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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원문을 한글 기반 의미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

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구조는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리학의 주요 개념, 그리고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사항이

자 진로선택 교과의 신설 배경이기도 한 미래사회 및 진로 관련 개념들을 통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신설된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과목 신설의 취지 및 목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여행지리 과목의

교육과정이 보다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려면, 여행이라는 주제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육활동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되

고 적용되어 ‘여행지리’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하게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주요어 : 여행지리,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분석, KrKwic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high school travel geography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of South Korea.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travel geography
curriculum was analyzed using the KrKwic, which is a sematic analytic software that processes Korean linguistic
ma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keyword travel had a semantic pattern that linked geographic
concepts and career education, which was one of the problems faced by the earlier curriculum. This is considered
a positive pattern because it implies that the new travel geography curriculum greatly reflect the subject’s 
educational objectives. This study proposes to strengthen learners’ understanding of travel geography by creating 
more links between travel to other target geographic and educational concepts. These changes in learners and
travel geography curriculum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identity of travel geography.
Key Words : Travel geography, 2015 revised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Semantic analysis, KrKw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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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여행은 지리학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왔다. 

이븐 바투타, 마르코 폴로, 알렉산드르 폰 훔볼트 등의 

여행기 및 답사기가 지리학의 발달에 큰 획을 남겼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당대의 지리적 발견으로 

지리 지식의 증대 및 지리학 발전에 기여했고 사람들의 

지리적 호기심을 충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는 지리적 인식 및 재현 양상을 보여 주는 문화역사지리

적 자료로 중요시되고 있다(김미영, 2013; 우미영, 2009).

한편 오늘날에는 소득 증대,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여행은 관광활동, 문화생활,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시

공간 수렴에 발맞추어, 여행은 일상생활의 일부로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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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Hannam, 2002; Neal et al., 1999; Thomas and 

Thomas, 2005). 이에 따라 여행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

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의 교육적 가치 또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지리영역에 여행지리 과목이 진로선택 교과의 

하나로 신설되었다. 여행지리는 융합학습, 진로교육, 실

생활 체험 등에 초점을 맞춘 과목으로, 여행을 주제로 

지리적 지식, 기능, 태도의 함양은 물론 통합적�융합적 사

고력에 바탕한 시민성, 공감능력, 문제해결력 함양,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진로탐색을 위한 통찰력, 

상상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둔다(심승희�김현주, 2016).

여행지리는 신설 과목인 만큼 새로운 과목에 대한 기

대, 그리고 과목 신설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지

리 과목이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과목의 

목표, 역량 등을 명료하게 진술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실에서의 실제 수업 등

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

와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시도와 노력은 여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성취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행지리 교육

과정 성취기준은 어떤 개념들을 핵심 개념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어떠한 의미구조를 형성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내용 요소라 할 수 있는 성취기준이 여행지리의 도입 취지, 

목표,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구조를 한글 내

용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 및 의미연결망 분석 소프트

웨어인 UciNet을 활용하여 분석, 시각화하였다. 연구결과

는 신설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의의와 한계를 이해하고 향

후 여행지리 교육과정 개정 및 관련 교과서 집필, 교수-학

습활동 실천 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II. 여행의 지리교육적 의미와 여행지리 

과목의 신설 배경

1. 여행의 의미와 지리교육적 가치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 유람, 여흥 등의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지칭한다. 즉, 새로운 

장소나 지역으로의 ‘이동’이 여행이라는 개념의 핵심적

인 요소이다(김학희, 2006). 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

할 수 있다. 휴식이나 관광 등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 있는가 하면, 행상, 출장 등 생계나 직업상의 목

적을 가진 여행도 있다. 학술, 성지 순례, 해외 이주, 군

사상의 원정, 영토 개척 등과 같은 활동 또한 특정 장소

로의 이동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여행의 범주에 포함시

킬 수 있다(Carvalho, 2004).

근대 이전까지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여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고 자연재해나 범죄자의 

습격과 같은 위험성이 높았던 데다 여행에 제도적인 제

한을 가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
1)
에, 일반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정치영, 2013; Jansen, 

1994; Wolfe, 2015). 19세기말-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교

통�통신의 발달 및 개인소득의 증가, 치안의 개선, 여행

산업 발달 등이 이루어지면서 여행은 급속도로 대중화

되기에 이른다(Thomas and Thomas, 2005; Tobin, 1974).

한편 여행은 관광과는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여가 활동의 하나로 대중화된 관광

은 관광지로의 이동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서 여행의 속성을 가지며, ‘신혼여행’, ‘여행사’ 등의 용어

가 시사하듯 여행과 동일시되는 풍조도 있다(김학희, 

2006; Neal et al., 1999). 하지만 관광은 어디까지나 여행

의 한 유형일 뿐이지 ‘여행=관광’과 같이 도식화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행은 관광 여행과 비관

광 여행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며, 관광 여행이라 하

더라도 관광객이 아닌 가이드, 승무원 등은 관광이 아닌 

업무를 위해 여행하기 때문이다(김학희, 2006).
2)

여행은 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활동이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학은 탐사, 견문, 현지 조사 등 일

종의 여행을 통해서 발달해 왔으며, 지리학의 중요하면

서도 특징적인 자료‧정보 획득 방법인 답사 또한 일종의 

여행에 해당한다(김학희, 2006; 정진규, 2014; Downs, 

1994). 이러한 점에서 여행은 지리학적으로 가장 기초적, 

기본적이면서도 지리 고유의 특성이 강한 지식 획득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적 의의 또한 무시하기 어

렵다. 예컨대 중세 기사들의 교육 방법이었던 무사수행

(knight errantry)은 여행을 통한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18세기 영국의 상류층 사이에서 

청소년들을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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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식과 견문, 교양을 넓히려는 일종의 교육 활동이 

유행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김학희, 2006; Cohen, 

2005; Lazerson, 1996).

여행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지리교육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여행은 지

리학 고유의 지식 획득 방법이며 지리학의 정체성과 직

결되는 활동이기도 한 답사, 새로운 장소와 경관에 대한 

체험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리교육에 있어서는 근

원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Downs, 1994; Sauer, 

1956). 여행은 지리 및 장소, 지역 등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오늘날 여행은 즐거

움 또는 목적의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새로운 

경관과 지리적 맥락에 대한 호기심과도 직결되며, 이러

한 것들이 여행자의 이야기, 즉 내러티브와 어우러지기

도 하면서 지리적 호기심과 흥미, 상상력을 유발,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김정아‧남상준, 2005; 김창환‧

정해용, 2014; 김학희, 2006; 옥한석, 2010; Bednarz, 1999).

물론 여행의 한계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여행은 특정한 이념이나 관점 등에 의해 왜

곡될 소지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희상

(2008)은 19세기 서구인의 시각으로 집필된 여행 문학이 

갖는 지리교육적 가치는 무시하기 어렵지만, 서구 중심, 

백인 중심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집필되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여행은 

목적, 일정, 경로, 콘텐츠의 내용과 질적 수준 등에 제약

을 받으며, 안전,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박종관, 2015; Mcquinness and Simm, 2005). 따

라서 여행에 대한 지리교육적 접근에 있어서는 상술한 

의의와 더불어 이 같은 제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여행지리 과목의 신설 배경

최근 들어 여행을 주제 또는 중심 논리로 하는 지리 

교육과정 편성의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류재명

(2002)은 7차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을 한국지리, 여행

지리, 환경지리의 세 영역으로 재편하고, 여행지리를 중

심으로 학생들의 흥미 제고, 능동적 학습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리교육과정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

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기존의 경제

지리 대신 여행지리를 사회과 지리영역 선택과목으로 

선정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진 바 있으며, 세계지리 교육

과정에 여행을 주제로 한 영역이 신설되는 등 여행을 지

리교육에 반영하자는 논의가 어느 정도 실천에 옮겨지

기도 하였다(권정화, 2007). 이러한 형태의 단원 구성은 

인구 이동, 지역 변화, 문화적 차이와 갈등 등과 관련하

여 다문화 지리교육 실천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

가받기도 하였다(김미순, 2012).

이처럼 여행을 주제로 한 지리 과목, 즉 여행지리 과목

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

정 개발’이라는 모토 하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 

진로 선택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여행지리’를 진로 선택과목으로 최종 선정하였다(심승

희�김현주, 2016).

여행지리 교육과정은 여행이라는 주제와 틀을 바탕으

로 유용성과 흥미,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진로탐색에 대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제

공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며, 목표와 성취기준의 진술, 

내용 요소 선정 등은 핵심 역량 및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심승희�김현주, 2016). 구체적인 목표 및 역량은 

표 1에 언급하였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2015 개정 고등

학교 여행지리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리적 

지식과 기능 및 태도, 시민성, 진로탐색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설계

1. 분석대상 및 기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여행지

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원문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지향점을 의미하며, 교과서의 실

질적인 집필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구체적인 수업 활동 및 평가의 기준이기도 하다

는 점에서 교육적 중요성이 높다(박철웅, 2012; 최정순�

설규주, 2014; Sadler, 1987). 지리교육에서 라틴아메리

카 도시구조에 대한 서술과 재현이 갖는 문제점 분석을 

위해 세계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도시 및 라틴아메

리카 관련 서술을 분석한 김한승�신정엽(2015)의 연구

는, 이 같은 성취기준의 의미와 중요성을 시사한다고도 

풀이된다.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성취기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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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 및 역량

항 목 내 용

목 표

  여행지리는 현대의 삶과 여가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여행 및 관광 현상에 직면하여 현재 및 미래의 직·간접적 

여행자가 될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바람직한 여행의 의미를 성찰하고 여행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한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공공선에 기반을 두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에 맞는 여행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연 환경, 자연과 인간의 관계, 지역과 지역, 세계와 지역 간 관계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획득, 조직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토대로 통합적 탐구력,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의 

만남에서 요구되는 지리적 관찰력과 감수성, 상상력, 다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인류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공동체 의식 및 공동체에의 참여 능력 등을 기르고자 한다.

역 량

가. 의미 있고 바람직한 여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익힘으로써 통합적 탐구력과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른다. 

나. 국내 및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특성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존중�배려 그리고 소통과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 여행의 특성과 변화를 통해 현대사회의 특성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고, 자신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진로 탐색 능력,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사회참여 능력을 기른다.

출처 :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웹사이트 중 우리나라 교육과정 원문 인벤토리(http://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최종 

접속일: 2016.2.20.)

은 약 730단어 분량으로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매력

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여행자와 여행

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라는 단원명을 가진 6개 단원으로 구성되며, 상세

한 내용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중 우리나라 교육과정 

원문인벤토리(http://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 

do#, 최종 접속일: 2016. 2.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한편 분석기준은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

과정의 목표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이 추

구하는 추상적이고 전체적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

체적인 조항인 만큼, 교육과정 목표를 성취기준이 얼마

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교육과정의 목

표와 정신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행지리 교육

과정의 핵심개념들이 형성하는 의미구조를 교육과정의 

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분석틀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기법에 입각하여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원문의 의미구조

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이란 텍스트로부터 핵

심어를 추출하고 이들이 상호연결�관련된 패턴을 파악

하는데 목적을 둔 분석기법으로, 텍스트의 내용 및 의미

를 표면적인 수준을 넘어서 심층적, 구조적, 맥락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성열관, 2010; 

Neuendorf, 2002). 이 같은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서, 여

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특정 핵심어 또는 중요 개

념들(예: 여행, 지리, 진로 등)을 단순히 표면상으로만 

언급하고 있는가의 수준을 넘어서 이 같은 개념들이 실

질적으로 핵심적인 위치에 위치하는지, 텍스트 내부에

서 핵심개념들이 위치하고 상호연결되며 이루는 구조가 

과목의 목적 또는 도입취지에 적절한지 등의 여부를 보

다 구체적,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다시 말해서,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서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어떤 문

구 또는 개념들을 담고 있는가의 수준을 넘어서, 어떠한 

개념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들 개념 간의 상호

연결성과 관련성, 중심적-주변적 위치 등이 어떠한 패턴

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텍스트의 실질적인 핵심 개념에는 어

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은 상호간에 어떤 식으로 연결

되는지, 텍스트가 어떤 개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어

떠한 부분을 강조 또는 간과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구

조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내용분석 기법

의 가장 핵심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내용분석 기법은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글 텍스

트의 내용분석을 위해 개발된 내용분석 소프트웨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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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Kwic을 사용하였다. KrKwic 실행 파일 및 매뉴얼(박

한우�Leydesdorff, 2004)은 박한우 영남대학교 교수의 웹

사이트
5)
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6)
 무료 컨텐츠

인 데다 한글 기반의 내용분석 소프트웨어라는 장점으

로 인해 경영학, 교육학, 행정학 등 여러 분야의 내용분

석 연구에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박한우�이연옥, 

2009; 성열관, 2010; 이진명�나종연, 2015; 정덕호 등, 

2013; 조은설, 2013).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2015 개정 교

육과정 중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이동민, 2014) 및 중등

지리(이동민‧고아라, 2015) 성취기준의 의미구조를 분석

하는데 활용된 바 있다.

KrKwic은 krkwic.exe, krtitle.exe, krwords.exe의 3개 

파일로 구성되며, krword.exe 파일을 사용하여 텍스트

를 단어들로 해체한 다음 이 단어들로부터 조사나 부사 

등 불필요한 단어, 출현빈도가 낮아 중요성이 떨어진다

고 판단되는 단어,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

는 단어 등을 제거하고 핵심개념들을 추출한다. 핵심개

념 추출은 내용분석을 위한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내용분석은 추출된 핵심개념 및 그 출현빈도를 토대

로, 어떠한 핵심개념들이 중심적 또는 상대적으로 주변

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어떤 개념들끼리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는가의 여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

이 있는 텍스트 분석기법이다(김동일 등, 2014; Neuendorf, 

2002). 따라서 추출된 핵심어들이 상호 연결되고 관련되

는 패턴 및 위치의 중심성/주변성 등을 구조화하는 작업

은 내용분석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KrKwic에서도 가장 

중요성이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사용되

는 KrKwic의 구성 파일이 바로 krtitle.exe 파일이다. 

krtitle.exe 파일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자체적으로 해석

할 수는 없고 UciNet, Pajek 등 사회관계망 분석 소프트

웨어를 활용하여 시각화하거나 산출된 데이터를 표기할 

수 있는데,
7)
 본 연구에서는 Ucinet(버전 6)을 활용하였

다. 먼저 Ucinet이 제공하는 관계망 시각화 도구인 

NetDraw를 활용하여, 핵심개념들이 상호연결되며 형성

하는 패턴을 시각화한 자료인 의미연결망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의미연결망 내에서 핵심개념들의 위치가 얼

마나 중심적 또는 주변적인가를 보다 상세히 수치화할 

수 있도록, 핵심개념들의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을 UciNet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결중심성은 의미

연결망에서 핵심개념들이 상호연결된 관계를 수치화한 

것으로 어떠한 핵심개념이 다른 핵심개념에 의해 선택

된 정도를 토대로 산출되며, 연결중심성이 높을수록 의

미연결망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놓은 허브로서의 성

격을 가진다(이동민, 2014; 조은설, 2013). 

본 연구에서는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핵심개념

들의 의미연결망을 도출하고 연결중심성을 산출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어떤 개념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분

석, 패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2015 개정 고등학

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여행을 중심으로 지

리적 지식, 기능, 태도 및 시민성과 진로탐색 능력 함양

을 추구하는 진로 선택과목’이라는 과목의 목표 및 정체

성을 어떤 식으로 반영, 구조화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IV. 분석 결과

1. 핵심개념 및 출현빈도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원

문을 KrKwic으로 분석한 결과 411개의 단어들이 분석되

었다. 이 가운데 조사 등 불필요한 단어 및 연구목적과

는 무관한 단어들을 제거하고 동일한 단어들은 통합(예: 

대안여행의, 대안여행이→대안여행)하여 최종적으로 총 

23개의 핵심개념들을 도출하였다(그림 1).

핵심어들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핵심어는, 46회 

출현한 ‘여행’이다. 이는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지역’의 

출현빈도(18회)보다도 두 배 가 넘는 수치이며, 여행지

리 교육과정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과는 달리 ‘여행’이

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데 기인하는 특성으로 판단된

다. 그 뒤를 이어 ‘문화’(11회), ‘관광’(10회), ‘산업’ 및 ‘여행

지’(각 9회) 등이 출현도가 높은 핵심어들로 분석되었다.

핵심어들을 살펴보면 기후, 지형, 도시, 촌락, 세계 등 

지리학 고유의 개념들이 포함된 한편으로, 생태, 환경, 

지속 등 환경 및 환경지리와 관련된 개념들, 진로, 미래 

등 교육 자체와 관련되는 개념들, 축제, 여행, 관광 등 

여행 및 관광에 직결된 개념들이 빈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여행’이 4회 출현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대안여행 또는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이라는 개

념은 기존의 소비지향적, 획일적이면서 여행객(관광객)

과 여행지가 분리된 객체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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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개념 및 출현 빈도

그림 2.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핵심개념들의 의미연결망

행 행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관광지의 환경

과 생활방식,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존�존중하는 친환경

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관광,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들

이 상호존중하며 공존하는 관광, 기존의 관광행태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하면서도 관광객 개개인에게 고유한 의

미를 주는 관광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이다

(Bednarz, 1999; Gursoy et al., 2009). 이는 여행 또는 

관광을 한층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반

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핵심개념들의 의미연결망 분석

앞 절에서 산출한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핵

심개념들이 어떠한 구조와 형태를 이루며 상호연결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의 의미연결망을 그림 2와 

같이 도출하였다. 의미연결망에서는 중앙에 인접한 핵

심개념일수록 텍스트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

며, 개념들을 연결한 선의 굵기는 해당 개념들 간의 상호

연결 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노드의 크기는 연결된 개

념들과의 연결 강도를 의미하는 진입 차수와 비례한다

(ONA Surveys, 2009; Wasserman and Faust, 1994).
8)

그림 2를 살펴보면 지역과 여행을 중심으로 각 개념들

이 연결되는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지역의 좌측으로는 

지형, 기후, 자연 등 지리 관련 개념들이 분포하며, 환경

이라든가 지속가능과 같은 환경 관련 개념들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여행의 우측에는 진로, 미래, 사회 등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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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핵심개념들의 연결중심성

순 위 핵심개념 연결중심성 순 위 핵심개념 연결중심성

1 지  역 6.798 14 생  태 3.258

2 관  광 6.367 15 지속가능 3.222

3 여  행 5.078
16

도  시
3.053

4 환  경 4.956 촌  락

5 인  간 4.571 18 축  제 2.808

6 자  연 4.516 19 여행지 2.668

7 문  화 4.441 20 인  류 2.453

8 우리나라 4.318 21 사  회 2.340

9 세  계 3.807 22 진  로 1.677

10 산  업 3.564 23 대안여행 1.385

11 미  래 3.438

12
기  후

3.315
지  형

선택과목의 성격과 관련된 개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

다. 즉,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핵심개념들은 여

행, 지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지리 고유의 개념 및 

진로선택과목적 개념들이 연결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를, 여행지리 교육

과정 성취기준은 여행을 주제로 하여 지리 고유의 내용 

및 진로교육/시민성교육 관련 내용들을 연결 짓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3. 핵심개념들의 연결중심성 분석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연결망 내부에서 

핵심개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심적인가, 또는 주변적

인가를 수치화한 자료인 연결중심성 값은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핵심개념은 ‘지역’이다. 이어서 ‘관

광’, ‘여행’, ‘환경’ 등의 개념이 각각 2위, 3위, 4위를 기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부에서 중심적

인 개념들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사회’, ‘진로’, ‘대안여

행’ 등의 핵심개념은 연결중심성이 낮은 개념, 즉 핵심개

념들 중에서는 주변적인 성격이 강한 개념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에서 확인하였던, ‘여행’과 ‘지역’

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최중심에 위치하면서 지리 관

련 개념들 및 진로교육 관련 개념들을 연결 짓는 형태의 

의미연결망 패턴에 대한 추가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우선 그림 2에서 지역과 더불어 의미연결망의 최중심에 

위치했던 ‘여행’의 경우, 연결중심성은 ‘지역’, ‘관광’에 이

어 3위이며 그 값 또한 5.078로 6점대인 앞의 두 개념과 

무시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행’

은 출현 빈도가 타 개념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의미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

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여타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정도는 다소 낮은 측면도 있다. ‘여행’과 유사한 개념이

자 의미상 하위개념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개념이면서 

의미연결망에서는 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개념인 ‘관

광’의 연결중심성 값은 오히려 ‘여행’보다 높다는 사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여행을 관광과 동일시하지는 않더

라도 상당히 중요하고 밀접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V. 논의

앞 장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개정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가진 지리교육적 의의

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

준은 여행을 핵심적인 위치에 놓고 지리학 및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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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념들을 연결 짓는 의미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신설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여행을 주제로 한 지리 교육

과정 신설 또는 개정의 요구를 명목상으로는 물론 교육

과정 내용상에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행지리 교육과정은 여행을 주제로 한 지리 과

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교육적, 사회적 요구에 걸맞는 ‘여

행지리’ 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15 개정 여행지

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지리학적 개념들은 물론 진로, 

사회, 미래 등 진로교육 내지는 범교과적 개념들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신설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여행과 관련된 정체성뿐만 아니라 진로선택 과목이라는 

정체성 또한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단순히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진 지리 과목이 하나 더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여행이라는 주제와 지리라는 교

과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리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의의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환경, 생태, 지속

가능성 등 오늘날 교육적‧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과제들

과 관련된 개념 및 대안여행이라는 개념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은 지리교육을 통

해서 함양해야 할 시민성 요소들 중에서도 오늘날 특히 

중요하게 요구받는 것들이며(이동민�고아라, 2015), 대

안여행은 기존의 여행이 가진 한계 또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리 및 여행에 중요한 의미

를 제공하는 개념들이다. 이 같은 개념들이 교육과정 성

취기준에 핵심개념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지리교육을 통한 시민성 함양이라

든가 여행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과 같은 요소 역시 

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지리교육적 시사점들을 적지 않게 제시하고 있

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 또한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지리 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여행’은 

여타 핵심개념들에 비해서도 출현빈도가 압도적으로 높

으며, 의미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

니라 연결중심성 또한 높다. 하지만 출현빈도에 비하면 

연결중심성이라든가 진입 차수 등의 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의미구조가 여행지리의 정

체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지

역’, ‘관광’ 등 다른 핵심개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여행지리 고유의 의미와 정체성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그림 2와 표 2를 살펴보면 2015 개정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는 여행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관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기는 어렵겠지

만, 관광이 여행의 전부는 아니며 답사, 노동력의 이동 

등 관광 목적과는 무관한 여행 역시 지리교육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취기준 원문 가운데 1단원(여행

을 왜, 어떻게 할까)에도 ‘책이나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

행 사례를 통해 다양한 여행의 의미와 종류를 찾아본다'

는 문구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같은 취지가 문구로 끝나

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내용 및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 또한 요청된다.

VI.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여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리

학적 내용과 진로 관련 내용을 연결 짓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과목의 도입 취지 및 

목표 및 여행지리만의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신설 여행지리 

과목이 교육현장에 자리매김하는데 필요조건이면서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지리교

육적 의의를 무시하기 어렵다. 더불어 이러한 구조는 현

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여행이라는 주제

를 중심으로 지리적 능력과 진로 탐색/선택 능력을 제고

한다는 과목 신설의 취지 및 목표를 교육과정상에 실질

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같은 연구

결과 및 논의는 ‘여행을 주제로 한 지리 진로 선택과목’

으로서 여행지리 과목이 갖는 정체성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후속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제시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여행

지리 과목의 효과적인 정착에 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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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여행지리 과목은 신설되는 진로 선택과목

의 하나로, 일반 선택과목과 달리 지리 고유의 내용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적 측면이 크게 강조된다(심승희�김현

주, 2016; 이윤복�강현석, 2015). 따라서 여행지리 과목

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여행지리를 단순히 ‘여행을 중심

으로 한 지리 과목’이 아닌 ‘여행을 중심으로 진로탐색 

및 학생들의 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지리 과목’으로서의 

접근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이 같은 진로교육, 범교과교육 관련 요소들을 중

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기존의 지리 과목

과는 차별화되는 여행지리 고유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

립되려면 이 같은 성격이 교과서 집필, 교실에서의 교수-

학습활동 등이 실제로 이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행지리는 수능시험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이라는 점에서(심승희�김현주, 2016), 이 과목

이 입시위주 교육 현실에서 유명무실화되지 않고 제 위

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여행지리 과목이 교육 현장에 온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을 때, 여행지리 과목의 설립 취지 및 본 연구

에서 살펴본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의 또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註

1) 일례로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지배 계급에 속했던 사무

라이들조차도 영주의 허가 없이 자신이 속한 영지를 무

단으로 이탈할 수 없었으며, 만일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형 등 중형에 처해졌다(Jansen, 1994).

2) 흔히 관광 및 레저업을 주관하는 업체로 알려진 여행사 

역시, 성지순례, 해외 유학 등 관광이나 레저, 휴양, 여가 

등의 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형태의 여행 또한 주관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리치엔, 2013; 이재수, 2011).

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 정도 분량의 텍스트 문서는 

KrKwic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이 같은 형식의 분

석을 통해 문서의 의미구조가 갖는 의의 및 개선‧보완이 

필요한 점을 도출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김동일 등, 

2014; 박한우�Leydesdorff, 2004; 이동민, 2014; 이동민�고

아라, 2015).

4) 일례로 이동민(2014)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이 세

계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리영역 성취기준에는 이 같은 목

표와 직결된 내용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을 통한 세계시

민 육성이라는 목표가 명목상의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

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교육과정 개발 과정이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 적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

계적인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완전무결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없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과

정 성취기준이 교육과정의 목표, 신설 취지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의미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5) http://www.hanpark.net/, 최종 접속일: 2016. 2. 20.

6) 박한우 교수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KrKwic을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를 포함한 영리 목적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 같은 연구의 경우 무료 컨텐츠인 KrKwic 대

신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개발업

체 등에 의뢰하여 그에 적합한 내용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뉴얼인 박

한우�Leydesdorff(2004)의 논문을 반드시 연구 저작물에 

인용할 것 또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7) KrKwic을 활용한 의미분석의 보다 상세한 방법은 이동

민�고아라(2015)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8) 여기서 유의할 사안은, 진입차수가 높은 개념이 중심적

인 개념이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왜냐하

면 진입차수란 연결된 개념과의 강도를 의미하기 때문

에, 의미연결망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더라도 연결

된 개념과의 강도가 강하면 진입차수가 높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그림 2를 보더라도 ‘촌락’, ‘진로’ 등 주변부에 

위치한 핵심개념들이 ‘지역’, ‘여행’ 등 최중심부의 핵심

개념보다 진입차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

자들이 후자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핵심개념들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일단 연결된 핵심개념들과의 연결 강

도 자체는 오히려 후자들보다도 강한데 기인하는 결과이

다. 즉, ‘촌락’, ‘진로’ 등의 핵심개념은 주변부에 위치하기

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개념들과는 매우 긴

밀하게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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