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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의 중심인 도시는 모든 활동의 종합적이고 융복합적인 공간으

로 여겨진다. 도시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대중이 도시를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학교에서의 지리교육이다. 지리 교과의 중요한 많

은 주제들 중에서 ‘도시’ 단원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많은 다양

한 지리적 현상과 주제들을 융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또한 지리 교

과 외의 다른 관련 분야의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융복합적 사

고를 통한 탐구적 내용 구성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리교육의 관점에서 도시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일부 수행

되었지만, 도시 단원에 대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방식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수단인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자연지리 분야, 인문지리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7차 교육 과정 이래로 점점 중요

시되고 있는 탐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내용 구성에 대한 교과서 내

용분석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한국지리」교과서 내 도시 단원을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점으로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내용 및 탐구성

을 비교․분석하고, 탐구적 교과서를 위한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도시 단원 텍스트를 Krkwic을

통해 용어 빈도를 측정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빈도수가 높은 용어를

핵심개념으로 추출하고 의미연결망과 연결중심성을 통해 교과서 별 텍스

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도시 단원 내 내용요소를 모두 아

우를 수 있는 용어들이 중심이 되는 교과서, 도시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

들이 중심적인 교과서, 경제적 측면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중심인 교과서

가 있었다. 더 나아가 핵심개념들 간 연결망을 도출하여 도시 단원의 중

단원인 ‘도시 개발’, ‘도시 계획’, ‘도시와 촌락’, ‘도시(내부)구조’, ‘기타(국

토 개발과 환경 불평등)’에 해당되는 개념들끼리 연계되어 이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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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도시 단원의 탐구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Romey 기법을 이

용하여 최신의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그림 및 도표 평가 지수와

활동 지수에서는 탐구적 성향의 교과서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본문 평가

지수와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평가 지수에서 비탐구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본문 평가지수 값은 0에 가까워 설명식 위주의 교과서로 판단

되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지리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목이며 지리 교과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방향은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평가 지

수 값은 탐구적 범위를 크게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학

생에게 학습 내용을 활용하는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성된 교과서이

다. 이러한 질문이 많은 교과서는 교과서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학생에게

막연함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오개념을 지닌 채 학습 활동에 임할 수 있

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늘

려 학습자의 내용 이해를 돕고 오개념 형성을 방지하는 것이 탐구적 교

과서로 나아가는데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지리 교과서의 도시 단원 내용을 분석하고, Romey 기

법을 통해 탐구성을 진단하여 탐구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리 교과에서 강조되고 있는 탐구적 교과서 구성을 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육학과에서 주로 수행되는

평가 도구를 이용한 교과서 분석과는 다른 측면으로 도시지리학자의 시

각에서 교과서 내용 분석을 시도하며 도시지리교육의 지평을 넓혀 보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출발점이 되어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도시지리

교육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도시, Romey 기법, 탐구성,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교과서

분석, 도시지리교육

학 번 : 2017-2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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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시’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생성, 발전해 온 공간으로, 현대를 살아가

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라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인류의 문명을

주도하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다. 도시 공간은 높은 인구밀도와

각종 시설 및 인프라의 공간적 집중을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주거분

리, 계층화, 교통망 등과 같은 체계적이고 패턴화된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특성들로 연구대상으로서의 도시의 가치와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Kaplan et al., 2014). 20세기 이후 지리학에서 도시지리학은

인문지리학의 중요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대학 및 대학원에서도 도

시지리학 관련 강좌들은 핵심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Pacione, 2009;

Kaplan et al., 2014).

도시지리학의 학문적 역동성은 1970년과 2000년 LA 도시의 성장과 인

구 변화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1970년 라틴계 인구는 LA의 동부에서

약 2%만이 거주하였는데, 2000년으로 들어서면서 중서부와 북부 등으로

넓게 퍼지며 LA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LA는 빠르게

성장하여 외부에 위치하였던 도시들을 포함하게 되고 경계가 확장되었

다. 이러한 도시의 변화는 소비자의 구매 습관 변화, 라틴계 미국인 및

멕시코 문화의 변화, 가구와 주거의 변화, 이주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된

다. 따라서 이 사례는 인간의 생활방식, 사람 간 상호작용 방식 등에 대

한 변화 양상과 같은 도시지리의 중요한 연구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신정엽 등 역, 2011).

학습 측면에서 도시지리학은 학생에게 도시의 위치, 기능, 성장에 대한

개념적 실무지식과 더불어 도시의 공간구조나 내부조직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오늘날 도시지리학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물리적인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컨설팅을 위

한 기초 및 선행 작업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시장조사, 부동산 개

발, 역사적 보존, 환경관리 분야 등에도 널리 사용될 수 있다(Hartsh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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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또한 도시지리학은 세계의 인구 집단의 주요한 생활환경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도시지리학의 지식은 현대 사회의 학생들과 시민

들에게 있어 모두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시 공간은 복잡한 현상들이 존

재하는데, 도시지리학은 도시와 도시의 분포와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사

회적 공간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Pacione, 2009).

도시가 인간생활의 중심이 되고 다양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활동이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도시 활동에 대한 내용은 지리 교과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Heffron and Downs, 1994; Lambert and

Balderstone, 2010). 대중이 도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학교

에서의 지리교육이다.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도시 경험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

주하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도시에 대한 수많은 정

보를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의 기회는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공간의 자연환경 및 인

문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지리적 현상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공간상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이경한,

1996; 서태열, 2005). 이러한 지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수단이 되

는 것은 교과서이다. 교사는 교과서에 입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

상적인 학습 목표나 과제를 구체적, 가시적 그리고 실제적인 수업을 설

계하고 전개할 수 있다(함수곤, 2000). 따라서 지리 교과서에서 도시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도시지리학의 핵심적인 학문 논의 중 하나로 다루어

져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 교과서는 교수․학습

활동의 안내 역할을 하므로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

록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과서의 구성과 관련되어

학습자의 창의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 중심 수업이 아닌 학

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지원과 학생들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질문 제시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조광준, 1977; 이현정․이지수, 2018).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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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리교육 역시 과거 국가 교육과정의 획일적인 틀을 버리고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 주

도적 학습 능력과 고차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박희두 등, 2005). 따라서 지리 교과에서는 기존의 단순 지식의 제공 및

내용의 전달이 아닌, 학생의 창의적 사고와 탐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서 내용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서태열, 2002a; 김만곤, 2010).

특히, 지리 교과의 중요한 많은 주제들 중에서 ‘도시’ 단원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많은 다양한 지리적 현상과 주제들을 융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또한 지리 교과외의 다른 관련 분야의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융복합적 사고를 통한 탐구적 내용구성에는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남영우, 2017). 따라서 창의적 사고 개발을 염두에 둔 탐

구적 내용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리 교과서 내용분석, 특히 도시 단원

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도시 단원 내용 연구에 대한 실천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는 지리 교과서에서 도시 주제를 이미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리교재 내용은 세계 주요 도시에 편중되어 있으

며, 주로 도시 정보 현황 및 통계 등의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

리고 도시 경제에 대한 통계, 기술정보는 있지만, 이와 관련한 요인, 이

론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리 교과서는 도시에 대한

양적인 측면의 부족과 더불어 도시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 이론, 논의 등

이 부족한 실정이다(Robinson, 1966).

게다가 지리 교과서와 관련하여 도시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

구도 많지 않다. 지리교육 분야에서 지금까지 수행되고 있는 교과서 내

용 분석 연구들은 대부분 자연지리 단원에 국한된 것이었고(이준구,

2012), 인문지리 단원과 도시 단원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들은 그리 많

지 않은 편이다(황보민아, 2002). 또한 7차 교육과정 이래로 탐구의 중요

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김한나․김영호, 2016:242) 탐구의 측면에서

의 교과서 내용분석 연구 또한 부족하다. 최신의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교과(강오한․최정임, 2018)와 사회 교과 중 통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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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과목(김태형․안재섭, 2019)에서 탐구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지리 교과에서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

으로 제작된 고등학교「한국지리」교과서를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의 비교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탐구적 내용 구성 논의를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지리 교과서

도시 단원의 체계 및 내용 구성 방식을 검토하였다. 둘째, 도시 단원 텍

스트에서 용어 빈도 측정을 통해 핵심개념을 파악하고 핵심개념들의 의

미연결망과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핵심개념들이 이어져

있는 연결망들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교과서 분석 방법 중 탐구

성을 정량적 수치로 산출할 수 있는 Romey 기법을 이용하여 교육과정

별 한국지리 교과서 도시 단원의 탐구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Romey 기법을 통한 도시 단원의 탐구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탐구성

이 향상된 교과서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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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도시 단원 내용을 분석하기

에 앞서, 지리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지리 교육과정 구성의 주요 접근 방법들을 고찰해보며, 교과

서 분석을 위한 방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중점적

으로 다루는 교과서의 탐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 Romey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지리 교육과정의 교과서 구성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하에 교육과정이 결정되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

표와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교과서가 구성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개정되

는 시기마다 지리 교육과정은 변화하며, 그 변화된 내용은 고스란히 교

과서에 반영된다. 안종욱(2011)은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

을 연구하였는데, 해방 이후 1차 교육과정 시기의 영향력이 현 지리 교

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였음을 밝혔다. 1946년에 고시된 교수요목

기에는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인문지리’, ‘경제지리’ 3개의 축으로 구성

되어 있었는데, 1955년 제1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지리 교과는 ‘인문

지리’로만 구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지문학의 일부 내용인 천문, 지

질, 생물 관련 일부 내용이 과학과의 하위 과목인 ‘지학’에 편성되어 지

리 교과의 내용 요소는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이는 교수요목기까지에

고등학교 사회과에서 지리, 공민, 역사가 동일한 시수였었으나 제1차 교

육과정기에 들어와서 지리:공민:역사=3:7:6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이다. 통

합과목을 지향하던 당시 교육 관료들의 영향 때문에 통합사회의 정착을

위해 자연과학 분야와 유사한 자연지리를 지리와 분리하여 사회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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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과학과에 배치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지리학 분야의 연구가 취락지리학으로부터 분화되어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였다(남영우, 1996:98에

서 재인용). 교과서에서 도시지리학은 1970년대 후반 이후가 되어서야

취락지리학의 하위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

지의 교과서는 학문으로서 도시지리학의 내용들을 사실과 이론을 중점으

로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문의 발전과 교육의

내용이 유사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이후 빠르게 다양해지는 도시지리학

의 관점과 연구들이 더 이상 교과서에 반영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2000년대의 교과서에서는 도시지리학의 누적된 연구 결과물을 다 반영하

기 어렵기 때문에 학문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박선미, 2007). 1971년에 적용되기 시작한 제2차 교육과정

까지 도시지리는 별도의 독립된 대단원 또는 중단원을 구성하지 못하고,

7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된 지리Ⅰ 교과서에서 ‘취락과 인구’라는 대단원

중 ‘촌락과 도시’라는 중단원에 속한 소단원으로만 간략하게 다루어졌다.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야 한국지리 과목에서 도시지리가 단독적으로 중

단원명을 가지며 구성되었다(이준구, 2012).

지리 교과에서는 교과서의 도시 내용을 교육과정별로 비교․분석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우선 이성희(1983)가 3차 교육과정의 초․중․고등

학교 지리 교과서의 도시 단원을 내용, 구조, 용어, 지명, 삽화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 이후로 황보민아(2002)도 7차 교육과정의 고

등학교 사회 교과서 6종을 대상으로 도시 영역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은 내용 분석법을 사용하여 교과서별 도시영역의 게재 분량을 분석하였고,

단어를 단위로 하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 내용 설

명을 위해 사용된 개념의 적합성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편향성에 대해

교과서별로 차이를 밝혔다. 그리고 이지윤(2003)은 도시 단원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6종을 연구하였는데, 6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교과서 6종과 비교하였다. 교과서 표지 및 교과서의

크기를 중심으로 하는 외적 변화와 교과서 체계의 변화와 내용의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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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내적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7차 교육과정 교과서

들은 6차 교육과정에 비해 탐구 주제의 제시와 많은 학습 자료의 제시, 간

략한 내용의 수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

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탐구적 문제 해결적 사고력

함양에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준구(2012)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지리 교과서의 문제점

과 시사점을 밝히고자 도시 단원을 중심으로 우선 과거 교육과정에서의

도시지리 내용을 고찰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5종을

대상으로 도시 단원의 체제와 구성, 주제별 특성을 비교한 바, 다음과 같

은 특징을 발견했다. 집필진 중 도시지리를 전공한 교수나 석사 이상의

현장 교사가 거의 없는 전문성의 약화의 모습이다. 또한 교과서의 제한된

분량으로 인하여 도시의 이해에 대한 설명부족과 교과서별로 너무 다양한

체제, 주제를 다루고 있어 도시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개념

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도시지리학의 연구 성

과가 활발한 일본과 영국의 교과서가 지역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자료와 다양한 시각적 자료,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자료

를 사용하는 예시를 들며 우리나라와 다름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교수 학습 전략의 방법 측면에서 교과서 내 도시 단원을 다룬

연구로는 황병원(1999)이 도시 단원에 개념도를 활용하여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설명 위주의 강의식 수업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교수 전략으

로서 개념도를 도시 단원에 활용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효과적임을 입증하

였는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하위집단보다 상위집단이 성취도가 높았

음을 밝혔다. 박선미(1999)는 구성주의적 접근 방법을 도시 단원에 적용한

연구를 하였다.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고, 우리나라 도시화에 대한 구성주

의적 실험 수업을 개발하여 제시하였으며 향후 지리과의 구성주의 이론적

틀을 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영희(2008)는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지속

시키기 위하여 학습 환경의 동기적 측면을 설계하는 문제 해결 방식인

Keller의 ARCS 이론을 통해 지리 교과서 내 도시 단원을 중심으로 학업

성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일상생활경험에 근거한 수업이 일반 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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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보다 지리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경험에 근거한 수업은 상위권 학생들보다 중․하위

권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의 효과와 학업 성취도에 매우 큰 영향을 끼

침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동민 등(2016)은 초등학교 사회과 지리영역 내

도시 내용에 대하여 다중 스케일적 접근 실천 방안을 강구하였다. 서울특

별시를 예시로 하여 ‘국가 스케일’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을 중심으

로 하는 ‘지역 스케일’을 통하여 도시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다중 스케일을 활용

하면 특성 스케일에 고착화된 학생들의 인지 부조화를 유도하여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 삶의 주된 공

간이자 지리 교과의 중요한 내용인 도시를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 단원을 적용하는 연구도

있다. Hurt(1997)는 미국 지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4(지리적 지식을 가진

학생은 장소의 물리적 특성과 인간의 특징을 알고 이해한다.)가 요구하는

관찰과 분석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 단원 수업에 적용하였다. 초등학

교 4학년을 대상으로 큰 거리들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공간의 물리적 특

성, 장소의 인간 특징, 인식도, 위치, 상황들을 분석하고 요약하게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수업은 지구의 장소나 지역의 관찰과 분석의 지리적 개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한나․김영호(2016)는 지리교육에서 탐

구활동이 학습자의 고차 사고력과 공간 능력, 도해력 등의 지리적 기능을

함양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지적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도시 단원(거주 공간의 변화)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탐구 활동의 비중과 고차 사고력을 자극하는 유형이 적었으며 발문의 위

계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부적

절한 탐구 활동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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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 교육과정 구성의 주요 접근

국가교육과정 체제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지리교육은 이에 따라 계

획되고 실행되므로 지리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리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리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리 교

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논점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서태열,

2002b:14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 교육과정의 주요 접근

들을 탐구성, 내용지식, 핵심역량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탐구성 측면에서의 지리교육

지리교육에서 탐구학습이 강조된 것은 1961년 Ford 재단의 재정원조

로 시작된 미국의 H.S.G.P.(High School Geographic Project)가 개발되

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 등에 파급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 이

후이다(박철웅, 2012). HSGP는 이전의 암기 학습 방식을 지양하고 탐구

활동 위주의 지리과목의 교과과정 개편을 계획한 것이다(이찬, 1968). 즉,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교육이 아니고 지리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주요 개

념을 획득시키는 데 중점을 둔 개편계획이었다. 탐구활동을 위주로 한

학습활동에서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료만을 제공하는 역할을 지양하고,

학생들 자신이 자료를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스스로 조작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뿐만 아니라 지도, 지구의 모델, 표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탐구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함양하도록 유도하

여야 한다(조창연, 1981).

이처럼 지리교육에서 탐구를 강조한 연구는 남궁봉(1978)이 탐구학습

방법을 통해 지리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탐

구학습에서는 학생들을 학습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지적인지단계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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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아서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지적 성취도를 높이는 데 가장 유

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기술과 교육방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Favier et al.(2011)은 GIS를 통하여 현대 지리교육에서 강조되

는 탐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 주목한다. 학생들이 주제 자체를 적극

적으로 이해할 때 학습 과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상호작용 기

술을 통해 이처럼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기반 한 교수방법을 설계하기가

쉬워졌는데, 그 기술들 중의 하나가 GIS이기 때문이다. GIS는 교육과 학

습을 위한 사용자가 통제하고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은 디지털 지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디지털 지리

데이터를 빠르고 유연하게 시각화, 생성, 조작, 읽기, 의문제기, 요약, 분

석하여 나타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GIS를 통한 탐구 기반 지

리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들에게 자료와 프로그램의 인프라

및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리교육에서 탐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

지고 있다. 이영임(2007)은 중학교 사회 1 교과서의 제주도 단원을 중심

으로 탐구형 교과서 모형을 설계하는 연구를 하였다. 사회과에서 바람직

한 교과서 구성을 문제 상황의 도입, 문제 상황의 주제화, 주제에 대한

집중 탐구의 과정을 거치는 주제중심 탐구형으로 제시하였다. 탐구형 교

과서 모형을 활용하여 3개의 교실 수업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 대조군에 비하여 제주도 지역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며 흥미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

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미래 사회 삶을 준비하는

데 적절한 모형임을 밝혀냈다.

송언근(2008)은 지형 단원을 다룬 탐구 활동지를 활용한 탐구 학습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탐구 활동지란 탐구의 각 과정에서 해야 할 활

동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지형 단원의

탐구 활동지는 지역의 지형 특성파악, 탐구 지형 특성 분석, 문제 제기,

가설 구성 전제, 가설 구성, 가설 검증, 결론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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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탐구 활동에서 익혀야 할 개념들을 선정하여 작성한 개념 구성표를

연계하여 수업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구조화된 틀을 이용하여 수업

이 이루어진다면 지리과목이 암기과목이 아닌 탐구하는 과목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손명철(2013)은 영국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학습자 주도적 탐구형 교과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

국 교과서를 보면 우선 맨 앞장에 학생이 해야 할 역할과 수행 과제를

명시하여 학습자가 분명히 학습 목표를 인지한 후 학습에 임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고 제시하였다. 일관성 있는 학습 전개 방식과 장별로 핵심

질문 3개를 제시하여 답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교과

서에 제시된 자료나 활동들의 사례를 통해 학습자들이 지리학의 개념들

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지리학자들이 의도하는 관점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2) 내용지식 측면에서의 지리교육

서태열(2002b)은 지리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내용적

측면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리적 지식이란 무엇이

며, 그 지식의 신뢰성과 가치성 판단 그리고 학생들에게 생성되어야 하

는 지리적 지식에 관한 대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의의 주제였으며,

지식의 성격에 따라 교육과정의 결과물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전제아, 2001). 어떠한 내용지식이 선택된다면 이와는 반대로 배제되는

내용지식도 있기 때문에 지식의 유형에 따른 가치판단이 중요하다. 따라

서 지리교육의 내용으로서 지식의 유형에 따라 재개념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지식의 유형을 명제적/방법적 지리지식, 명시

적/암묵적 지리지식, 탐구과정으로서 지리지식의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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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제적 지리지식과 방법적 지리지식이다. 명제적 지식이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며, 진위 진술, 축적된 학문 연구들의 이해와 결과이

다. 방법적 지식은 어떻게에 대한 지식이며, 추론의 과정을 일컫는다

(Ryle, 1949). 지리교육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명제적 지식들이

주로 가르쳐지고 있으나, 행위 속에 나타나는 방법적 지식의 중요성은

이와 동일하며 오히려 일상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요

구되고 있다. 앞으로 학교에서의 지리교육은 명제적 지리지식 뿐만 아니

라 학문의 지혜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 지식에 대한 교수가

매우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지식을 교육과정 개발자의 입장에 따라 명시적 지리지식과 암

묵적 지리지식으로 구분하는 관점도 있으며 Polanyi(1958)가 대표적이다.

Polanyi(1958)에 따르면 지식은 언어화할 수 있는 명시적 부분과 명제로

서 언어화 할 수 없는 묵시적 부분이 있다. 모든 부분을 언어로 표면화

하여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명제적 지식에는 가려진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암묵적인 부분들이 통합되어 명제적

지식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방법적 지식은 명제로서 나타낼 수 없는 암

묵적 측면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허경철 등, 2001).

Polanyi(1958)는 이론적인 지식들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관점과는 반대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거부하며, 지식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능동

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후에 Fien(1983)은

지식의 형성을 개인의 과거 경험에 따른 것으로 지평을 넓혔으며 이는

Polanyi(1958)의 암묵적이고 개인적 지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지난 형식지리와 지리적 지식이 강조된 지리교육의 실패는 학생들

개인적 경험을 무시한 결과이며, 학생들의 삶과 연계되는 지식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탐구과정으로서 지식을 유형화 하였다. 이 관점에서 지식

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이를 탐구하는 지적 활동에 의하여 얻

어질 수 있다. Schwab(1978)은 각각의 지식들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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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답인데,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여 답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

지로 있을 수 있다. 이를 지리교육에 적용하면 지리적 질문과 문제가 무

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을 하는 것이 지리적 지식으로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 흥미로운 지리 수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지리 교과서

에 기술되어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의 지리 탐구 과

정과 지리적 질문을 통하여 지리 지식의 구조를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

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본 개

념과 핵심적 아이디어가 지리교육의 내용으로서 지리탐구과정에 의미 있

게 연결될 수 있다(서태열, 2011:20에서 재인용).

3) 핵심역량 측면에서의 지리교육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전 산업시대에 강조되어왔던 지식의 축

적과 숙련된 기술의 습득과는 달리 지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

결력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처럼 방대

한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앞으로의 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학교 교육에서는 학문적 지식에서 ‘역량’에 초점을 옮겨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역량 기반의 교육과

정은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학습내용을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천적 지

식을 포함한 지식, 기능, 가치 측면 등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교과 교육의

목표가 역량의 계발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가

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에 관심을 가졌다면, 결과로서 드러날 기준을 역

량으로 명시하고 모든 교과 교육과정이 이를 위해 설계되도록 강조하고

있다(김현주, 2013).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의 역량을 강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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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OECD,

2003)를 기점으로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여 외국의 사례를 기반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지리교육에서 핵심역량 측면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을

고찰한 김현미(2013)의 연구가 있다. 김현미(2013)는 핵심역량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고찰한 후, 영국, 뉴질랜드, 대만, 캐나다 퀘벡

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싱가포르, 호주,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량기반 지리 교육과정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외국 사례들의 대부

분은 총론과 교과 영역의 큰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목

수준에서는 지식영역 뿐만 아니라 탐구(기능)영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학

년(군)별로 나누어진 위계적 구조를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지식 내용을 핵심개념, 주제 등으로 제시함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

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에 맞는 핵심역량 개발과, 학년(군)별 기능 영역의 구체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리 교과의 핵심역량과 관련되어 한 국가의 사례만을 분석하여

국내 지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들도 있다. 김현주(2013)는 대만

의 지리교육을 고찰하였는데, 대만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체계와 입시

제도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만의 지리 교육과정 특징은 역량과 교

과 내용 간의 관련성만이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래 범교과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목표와 역량을 제시하고 교과목 수준

을 역량 중심으로 재구성하려했던 의도에 벗어난 것인데, 학습 방향이

역량의 계발이라는 점에 그쳐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순 지식 암기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대만의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나라의 지리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총론 수준의 역량에 맞추는 것이 아닌 지리교육의 고유 역량을 구체적이

고 현실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리교과의 역량을 학년

군별로 나누어야 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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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또한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심승희 등(2013)은 지리 과목이 독립교과이자 교육과정 내에서 위상이

상당히 높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지리교육의 핵심역량 방향성을 고찰하

였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적용된 영국의 교육과정은 각 교과별로 핵심

지식을 제시하고, 개별 학교와 교사에게 해당 지식에 대한 교수․학습의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 지리교과의 핵심 지식 및 기능은

‘위치 지식,’ ‘장소 지식’, ‘자연 및 인문지리’, ‘지리적 기능과 현장답사’이

며, 이러한 구성을 통해 전통적 의미의 지리교육 강화와 지리 지식의 명

료화 및 권위화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치 지식과 장소 지식이

개념이 강조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중이 생각하

는 지리교육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었지만 지금은 후퇴한 ‘스케일’과 ‘지속가능한 반전’, ‘문

화적 이해와 다양성’ 개념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지식과 기능

을 지리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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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 분석 방법론

일반적으로 교과서 분석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술

적 교재탐구와 비판적 교재 탐구가 그것이다. 기술적 교재 분석의 방법

으로는 정량적 분석방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이 쓰인다. 정량적 분석기법

이란 교재의 내용이나 특성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기

법을 포함하며, 정성적 기법이란 교재의 내용의 질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기법이다. 그러나 두 가지의 방법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남상준, 1999:154

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교과서의 정량적 분석을 목표로 하기에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의 내용과 탐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을 차례로 소

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탐구적 교재 분석법인

Romey 기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1) 교과서 내용 분석

지리교육과정 혹은 교재내용을 적합성의 기준으로써 분석하는 사회적

적합성 분석기법이 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교육과정이 그 사회의 문화와 일치하고 체

제의 유지나 갈등의 해소, 발전에 도움이 될 때 이를 사회적 적합성이

있다고 한다. 교육과정 내용의 사회적 적합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합

성의 준거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 준거는 현실사회의 문제를 조명하고,

그에 입각한 이상적 사회상을 추출하는 선행 작업이 있어야 한다(남상

준, 1999:160).

사회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교과서는 정보 전달과 이해를 가능케 하

는 설명적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내러티브 텍스트의 중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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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여전히 설명적 텍스트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

으며, 여전히 교과서에서는 설명적 텍스트가 지배적이기에 송성민(2013)

은 이에 대한 분석 연구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텍스트를 상정하는

것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든 텍스트 구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명제를 기본 분석단

위로 구분한 다음, 수형도를 통해 ‘핵술관계’, ‘나열관계’, ‘대응관계’, ‘인

과관계’, ‘문해관계’의 5가지의 텍스트의 구조 유형에 대입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텍스트 구조에 따라 질적인 측면의 차이와 위계성을 인정하여 각

유형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텍스트성 지수’ 공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과 교과서 간의 서술적 특징을 파악하고 텍

스트 측면에서 학습자가 어렵게 느끼거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

어 개선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분석 기법은 텍스트로부터 용어의 빈도들을 추출하여 이들이 연결

되는 패턴을 파악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원래 매스미디어의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 계통의 학문영역에서 개발되었다. 내

용분석의 목적은 텍스트만을 분석해서 특성을 기술하는 데 있는 것이 아

니라 텍스트의 분석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전 과정에 대한 여러 변인

및 변인간의 관계를 심층적, 구조적으로 추리하는 데 있다. 내용분석 기

법의 의의는 텍스트가 어떤 개념들을 중요하게 다루며, 텍스트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교재가 강조하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는 점이다(김태형․안재섭, 2019). 이러한 내용분석 기법은 오늘날,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글 텍스트의 내용

분석을 위해 개발된 내용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이 사용되고 있다(이

동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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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탐구성 분석

탐구성에 대한 연구는 과학 교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탐구성

개발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

과서에는 주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자료를 얻어 분석하는 과학

적 탐구과정과 실습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자료들이 과학

의 탐구적 성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허명(1984)은 과학탐구평가표를 개발하였는데, 세 가지 수준에서 교과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수준 Ⅰ에서는 탐구과제를 분석하는데, 탐구과제란

하나의 탐구과정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구, 절 혹은 문장이라고 정의되

었다. 수준 Ⅱ에서는 분석의 단위가 한 실험으로서 그 실험이 어떤 구조

를 가지고 수행되는지를 분석한다. 실험 활동의 구조를 경쟁/협동 구조,

토론 구조, 탐구 자유도, 탐구 영역의 4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실험이 조

별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토론이 실험 후에 제공되는가, 있다면 교

사의 지도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맡기는가, 실험 과정 중

교사와 학생들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그리고 실험은 교과서

내용의 연장인가 아니면 배운 내용의 증명 혹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

한 것인지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수준 Ⅲ에서는 과학 탐구 교육과정

전체를 탐구 피라미드의 형태와 탐구 지수 그리고 난이도 측면에서 평가

하도록 한다(조정일, 1989:20에서 재인용).

과학 교과서의 자료들을 탐구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Tamir(1985)는

탐구내용분석표를 고안해 내었다. 이 평가표를 통해 교과서의 내용과 진

술 형식들의 탐구성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교과서의

각 장에서 5개의 단락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각 문단내의 모든 문장들을

‘결론의 나열’과 ‘탐구적 진술’에 해당되는 범주에 구분한다. 결론의 나열

은 어떤 지식이 최종적인 결과이자 절대적인 것으로 진술하는 문장들이

해당되고, 탐구적 진실은 아이디어들이 형성되거나, 탐구적 과정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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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장으로 정의된다. 탐구성의 값은 결론의 나열에 대항되는 진술 범

주의 문장수를 결론의 나열 범주의 문장수로 나누어 얻어진 비율을 통해

산출 할 수 있다(조정일, 1989).

교과서의 탐구적 성향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Romey 기법도 있다. 이

기법 역시 본래 과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에는 지리 교과뿐

만 아니라 사회(민일홍, 2006; 최현석, 2008; 김태형․안재섭, 2019), 국어

(김지영, 2016), 기술가정(박정선, 2008; 이은정, 2013), 체육(임종찬, 2008;

박대권, 2012) 등의 교과에서 사용되고 있다. Romey(1968)는 과학학습

지도방법을 활동, 토론, 지식제공의 3가지 행동유형으로 나누고, 상호관

련도를 토대로 과학과 비과학의 학습지도를 설명했다. Romey(1968)가

주장한 바는 교사가 실험활동과 토의를 위주로 하는 탐구학습을 지향해

야 한다는 것이다. Romey(1968)는 교과서의 평가 및 선정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 참여도를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Romey(1968)는 정량적 분

석 기법을 제시했다. 본문 내용, 그림과 도표, 장과 절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활동 등을 지수로 만들어 교과서를 분석한 후 탐구적 교과서와 비

탐구적 교과서로 구분하였다(김태형․안재섭, 2019:55에서 재인용).

지리교육에서 역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지식을 찾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 보는 활동 중심의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과서가 탐구형으로 기술되어 교육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

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박철웅, 2005). 지리 교과에서 Romey

기법을 활용한 교과서 분석은 조창연(1981)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

었다. 1963년에 공시된 교육과정 지리Ⅰ, 지리Ⅱ 교과서 6종과 1974년에

공시된 국토지리, 인문지리 교과서 그리고 미국의 교과서 2종과 비교하

였다. 본문 내용, 도표, 학습문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본문 내용에서

는 학생 참여 지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그런데 도표, 학

습문제는 학생 참여지수가 증가되어 탐구 지향이 강조됨을 밝혔다. 미국

과 비교해보면 국내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학생참여지수가 미흡하고 빈약

하여, 향후 탐구적인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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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리교육에서 Romey 기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어져왔는데 이

학수(2000)는 5, 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리 교과서의 탐구성을 분석

하였다. 이광우(2002)는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의 지

리 영역만을 대상으로 탐구성 분석을 하였고, 설수연(2003)은 7차 교육

과정의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지리 영역의 탐구성을 확인하였다.

이훈효(2005) 역시 7차 교육과정 내의 교과서의 탐구성을 분석하였는데

고등학교 한국지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창렬(2011)은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자연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탐구성을 분

석하였다. 송지혜(2014)는 2009 개정 한국지리 교과서 4종과 세계 지리

1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단원의 탐구성을 분

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교과서와 비교하며 국내 교과서의 탐구 지향성이

미흡함을 판단하여 이를 보완해야함을 주장하였다.

Romey(1968) 기법의 이점으로는 정량적 분석 방법이기에 수치로 나타

난 결과 값을 통해 교과서 간 상호 비교 분석을 비교적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형균, 2016). 그리고 교과서의 구성 요소들(본문 내용,

시각 자료, 질문, 탐구활동 등)을 기준으로 탐구 성향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교과목 별로 교수-학습에 있어 중요한 구

성 요소의 탐구성 결과 값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홍성준, 2008). 따라서 Romey 기법은 탐구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리 교과서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음절에서는 Romey 기법을 이용하여 교과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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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구성 측정을 위한 Romey 기법

Romey 기법은 교과서의 탐구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며, 이를 위해 6가지의 평가 지수가 사용된다. (1) 본문, (2) 그림과 도표,

(3)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4) 장의 종합 부분, (5) 교과서 활동

에 대한 학생의 활동 수, (6) 주관적 평가가 이에 해당된다(Romey,

1968). 본 연구에서는 이들 6개의 방법들 가운데 ‘장의 종합 부분’과 ‘주

관적 평가’의 2개의 평가 지수를 제외하였다. 한국지리 교과서는 본문의

내용과 시각자료가 주를 이루며, 각 소단원의 끝부분마다 학생들에게 활

동을 요구하는 탐구활동이 배치되어 있는 구성이기에 두 평가 지수를 적

용하는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 내용 중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내용

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많아 본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원 시작

페이지는 활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림/도표와 활동으로 분석

하였고, 본문 내 포함된 활동은 본문 내용과 그림/도표 그리고 활동으로

분석하였다. 하나의 활동 안에 문장, 그림, 도표가 있는 경우 각각으로

분석하였고 그림이나 도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로 분석하였다. 탐

구 활동 내 사례의 본문 텍스트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하나의 탐구 활동

안에 하위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분석하였다. 교과서 가장 끝 부분

에 위치하는 평가, 마무리 부분은 단원의 끝 부분 질문을 위한 부분에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한 문장의 대상으로는 개조식 문장은 제외하고 서

술식 문장만 분석하였다. 심화내용 또는 읽을거리의 글은 그림/도표로서

만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omey 기법을 이용하여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에서 제

한점으로 거론되어왔던 교과서 분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 개입성 여

부를 검증․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지리교육 박사학위를 받은 2인), 현직

교사(지리 중등학교 교사 2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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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omey 기법에 의한 탐구성 평가 지수

구분 평가 지수 비고

계량적

지수

본문 내용 교과서 본문 내 문장을 통해 탐구성 확인

그림과 도표 교과서 내 시각 자료의 탐구성 파악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교과서의 절과 장의 끝부분에서발문을

통해 학습 내용을 마치고 있음

교과서 활동에 대한

학생의 활동 수

전체 교과서 지면 대비 교과서 본문 내용이

아닌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의 수

장의 종합 부분

장 끝부분에 있는 요약 내 문장 추출,

결론 반복 문장 수를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는 문장의 수로 나누어 산출

정성적

지수
주관적 평가 독해 수준, 수리 능력, 이외 평가 요소

* 본 연구에서는 장의 종합 부분, 주관적 평가 지수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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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평가 지수

본문 평가 지수(T, Text analysis rating index)는 교과서 본문을 구성

하는 문장의 탐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25개의 문장이 포함

된 단락을 임의로 선정하고 해당되는 범주(표 2)에 넣어 분류한다. 만일

25개의 문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이어진 문장을 차례로

선정한다. 단, 표제, 삽화의 설명, 단원 소개는 문장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Romey, 1968).

표 2. Romey 기법에 의한 본문 문장 유형

기호 범주 내용 성향

a 사실의 진술
학생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부

데이터나 관찰을 나타내는 간단한 진술

권위적b
결론 또는

일반화

결론이나, 일련의 사실에 있어 항목들 사이의

관계나 뜻에 대하여 저자의 견해가 진술된 것

c 정의 개념의 의미, 뜻만을 한정적으로 기술된 진술

d 질문과 답 질문 후에 바로 교과서에서 답이 제시됨

e 자료 분석 학생에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

탐구적

f 결론 유도 학생에게 자기 나름의 결론을 만들게 하는 진술

g 문제 제기
학생에게 어떤 활동을 실행하고 분석하도록 하

는 지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제기

h 흥미 유발
학생에게 흥미를 일으키게 하지만 교과서에서

즉시 답을 찾을 수 없음

출처 : Romey,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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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범주에 분류된 문장들의 개수를 세어 다음의 수식에 대입하여 본문

평가 지수(T)값을 산출한다.

 



* a: 사실의 진술, b: 결론 또는 일반화, c: 정의, d: 질문과 답, e: 자료 분석,

f: 결론 유도, g: 문제 제기, h: 흥미 유발에 범주에 해당되는 문장의 개수임.

항목 a, b c, d는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활동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 범주에 포함된 문장들이 많은 책은 권위주의적이고 비탐구

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한편, e, f, g, h의 항목이 많은 교과서일수

록 발견 지향적인 형태이고 탐구적인 경향으로 나타낸다.

본문 평가 지수로 산출된 수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T값이 0.4 미

만인 교과서의 본문 내용은 학생에게 사실이나 정의의 기억 이상으로는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1.5를 넘는 T값이 산출되었을 경우

에는 교과서가 질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학생이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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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범주 내용

a 설명 직접적인 설명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b 자료 분석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료를 사용

하도록 요구하는 것

출처 : Romey, 1968.

(2) 그림 및 도표 평가 지수

그림 및 도표 평가 지수(F.D., Figure and Diagram analysis)는 교과

서의 시각 자료들의 탐구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서 그

림이나 도표 등 시각 자료를 임의로 10개를 선정하고, 다음 제시되는 범

주에 분류한다(Romey, 1968).

표 3. Romey 기법에 의한 그림 및 도표 유형

그림 및 도표 평가지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 a: 설명, b: 자료 분석을 위한 시각 자료.

그림 및 도표 평가 지수(F.D)값이 0.4 미만인 교과서는 대부분 시각

자료들이 설명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권위적이고 비탐구적 성향의

교과서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F.D.의 값이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학생

들이 교과서의 시각 자료들을 통하여 학습 활동에 응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되는 시각 자료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D. 값이

0.4<F.D.<1.5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탐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Romey,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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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범주 내용

a 단순 질문 교과서에서 직접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b 정의 정의를 묻는 질문

c 상황 적용
학생이 장에서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

도록 하는 질문

d 문제 해결 학생이 문제 해결을 하도록 요구하는 질문

출처 : Romey, 1968.

(3)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평가 지수

교과서의 절과 장에서는 주로 발문을 통해 해당 학습 내용을 마치고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하여 교과서의 탐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Q,

analysis of Questions at chapter ends). 교과서 단원의 절과 장의 끝부

분에서 무작위로 10개의 질문을 고르고 각 질문을 해당되는 범주(표 4)

에 분류한다(Romey, 1968).

표 4. Romey 기법에 의한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유형

분류된 질문들에 대한 평가 지수(Q)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a: 단순 질문, b: 정의를 묻는 질문, c: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
d: 학생이 문제 해결 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Q)의 값이 0.4<Q<1.5에 해당되는 교과

서가 탐구적인 교과서이며, 이는 주로 사실을 확인하는 지식적 측면과

학습 내용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능적 측면을 비교적 고르

게 묻고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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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지수

활동지수(A, Activities index)는 교과서 내에서 학생이 직접 참여하거

나 해결해야 하는 등의 활동의 개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탐구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교과서에서 적어도 10페이지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제안된 활동의 수를 세어본다. 활동의 수를 조사한 페이지수로 나누어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Romey, 1968).

  



* n: 페이지 수, a: 총 학습활동 수.

Romey 기법을 통한 평가 지수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5). 평가 지수 값이 0일 때는 학생에게 아무런 활동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설명 위주의 비탐구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평가지수 값

이 0.4 이하이면, 권위적이고 비탐구 성향의 교과서로, 학생에게 사실과

정의의 습득만을 요구하여 학생들에게 탐구 성향을 개발하는 데 부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지수가 1.0으로 산출되었다면 이는 설명적 교과

서와 탐구적 교과서의 절충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평가 지수의 값이

1.5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탐구적 성향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상 질문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 지수의 값이 0.4

초과 1.5 미만의 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탐구형 교과서이고, 그 중에서

도 1.0에 근접할수록 설명식과 탐구식이 융합되어 있는, 보다 이상적인

절충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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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omey 기법의 평가 지수 해석

평가 지수 해석

0
학생의 활동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설명 위주의 비탐구

적 성향의 교과서임

0 초과, 0.4 이하
권위적이며 학생의 활동이 거의 없고 사실과 정의의 습

득만을 요구하는 비탐구적 성향의 교과서임

1
설명식과 활동형의 비율이 같은 이상적으로 절충된 교과

서임

0.4 초과, 1.5 미만
가장 바람직한 탐구적 성향의 교과서이며 학생들이 참여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1.5 이상
탐구 성향이 지나쳐 문제만 제기할 뿐, 학습을 위한 자료

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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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한국지리」교과서 내 도시 단원 분석

본 장에서는 우선 지면-회수 측정(space-and-time measure) 단위를

이용하여 교과서별 도시영역의 게재 분량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시 단원의 구성 체제와 성취기준의 변

화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내용 분석 기법을 통하여 교과서 내 핵심개

념 출현 빈도 및 의미연결망과 연결중심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는 Romey 기법을 통하여 교과서의 탐구성을 비교․검증하여 유의미

한 도시 단원 내용의 탐구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도시 단원 체계 변화

연구대상으로는 2007, 2009 개정 교과서는 검정된 교과서들 중 3종을

임의로 선택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검정된 3종을 모두 분

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연구범위는 각 개정 교육과정별 도시 단원

으로 한정하였다. 2007 개정 교과서에서 도시는 ‘(4) 거주와 여가의 공간’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4) 거주 공간의 변

화’ 단원,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4)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에

해당된다. 각 교과서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알파벳을 사용하여 표현하였

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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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육과정 별 한국지리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A 천재교육(박병익) D 금성출판사(서태열) G 천재교육(신정엽)

B 비상교육(이우평) E 비상교육(최규학) H 비상교육(유성종)

C 교학사(김주환) F 천재교육(박병익) I 미래엔(박철웅)

* 괄호 안은 대표 저자임.

** 2007 개정 교과서 출판년도: 2011년, 2009 개정 교과서 출판년도: 2014년, 2015 개정 교과서 출

판년도: 2018.

1) 도시 단원 비중

도시 단원이 한국지리 교과서별로 어느 정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양적 분포를 분석하여 표로 나타내었다(표 7). 교과서

의 분량은 내용분석 기법 중에서 지면-회수 측정 단위로 분석하는 것으

로 내용의 중요도가 교과서의 면수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2007, 2009, 2015 세 시기 교육과정의 교과서 전체 쪽수는 213∼331쪽

으로 평균 262.5쪽이다. 이 중 도시 단원은 26∼44면으로 평균 30.8쪽을

차지한다. 연구 대상의 전체 교과서들의 도시 단원 비중 평균은 13.3%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2007년도의 도시 단원 비중이

12.2%, 2009 개정 년도가 14.4% 2015 개정 년도가 13.5%로 도시 단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정년도 별 교과서 도시 단원 비중을 살펴보면, 2007 개정에서는 C교

과서가 13.5%로 가장 높고, B교과서가 10.8%로 가장 낮다. 2009 개정년

도에서는 교과서 F의 도시 단원 비중이 15.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 31 -

연구 대상 교과서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즉, 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들의 도시 단원 비중은 G 교과서가 11.7%로 가장 높고, H 교과서

가 14.7%로 가장 높은데 그 차이가 3이다. 이 차이 값은 연구 대상 시기

들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2015 개정 교과서들의 도시 단원 비중

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7. 교과서별 도시 단원 비중

개정년도 교과서 대단원 수
전체 페이지

(쪽수)

도시 단원

페이지

(쪽수)

전체

페이지 중

도시 단원

비중(%)

2007

A 8 261 32 12.2

B 8 313 34 10.8

C 8 311 42 13.5

2009

D 8 275 40 14.5

E 8 331 44 13.2

F 8 221 34 15.3

2015

G 7 221 26 11.7

H 7 217 32 14.7

I 7 213 3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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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단원 구성 및 성취기준

단원은 교육과정 구성 작업의 최종 결정체로 학습자들이 배우게 될 학

습내용과 학습 경험이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이경섭 등, 1982).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단원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

에 해당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성격은 그대로 단원 성격을 규정하게 되

고 어떤 단원을 설정하고 분량을 얼마만큼 설정하느냐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각 교과서의 내용과 특색을 파악할 수 있

다(함종혁, 1989). 도시지리가 단독 중단원 명을 갖게 된 것은 제7차 교육

과정 한국지리 과목에서부터이며 교육과정에 따른 도시 단원 구성의 명칭

(표 8)과 성취기준(표 9)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8. 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 도시 단원의 구성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대단원명
거주와

여가의 공간
거주 공간의 변화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도시와 촌락
도시와 촌락의

상호 의존과 변화
촌락의 변화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도시체계

정주 및

도시 체계

도시(내부)구조

도시의 내부 구조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대도시권의

형성과 주민 생활

도시 문제/

개발/계획

도시 재개발과

주민 생활

도시 재개발과

주민 생활

도시 계획과

재개발

기타
도시와 농촌의

여가 공간

도시와 농촌의

여가 공간

지역 개발과

공간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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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 도시 단원의 성취기준

교육과정 성취기준

2007 개정

∙생활공간으로서 도시와 촌락의 상호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의 정주 체계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를 세계

의 도시 체계와 연관 지어 파악한다.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토지 이용의

유형과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대도시권의 형성, 확대와 근교 농촌의 변화가 주민들의 생활양

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한다.

∙도시 재개발의 과정을 이해하고, 도시 재개발이 경관 및 주민

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현대 사회의 촌락 변화를 인구, 산업, 형태, 기능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도시와 농촌에서 활용되는 여가 공간의 사례를 찾고, 여가 공

간이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2009 개정

∙전통 촌락의 형성 과정과 경관 특성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

서 나타나는 촌락 변화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생활공간으로서 도시와 촌락의 상호 의존 관계를 이해하고, 우

리나라의 정주 체계와 도시 체계를 이해하며, 세계 도시 체계

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토지 이용의 유형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대도시권의 형성 및 확대와 근교 농촌의 변화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도시 재개발의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고, 도시 재개발이 도시

경관 변화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여가 공간 활용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과 상

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2015 개정

∙우리나라 촌락의 최근 변화상을 파악하고, 도시의 발달 과정

및 도시체계의 특성을 탐구한다.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내부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도

시권의 형성 및 확대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주요 대도시를 사례로 도시 계획과 재개발 과정이 도시 경관

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지역 개발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공간 및 환경 불평등과 지역

갈등 문제를 파악하고, 국토 개발 과정이 우리 국토에 미친 영

향에 대해 평가한다.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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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도시는 4번째 대단원인

‘거주와 여가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대단원을

통해 국토 공간상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도시와 촌락의 의

미를 파악하고, 세계의 도시 체계 내에서 우리나라 도시의 역할을 인식

해야 함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도시와 촌락에 관한 지리적 개념 및 공간

의 변화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과 여가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단원 구성에 있

어서는 대단원 내 3개의 내용 요소로 구성되며, 이 내용 요소는 중단원

의 주제가 된다.1) 첫째, 도시와 촌락의 상호 의존과 변화이며, 둘째, 도

시 재개발과 주민 생활, 그리고 마지막은 도시와 농촌의 여가 공간이 그

것이다(교육부,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변동과 국가 사회적 요구의 반영, 사회

과 교육내용의 계열화 미흡, 학습 내용 과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던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되,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 고

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이라는 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

에서 개발된 사회과 선택과목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

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있었다. 특히 사회과의 선택 과목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 지리영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발되었던 ‘경제지리’ 과목이 없어지게 되었고,

대신 경제지리 내용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교

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과목만이 고등학교에 남게 되었다. 2007 개정 교육

과정의 경제지리 분야가 한국지리 및 세계지리 내용에 통합되었으나 도

시 단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두 과목의 도시지리 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이준구,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시는 한국지리의 4번째 단원인 ‘거주와 여

가의 공간’ 대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2007 개정에 비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단원 내의 내용 요소 개수가 증가한 점이다. 2009 개정 교

1) 본 연구에서는 내용 요소와 중단원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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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서는 총 6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는데 촌락의 변화, 정주 및 도

시 체계, 도시의 내부 구조, 대도시권의 형성과 주민 생활, 도시 재개발

과 주민 생활, 도시와 농촌의 여가 공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취기

준을 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대부분 비슷하며 단원을 세분화하였을

뿐이다. 성취기준에서는 대도시권의 확대가 주민들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여가에

있어서 단순히 의미만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여가 공간과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상호 의존 관계를 설명

하도록 하는 더 확장된 양상을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도시는 이전 교육과정들에

서처럼 4번째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단원 제목은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이다. 대단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2007, 2009 개

정 교육과정과는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지역 개발’이 추가 되었다

는 것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중 하나인 학습량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9단원인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해체된 결과이다. 9단원의 성취 수준 가운데 지역 격차와 공간적 불평등

관련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4단원(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로)에 분산된 것이다(안종욱․김병연, 2016).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직전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목표와 더불어 나아가 우

리 국토가 당면한 공간 및 환경 불평등과 지역 갈등 문제에 슬기롭게 대

처하며, 국토 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토 개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추구하는 목표가 추가 되었다.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실질적인 내용인 성취기준에 따

라 구성되는데, 각 개정 교육과정 별 도시 단원의 성취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9).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성

취기준 변화는 미미하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통 촌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현대 사회에서 촌락이 변화하였음을 강조하며 그 원인

과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5 개

정 교육과정으로 성취기준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성취기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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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6개에서 4개로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특징 중의 하나인 학습 내용의 적정화와 학습자의 학습 양적 부

담을 낮추기 위한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안종욱․김병연, 2016). 현재 우

리나라의 대부분은 도시이므로, 촌락의 내용은 최근의 변화상만을 파악

할 것을 제시하며 촌락과 관련된 내용이 대폭 줄었다. 도시의 지역 분화,

도시 내부 구조 변화 그리고 대도시권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주민들에

게 미친 영향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성취기준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이래로 꾸준히 기술되어오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 교

육과정에서 다루었던 도시 재개발은 지역 개발과 불평등, 국토 개발 과

정의 더 큰 스케일의 차원에서 영향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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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편찬이라는 방향을

지니는데, 이는 학습자의 생활 경험과 연계되어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

발 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통한 탐

구 활동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게 하여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케 하여야한다는 것이다(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6).

이러한 교과서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텍스트와 사진, 모식도, 그래

프 등의 시각자료, 학습자에게 교과서 내 단원 본문 내용 후 관련 활동

을 요구하는 탐구활동 그리고 그 탐구 활동 속 발문을 통해 학습한 내용

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간용, 2005). 현 2015 개

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내의 도시 단원의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표 10).

우선 교과서의 도입 부분은 ‘생각 열기’, ‘생활 속 사례로 시작하기’와

같은 명칭으로 질문을 통해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학생이 학습 내용을 들어가지 전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집중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허만규 등, 1997). 본문 내용(그림 1)은 주로 텍스트위주

로 구성되어 사실적 정보가 나열되어 있고,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 서술 방식이 주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어 딱딱한 문체에 의

존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서 지면 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서

태열, 2011:50에서 재인용). 교과서 내 시각자료(그림 2)는 도표, 지도, 그

래프 등이 해당되며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를 넘어,

학습 주제를 재현해 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박상윤․강창숙, 2013). 특히 지리 교과서에서는 타 교과에 비해 시

각 자료 비중이 높고 유형 또한 다양한데, ‘지도’는 문자자료 이상의 중

요한 텍스트 역할(강창숙․최혜순, 2008; 신지연, 2011)을 대신할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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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내 탐구활동 부분은 교과서 소단원 내 중간 부분에 위치할 뿐

만 아니라, 끝부분에는 항상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탐구활동은 단순 지

식 습득이 아닌 학습자의 사고력의 수준을 고차원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 목표 달성에 있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교과서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김한나․김영호, 2016).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탐구 활동들은 ‘일상과 통하다’, ‘지리가 답하다’, ‘주

제로 정리하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탐구 활동

내에는 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의 여러 가지의 자료와 함께 몇 가지의

발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은 도시 내부 지역 분화 본문 내용 직후

에 수록된 탐구활동 자료이다. 탐구 활동 사례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 자

료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3은 지도와 신문 기사의 내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료 4는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각종 지도와 설명문을 담

고 있다. 더불어 3개의 발문이 이어져 있는데, 세 가지의 발문 모두 학습

자에게 도시 내부 구조 분화 과정을 주어진 자료를 통해 설명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의 확장하여 문

제 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함으로 보인다(박현주․오은혜, 2014).

교과서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에는 대단원 마무리, 주제로 정리하기, 단

원 마무리라는 명칭으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단원 내의 학습

내용이 모식도를 통해 정리되어 있기도 하며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시하거나 평가 문제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표 10. 도시 단원의 내용 구성

항목 비고 Romey 평가 지수

도입
‘생각열기’, ‘생활 속 사례로 시작하기’ 등

을 통한 질문

본문 텍스트 위주 T 지수

시각자료 도표, 지도, 그래프 등 F.D. 지수

탐구활동 시각자료, 텍스트, 관련 발문 Q 지수, A 지수

정리, 요약 학습 내용 정리, 활동지, 평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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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과서 본문 사례

출처 : 신정엽 등, 2018.

그림 2. 교과서 시각자료 사례

출처 : 유성종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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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과서 탐구 활동 사례

출처 : 박철웅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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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빈도 측정을 통한 내용 분석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도시 단원의 텍스트들을 Krkwic 소프트웨

어를 활용하여 단어로 해체한 후 출현빈도를 토대로 핵심개념을 선정하

였다. 그러고 나서 UciNet의 사회관계망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핵

심개념들의 의미연결망 및 연결중심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미연결망

이란 텍스트 안에서 핵심개념들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

화한 것으로 핵심개념들이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 상호연

결된 형태와 연결강도 등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Stemler, 2001; 성열관, 2010; 이동민, 2014). 그리고 연

결중심성이란 의미연결망에서 핵심개념들이 다른 핵심개념들과 연결된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을수록 의미연결망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조은설, 2013; 이동민, 2014). 이를 통해서 도시

단원의 핵심어들이 교과서 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비교하고자 한다. 아울러 핵

심개념들 간 연결망을 파악하여 도시 단원의 중단원과의 연계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3종만을 선

정하였다. 핵심개념은 출현 빈도수가 높은 20개의 개념을 선정하였으며,

핵심개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총론에서 제시하는 ‘촌락, 도시

체계, 도시 내부 구조, 대도시권, 도시 재개발, 지역 개발’의 6가지 학습

요소를 포함하였다.

1) 용어 출현 빈도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3종(G, H, I)의 도시 단원 텍스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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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Kwic로 분석하여 상위 20개의 빈도수가 높은 핵심개념을 선별하였다

(표 11). 이 중에서 의미상 중복되는 단어들은 통합(예: ‘도시의’, ‘도시가’

⇒‘도시’)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우선 개별 교과서 측면으로 살펴보면 G 교과서의 핵심개념들의 총 출

현 회수는 753회로 세 교과서 중 빈도수가 높은 핵심개념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도시 단원이 2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개념들이 가

장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주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 교과서로 여길 수

있다. G 교과서에서만 사용되는 핵심개념들은 ‘주민’, ‘중심지’, ‘변화’가

있다. H 교과서의 핵심개념 출현 빈도 총 횟수는 482로 연구 대상 교과

서들 중 가장 핵심개념들이 적게 사용되었다. 그런데 H 교과서의 도시

단원 분량은 32페이지로 동일 교육과정 내 교과서 중 도시 단원 분량의

절대치가 가장 높다. 또한 H 교과서에서만 출현한 핵심개념들은 ‘시설’,

‘토지’, ‘주거’, ‘주택’, ‘접근성’, 총 5개로 가장 많다. 따라서 H교과서는 도

시 단원의 분량이 많은 만큼 다양한 용어가 쓰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I 교과서의 핵심개념 빈도 총 횟수는 617회이며, ‘교통’, ‘산업’, ‘경제’,

‘경관’ 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출현하였다.

세 교과서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보면, 교과서 내 가장 출현 빈도가 높

은 핵심어는 모두 ‘도시’였으며 G, H, I 교과서 각각 131회, 85회, 104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지역’ 개념이 그다음으로 많이 출현하였다. 세

번째로 높은 출현 횟수를 보이는 핵심개념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G, H교

과서는 ‘기능’인 반면 교과서 I는 ‘지역 개발’로 이 핵심개념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총론에 제시된 학습요소이기도 하다. 세 교과서에서 핵

심개념의 공통 개수는 사회과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6개를 제외하고

‘도시’, ‘지역’, ‘기능’, ‘인구’, ‘공간’ 총 5개이다. 그리고 세 교과서 모두

‘도시체계’와 ‘도시내부구조’의 빈도수가 가장 낮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다. 이를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핵심개념들의 의미연결망 및 연결중심성

분석을 통해 교과서가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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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5 개정 한국지리 교과서 도시 단원 핵심개념 빈도수

교과서 G (천재교육) H (비상교육) I (미래엔)

순위 핵심개념 횟수 핵심개념 횟수 핵심개념 횟수

1 도시 131 도시 85 도시 104

2 지역 105 지역 57 지역 72

3 도시계획 66 기능 39 지역개발 45

4 기능 57 지역개발 34 촌락 42

5 지역개발 60 대도시권 33 인구 41

6 인구 37 인구 30 대도시권 37

7 대도시권 35 촌락 30 도시재개발 35

8 성장 31 도시재개발 29 환경 29

9 도심 29 중심 18 기능 28

10 국토 26 시설 17 도심 26

11 환경 25 토지 16 교통 24

12 도시재개발 25 주거 16 공간 21

13 주민 23 주택 13 산업 21

14 촌락 21 접근성 12 국토 19

15 생활 19 생활 12 경제 18

16 중심지 18 성장 12 경관 16

17 변화 17 공간 11 도시계획 14

18 공간 17 상업 11 상업 14

19 도시체계 9 도시체계 5 도시체계 9

20 도시내부구조 2 도시내부구조 2 도시내부구조 2

합계 753 482 617

* 핵심개념은 2015 교육과정 사회과 총론에서 제시된 학습요소임(촌락, 도시체계, 도시내부구조,
대도시권, 도시재개발,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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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개념들의 의미연결망 및 연결중심성 분석

KrKwic을 통해 분석한 핵심개념들 간의 연결중심성을 Ucinet(버전 6)

이 제공하는 NetDraw를 활용하여, 각 교과서마다 핵심개념들의 의미연

결망으로 시각화하였다(그림 4, 그림 5, 그림 6). 의미연결망에서는 텍스

트 구조 내부에서도 중심성이 높은 핵심개념일수록 다수의 핵심개념을

연결하는 중심부에 위치하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핵심개념들 사이를 연결한 선의 굵기는 연결된 개념들 간의 상호

연관된 정도에 비례한다. 개념이 의미연결망의 주변부에 위치할수록, 다

른 개념들과 연결된 선의 숫자의 개수가 적고 굵기가 가늘수록 해당 개

념이 전체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주변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

편 노드의 크기는 연결된 개념과의 강도인 진입 차수(indegree)와 비례하

는데, 즉 큰 노드를 지닌 개념일수록 연결된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Wasserman and Faust, 1994:126-128, Russo and

Koesten, 2005; 이동민, 2017:361에서 재인용). 그리고 UciNet 6을 활용하

여 산출된 교과서 별로 핵심개념들의 연결중심성을 비교․정리하였다(표

12).

먼저 G 교과서의 의미연결망(그림 4)을 살펴보면 중심에 ‘지역개발’,

‘환경’, ‘도시’, ‘국토’ 개념을 중심으로 각 개념들이 연결되는 패턴을 관찰

할 수 있다. 핵심개념들의 연결중심성을 표 12와 같이 도출한 결과, 의미

연결망의 중심부에 위치한 개념들 중에서도 ‘지역개발’의 개념이 연결중

심성 2.912점으로 가장 중심성이 높은 개념으로 확인되었다. 핵심개념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도시’의 경우 연결중심성은 3위이며, 노드의 크

기를 보면 ‘환경’(빈도수 11위)에 비해 매우 작게 나타난다. 이는 주변의

연결된 개념들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계획’의 경우 빈도

수는 3위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결 중심성이 1.375로 10위를 차지하며 외

부에 위치함을 파악할 수 있다. 도시내부구조의 연결중심성은 0으로 상위

핵심개념 20개와 어떠한 연관성도 갖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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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H 교과서의 의미 연결망 중심부에는 ‘지역’, ‘생활’, ‘도시’ 의

핵심개념들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의 개념은 빈도수도 높기

도 하고 의미 연결망에서도 중심에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9를 통해

연결중심성을 살펴보면 ‘도시’가 4.22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지역’

이 3.995, ‘주거’가 3.938로 기록했다. 연결중심성 지수가 가장 낮은 핵심

개념은 0.058을 기록한 ‘도시체계’였다. ‘도시 내부 구조’ 개념은 빈도수가

2로 가장 낮았지만 연결 중심성이 1.504로 나타나 가장 외부에 위치하지

않는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

I 교과서의 핵심개념들의 의미 연결망(그림 6)을 살펴보면 ‘지역’, ‘산

업’, ‘상업’, ‘인구’, ‘도시’ 개념들을 중심으로 다른 교과서들에 한곳에 집중

되지 않고 핵심개념들이 분포해 있다. ‘지역’ 개념은 빈도수 72회로 2위이

고 연결중심성은 2.78로 1위를 차지하여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 개

념의 경우 출현 빈도수가 21회로 13위를 차지하는 반면 2.635로 연결중심

성 2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교과서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

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 성장이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생긴

결과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촌락’은 4위라

는 높은 42회의 출현 빈도를 보였는데, 연결중심성은 17위로 0.378점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의미연결망의 중심과 아래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G 교과서 연결중심성의 상위 5개 핵심개념

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환경’, ‘도시’, ‘국토’로 나타나는데, 도시 중단원들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H 교과서의 무엇보다도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연결중심성

의 점수가 높았다. 연결중심성 상위 5개의 핵심개념은 ‘도시’, ‘지역’, ‘주

거’, ‘상업’, ‘토지’로 나타나는데, 도시의 내부 구성 요소들을 다루는 개념

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 교과서의 연결중심성

상위권 개념으로는 ‘지역’, ‘산업’, ‘도시 재개발’, ‘상업’, ‘도시’차례 순으로

나타나는데, 도시의 경제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이 기술되

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 46 -

그림 4. G 교과서 도시 단원 핵심개념들의 의미연결망

그림 5. H 교과서 도시 단원 핵심개념들의 의미연결망

그림 6. I 교과서 도시 단원 핵심개념들의 의미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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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5 개정 한국지리 교과서 도시 단원 핵심개념들의 연결중심성

교과서 G (천재교육) H (비상교육) I (미래엔)

순위 핵심개념
연결

중심성
핵심개념

연결

중심성
핵심개념

연결

중심성

1 지역개발 2.912 도시 4.277 지역 2.780

2 지역 2.539 지역 3.995 산업 2.635

3 도시 2.494 주거 3.938
도시

재개발
2.566

4 국토 2.353 상업 3.604 상업 2.300

5 환경 2.237 토지 3.029 도시 2.083

6 생활 1.858 중심 2.513 도심 2.036

7 주민 1.845 인구 2.446 경제 1.933

8 인구 1.798 기능 2.166 국토 1.87

9 성장 1.767 생활 2.068 환경 1.634

10 도시계획 1.375 시설 2.023 공간 1.393

11 기능 0.924 주택 1.934 기능 1.314

12 도시체계 0.811 대도시권 1.874 도시계획 1.310

13 변화 0.756
도시

내부구조
1.504 교통 1.040

14 대도시권 0.751 지역개발 1.484 인구 0.876

15 촌락 0.684 성장 1.234 지역개발 0.755

16 도심 0.524
도시

재개발
1.099 대도시권 0.547

17
도시

재개발
0.504 공간 0.588 촌락 0.378

18 공간 0.403 접근성 0.5 도시체계 0.343

19 중심지 0.316 촌락 0.491 경관 0.255

20
도시

내부구조
0 도시체계 0.058

도시

내부구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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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개념들 간 연결망 분석

핵심개념과 도시지리학의 주제들을 다루는 도시 단원의 중단원과 연계

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과서 별 도시 단원의 의미연결망과 연결중심성

(그림 4, 그림 5, 그림 6, 표 12)을 토대로 핵심개념 간 연결망을 도출하

여 분석하였다(표 13).

표 13. 교과서 별 핵심개념들 간 연결망

교과서 연결망 핵심개념 비고

G

(천재교육)

제1연결 지역개발-국토-성장-지역 도시 개발

제2연결 도시계획-도시-도시재개발-주민-변화 도시 계획

H

(비상)

제1연결 도시-지역-주거-주택-시설 도시와 촌락

제2연결 대도시권-중심-인구-토지
도시(내부)

구조

I

(미래엔)

제1연결 지역-산업-도심-도시재개발-상업 도시 개발

제2연결 환경-경제-국토-공간 기타

G 교과서의 제1연결망은 ‘지역개발-국토-성장-지역’의 핵심개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결망 내 핵심개념 ‘지역개발’, ‘지역’, ‘국토’는 연결중

심성이 차례로 1위, 2위, 4위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의미연결망

에서 가장 굵은 선들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결망은

도시 단원에서 도시 개발 중단원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



- 49 -

는 특징을 지닌다. 제2연결망은 ‘도시계획-도시-도시재개발-주민-변화’의

5개의 핵심개념들로 이루어진다. 이 제2연결망의 각 핵심개념이 의미연결

망(그림 4) 내에서 멀리 분산되어 위치하였지만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시재개발’이나 ‘도시계획’과 같은 핵심개념이 연결중심성

이 낮아 외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시 계획의 중단원과 관련된 개념들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H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핵심개념들의 제1연결망은 ‘도시-지역-주거-

주택-시설’이다. 이 중 ‘도시’, ‘지역’, ‘주거’ 핵심개념은 연결중심성 값이

가장 높게 산출된 것들이며, 제1연결망은 도시 단원 중 도시와 촌락의

중단원에 해당된다. ‘대도시권-중심-인구-토지’의 제2연결망은 도시 단원

의 도시(내부)구조와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3종 들 중 H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교과서 I의 제1연결망은 ‘지역-산업-도심-도시재개발-상업’으로 볼 수

있다. 제1연결망에 해당되는 핵심개념들은 모두 연결중심성이 매우 높으

며 개념들 간 연결성 또한 높아 의미연결망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연결선

도 굵게 나타난다(그림 6). ‘환경-경제-국토-공간’의 제2연결망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의 도시 단원에서는 없었던

기타 부분인, 국토 개발과 환경 불평등과 관련된 내용에서 연계되는 핵

심개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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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mey 기법을 통한 교과서 분석

1) 본문 평가 지수

개정 연도 별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3종의 도시 단원 본문 내용에

서 25개의 문장을 임의로 선정한다. 그리고 선택한 문장을 읽고 문장 유

형 범주에 분류하고 개수를 세어 교과서 본문 평가지수 T값을 산출하였

다. 이에 대해 각 교과서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4).

표 14. 교과서 본문 분석

교육과정 교과서 a b c d e f g h 계 지수(T) 평균

2007

개정

A 13 5 4 · 1 2 · · 25 0.136

0.253B 8 11 · · 3 2 1 · 25 0.315

C 8 8 2 · 2 2 1 1 25 0.315

2009

개정

D 6 11 · 1 5 2 · · 25 0.38

0.184E 8 13 2 · · 2 · · 25 0.086

F 5 15 3 · · · 1 1 25 0.086

2015

개정

G 4 13 · 4 2 1 · · 25 0.136

0.157H 6 16 1 · · 1 1 · 25 0.086

I 8 10 2 · 4 1 · · 25 0.25

* a: 사실의 진술, b: 결론 또는 일반화, c: 정의, d: 질문 후에 바로 교과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진술, e: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 f: 학생에게 자기 나름의 결론을 만들

게 하는 진술, g: 학생에게 어떤 활동을 실행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지시, 학생들에 의해 해결되

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진술, h: 학생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게 하지만 교과서에서 즉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 본문 평가 지수(T) = e+f+g+h/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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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정 연도 별 각 교과서 본문 지수 T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A 교과서는 T 값이 0.136으로 대상 교과서 중 가장 낮은 정도를 보

인다. 이는 탐구적으로 해당되는 범주인 e, f, g, h항에서 다른 두 교과서

에 적었기 때문이다. B 교과서와 C교과서의 T 값은 0.315로 동일하게

산출되었는데 비탐구적 성향의 문항(a, b, c, d)의 범주에서 약간의 차이

가 있다. B 교과서는 결론 및 일반화의 b항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정의

를 진술하는 c항이 없었다. C교과서는 사실 진술 문장(a)과 결론 및 일

반화 문장(b) 개수가 같았으며, 정의를 진술한 문장(c)이 2개가 포함되었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D 교과서는 동일 년도 개정 교과서에 비해 가

장 높은 0.38의 T 값을 지닌다. 이는 Romey가 제시한 비탐구 성향에서

탐구적 성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최소 기준인 0.4에 근접한 결과이다. 따

라서 조금의 보완이 있다면 그나마 본문 평가 지수에서 탐구적인 교과서

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과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교과서

와 F교과서는 0.086의 같은 T값이 산출되었다. 25개의 문장 중 단 2개만

이 탐구적 범주에 해당된다. E 교과서에서는 학생이 자신만의 답을 만들

어 내는 f항 문장이 2개인 반면, F 교과서는 학생에게 문제 해결을 지시

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문장이 1개씩 해당되는 차이점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본문 평가 지수 값을 살펴보면 G교과서

는 0.136의 값이 도출되었고, H교과서의 값은 0.086이다. H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지닌다. I 교과서

의 T 값은 0.25로 같은 개정 시기 교과서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 학

생에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인 e에 해당되는 문장이 4개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3종은 모두 학

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만, 교과서에서 답을 제시하지 않는 h항에 해

당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세 교과서의 본문 평가 지수(T) 값의 평균은

0.253으로 세 교육과정 시기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2009 개정 교육

과정 시기에 0.184로 하락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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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7로 지속적으로 0에 가까워졌다. 각 교육과정 모든 한국지리 교과서

의 본문 평가 지수는 Romey(1968)의 기준에 따라 비탐구적으로 판정된

다.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과서의 본문 내용은 학생의 활동 요구

가 매우 적어 탐구 능력 배양이 어려운 권위적 교과서의 경향으로 심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산출 되는 데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되

는 a 범주와 결론 및 일반화의 b 범주에 속하는 문장들로 교과서가 대

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본문 평가 지

수가 가장 낮아 탐구성이 약한 교과서의 예시(그림 7)처럼 대부분 교과

서가 사실과 사실의 집합으로 일반화시키는 문장들이 주로 나열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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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탐구성이 약한 본문 내용 사례

출처 : 유성종 등, 2018.

그림 8. 탐구성이 강한 본문 내용 사례

출처 : 신정엽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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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및 도표 평가 지수

표 15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3개 개정 연도 별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도시 단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10개의 그림과 도표를 분석한 결과

이다.

표 15. 그림 및 도표 분석

교육과정 교과서 a b 계 지수(F.D.) 평균

2007

개정

A 5 5 10 1

1.253B 3 7 10 2.333

C 7 3 10 0.428

2009

개정

D 3 7 10 2.333

1.142E 6 4 10 0.666

F 7 3 10 0.428

2015

개정

G 3 7 10 2.333

1.444H 5 5 10 1

I 5 5 10 1

* a: 직접적인 설명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되어지는 것, b: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료

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 그림 및 도표 평가 지수(F.D.) =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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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도 별 각 교과서 그림 및 도표 평가 지수(F.D.)를 살펴보면 우

선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A는 F.D. 값이 1로 나왔는데 설명식과

탐구식이 융합되어 있는 절충형 교과서의 모습을 보인다. B 교과서의

F.D. 값은 2.333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중 가장 높은 반면 C

교과서는 0.428로 가장 낮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D의 F.D. 지수는 2.333으로 해당 교육과정

의 교과서들 중 가장 높은 값을 지녔고, 이는 Romey의 적절한 탐구성의

범위(0.4<평가 지수<1.5)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시각 자료

를 활용하여 활동해야 하는 자료가 지나침을 의미한다. E 교과서는 F.D.

값이 0.666이고, F 교과서의 F.D. 값은 0.428이며 탐구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E는 그림이나 도표가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

들이 더 많은 반면 F 교과서는 설명식의 시각 자료의 비중이 높은 차이

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들의 F.D. 지수를 분석해 보면 교과서 G가

2.333으로 가장 높은 F.D. 지수로 나타났다. H, I 교과서는 모두 그림 및

도표 지수가 1로, 설명식과 탐구식이 절충된 교과서의 모습을 보인다.

교육과정 내 한국지리 교과서 전체 평가지수 F.D.의 평균값은 1.279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Romey의 평가 지수 해석에 따라 탐구적 교과서에

해당되는 범주인 0.4<F.D.<1.5 에 포함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하여 데이터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이나 도표를 사용

하여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F.D.

평균값은 1.253이며 2009 개정 교육과 시기에 F.D. 평균값은 1.142로 이

전 교육과정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매우 미미하여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 그림 및 도표 평가 지수

가 1.444로 증가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바람직한 교과서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9는 도시 내부 구조 구성의 설명을 위해 본문 텍스트 옆에 도시

내부 구조 모식도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 자료는 학생들이 개념

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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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도시 내부 구조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 활동을 나

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지도와 사진의 형태로 시

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 자료는 학생이 도시 내부 구

조의 변화와 인구 변화를 연관 지어 설명하는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9.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시각 자료 사례

출처 : 유성종 등, 2018.

그림 10. 학생에게 활동을 요구하는 시각 자료 사례

출처 : 박철웅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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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평가 지수

교과서의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을 임의로 10개 선정하여

Romey(1968)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탐구적 성향을 분석하여 표 16에 나

타내었다.

표 16.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분석

교육과정 교과서 a b c d 계 지수(Q) 평균

2007

개정

A 4 · 5 1 10 1.5

1.777B 3 · 5 2 10 2.333

C 4 · 4 2 10 1.5

2009

개정

D 1 · 2 7 10 9

7.333E 1 · 7 2 10 9

F 2 · 5 3 10 4

2015

개정

G 1 · 7 2 10 9

8.666H 2 · 4 4 10 8

I 1 · 6 3 10 9

* a: 교과서에서 직접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b: 정의를 묻는 질문, c: 학생이 장에서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 d: 문제 해결을 하도록 요구하는 질문.

** 절과 장의 끝부분 질문 지수(Q) = c+d/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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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 별 각 교과서들을 세세히 분석해보면, 2007 개정 교육

과정 교과서의 연구 대상 중 A 교과서와 C 교과서의 Q 값은 1.5이다.

Romey의 적절한 교과서의 탐구성 수준(0.4<Q<1.5)의 경계에 해당된다.

교과서 B의 Q 지수 값은 2.333으로 동일 개정 년도 교과서에 비해 가장

높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교과서 D와 E의 Q

지수 값이 9로 매우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F 교과서의 경우

에는 Q 값이 4로 나와 지나치게 탐구적이긴 하지만, 다른 교과서들에 비

해 낮은 값을 보여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Q 지수의 평균값을 나타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들은

교과서 G, I가 9의 Q 값이 산출되었고 H 교과서의 Q 값은 8이다. 세 교

과서 모두 고루 높은 값을 지니고 있고 이전 교육과정들에 비해 거의 모

든 절의 끝마다 학생들에게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들의 Q 지수 평균값은 1.777로 질문으로 대

부분 이루어져 학습에 부적절한 교과서의 범주에 해당된다. 그런데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들의 Q 지수의

평균값은 7.333으로 극적인 증가의 변화 모습을 보인다. 2015 개정 교육

과정 교과서의 평균 Q값은 8.666으로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소폭 상승

하여 여전히 지나치게 탐구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처럼 2007, 2009, 2015

세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교과서는 소단원의 끝에서 제시되는 질문 평가

지수 Q값이 모두 Romey의 적정수준(0.4<Q<1.5)에서 매우 벗어나는 수

치이다. Q 값이 1.5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실상 질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탐구 성향이 너무 지나침은 학생이나 교사에

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최현석, 2008).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A와 C는 그리고 비교적 탐구적 범위(0.4

<평가 지수<1.5)에 근접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0개의 샘플링

한 문장 중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a)이 4개나 포함되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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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연구 대상인 교육과정별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질문

은 학생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c)이다. 제시된 표 17은 이에 해당되는 교과서의 절과 장 끝부분에 있는

질문 예시이다.

표 17.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사례

기호 범주 교과서 사례

a 단순질문

A 신도시 개발의 장단점을 정리해보자.

C
자료1의 취락들에 대한 지형도와 고지도를 자료

2에서 찾아보자.

c 상황적용 G

자료 3 을 토대로 임실군 느티 마을의 주민 생

활 변화에 대해 발표해 보자.

자료2 , 자료3 을 참고하여 도시 내부 구조 및

각 지역의 경관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써 보자.

* A,C: 2007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G: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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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지수

개정 연도 별 교과서 도시 단원 전체의 페이지 수를 작성한 후, 학생

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수를 세고 전체 페이지수로 나

누어 활동지수 A를 표 18에 나타내었다.

표 18. 활동지수 분석

교육과정 교과서 a n 지수(A) 평균

2007

개정

A 32 25 0.781

0.62B 19 34 0.558

C 22 42 0.523

2009

개정

D 24 40 0.6

0.615E 16 44 0.363

F 30 34 0.882

2015

개정

G 18 26 0.692

0.566H 13 32 0.406

I 18 30 0.6

* a: 총 학습활동 수, n: 페이지 수,

** 활동지수(A) :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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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07 개정 교육과정 개별 교과서의 활동지수 특징을 살펴보면

A 교과서의 A값이 0.781로 가장 높고 B 교과서가 0.558, C 교과서가

0.523으로 뒤를 잇는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들의 활동지수 A의

차이는 다른 두 개정 교육과정들에 비해 가장 적다는 특징을 지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서의 활동지수 평균값은 0.615으

로 탐구적 성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E 교과는 0.363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E 교과서는 탐구적 성향으로 판단되는 최소 기준

인 0.4에 근접한 수치이다. 교과서의 D의 활동지수 값은 0.6이고 F 교과

서의 경우에는 0.882로 탐구적 교과서 범위에 해당 되어 도시 단원의 전

체 페이지에서 학습 활동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을 보면 G 교과서의 A값이 0.692로 동

일년도의 다른 교과서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진 탐구적인 교과서이다. H

교과서는 0.406의 활동지수 값을 지니는데 가까스로 탐구적인 교과서의

판정 범주에 해당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 I의 활동

지수 값은 0.6으로 나타났다.

세 시기에 걸친 교육과정의 활동지수 A의 평균값은 0.6으로 탐구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평균 A 지수는

0.62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오히려 감소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활동지수 평균값이 0.615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A의 평균

값은 0.566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활동 개수 a의 총합의 개수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총 73개 2009 개정 교육과

정 교과서는 총 70개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총 49개이다.

전체 도시 단원 해당 지면의 장수가 줄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활동 개수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탐구활동의 자료가 풍부

하다고 해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사고력을 증진을 보장하

는 것은 아니다(이간용,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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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서 분석 결과 논의

표 19는 2007, 2009, 2015 각 개정 교육과정별 교과서 3종에 대하여

Romey의 4가지 탐구성 분석 요인별 결과 값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개

별 교과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문 내용 평가 지수는 모든 교과서가

비탐구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설명위주

의 교과서로 편찬되고 있었다. 그림 및 도표 평가 지수는 A, C, E, F,

H, I 교과서가 0.4∼1.5 로 결과 값이 산출되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탐구적 성향의 교과서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교과서 A, H, I 의 평가

지수는 1로 도출되어 설명식과 활동식이 절충된 모습의 교과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절과 장의 끝부분의 질문 평가 지수는 모든 교과서가 탐구

적 범위의 최솟값인 1.5를 넘어 지나치게 탐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활동지수는 E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들의 평

가지수가 0.4∼1.5로 탐구적인 성향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석 요인에서

탐구적 성향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는 없었지만, A, C, F, H, I

교과서가 그림 및 도표, 활동의 2가지의 항목에서 탐구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E 교과서는 그림 및 도표 요인만 탐구적 성향을 나

타낸 반면, 교과서 B, D, G는 활동지수만이 탐구적 성향의 범위에 있었

다.

교육과정 내 교과서들을 비교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A, B,

C의 본문 평가 지수는 모두 0.4 미만의 권위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림

및 도표 평가 요인에서는 C 교과서가 비탐구적 성향이었지만 전체 평균

값으로 보면 탐구적 성향 범주에 해당된다. 절과 장의 끝 부분의 질문

평가 지수는 세 교과서 모두 지나치게 탐구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활동

지수는 모두 탐구적 범주에 해당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D, E, F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본문 평가 지수는 모두 비탐구적으로 나

타났다. 그림 및 도표 평가 요인에서 D 교과서가 탐구성이 지나친 범주

에 해당되나 평균값을 보면 다른 교과서들의 값과 상쇄되어 탐구적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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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오게 된다. 절과 장의 끝부분의 질문 평가 지수 값은 모두 1.5를

넘어 과도한 탐구적 성향을 보인다. 활동 분석 요인은 E 교과서가 비탐

구적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평균값은 탐구적 성향 범주에 해당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G, H, I를 살펴보면, 본문 지수는 모두 설

명식으로 비탐구적 성향을 보인다. 그림 및 도표 평가 지수에서는 교과

서 G가 탐구성이 지나치게 높은 성향을 보였으나 다른 교과서와의 평균

값은 탐구적 성향의 범위내로 산출되었다. 절과 장의 끝부분의 질문 분

석 요인은 모두 과도하게 탐구적으로 구성되었으나, 활동지수 요인의 평

가 값들은 모두 탐구적 범위에 속하였다.

교육과정 간 교과서들을 비교 분석해보면 본문 내용은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 모두 설명적이고 권위적인 비탐구적 성향을 나타났

다. 개정이 되어감에 따라 0에 더 가까워져 비탐구적 경향이 상승하는

특징을 주목할 만하다. 그림 및 도표 평가 요인은 모두 탐구적으로 구성

되어있으나, 절과 장의 끝부분의 질문 요인은 모두 지나치게 탐구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탐구 성향이 급상승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활동지수는 세 개

정 교육과정 시기 모두 탐구적이나 개정됨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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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교과서 별 Romey 기법에 의한 탐구성 분석 결과

교육

과정
교과서

본문 지수

(T)

그림․도표

지수(F.D.)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지수(Q)

활동지수

(A)

2007

개정

A 0.136 1 1.5 0.781

B 0.315 2.333 2.333 0.558

C 0.315 0.428 1.5 0.523

평균 0.253 1.253 1.777 0.62

2009

개정

D 0.38 2.333 9 0.6

E 0.086 0.666 9 0.363

F 0.086 0.428 4 0.882

평균 0.184 1.142 7.333 0.615

2015

개정

G 0.136 2.333 9 0.692

H 0.086 1 8 0.406

I 0.25 1 9 0.6

평균 0.157 1.444 8.666 0.566

* 밑줄 친 값은 Romey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탐구적 교과서의 범위임(0.4<평가 지수<1.5).

이상 교육과정 별 한국지리 교과서 도시 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탐구

성을 분석한 결과,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들 모두 최대

2가지 요인에서만 탐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A, C, E, F, H, I가

그림 및 도표 지수와, 활동지수에서 탐구적 교과서 범주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교과서 B는 그림 및 도표 지수에서만 탐구적으로 나타났으며, 교

과서 D, G 는 모든 평가지수에서 비탐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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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과서 내 도시 단원 탐구성 향상 방안

Romey(1968)는 바람직한 교과서란 평가 지수의 결과 값이 0.4 초과

1.5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Romey 기법을

통하여 본문, 시각자료, 교과서 절과 장의 끝부분 질문, 활동지수의 4가

지 평가 지수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본문 평가지수(T)와 교

과서 절과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Q)에서 탐구적 범위에 해당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탐구적인 지리교육을 위한 향후

교과서 내 도시 단원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문 평가지수(T)는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0에 가까운 설명식 위주의 권위적이고 비탐구적인 교과서로 판명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리가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목

(Jackson, 2006)이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는

기본 개념 학습을 통해 지리학이라는 학문에 접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리적 지식과 지리적 사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리교육

에서 개념은 성취기준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Rawling, 2007;

Brooks, 2013)이며, 지리교육을 위한 개념 선정과 이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되어 왔다(임덕순, 1979; 류재명, 1991; 서태열, 1993; 이영

민, 1999; 강창숙, 2002; 이경한, 2016). 더욱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리과는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다원, 2017). 그러므로 교과서의 본문 내용(T) 평가 값은 0에 가깝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본문 평가 요소는 지리 교과서의 탐구성을 판단하

기에 부적합하다. 오히려 지리 교과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충분

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며, 현 교과서들의 결과는 이러한 지리과의

특성과 취지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장이나 절의 끝 부분의 질문(Q)

평가 값이 1.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개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교과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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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보다 균형 있는 탐구적 교과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형

태를 학생에게 활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직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늘려야 한다. 이처럼 질문을 구체적으로 서

술하거나 정답을 요구하는 폐쇄적인 형태를 통해 학습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습자에게 막연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김영, 2005). 또한 내

용 학습이 확인 되지 않은 상태로 심화학습을 하게 되면 당초 단원의 학

습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며, 학생은 학습 목표를 벗어나는 생각이

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김경자, 1999; 백남진,

2008). 따라서 학생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학습 활동은 학습자가 내용

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림 11은 도시 내부 구조를 탐구 활동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있는

2015 개정 교과서의 사례이다. 첫 번째 발문은 “자료1∼자료3에 해당되

는 지역을 지도의 A∼C와 연결해보자.”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

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발문에서 “…지

역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자.”의 학습자가 문제 해결 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 탐구활동 사례는 학생이 도시 내부 구조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렴적 사고를 하게 만든 후, 그 다음 단계로 학습한 내

용을 실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탐구 활동에서 학습자의 내용 이해를 돕고 오개념 형성을 방지할 수 있

는 탐구적 교과서에 부합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문제 풀이를 통해 정리하기

도 하는데, 문제 풀이 역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활용하는 심화학습의 형태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며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동일하게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핵심 개

념들을 문장에 넣거나 확인 문제 등 인지적․정의적 능력을 점검 할 수

있도록 지식적인 측면을 보완하여 이론과 탐구 기능이 조화롭게 배치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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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도시 내부 구조 탐구 활동 사례

출처 : 신정엽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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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여 학생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한국지리」교과서 내 도시 단원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Romey 기

법을 이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도시 단원의 탐구성을 논하고자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3

종을 중점으로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각 3종과 비교․분석하

였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도시 단원의 체계를 살펴보면 중요도와

비례하는 분량 비중은 평균적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증가하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폭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단원 구성 명칭과 성취기준의 변화 측면에서도 약간의 변화

가 있었다. 연구 대상의 세 개정 교육과정 모두 ‘거주’와 ‘공간’이라는 공

통의 단어가 있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여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화와 지역 개발을 명시하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중단원의 구성 또한 변화하였는데 2009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지리과의 경제지리 과목이 폐지되며 그 내용이 한국지리로

편입되었고, 중단원의 개수가 늘었다. 그러나 학습 내용은 2007 개정 교

육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고, 대도시권의 확대의 내용이 추가 되었을 뿐

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교육과정의 두 시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지역 개발’ 내용이 포함되었다.

Krkwic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3종의 도시 단원 텍스트를 분

석한 결과, 세 교과서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핵심개념은 ‘도시’였으며

‘지역’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교과서 3종의 공통 핵심개념은 사회과 교

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6개를 제외한 ‘도시’, ‘지역’, ‘기능’, ‘인구’, ‘공간’

총 5개로 나타났으며, 핵심개념 ‘도시체계’와 ‘도시내부구조’는 빈도수가

가장 낮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NetDraw를 이용하여 핵심개념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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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과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빈도가 높은 핵심어라고 해서 연결

중심성이 높거나, 중심에 위치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핵심개념들을 통해 각 교과서별로 도시 단원 텍스트

가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구조를 파악 할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3종의 도시 단원은 모든 도시 중단

원들에 해당되는 핵심개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도시 내부를 구성

하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경제적 측면에 해당되는 핵심개념

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 나아가 도시지리학

의 주제들을 다루는 도시 단원의 중단원과 핵심개념 간의 연계성을 파악

하기 위해 의미연결망과 연결중심성 결과를 토대로 핵심개념들 간 연결

망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도시 단원의 중단원인 ‘도시 개발’, ‘도시 계

획’, ‘도시와 촌락’, ‘도시(내부)구조’, ‘기타(국토 개발과 환경 불평등)’에

해당하는 개념들끼리 연계되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Romey 기법에 따른 평가 지수별 교과서 탐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 내용의 탐구적 성향을 분석한 결과 지수 T의 전체 평

균값은 0.187로 나타났다. 즉,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도시 단원은 대부분 설명식의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는 권위주의

적이고 비탐구적 성향의 교과서로 판명되었다. 둘째, 그림 및 도표 평가

지수 분석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F.D. 평균값은 1.142로 지

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F.D. 평균값인 1.253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들의 F.D. 평균값은

1.444로 증가하였고,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활동 수의 절대적 개수가

가장 높았다. 셋째, 교과서 절과 장의 끝부분 질문 지수 Q의 분석 결과

2007 개정 교과서의 평균값은 1.777인 것에 비해 2009,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교과서에서 각각 7.333, 8.666으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는 학생이

학습한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것을 묻는 질문이 많아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세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Q 지수 값은 Romey의 탐구적

교과서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활동지수 A는 연구

대상 교과서 중 1종(교과서 E)을 제외하고는 모두 탐구적인 범주(0.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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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수<1.5)에 해당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과서 내 도시 단원

지면에서 본문의 내용과 시각 자료들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탐구 활동의

개수가 담겨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돕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탐구성이 강조되는 현 교육과정 취지에

맞도록 탐구적 교과서를 위한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Romey(1968)의

탐구적 교과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본문 평가지수’와 ‘절과 장의 끝부

분에 있는 질문 평가 지수’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문 평가

지수 값은 0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이는 설명식의 문장으로 구성된 비탐

구적 성향의 교과서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지리 교과의 특성상 불가

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리 교과는 개념을 통하여 사회를 바

라보는 시각을 길러 주는 교과목이며 학습 내용에서 개념이라는 지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

리 교과에서는 개념을 기반으로 가르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지리 교과서의 각 장은 탐구활동으로 마치고 있으며, 탐구활동에

는 발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구성에서 절과 장의 끝부

분에 있는 질문들은 학생들에게 학습한 것들을 응용하고 문제 해결을 요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0에 가까운 본문 평가 지수와는 달리

지나치게 탐구적 성향의 결과 값이 산출되었고, 비탐구적 성향의 교과서

로 판단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교과서는 오히려 학습자가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갈피를 잡

지 못할 수 있으며, 오개념을 가지고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역효

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학습자가 균형 잡힌 탐구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활동을 요구하는 절과 장의 끝 질문의 범위를 좁히

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념 측면의 질문들이 추가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문장의 빈칸에 핵심 개념을 채우는 활동을 구성하거나, 지

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여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학습

내용을 습득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도시 단원 내용을 핵심개념의

의미연결망과 연결중심성을 통해 텍스트 구조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더



- 71 -

나아가, 핵심개념들 간 연결망을 도출하고 도시 단원의 주제들과 연계하

여 분석하였다. 이는 교육학과에서 주로 수행되는 평가 도구를 이용한

교과서 분석과는 달리, 도시지리학자의 시각에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

며 도시지리교육 연구의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Romey 기법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도시 단원

내용의 탐구 성향을 분석하였으며, 탐구성이 약한 부분들을 파악하여 향

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리 교과에서 강조되고 있는

탐구적 교과서 구성을 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순히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교과서 내 도시 단원을 분석

하여 이 결과를 지리 교과서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교과서의 탐구적 경

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 교과서의 사례들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자료들과 내용들로 교과서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개편될 교육과정에

서도 이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자료들 또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개념 및 용어와 같은 지식적 측면이 뒷받침되고 학습

자가 주도하며 탐구 지향적이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지리교육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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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Analysis of Urban Chapter

in High School Korean Geography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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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ty, a central space in the modern society, is a space of

integration and synthesi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what a city is

and geography education at academic institutions such as schools is

the most basic step for public to have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a

city. There are a lot of important topics in geography education and

the study unit of urban is able to synthetically cover the various

phenomena and topics of geography. Moreover, it is one of the most

appropriate study units which plays as a bridge connecting with other

different topics, so it is appropriate to organize the inquiring contents

composition through comprehensive and synthetic understanding.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ome literatures about a city in the

lens of geography education, there are still demands for profound and

systematic approaches researching it. In case of textbooks,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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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educational media in geography education, but

some of analysis have pointed out the contents are limited to physical

and human geography. In addition to this, it is not easy to find

literatures about contents analysis of textbooks based on inquiry

which has got paid more attention since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for inquiry

textbook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2007 and 2009 of revised

curriculum to the 2015 of revised curriculum focusing on the urban

chapter in Korean Geography textbook in high school.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study unit of urban text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by measuring the frequency of terminology with

Krkwic. Terminologies with the higher frequency are extracted

because they are regarded as core concepts and through semantic

network and degree centrality, it has been possible to identify the

text structures of each textbook. As a result, there are three types of

textbooks identified: 1) term-centered textbooks which can cover all

of the content elements in the study unit of urban 2) factors-centered

textbooks, the factors of which compose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a

city 3) economic term-centered textbooks. Furthermore, this paper

identifies the linkage between concepts of urban development, urban

planning, city and village, urban (internal) structure, and other (la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equality) which are sub-topics of

the study unit of urban geograph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ith Romey method which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nquiry of the urban chapter, the latest

textbooks under 2015 revised curriculum demonstrate their inquiry in

terms of the index of figure and diagram and activities. However,

Text analysis rating index and Analysis index for questions at the

ends of chapter show a non-inquiring tendency. It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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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that the textbooks are explanation-oriented because the

value is closed to zero, but this outcome is inevitable. This is

because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eeks education based on basic

concepts. Questions at the ends of chapter require students to apply

the study contents. Textbooks with a lot of questions like this can

make students feel vagueness and can inculcate misconceptions to

stude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number of questions

which review study contents that students learn, so that it is possible

to help the students well understand the contents and to prevent

students from misconceptions in order to make better inquiry

textbooks.

This paper suggests solutions to improve inquiry through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urban chapter and using Romey method. Thi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quiry textbook composition

which is emphasized in geography education. Moreover, by analyzing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geographers the perspective of which is

different from pedagogy, it tries to broaden the prospect of urban

geography education. I anticipates that this try will become a trigger

for the profound and various urban geography education researches.

keywords : City, Romey Method, Inquiry, High School Korean

Geography Textbook, Textbook Analysis, Urban

Geograph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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