

산물, 성곽, 봉수, 교량, 사적, 학교, 인

물, 풍속, 누정, 사찰, 역원, 성씨, 창고, 

사원, 관방, 지질, 기후, 도읍 등

경관, 지역, 지역성, 지역구분, 등질지

역, 기능지역, 전체지역, 지역차, 자연

지역, 점이지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의 결합 등

지역, 공간, 장소, 영역, 스케일, 네트워

크, 로컬리티, 장소감, 공간성, 상호작

용, 이동, 흐름, 연결성, 다중스케일, 네

트워크적 영역성 등

연구시기
서구 기원전 4세기~ 19세기 후반~ 1980년대 중 ‧후반~

한국 12세기 중반~ 1970년대~ 1980년대 후반~

* 출처: 손명철(2017)의 <표 1>을 참조하여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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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숙, 2020). 이들 연구는 대개 교육과정 시기별 지역

지리 학습내용과 내용조직 방법, 지역지리의 위상, 지역

지리 혹은 지역학습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안 등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역

지리 교육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 

혹은 쟁점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 중 ‘단순한 

사실 나열’과 ‘설명식/암기식 교육’을 대표적인 쟁점 가

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지역지리 교육 혹은 지지학

습2)이 지닌 이러한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다.

중 ‧고등학교 다같이 지역에 대한 기술을 단순한 사상(事

象)에 대한 기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상의 상호관계가 결합

된 지역성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학습방법에 있어

서도 지역성에 대한 구명과 지역성 형성요인을 학생 스스로 

터득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김일기, 1983).

1980년대 초반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 나온 이러한 

지적은 이전 교육과정 시기에도 해당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아래와 같은 전망

을 담고 있다.

몇 차례에 걸친 교육과정의 변천을 통해 지지교육에 대한 

비중이 크게 변동되어 왔으나, 학습방법과 교재의 서술 내

용이 혁신되지 않는 한 지지교육은 지명과 사실의 나열에 

그쳐 지리학 발전과 지리교육의 흥미유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김일기, 1983).

지역지리, 혹은 지지교육의 나열식, 암기식 교육과 관

련해서는 일찍이 지리교육 외부, 즉 교육학계 쪽에서의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1970년대 중반 당시 중학교 1학

년 사회 교과서 지리 영역 내용 중 우리나라 중부지방 

도시를 다룬 부분을 길게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신랄

한 비판을 제기한다.

그런 내용을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는 일을 일컬어 ‘지식교

육’이라고 해도 좋다. 지식교육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을 배우고 난 뒤에 어떤 종류의 인간다운 관

점과 태도, 정서와 가치관... 등이 길러지는가 하는 것이 문

제인 것이다(이홍우, 1977).

그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다. 지역지리 단원의 나열식 내용을 암기식, 설명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로운 것’이라 주장한다. 

만약 중부지방 도시에 관하여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그것

밖에 없다면,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적

어도 그것은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달리 가르칠 것이 없다

고 해서,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은 가르쳐도 무방하고 가르치지 않

아도 무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적어도 학

생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의 의미를 그릇되게 전달한다는 뜻

에서, 적극적으로 해로운 것이다(이홍우, 1977).

물론 이러한 주장은 오직 교육학계의 학문중심교육

과정 철학 사조에 기반한 것으로 그 타당성을 전면적으

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박을 통해 주요 쟁점으로 부

각되기도 하였다(손명철, 2000). 2차 대전 이후 지리학계

에서도 실증주의 사조가 등장하면서 당시의 (지역)지리

학을 비판하던 시각과 유사한 측면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지리 교육에 대한 오래 

전 교육학계의 비판으로부터 지금 한국의 지역지리 교

육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중등학교 

지역지리 교육은 여전히 나열식, 암기식 교육을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쉽게 떨

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는 한국지역지리학회를 중심으로 지역지리학 

연구와 함께 지역지리 교육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성화

되고 있다. 학회지를 통해 ‘지역지리학과 지리교육학의 

상생적 연계’라는 특집을 마련하고, 30여명의 (지역)지리

학과 (지역)지리교육 관련자들이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지리교육>이라는 저서를 통해 국내 ‧외 지역지리 교육

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지

역지리학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지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

의 지역지리 단원을 대상으로 지식, 기능, 가치 ‧ 태도 영

역 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지역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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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

점을 제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손명철, 2014).

III. 현행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영역별 비중과 

지역지리 연구 성과 반영

한국의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은 해당 과목의 성격

과 목표, 내용과 교수 ‧ 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

까지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로서, 해당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시기 교육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

악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특

히 한국의 교육과정은 최근 들어 교육과정 대강화의 흐

름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진 외국의 교육

과정과 비교해볼 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

정하고 있어 교과서 개발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지리 교육과정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한국지리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 ‧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그것이다. 과목의 

성격을 토대로 목표가 설정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영역과 요소들이 선정되며, 이들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 ‧ 학습 방법과 평가 방향이 

제시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들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

라기보다 위계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지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네 부

분, 곧 성격-목표-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교수 ‧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분산적이기보다 유기

적인 연계성 속에서 일관되고 상호 정합적인 체계를 유

지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한국지리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 

기능, 가치 ‧ 태도 영역 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 그리고 지리학계의 지역지리 연구 성과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교

과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한국지리 교육과정은 지식, 기능, 가치‧태도 영역 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우선 과목의 성격을 기술한 부분을 분석해보면, 기능 

영역보다는 지식 영역과 가치 ‧ 태도 영역이 강조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국지리는 우리 국토 위에서 

전개되어 온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지방을 포함한 국토 전체 및 삶의 구체

적 토대인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일 수 있는 과

목이다’에서 ‘국토’, ‘이해’, ‘애정’ 같은 용어는 가치 ‧ 태

도 영역에 초점을 둔 용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에 

‘지리적 상상력’, ‘국토애’, ‘국토의 의미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이라는 용어와 문장을 통

해서도 가치 ‧ 태도 영역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지리 성격을 기술한 전체 3개의 문단 속에 ‘공간’, 

‘공간적’, ‘공간상’ 등 공간이라는 용어가 5회, ‘국토’, ‘국

토애’, ‘국토 이해’ 등 국토라는 용어가 모두 8회 등장하

는 사실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성격 부분에서는 지식 

영역 못지않게 가치 ‧ 태도 영역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리 과목의 목표 부분은 총괄목표와 영역별 목

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괄목표는 1개 문단 속에 3

개 문장을 포함한 복문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각각 지

식, 기능, 가치 ‧ 태도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영역별 

목표는 모두 6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역시 지식, 기

능, 가치 ‧ 태도 영역의 목표가 각각 2개씩 순서대로 제

시되어 있다. 요컨대, 한국지리 교육과정 목표 부분에서

는 3개 영역의 내용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1/3씩 균형

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부분에서는 성취기준을 중심

으로 지식, 기능, 가치 ‧ 태도 영역의 균형성 여부를 분석

해볼 수 있다. 분석 결과 7개 단원에 28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지식 영역 22개(78.6%), 기능 영역 6개

(21.4%), 가치 ‧ 태도 영역 0개(0.0%)이다(표 2).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한국지리 과목의 성격과 목표 부분과는 

매우 다르게 성취기준은 지식 영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치 ‧ 태도 영역은 전혀 제시되어 있

지 않아 영역 간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준다. 특히 이해

와 공감, 화해와 공존, 관심과 참여 등 정의적인 특성 함

양이 강조되어야 할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및 ‘우리

나라의 지역 이해’ 단원에서도 가치 ‧ 태도 영역의 성취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쉽지 않

다. 전체 7개 단원 중 3개 단원은 오직 지식 영역의 성

취기준만 제시되어 있는 점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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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 교육과정의 마지막 부분인 교수 ‧ 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는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가 적절하

게 포함될 수 있는 평가 내용과...중략...학교 현장에 적

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다시 한 번 지

식, 기능, 가치 ‧ 태도 영역 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현행 한국지리 교육과정은 과목의 성격과 목

표,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는 지식 영역과 기능 영역, 가

치 ‧ 태도 영역 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실제로 이를 실천

하고 있으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부분에서는 지식 

영역에 압도적인 비중이 주어지고 가치 ‧ 태도 영역은 전

혀 제시되지 않아 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구성 요소인 성격-목표-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 ‧ 학습 및 평가 부분 간의 유기적인 조응과 일관성

에 심각한 결함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과

서 내용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취기준에 가

치 ‧ 태도 영역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현행 한국지리 교육

과정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지리 교육과정은 지리학계의 최근 지역지리 연

구 성과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

준 부분에서 지역지리 단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지

역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최근 지역지리 연구 성과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내용 체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단원에 

3가지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는데, ‘지역의 의미와 지

역 구분’, ‘북한 지역의 특성과 통일 국토의 미래’, 그리

고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생활’이 그것이다. 제시된 내

용 요소에 포함된 주요 용어와 개념을 추출한다면 ‘지역

의 의미’, ‘지역 구분’, ‘북한 지역’, ‘통일 국토’, ‘지역의 

특성’, ‘주민 생활’ 등 모두 6개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 그리고 ‘지역의 특성’은 주

로 전통지역지리나 신지역지리 보다 지역지리 연구 시

기에 주로 논의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류제헌, 1987). 

다음으로 성취기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단

원에 단원 목표, 8개의 성취기준, 5개의 학습 요소, 2개

의 성취기준 해설, 교수 ‧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그리

고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내용 

중 지역 지리 관련 주요 용어와 개념으로는 ‘지리적 사

상’, ‘지역 구분’(12회), ‘자연 및 인문 지리적 특성’(4회), 

‘통일 국토의 미래상’(3회), ‘공간 구조’(3회), ‘지역 특

성’(4회), ‘지역의 의미’, ‘지역차’, ‘지역 구조’, ‘지역 발전’, 

‘지역의 개념’, ‘지역성’(4회), ‘등질 지역’, ‘지역의 변화

상’, ‘지역의 문제점’, ‘지역적 편견’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이들 용어와 개념들은 지역지리 시기에 논의되고 연구

된 대표적인 용어들이다. 특히 20세기 초 ‧ 중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들의 (지역)지리학 연구 

성과들을 현행 한국지리 교육과정 지역지리 단원에서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공간 구

조’, ‘지역차’, ‘지역의 변화상’, ‘지역적 편견’ 같은 개념들

을 기준으로 볼 때, 지역지리 시기와 함께 신지역지리 

시기의 연구 성과를 일부 수용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도 있다.

표 2. 현행 한국지리 성취기준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영역별 비중(단위: 개(%))

영역

단원(내용체계)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소계

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2(66.6) 1(33.3) 0(0.0) 3(100)

2.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3(100.0) 0(0.0) 0(0.0) 3(100)

3.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2(66.6) 1(33.3) 0(0.0) 3(100)

4.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4(100.0) 0(0.0) 0(0.0) 4(100)

5. 생산과 소비의 공간 4(100.0) 0(0.0) 0(0.0) 4(100)

6.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2(66.6) 1(33.3) 0(0.0) 3(100)

7.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5(62.5) 3(37.5) 0(0.0) 8(100)

합 계 22(78.6) 6(21.4) 0(0.0) 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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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지역지리 

단원의 내용 분석

현재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는 검정 과정을 통해 

모두 3종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 내용 중 지역지리 단원을 대상으로 내

용 요소와 구성 체계, 지식과 기능, 가치 ‧ 태도 영역의 

균형성 여부, 그리고 최근 지역지리 연구 성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지리 교과서 지역지리 단원의 내용 요소와 구성 

체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

서는 모두 7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된다. 국토 및 지리 정

보 1개(I.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자연 지리 2개(II. 지

형 환경과 인간 생활, III.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인문 

지리 3개(IV.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V. 생산과 

소비의 공간, VI.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그리고 지

역지리 1개(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로 계통지리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마지막 단원인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는 모두 8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된다. 검정 교과서라서 중단원부터는 

교과서별로 단원명이 동일하지 않은데, 대체로 지역의

미와 지역구분, 북한지역과 통일국토, 수도권, 강원지방, 

충청지방, 호남지방, 영남지방, 제주도로 구분되어 있다. 

맨 앞부분에 지역지리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

한 단원을 설정하였다는 점과, 단원의 수를 기준할 때 

남한 지역에 비해 북한 지역의 비중이 매우 작다는 점

이 우선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종 

교과서 모두 중단원 제목에 ‘산업’, ‘공업’, ‘성장’, ‘발전’, 

‘발달’같은 용어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지리 단원이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보다는 경제 

활동 중심으로 내용이 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단원 내 내용 요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

역의 인문과 자연, 최근 현안 등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선정하여 구성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산업 관련 내용

이 많은 편이다.

지역지리 단원의 분량은 3종 교과서 별로 약간의 차

이가 있다. A교과서 43쪽(전체 223쪽의 19.3%), B교과서 

49쪽(전체 231쪽의 21.2%), C교과서 43쪽(전체 226쪽의 

19.0%)으로 평균 19.8%를 차지한다. 약 45쪽 정도에 8개 

중단원을 편성함으로써 단원 별로 5~6쪽이 배정되는 셈

인데, 여기에 각 지역의 기후, 지형, 인구, 산업, 교통, 문

화, 도시, 지역 문제 등 많은 내용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

어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지리적 사실들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한국지리 교과서 지역지리 단원은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영역 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여기서는 3종 교과서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단원의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지식, 기능, 가치 ‧ 태도 영역이 어

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교과서에 

따라 탐구활동 외에 단원 마무리, 문제로 정리하기, 수

행평가 등 학습활동 형태로 제시된 활동들도 모두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지리 교과서 3종의 지역지리 단원에 제시된 학습

활동은 모두 139개이다. 이 중 지식 영역이 68개(48.9%), 

기능 영역이 71개(51.1%)인데 비해 가치 ‧ 태도 영역은 0

개(0.0%)이다(표 3). 지식 영역과 기능 영역이 거의 절반

씩 분점하고 있는 반면 가치 ‧ 태도 영역은 전무하다. 한

국지리 교육과정에 제시된 28개 성취기준에서의 비중과 

비교해보면 기능 영역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가치 ‧ 태도 

영역이 전혀 없는 것은 동일하다.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의 이러한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의 불균형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개 영역 간 균형 여부를 교과서 별로 살펴보면, 먼

저 A교과서는 모두 51개 학습활동 가운데 지식 영역의 

활동이 71%, 기능 영역이 29%이며 가치 ‧ 태도 영역은 

없다. 다른 교과서에 비해 지식 영역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인데, 이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서의 비중

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A교과서는 34개의 탐구활동

을 비롯해 단원 마무리로 수행평가 활동 3개, 문제로 정

리하기로 대표 문제 14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수행평가

는 모두 기능 영역의 활동이며 대표 문제는 지식 영역 

12개, 기능 영역 2개로 지식 영역의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B교과서는 모두 51개 학습활동 가운데 지식 영역이 

35.3%, 기능 영역이 64.7%, 가치 ‧ 태도 영역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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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의 탐구활동 외에 마무리 활동하기로 스탬프 여행 

경로 만들기 활동 6개를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이들 모

두 기능 영역의 활동에 속한다.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특히 기능 영역의 활동이 많은 편이다. B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원 지방과 호남 지방 마지막 부

분에 각각 2쪽씩 지리여행 코너를 설정하여, 학습활동에

서는 제시되지 않은 가치 ‧ 태도 영역에 가까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강원 지방의 마지막 부분엔 ‘아

름다운 자연으로 떠나는 강원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소양강 댐-설악산 국립공원-정선군 병방산 전망대-양양

군 남애항-강릉시 정동진-평창군의 양 떼 목장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호수와 산, 바다, 목장 등을 통해 

우리 국토가 지닌 자연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려주고, 학생들에게 국토에 관심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

을 기르는 계기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방

의 끝 부분엔 ‘맛과 멋의 고장 호남 여행’이라는 제목으

로 전주의 한옥마을과 비빔밥-순창군 고추장 민속마을-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지리산 바래봉-담양군 대나무 

숲-보성군 녹차 밭을 소개하고 있다. 강원 지방 여행을 

통해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면, 호남 지방 여

행에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 민속의 멋과 맛을 강조함으

로써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북돋우는 계기를 제공

하고 있다.

C교과서는 모두 37개의 학습활동을 제시하여 다른 

교과서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중 지식 영역 

37.8%, 기능 영역 62.2%, 가치 ‧ 태도 영역은 역시 전무

하다. 중단원마다 탐구활동 외에 1~2개의 ‘활동’을 제시

하고 있으며, 단원 마지막에 융합적 사고력 키우기 활동 

3개와 ‘우리 국토 여행을 떠나보자’는 제목으로 수행평

가 활동 3개를 추가하고 있다. 융합적 사고력 키우기 활

동은 지식 영역 1개, 기능 영역 2개이며, 수행평가 활동

은 모두 기능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들이다. B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여행 코너를 1쪽 설정하고 있으나, 자신이 

여행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고 모둠별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활동이 주를 이루어 가치 ‧ 태도 영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지리 교과서 지역지리 단원은 지리학계의 최근 

지역 지리 연구 성과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있

는가?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 내용 중 ‘VII. 우리나라의 지

역 이해’ 단원은 모두 첫 번째 중단원으로 ‘지역의 의미

와 지역 구분’이라는 동일한 제목 아래 4쪽 분량을 할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한국의 각 지역에 대한 지리적 사

실들을 학습하기 이전에 지역 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중단원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지역 지리 연구 성과

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 별로 소단원의 제목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3종 모두 2개의 소단원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

표 3. 한국지리 3종 교과서 지역지리 단원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영역별 비중(단위: 개(%))

구 분
A교과서 B교과서 C교과서 소 계

지식 기능 가치 지식 기능 가치 지식 기능 가치 지식 기능 가치

1. 지역의미와 지역구분 2 1 0 2 3 0 2 4 0 6 8 0

2. 북한지역과 통일국토 6 1 0 5 7 0 2 4 0 13 12 0

3. 수도권 6 0 0 2 3 0 1 3 0 9 6 0

4. 강원지방 2 1 0 1 3 0 1 2 0 4 6 0

5. 충청지방 3 2 0 1 4 0 1 2 0 5 8 0

6. 호남지방 2 2 0 2 2 0 1 2 0 5 6 0

7. 영남지방 2 2 0 3 3 0 3 0 0 8 5 0

8. 제주도 1 1 0 2 2 0 2 1 0 5 4 0

기 타 12 5 0 0 6 0 1 5 0 13 16 0

합 계
36

(71)

15

(29)

0

(0)

18

(35)

33

(65)

0

(0)

14

(38)

23

(62)

0

(0)

68

(49)

71

(5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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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과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이 그

것이다.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대체로 지역과 지역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 구분의 방법과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느 교과서도 지역 구분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학습자들에

게 지적 호기심을 촉발하고 탐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소단원에서

는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에 대해 다루면서, 지역 구분의 

기준과 다양한 지역 구분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B교과서만 유일하게 지역 구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지역을 구분하면 ‘국토 공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역 간의 차이점과 지역성 

파악이 용이’해지며, ‘지역 문제의 원인 분석이나 해결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각 교과서에서 사용한 지역 지리 관련 주요 용어와 

개념, 그리고 핵심 문장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교과서는 ‘지역’, ‘지역성’, ‘지역 구분’, ‘동질 지역’, ‘기

능 지역’, ‘점이지대’같은 개념들과 함께, 지역성을 ‘지역

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결합하여 형성된 그 지역만

의 독특한 특성으로, 교통 ‧ 통신이 발달하면서 지역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B교과서도 A교

과서와 마찬가지로 ‘지역’, ‘지역성’, ‘지역 구분’, ‘동질 지

역’, ‘기능 지역’, ‘점이 지대’같은 동일한 개념들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성에 대해서는 A교과서와 유사

하면서도 차별화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연환경과 인

문환경의 결합으로 형성되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

의 흐름이나 교통 ‧ 통신의 발달, 다른 지역과의 상호 작

용을 통해 변화하기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C교과서

에서도 ‘지역’, ‘지역성’, ‘지역 구분’, ‘동질 지역’, ‘기능 

지역’, ‘점이 지대’ 등 다른 교과서와 동일한 개념들을 사

용하고 있다. 다만 지역성에 대한 설명에서 ‘시간의 흐

름, 교통 ‧ 통신의 발달, 사람 및 물자의 이동 등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고 기술하여 다른 교과서와 약간의 차

이를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지리 3종 교과서의 지역 지리 관

련 주요 용어와 개념, 핵심 문장들을 기준으로 볼 때, 현

행 한국지리 교과서 지역 지리 단원의 내용은 전통지역

지리와 지역지리의 연구 성과에만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지역지리 연구 성과는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각 지방의 지역지리를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중

단원부터 여덟 번째 중단원에서는 부분적으로 신지역지

리 연구 성과를 수용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북

한의 ‘경제특구’와 ‘통일 국토의 미래’, 수도권의 ‘공간 

구조 변화’, 강원 지방의 ‘영동 ‧ 영서의 지역 차이’, 충청 

지방의 ‘균형 발전’, 호남 지방의 ‘혁신 도시’, 영남 지방

의 ‘국가 산업 단지’, 그리고 제주도의 ‘국제 자유 도시’ 

등은 이러한 시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과 3종 

교과서의 지역지리 단원을 대상으로, 지식, 기능, 가치 ‧

태도 영역 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지

역지리 연구 성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기능, 가치 ‧ 태도 영역 간 균형과 관련해

서는 지식 영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가치 ‧ 

태도 영역은 전무하다.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경우 과목의 성격과 목표, 평가 

부분에서는 지식, 기능, 가치 ‧ 태도 영역 간의 균형을 명

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부분

에서는 지식 영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가치 ‧ 태

도 영역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심한 불균형을 나타낸다. 

교육과정 구성 요소인 성격-목표-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 ‧ 학습 및 평가 간의 일관성 유지와 유기적인 조응

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해와 공감, 

화해와 공존, 애정과 참여 등 정의적 특성이 강조되어야 

할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단원에서도 가치 ‧ 태도 영역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지 않

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한국지리 교과서 3종의 경우 지역지리 단원에 포함

된 학습활동을 기준으로 할 때, 지식 영역과 기능 영역

이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는 반면 가치 ‧ 태도 영역은 전

무하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서의 비중과 비

교해보면, 기능 영역의 비중이 많이 증가한 반면 가치 ‧

태도 영역이 전혀 없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B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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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방과 호남 지방 마지막 부분에 각각 2쪽씩 ‘지리

여행’ 코너를 설정하여,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이 지닌 

아름다움과 호남의 역사와 문화, 민속의 멋과 맛을 소개

함으로써 학습활동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정의적 성격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지역지리 연구 성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지역지리’ 시기의 연구 

성과에 머물고 있으며, ‘신지역지리’ 연구 성과는 거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경우 지역지리 단원에 해당하

는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지역의 의미, 지역 구분, 지역의 특성, 지역차, 지역성 등

을 주요 용어와 개념으로 추출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

두 ‘지역지리’ 시기에 논의되고 연구되었던 개념들이다. 

한국지리 교과서 3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단원 중 첫 번째 중단원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

분’을 중심으로 주요 용어와 개념을 추출하였는데, 지역, 

지역성, 지역 구분, 동질 지역, 기능 지역, 점이 지대 등 

모두 6개 개념을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지

역성의 형성 원인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지리 교과서 역시 주로 ‘지역지리’ 시기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기할 점은 

B교과서만 유일하게 지역 구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지역을 구분하면 ‘국토 공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역 간의 차이점과 지역성 파악

이 용이’해지며, ‘지역 문제의 원인 분석이나 해결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된다고 기술하여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

을 자극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

정 상의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각 지방을 다룬 내용에서 

신지역지리 연구 성과를 일부 수용하려는 시도도 발견

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교 한국지리 과목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

교과에서는 지식 영역, 기능 영역, 가치 ‧ 태도 영역의 균

형이 필요하다. 초 ‧ 중등학교 보통교육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

이기 때문이다. 가치 ‧ 태도 영역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서로 

화해하고 공존, 공영하려는 자세를 함양함으로써 국내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을 감소시켜 나가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량은 다문화 교

육과 세계시민교육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의 내용 요소나 성취기준, 그리고 교과서의 학습활

동에서 적어도 어느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습활

동이 지식, 기능, 가치 ‧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 ‧ 실천 영

역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고등학교 한국지리 과목은 지역지리 단원의 비

중을 높이고, 전통지역지리와 지역지리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최근의 신지역지리 연구 성과도 함께 반영할 필

요가 있다. 지금처럼 7개 단원 중 1개 단원에 한국의 각 

지역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려면 깊이와 의미를 지

닌 내용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단편적이고 현상적인 지

역 소개에 그치기 십상이다. 때로는 양이 질을 결정하기

도 한다. 적어도 3개 단원 정도를 할애하여 북한 지역 1

개, 남한 지역 2개 단원에 걸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역지리 관련 내용도 지역간 상

호작용과 흐름, 연결성, 다중스케일, 네트워크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지역지리 연구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지적 흥미와 탐구력을 높이고 사회적 적실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지리 교육

은 여전히 사실 나열과 암기식 수업이라는 오명에서 벗

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신지역지리 연구 성과를 구체적

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는 최근 시민성 함양 차

원에서 관계론적 장소관 수용을 제안한 연구(황규덕 ‧박

배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다음 교육과정 시기에는 한국지리 과목이 지닌 

오래된 칸막이를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내용 구성 

방식에서의 계통지리:지역지리, 자연지리:인문지리, 나아

가 한국지리:세계지리 간 칸막이가 바로 그것이다. 계통

지리와 (혹은 계통지리이면서) 지역지리, 자연지리와 (혹

은 자연지리이면서) 인문지리, 더 나아가 한국지리를 중

심으로 하되 세계적 동인과 프로세스가 함께 어우러진 

한국지리 교과서 개발을 제안해본다. 이미 영국의 중등 

지리교과서는 이러한 칸막이를 제거한지 오래되었다.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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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교과서에 보다 다양한 

관점과 문체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교과서는 대체

로 (소박한) 경험주의 관점과 문어체, 명령체, 간결체, 강

건체, 건조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경험주의와 함께 

인간주의, 구조주의, 실재론, 나아가 포스트모던한 관점

까지 보다 폭넓은 관점을 포용하고, 문체도 구어체, 청

유체, 만연체, 우유체, 화려체 등 다양한 문체를 사용함

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식과 함께 감수

성도 함양할 수 있는 교과서가 개발되어 공급되길 희망

한다.

이 연구는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과 교과

서를 대상으로 지식, 기능, 가치 ‧ 태도 영역 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지역지리 연구 성과를 얼

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안 측면에서는 개략

적인 방향성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안

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향후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연구 성과가 지속

적으로 발표되고 공유됨으로써, 한국에서도 지역지리 

교육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되

기를 기대해본다.

주

1) 조철기는 지리 수업목표 진술을 위한 하위 영역으로 아래와 같

이 4개 영역을 제시한다(2018, 41쪽):

지식: 지리학과 경험에서 도출된 지식(사실, 개념, 원리, 법칙 등)

기능: 정보활용(처리) 능력, 의사소통능력(구두표현력, 문해력, 

수리력, 도해력), 탐구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

력, 사고기능

가치 ‧태도: 시민성, 갈등/쟁점의 합리적 해결 태도, 바람직한 

자세

행동 ‧실천: 의사결정의 실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과 실천

2)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논의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지리 교육’

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원전과 문맥에 따라 ‘地

誌敎育’, ‘地誌學習’, ‘地域學習’이란 용어도 혼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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