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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위치 지식은 지리학에서의 핵심개념이자 고차적인 지리적 사고를 위한 기초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위치 지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과목의 위치정보 문항 분석을 통해 출제의 경향성 및 학생들의 위치 

지식 수준을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요소로서의 출제 지역이 공간적으로 편중되

어 나타났고, 특히 영남권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둘째,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에서는 지역특산물과 같은 

지리적 표시제, 지역축제 등 지역성을 묻는 내용이 많았다. 셋째,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의 내용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경제지리와 관련된 문항은 농업 2건, 공업 2건으로 총 4문항이 출제되었다. 넷째, 

학생들은 위치정보 문항을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유형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는 상이했는데, 학생들은 고

차적 사고를 요하는 개념 기반 문항을 더 어렵게 느꼈다. 그중 경제지리 관련 문항을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제 지역의 스케일에 따라서도 정답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보다 정밀한 스

케일에서의 문항을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위치 지식, 지리적 문해력, 한국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explores the tendency of the items that require Place Location Knowledge 
(PLK) of the Korean Geography subject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geographical regions of the items are spatially skewed, especially in the Yeongnam regions, 
which are tested more frequently compared to the others. Second, the fact-based items more concern with 
regionality such as geographic indication system and regional festivals. Third, the concept-based items can be 
divided into physical geography and human geography and there were four items related to economic 
geography. Fourth, students tend to find it challenging in the items asking PLK. The difficulty varies 
according to the type of items. The students find concept-based items which require high-order thinking 
more challenging. There is also differences identified between contents. For example, the section of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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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전통적으로 지리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탐

구하는 학문이다. 이와 같은 ‘어디’를 의미하는 ‘위치’는 

지리학에서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위치는 지리학의 5대 핵심 주제 중 하나일 만큼 지리학에

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다(Bednarz et al., 2013). 

Gersmehl(2008)은 위치가 모든 종류의 공간 분석을 위

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 언급하기도 하였다(Gershmehl, 

2008; Dunn, 2011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처럼 지리학에서 위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치에 대한 지식은 기계적인 암기학습

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학교현장에서 외면 받아 왔다. 그 

결과, 학생들의 위치 지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

라고도 볼 수 있다(Torrens, 2001; Hennerdal, 2016; 

Zhu et al., 2016). Torrens(2001)는 아일랜드 학생들

의 위치 지식에 대한 무지함이 수년간 인식되어 왔으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없었음을 지적하였

다.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심

정보(2007)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 및 

주요 도시, 도청소재지에 대한 지명 및 위치 인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지명기억력에 비해 

위치에 대한 인지력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전체 설문대상자의 75%가 부산에 대

한 지명을 기억하지만, 부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응답 

할 수 있는 학생은 전체 대상자의 4%에 불과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책임감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위치 지식을 극복할 필요

가 있다(Zhu et al., 2016).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위치 지식 수준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위치 지식 교육에 대한 경향 분석 

역시 필요할 것이다. 위치 지식 교육에 대한 경향 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과목의 위치정보 관련 문항

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위치 지식의 정도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

이며, 현재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위치 지식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이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평가의 방향성 제안 

및 학생들의 위치 지식 개선 방안 모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크게 위치 지식과 한국지리 대학

수학능력시험 평가 관련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위치 

지식이 전세계적으로 약화된 데에는 위치 지식이 단순히 

특정 지역의 위치만을 의미한다는 개념의 오해에서 비롯

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지리교육에

서의 위치 지식의 의의와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수능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위치 지식은 언제나 지리교육의 핵심요소였으며, 

이러한 위치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Catling, 2014; Reynolds and Vinterek, 2016에서 

geography, especially climatology-related, were considered the most challenging followed by those of economic 
geography. Finally, the differences in the rate of correct answer are associated with the scale of the regions 
covered in the items and students experienced more difficulty in the items asking more precise scale. 

Key Words : Place Location Knowledge(PLK), Geographic literacy, Korean Geography,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I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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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Torrens(2001)는 위치 지식을 ‘장소 위치 지식

(place location knowledge, 이하 PLK)’라 칭하며, 

PLK는 지리학의 근간이 되는 개념임이라 밝혔다. 즉, 

지리학에서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

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Gould and White(1986)는 세계시민으로서, 장소와 위

치에 대해 익히는 것은 일종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Torrens, 2001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때 PLK

를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지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지도상에서 그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

다(Bednarz, 1995). 이는 가네의 위계적학습모형 중 ‘자

극 반응 학습(stimulus response learning)’과도 연결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바나나가 그려

진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바나나’라고 반응하

는 것처럼, 지도상에서 어떤 지점을 찍었을 때 그 도시가 

어디인지 지명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위치 지식은 지역의 속성에 대한 지식 없이 위치

와 지명만 알면 응답할 수 있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PLK에 해당한다. 

반면,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PLK는 학생들의 지리

적 문해력(geographic literacy)을 평가하는 대리지표 

혹은 출발점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Zhu et al., 2016). 

이와 관련하여 Turner and Leydon(2012)는 지리적 문

해력은 ‘지리 지식(geographic knowledge)’과 ‘지리공

간인식(geospatial recognition)’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전자는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특정 지리적 위치

에 대한 ‘지명’과 ‘속성’을 기억하는 능력을 말한다. 반면, 

후자는 지도상에서 그 장소의 ‘위치’와 ‘속성’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Turner and Leydon, 2012; Zhu 

et al., 2016). 이를 종합하면 지리적 문해력의 3요소는 

‘지명’, ‘위치’, ‘속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Oigara 

(2006)는 지리적 문해력을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

다. 이때 가장 낮은 수준의 지리적 문해력은 ‘지명’과 

‘위치 지식’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리적 문해력 함양을 

위해 지명과 위치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

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수준은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상호작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단계의 지리적 문해력은 단순히 지리적 사실을 암기하

는 것을 넘어 다양한 지리 정보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차적인 지리적 문해력

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즉,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리 지식을 활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

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Oigara, 2006; 

Zhu et al., 2016). 이를 종합해보면 진정한 지리적 문해

력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수준의 지리적 문해력이 

어우러질 때 길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명

이나 위치 지식의 습득은 더 높은 수준의 지리적 문해력 

함양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위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있다(김다원, 2008; 심승희, 2010; 김다원, 2017). 심승

희(2010)는 위치 지식을 ‘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으

로 구분하며, 위치는 다른 핵심개념 이해를 위해 선행되

어야 하는 주요개념임을 강조하였다. 사실적 지식은 통

상적으로 지리적 문맹의 상태를 측정할 때 활용되는 지식

의 형태로 대중지리가 추구하는 바와 관련이 있다. 반면, 

개념적 지식은 학교지리에서 추구하는 바로, 지리적 사

고력, 탐구력, 의사결정력 등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림 1. 지리적 문해력 모식도

자료: Oigara(2006, 21)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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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다. 하지만 고차적인 사고를 위해 사실적 지식 

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초등 지리

교육에 적합한 위치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김다원(2008) 역시 위치 학습을 통해 인문⋅자

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일례로 위치를 잘 알고 있는 학생은 위치적 특성을 활용

하여 기후 특성과 관련한 생활 모습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김다원(2017)은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위치학습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초⋅중학교 교육과정자료

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과목에 대

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과목에서의 위치 지식에 대한 연

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출제 지역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박용덕(2014)과 배선학(201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박

용덕(2014)은 한국지리 전국단위 평가 문항(2005∼

2013)에서 출제 지역의 분포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

고, 그러한 출제 지역의 분포가 지역 간 정답률의 유⋅불

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성(위치, 자연⋅인문적 특성)이 드러난 

문항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 혹은 그 지역의 생활양

식 등에 따라 다소간의 정답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학교 사회과 

문항에 대한 지역별 반응 특성을 통해 도시 혹은 촌락 

지역 학생들의 유⋅불리에 대해 살펴본 서민철(201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배선학(2015)은 

2005∼2015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과목에서 지도의 활

용과 함께 출제 지역의 공간적 분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밖에 한국지리 과목의 학문 특성상 지도, 그래프, 모식

도, 그림, 표 등 시각적 자료와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전

혜인, 2003; 한경찬, 2010; 공은애⋅강창숙, 2016). 그 

외에 한국지리 과목의 특정 내용 요소에 대한 연구도 있

었는데, 예를 들어 조대헌(2014)은 GIS 관련 문항을 이

원분류표를 활용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평가 내용 

타당도에 대한 연구로는 오정준(2005)의 연구가 대표적

이다. 오정준(2005)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리문항(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을 대상으로 특

정 단원에의 편중성, 과목의 고유성 및 정체성, 각 과목 

간 중복성의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도에 비해서 관련 연

구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그중에서도 위치지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출제 지역

에 대해 다룬 두 연구보다 시기적으로 확장하여 2005∼

2021학년도 수능까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스케

일, 정답률 등을 활용하여 보다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무엇보다 위치정보 문항을 문항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점이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위치정보 문항 및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위치정보 문항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먼저 내리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다양한 학자들

의 논의를 정리해볼 때 지리적 문해력의 구성요소는 ‘지

명’, ‘위치’, ‘속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 문항은 위 세 가지 속성이 모두 포함된 문항일 

수도 있으며, 혹은 위치 및 속성만 포함된 문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특정 지역의 지명

과 속성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녹차밭에 대한 지문이 나왔을 때, 보성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더라도 보성군이 지도상에 어

디에 위치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문항에 옳게 답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또 반대로 보성군의 위치와 지명은 

알고 있지만, 그 속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역시 답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용덕(2014)은 이러한 유형의 문

항을 ‘위치정보(공간정보)’혹은 ‘위치 찾기(지역 찾기)’ 

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설명을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과목의 위치정보 문항 출제 경향 연구 33

탕으로 지도상에서 해당되는 지역을 골라야 하는 문항으

로 ‘점찍기 문항’으로 불리기도 한다(오정준, 2008). 본 

연구에서는 위치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

에서 박용덕(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위치정보 문항’

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위치정보 문항을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과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사실 기반은 그 지

역의 개성⋅기술적 특성을 통해 지역성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반면, 개념 기반은 계통지리에서 학습한 개념

이나 원리를 각 지역에 적용한 점이 차이점이다. 유형 

구분에 따른 이론적 기반은 표 1과 같다. 

사실 기반 문항과 개념 기반 문항은 심승희(2010)

연구에서의 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과도 맥을 같

이 할 수 있다. 또한 유형에 따라 자료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전혜인(2003)이 구분한 4가지의 자료수

준 중 각각 지시적 자료, 탐구 지향적 자료로 연결될 수 

있다.1) 지시적 자료는 사전지식 등을 활용하여 지역, 현

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반면, 탐구 지향적 자료는 제시된 자료에서 지리

적 현상이나 이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

으로 탐구하여 해결하는 문항을 말한다. 이 같은 측면을 

미루어 볼 때,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보다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이 보다 탐구지향적인 특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박선미 외(2009)는 “지도에서 제시된 지역이 

밭농사지역인지 공장지역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지도상

에 제시된 지역의 기후 특징을 인식한 후, 그곳에서 행해

지는 농업을 추론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박선미 외, 

2009, 414), 지리적 도해력과 관련하여 정보추출의 수준

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Postigo and Pozo, 2004; 박선

미 외, 2009에서 재인용). 사실 기반 문항은 박선미 외

(2009)가 분류한 정보추출 수준 중 명시적 정보처리에 

해당하는 수준이 요구되는 반면, 개념 기반 문항은 개념

적 정보처리 수준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개념적 정보

처리 수준은 지도에 제시된 정보를 추출 후, 학습자의 

사고능력을 결합해 지리개념을 해석하는 수준을 말한다.

2) 분석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5∼2020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한국지리과목의 위치정보 문항이다.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체제는 1994학년도 도입 이후 시일이 경과하

며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중 2005학년도는 사회 

탐구 영역 중 일부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선택제가 

도입된 시기로, 큰 변화를 겪은 시기 중 하나이다(이종승 

외, 2004). 그리고 2005학년도 이후로 사회탐구영역의 

과목은 약간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일부과목을 선택하는 

방식 자체는 유지되어 오기에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2005학년도부터의 시험을 분석의 범위로 정하였다. 

분석의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해당기간의 340개의 문항 중 지도가 포함된 문항

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157개의 문항 중 위치정보가 수반

되어야 하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그래프나 표 등에서도 

설명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찾는 문항이 있으나, 이는 위

치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선별된 위치정보 문항을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실 기반/개념 기반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문항의 발문은 대체적으로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혹은 “지도상에 지역을 표시하고 그 지역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

유 형 Oigara(2006) 심승희(2010) 전혜인(2003) 박선미 외(2009) 비고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
저차

사실적 지식 지시적 자료 명시적 정보처리
지역의 개성⋅기술적 특성을 
통해 지역성 이해 

↕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
개념적 지식 탐구 지향적 자료 개념적 정보처리 지역에 개념 및 원리 적용

고차

표 1. 문항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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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분류된 문항에서 출제하

고 있는 지역, 스케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내용 요소), 

문항별 정답률 등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

리한 분석의 틀은 표 2와 같다.

출제 지역의 경우, 이들의 공간적 분포 및 특징을 파악

하고자 지도화 작업도 진행하였다. 전체 출제 지역과 정

답으로 출제된 지역, 그리고 유형에 따라 지역별 출제 

빈도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각 출제 지역은 17개 

시도별, 5개 권역별 합산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으며, 분석

을 위한 도구로는 구글맵스, ArcMap 10.5를 활용하

였다. 

또한 스케일에 따른 출제 비중과 난이도 역시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통상적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구역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통계지리정보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시⋅

도 수준과 시⋅군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시⋅도

는 우리나라의 일반도 9개,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부

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7개의 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군’은 시⋅

도의 하위체계 ‘시⋅군⋅구’에서 자치구는 제외하고, 특

별광역시 7개와 일반시군만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한다면, 25개의 

자치구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반면, 시군 단위에서의 분

석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로 세분화하지 않고, 서

울특별시 하나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분석하는 것만큼 교육과정

과의 연계성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할 항목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별 내용 요소에 대해 정리하기 위

해서 �사회과 교육과정� 한국지리의 내용 영역에 따라 

분류하였다(교육부, 2018). 한국지리의 내용 영역은 ‘국

토 인식과 지리 정보’,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생

산과 소비의 공간’,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우리나라

의 지역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해당하는 영역을 

문항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스케일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상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설입시학원에서 제공하는 

문항별 정답률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모든 응시생

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조

대헌, 2014),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학년도
문항

번호

위치정보 

문항 유형

출제 지역

(* 정답으로 출제된 지역)
스케일

교육과정 연계
정답률

(%)

전체 평균 

정답률

(%)영역 내용 요소

2006 9 개념 기반
평택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

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시군

생산과 소

비의 공간

공업의 발달

과 지역변화
17 57.6

⁝ ⁝ ⁝ ⁝ ⁝ ⁝ ⁝ ⁝ ⁝

2009 20 사실 기반
무주군, 전주시*, 남원시, 안

동시*, 구미시, 경산시
시군 우리나라의 지역이해 47 64.25

⁝ ⁝ ⁝ ⁝ ⁝ ⁝ ⁝ ⁝

표 2. 문항분석의 틀(예시)

지도 포함 

문항 표시
⇨

위치정보 문항 

선별
⇨

문항 유형 구분:
① 사실 기반 

② 개념 기반 

⇨

정 

리

출제 지역

스케일 

내용 요소 (교육과정)

문항별 정답률

그림 2.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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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위치정보 문항의 출제 비중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인 위치정보 문항을 지도상

에 점 혹은 빗금 등으로 특정 지역을 표시한 문항에 한정

하였다. 그러므로 위치정보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포함된 문항을 먼저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연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과목에서 지도

를 활용한 출제 문항의 비중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영역 출제 시, 상당히 많은 문항에서 지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년 동안 출제된 340개의 문항 중 

157개의 문항에서 지도를 활용하였다. 비중으로는 46.2%

를 차지하였다. 평균을 계산해보니 1년에 약 9.23개의 

문항에서 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위치정보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은 총 40문항으로 

전체 지도 출제 문항의 약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도의 유형은 크게 일반도(general 

reference map)와 주제도(thematic map)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치정보 문항은 모두 일반도에 해당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도는 주제도와 달리 특정한 

공간패턴보다는 ‘지리적 위치’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

는데(Slocum et al., 2009; 이건학 등, 2014 역), 그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선별된 위치정보 문항이 연도별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연도별 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3, 

그림 4). 위치정보 문항은 2006학년도 수능을 시작으로 

매년 1∼4문항씩 출제되고 있었다. 즉, 전체 20문제 중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평균 2.5

개 정도 위치정보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으며, 2016

학년도 수능 이후에는 3∼4문제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

럼 적지 않은 문항의 수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위치정보 문항은 하나의 출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박용덕(2014) 역시 지도상 위치를 확인

해야 하는 문항의 출제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지리, 

인문지리 영역과 별도로 독립된 주제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림 3. 수능 한국지리 문항의 연도별 지도 출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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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출제 비중

위치정보 문항에서의 출제 지역의 공간적 분포 및 빈

도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앞서 추린 위치정보 

문항을 바탕으로 보기와 정답으로 출제된 모든 지역을 

정리하였다. 이때 북한 지역은 위치정보 문항의 수에는 

포함하였으나, 지도화 작업 시에는 제외하였다. 이후 지

오코딩을 통해서 해당 지역들을 커널밀도분석을 통해 그

림 5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커널밀도분석은 지도상의 포

인트(점 개체)의 분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밀도를 계산

한 것으로, 특정 개체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적으로 살펴보

기에 유용하다(ArcGIS 홈페이지 참고). 

그림 5를 통해 평가 요소로서의 출제 지역이 공간적으

로 편중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커널밀도지도에

서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은 지역이

며, 옅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출제 빈도가 적거나 없는 

지역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포항, 울산, 부산, 광양을 

잇는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서의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전라북도 전주시를 시작으로 김제

시, 군산시, 서천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을 잇는 

지역, 충청남북도의 경계를 따라 아산시, 천안시, 진천

학년도 문항 수 (비중(%)) 학년도 문항 수 (비중(%))

2005 0 (0.0) 2014 1 (5.0)

2006 3 (15.0) 2015 3 (15.0)

2007 1 (5.0) 2016 4 (20.0)

2008 2 (10.0) 2017 4 (20.0)

2009 1 (5.0) 2018 3 (15.0)

2010 2 (10.0) 2019 4 (20.0)

2011 2 (10.0) 2020 3 (15.0)

2012 2 (10.0) 2021 3 (15.0)

2013 2 (10.0) 평균 2.5 (11.8)

표 3. (한국지리 수능) 연도별 위치정보 문항 수(비중)

그림 4. (한국지리 수능) 연도별 위치정보 문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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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이 높은 빈도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각 지역의 출제 

빈도를 계산해보면 강릉시와 안동시가 7건으로 가장 높

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다른 지역들의 출제 빈도는 

표 4와 같다. 

다음으로 시군별⋅권역별로 지역별 출제 빈도를 합산

출제 빈도 시군명

7 강릉시●, 안동시◯●

6 광양시◯, 보성군◯

5 부산시◯, 보령시◯●, 전주시◯, 경주시◯, 포항시◯●

4 울산시◯●, 충주시◯, 남원시◯, 김제시◯●, 김해시

3
대구시●, 인천시●, 평택시●, 고양시●, 춘천시●, 원주시◯, 진천군◯, 단양군◯, 서산시◯, 태안

군◯, 군산시●

2
광주시, 대전시●, 남양주시●, 양평군●, 홍천군●, 평창군●, 철원군◯, 인제군, 천안시◯, 당진시

◯, 서천군, 고창군, 목포시◯●, 순천시◯, 담양군◯, 김천시, 영덕군●, 울릉군●, 사천시, 창원시, 
창녕군◯, (경상남도) 고성군◯

1

서울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이천시◯, 김포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양구군

◯, 제천시◯, 청주시, 보은군●, 음성군◯,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무주군, 장수군●, 여수시◯, 
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울진군, 진주시◯, 거제시●, 남해군

◯, 거창군, 제주도(서귀포시)

○ 사실 기반 문항으로 정답으로 한 번 이상 출제 지역

● 개념 기반 문항으로 정답으로 한 번 이상 출제 지역

*시군 스케일에 대해서만 표로 정리함(시도 혹은 구 스케일의 경우 표에 포함하지 않음). 

표 4. 시군별 출제 횟수*

그림 5. 위치정보 출제 지역 표시(보기 + 정답) 그림 6. 위치정보 출제 지역 표시

(정답으로 1회 이상 출제된 지역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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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권역별 출제 비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우선, 유형의 구분 없이 전체적인 출제 빈도를 

살펴본 결과, 경상북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가 26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권역별

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영남권이 30.8%, 호남권 24.2%, 

충청권 19.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도권이 

10.4%로 6개의 권역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 점이 특징적이다(표 5). 

문항의 유형에 따라서도 출제 지역, 건수 등 다소간의 

(a) 시군 스케일 (b) 시도 스케일 (c) 권역 스케일

그림 8.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 출제 지역

(a) 시군 스케일 (b) 시도 스케일 (c) 권역 스케일

그림 9.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 출제 지역

그림 7. 유형에 따른 위치정보 문항 출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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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 먼저 출제 건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실 

기반의 경우 24건, 개념 기반은 16건 출제되었다(그림 7). 

유형에 따라 정답으로 출제되는 지역의 분포 역시 다소 

상이하였는데, 이들의 분포 및 지역명은 그림 8-9와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답뿐 아니라 

오답으로 제시된 보기까지 모두 포함한 출제 지역의 수

를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개념 기반에 비해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에서 출제되는 지역의 수가 훨씬 많았다. 

이는 사실 기반 문항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문제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개념 기반은 정답이 

되는 지역에 한하여 출제 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사실 

기반 문항은 정답으로 출제된 지역이 1개 혹은 2개라 

하더라도 보기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지역별 출제 빈도를 문항의 유형에 따라 

시도별⋅권역별로 합산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시도수준

으로 합산하였을 때 유형별로 경향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사실 기반 문항의 경우, 경상북도에서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으며, 개념 기반 문항은 강원도가 10건으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시도는 역시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개념 

기반은 경기도, 사실 기반은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권역별 출제 비중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두 유형 모두 영남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권역

은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 기반은 호남권이 26.7%, 개념 

기반은 23.5%로 수도권이 차지하였다(그림 10).

이처럼 문항 유형에 따라 권역별 출제 비중이 상이한 

것은 각 유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가 상이하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은 그 지역만

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지역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즉, 지역특산물, 지역축제, 혁신도시 등 각 지역의 다양

한 개성⋅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높은 

권역 시도
개념 기반 사실 기반 합계

시도 권역 시도 권역 시도 권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1
12

(23.5%)

0
7

(5.3%)

1
19

(10.4%)
인천광역시 3 0 3

경기도 8 7 15

영남권

부산광역시 1

16
(31.4%)

4

40
(30.5%)

5

56
(30.8%)

대구광역시 2 1 3
울산광역시 2 2 4
경상북도 7 21 28
경상남도 4 12 16

호남권

광주광역시 1
9

(17.6%)

1
35

(26.7%)

2
44

(24.2%)
전라북도 5 15 20
전라남도 3 19 22

충청권

대전광역시 1
3

(5.9%)

1
33

(25.2%)

2
36

(19.8%)
세종특별자치시 0 0 0

충청북도 1 13 14
충청남도 1 19 20

강원권 강원도 10
10

(19.6%)
16

16
(12.2%)

26
26

(14.3%)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
1

(2.0%)
0

0
(0.0%)

1
1

(0.5%)
합계 51 (100.0%) 131 (100.0%) 182 (100.0%)

표 5. 권역별ㆍ시도별 출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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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에서 유독 

수도권의 출제 비중이 적은 경향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서울⋅인천의 위치정보를 묻는 문항은 단 1건도 출제되

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수도권의 도시들은 각 도시 

고유의 특성이 부각되기 보다는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보

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박용덕, 2014). 

반면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에서는 수도권이 사실 

기반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출제된 것이 특징적이

다. 계통지리에서 학습한 개념이나 원리를 이들 지역에 

적용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안산시, 고양

시, 남양주시, 양평군이 정답으로 출제되었다. 뒤에서 

이들 내용 영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고양

시, 양평군, 안산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인구 분포, 

그리고 외국인 이주와 다문화 공간 관련하여 출제되었다. 

고양시, 남양주시, 평택시는 도시내부구조와 관련하여 

출제되었다.

2) 각 유형별 내용 요소 분석 

(1)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의 내용 요소

각 문항의 유형별로 다루고 있는 내용 영역 및 요소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실 기반 위치

정보 문항이 �사회과 교육과정�한국지리 교육과정과의 

어떠한 내용 영역과 연계되는지 살펴보았다.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은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7개의 내용 영역 

중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영역

과 연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인식과 지리정보’영

역은 지역의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룬다는 점에

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영역은 우리나라

의 주요 지리적 사상의 위치와 입지 및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또한 

해당 영역은 특정 지역의 지역성 파악을 성취기준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보다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

다(교육부, 2018 참고).

각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출제 지역들의 특성을 분류

하면 표 6과 같다. 그중에서도 지리적 표시제 등 지역특

산물, 지역축제, 지역명소 등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보성

군의 녹차밭과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보성녹차가 그 

예시이다. 보성군의 보성녹차는 우리나라 WTO 체제하

에 2002년 1월 국내에서 처음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한 

경우이다. 지리적표시제는 ‘보성’이라는 지명과 ‘녹차’라

는 제품을 결합하여 생성된 일종의 브랜드로 볼 수 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타 제품과의 차별성을 가짐으로써 

상품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소비자의 입장

에서는 상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은 생산자의 상

품 가치에 대해 법적인 보호도 보장하며,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주성재⋅김희재, 2015). 실제로 

지리적 표시제 도입 이후 보성군의 녹차 재배면적 및 생산

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역 관광산업에도 매우 긍정적

그림 10. 유형별 권역별 출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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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역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지역

축제

지역 명소

(관광 자원)
도청

소재지

지형적 

특징

산업특징

(혁신도시, 기업도시

발전소 입지 등)

지명 

유래

기타

(인구, 교통 등)

안동시 O O O 　 　 　

광양시 　 　 　 　 　 O 　 　

보성군 O O 　 　 　 　 　 　

부산시 　 　 　 　 O 　 　 　

보령시 　 O 　 　 　 O 　 　

전주시 　 　 O O 　 　 O O

경주시 　 　 O 　 　 　 O 　

포항시 　 　 　 　 　 　 　 　

울산시 　 　 　 　 　 　 　 　

충주시 O 　 　 　 　 O 　 　

남원시 O O 　 　 O 　 　 　

김제시 O O O 　 　 　 　 　

원주시 　 　 　 　 　 O 　 　

진천군 　 　 　 　 　 O 　 　

단양군 O 　 　 　 O O 　 　

서산시 　 　 　 　 　 O 　 　

태안군 　 　 　 　 O O 　 　

철원군 　 　 　 　 O 　 　 　

천안시 　 　 　 　 　 　 　 O

당진시 　 　 　 　 　 O 　 　

목포시 　 　 　 　 O 　 　 　

순천시 　 　 O 　 　 　 　 　

담양군 O O O 　 　 　 　 　

창녕군 　 　 O 　 　 　 　 　

고성군 　 　 O 　 　 　 　 　

속초시 　 　 　 　 O 　 　 　

삼척시 　 　 　 　 O 　 　 　

양구군 　 　 　 　 O 　 　 　

제천시 　 　 　 　 O O 　 　

음성군 　 　 　 　 　 O 　 　

홍성군 　 　 　 O 　 　 　 　

예산군 　 　 　 O 　 　 　 　

여수시 　 　 　 　 　 O 　 　

영광군 O 　 　 　 　 O 　 　

문경시 　 　 O 　 　 O 　 O

진주시 　 　 　 　 　 　 　 　

남해군 O 　 O 　 　 　 　 　

표 6. (사실 기반 문항) 시군별 지역특성에 따른 출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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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서정욱, 2006). 또 다른 

지역특산물의 예로 충주시의 사과, 남원의 목기, 김제의 

벼, 단양의 마늘, 안동의 삼베, 담양의 죽세공품, 영광군의 

소금과 굴비, 남해군의 죽방렴과 멸치 등이 출제되었다. 

지역특산물은 지역축제와 함께 예문으로 제시되는 경

우가 많았다. 남원을 추정하는 지문으로는 지역특산물 

목기와 지역축제인 춘향제가, 김제에 대한 설명으로는 

벼농사 농촌체험과 함께 지평선 축제가 제시되었다. 담

양군에 대한 설명으로는 대나무와 관련된 특산물(죽세공

품), 축제(대나무 축제), 관광명소(소쇄원)를 동시에 제

시되었다. 그림 11은 지리적 표시제와 지역축제 등이 함

께 제시된 사실 기반 문항의 예시이다.

도청소재지 역시 사실 기반 문항 출제를 위해 빈번하

게 활용되는 소재 중 하나이다. 경상북도 도청이 소재한 

안동시, 전라북도 도청이 소재한 전주시, 충청남도청이 

소재한 홍성군(예산군)이 대표적인 출제 지역이다. 심정

보(2007)는 사회과 지리 영역에서 지리적 문맹을 해결하

기 위해서 필수지명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중에서 

행정구역 및 도청 소재지는 습득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위치

를 묻는 문항 역시 수능에서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었다. 

기업도시는 2005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근거법령으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 2005.5.1.)’이 있다. 대표적

으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인 충주와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태안, 영암⋅해남이 있다(국토연구원, 2014 참

고). 그중 충주시, 원주시, 태안군이 위치정보 문항으로 

수능에 출제된 바 있다. 

혁신도시 역시 기업도시와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

을 위해 추진되었다. 혁신도시는 200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후, 2005년 혁신도시지구를 

선정하고 2019년 12월 총 153개의 공공기관(혁신도시 

외 포함)이 이전을 완료하였다(혁신도시 홈페이지 참고). 

10개의 지역별 혁신도시 중 수능에는 충북혁신도시인 진

수능 한국지리 2015학년도 19번 문항

그림 11. 지리적 표시제(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제시 관련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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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군(덕산읍), 음성군(맹동면)이 대표적으로 출제되었

다. 또한 진주시에 위치한 경남 혁신도시 역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 혁신도시로 출제된 바 있다. 기업도시

와 혁신도시는 모두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중 하

나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지역불균등의 문제와 해소 역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암기가 필요한 문항으로만 치부하

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과 혁신도시의 경쟁력에 관한 내용은 경제지리학에서도 

주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예: 이보영, 2011). 

그리고 경제지리(생산과 소비의 공간)와 관련해서는 

공업의 입지와 에너지 자원의 분포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 많았다. 공업지역에 대한 문항으로는 포항시와 

당진시의 제철공장, 여수시와 서산시의 석유화학단지 등

의 출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관련

하여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의 입지 역시 보기에 빈

번하게 등장하였다.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한 경주시와 

영광군,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태안군 등이 그 예시이다. 

각종 자원의 특성과 공간분포, 그리고 공업의 입지와 공

업 지역의 변화 역시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 중 하나이다(교육부, 2018). 

또 최근에는 지명 유래와 관련된 내용 역시 지문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도의 지명이 유래된 도시 

중 하나인 ‘전주시’가 출제되었으며, 경상도 지명이 유래

된 도시 중 하나인 ‘경주시’가 출제 된 바 있다. 지명은 

암기의 대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지명에 대한 

지리교육적 의의를 강조하는 연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장의선(2004)은 지명이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 요소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명을 통해 그 지역과 

그 지역 거주자들의 삶과의 관계 역시 엿볼 수 있음을 

밝혔다. 심정보(2007) 역시 지리교육에서의 지명교육의 

의의를 밝히며, 지리적 문맹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필수

지명의 선정을 제안하였다.

(2)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의 내용 요소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에 이어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 역시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내용 영역 및 

내용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 역시 우리나라의 6개 권역을 중심으로 계통지리에

서 학습한 개념이나 원리를 적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취기준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우리나

라의 지역 이해’영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

부, 2018). 그렇지만 사실 기반은 그 지역의 개성⋅기술

적 특성을 통해 지역성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지만, 개념 

기반은 계통지리에서 학습한 개념이나 원리가 각 지역에 

적용되므로 각 문항별로 계통지리에 해당하는 내용 영역

을 추가적으로 정리하였다(표 7). 

선별된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 중 계통지리 내용 

영역별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 자연지리 영역의 ‘우리나

라의 기후 특성’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총 16건의 

문항 중 북한지역에 대한 문항 3건을 포함하여 총 10문항

이 우리나라 기후 특성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이들 문항

은 특정지역의 지리적 사실에 대한 암기나 단편적인 이해

보다는 다양한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 

그리고 개념과 원리의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었

다(교육부, 2018 참고). 

인문지리 영역의 문항은 주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

하여 해당하는 지역을 찾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이들 내

용은 크게 경제지리와 도시지리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

다. 그중 경제지리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 영역은 ‘생산과 

소비의 공간’으로, 주로 농업과 공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

었다. 이들 문항은 각각 2건씩 출제되었는데, 그 예시는 

그림 12와 13과 같다. 첫 번째 농업과 관련된 문항 역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해당하는 지역의 위치를 묻는 문항이 주를 이루었

다. 그림 12의 예시 1은 그래프에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근교농업과 원교농업의 특징을 비교한 문항이다. 수도권

에 위치한 A는 근교농업으로 토지이용이 집약적이고, 

식량작물의 재배 비중이 낮고 상품작물 등의 재배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와 C는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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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와 떨어진 원교농업지역에 해당하지만 B지역은 

산지면적이 높으며, C지역은 평야의 면적이 넓다는 것을 

안다면 충분히 경지 규모별 농가 수 비중과 영농 형태별 

농가 수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 예시 2 역시 각 지역의 

산지비율과 평지면적 등으로 밭과 논농사 비중을 추정할 

수 있는 문항이다. 이 문항들 역시 단순한 지리적 사실의 

암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각 지역별 농업 특색을 이해하고 

자료를 통해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공업과 관련된 문항은 그래프를 통해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해당지역을 추정하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이때 사용된 통계자료는 주요 공업

별 생산액의 비중이나 변화이다. 이러한 문항은 해당 산

업이 왜 그 지역에 입지하는지, 그리고 입지함으로써 지

역사회에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추론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은 ‘공업의 발달과 

지역 변화’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는 문항의 예시이다. 

이들 문항에서는 석유화학⋅자동차⋅조선 산업이 주력산

업인 대표적인 공업도시 울산에 대한 자료를 다루고 있다

(김소연⋅류수열, 2017 참고). 심승희(2010)는 location

의 개념을 ‘위치’와 ‘입지’로 해석할 때의 의미가 각각 

상이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공업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단순 위치보다는 ‘입지’로서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입지는 경제지리학의 전통적 연구 주제 중 하나

로, 다양한 공업의 입지와 그 요인, 생산네트워크 등에 

학년도
문항

번호
영역 (계통지리) 영역 내용 요소

출제 지역

(오답 지역 포함)*

2006 9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생산과 소비의 공간 공업의 발달과 지역 변화
평택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

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011 18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춘천시, 강릉시, 
포항시, 군산시

2012 6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인천시, 홍천군, 
강릉시, 울릉도

2012 16 생산과 소비의 공간 농업의 변화와 농촌 문제 김제시, 남양주시, 평창군

2013 3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보령시, 보은군, 영덕군

2013 10 생산과 소비의 공간 농업의 변화와 농촌 문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2014 7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인천시, 강릉시, 
군산시, 포항시

2015 14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제주도(서귀포시), 
안동시, 강릉시, 포항시

2016 17 생산과 소비의 공간 공업의 발달과 지역 변화 충청남도, 전라남도, 울산시

2017 2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분포

외국인 이주와 다문화 공간
고양시, 양평군, 안산시

2018 2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고양시, 남양주시, 평택시

2018 8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서울시, 대전시, 
목포시, 대구시

2019 16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평창군(대관령), 
강릉시, 장수군, 거제시

*북한 지역은 정리에서 제외 / 

북한 지역에 대한 출제 문항 3건 모두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

표 7. (개념 기반 문항) 문항별 내용 영역 및 출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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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수능 한국지리 2012학년도 16번 문항

예시 2
수능 한국지리 2013학년도 10번 문항

그림 12. 농업 관련 문항 예시

예시 1
수능 한국지리 2006학년도 9번 문항

예시 2
수능 한국지리 2016학년도 17번 문항

그림 13. 공업 관련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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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현재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예: 이정협, 

2007; 조인혜⋅장영진, 2019).

3) 문항의 난이도 분석

(1) 유형별 난이도 분석

마지막으로 위치정보 문항에서의 정답률을 통해 여타 

문항들과의 차이, 그리고 유형에 따른 정답률의 차이 등

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설입

시학원에서 공개하는 문항별 정답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답률 자

료는 제공하지 않아 해당 연도는 제외하였다. 우선 2005

∼2020학년도 한국지리 문항의 전체 정답률 평균은 

72.6%인 반면, 위치정보 문항 전체의 평균은 61.0%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 전체의 평균 정답률보다 위치정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학생들

은 위치정보 문항을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치정보 문항의 유형에 따른 정답률을 살펴

보았을 때, 사실 기반 문항의 평균은 전체 문항의 평균보

다는 낮지만, 위치정보 문항의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 결

과로 나타났다. 반면,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은 전체 

평균보다 확연히 낮은 57.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은 전반적으로 위치정보 문항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

향이 있는데, 어려움의 정도는 사실 기반 문항보다는 개념 

기반 문항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8).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의 정답률은 내용 영역에 따

라서도 차이가 있었다(표 9). 학생들은 자연지리 영역(기

후 환경과 인간 생활)에 비해 인문지리 영역에서 출제된 

위치정보 문항을 좀 더 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위치 지식과 기후-지형 특성의 연계를 

어려워하였다는 김다원(2008)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

다. 이 영역은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한데, 문제 유형은 제시된 

기후 그래프를 통해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상에서 찾는 

것이 대부분이다. 해당 유형은 2008년을 시작으로 꾸준

히 출제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해당 유형 

문항의 정답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정답률이 16%에 불과하나, 2019

년에는 정답률이 7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항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

라 학생들이 해당 유형에 대해 좀 더 익숙해졌기 때문이

기도 할 것이다. 타 영역(GIS)의 경우에도 비교적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도 일정한 양식으로 고착화되면 문제 자체

에 익숙해져 상대적으로 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조대헌, 2014). 두 번째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 유형은 경제지리 영역(생산과 소비의 공간)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 등이 

필요하다.

(2) 스케일별 난이도 분석

마지막으로 출제 지역의 스케일에 따른 난이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도 

수준과 시⋅군 수준 스케일에 따른 정답률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시군 스케일에 비해 시도 스케일에서의 정답

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학생들은 보다 세밀한 스케일에서의 문항을 상대적으로 

평균 정답률

위치정보 문항 전체 61.0

유형
사실 기반 문항 63.6

개념 기반 문항 57.5

자료: 사설입시학원(메가스터디) 자료 

표 8. 위치정보 문항(2005∼2020학년도)의 평균 정답률

내용 영역 평균 정답률 

자연지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53.3

인문지리

생산과 소비의 공간 58.8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89.0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63.0

자료: 사설입시학원(메가스터디) 자료 

표 9. (개념 기반 문항) 내용 영역에 따른 평균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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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 

스케일(geographic scale)에 따라 정답률의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스케일은 지리학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일과 관련된 지리교육 

관련 연구는 일부 연구(예: 이동민⋅최재영, 2015)를 제

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정준(2007)의 연구에서 

문항 형식, 자료의 형태 등 지리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탐색한 바 있는데, 스케일

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후속연구를 통해 스케일과 지리

문항과의 관계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위치 지식은 고차적인 지리적 사고 증진을 위한 기초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

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닌 상황으로, 약화된 학생들

의 위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를 비롯한 일련의 학

습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식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위치 지식 교육 경향을 

살펴보고자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과목의 위치정

보 관련 문항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문헌연구를 통

해 학생들로 하여금 위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문항을 

위치정보 문항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단, 지도상

에 점 혹은 빗금 등으로 특정 지역을 표시한 문항에 대해

서만 한정하였다. 그리고 문항이 그 지역의 개성⋅기술

적인 특성 등 사실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지 혹은 계통

지리에서 학습한 개념이나 원리를 각 지역에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항인지에 따라 각각 ‘사실 기반 위치정

보 문항’,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7년 동안 출제된 수능 한국지리 문항 

340개 중 157개의 문항에서 지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25.5%에 해당하는 40개의 문항이 위치

에 대한 지식을 요하는 문항이었다. 유형에 따른 위치

정보 문항의 출제 건수를 살펴보았을 때, 사실 기반 문항

이 60%에 해당하는 24건으로 개념 기반 문항보다 높은 

빈도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유형에 따라 

출제 지역 역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는 영남권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유형별로 내용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사실 기반 위치

정보 문항은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7개 내용 영역 중 ‘국토

인식과 지리정보’,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영역과 연계되

었다. 그리고 문항은 주로 지역의 특성을 제시하고 부합

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는 형태로 출제 되었다. 제시

되는 지역의 특성으로는 지역특산물(지리적 표시제), 지

역축제, 지역명소(관광자원), 도청소재지, 지형적 특징, 

산업 특징(자원의 입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명 유

래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살펴보

면,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영역과 연계됨과 동시에 각 

문항에서 해당하는 계통지리 영역과도 추가적으로 연계

되는 특징을 보였다. 선별된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 

스케일 평균 정답률

시ㆍ군 60.3

시ㆍ도 75.6
자료: 사설입시학원(메가스터디) 자료 

표 10. 스케일에 따른 평균 정답률 

그림 14. 스케일에 따른 위치정보 문항 출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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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계통지리 내용 영역별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 자연지

리 영역이 10건, 인문지리 영역 6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경제지리(생산과 소비의 공간)와 관련된 문항은 4건으

로, 각각 농업 2건, 공업 2건으로 출제되었다. 이들 문항

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리적 사실의 암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각 지역별 농업 혹은 공업 특색을 이해하고 

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을 추론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문항별⋅유형별 난이도를 살펴보았을 때, 위치정

보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한국지리 문항 전체 평균 

정답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학생들은 위

치정보 문항을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들

은 사실 기반 위치정보 문항보다 고차적인 사고가 요구되

는 개념 기반 위치정보 문항을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난이도는 내용 영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

데, 학생들은 자연지리 영역의 문항을 가장 어렵게 여겼

고, 경제지리와 관련된 문항을 두 번째로 어렵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하다. 그리고 출제 지역의 스케일에 따라서도 정답

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보다 세밀한 스케일

에서의 문항을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위치 지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지향해야 할 평가의 방향성 및 학생들의 위치 

지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할 수 있다. 위치 지식이 

지리학의 기초개념이자 핵심개념인 것은 맞지만, 지나치

게 지엽적이거나 단순 암기하는 문항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Dunn(2011)은 통상적으로 위치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백지도 등을 사용해서 지역을 

채워넣거나 매칭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자칫 잘못된 결론

을 내릴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다시 말하면 백지도에 

많은 지역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만으로 그것이 위치 

지식 혹은 지리적 문해력을 치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정확한 지리적 문해

력 혹은 위치 지식의 측정을 위해서는 위치정보 문항 출

제 시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한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입지요인,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추론하는 등 보다 고차적인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으로 출제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또한, 학생들이 특정한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왜 그 위치가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Stimpson, 1991; Torrens, 2001), 그러한 점을 감안하

여 특정 위치의 중요성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리학에는 다양한 스케일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스케일

에서의 장소와 그 속성들간의 관계 역시 고려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된다면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Turner and Leydon, 2012 참

고). 

그리고 출제 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관련해서도 차별기

능문항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용덕(2014)의 

연구에 의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성이 드러난 문제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 혹은 그 지역의 생활양식 등에 

따라 정답률의 유불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철

(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과 문항에는 도시 경험과 촌락 

경험과 관련된 문항이 존재하는데, 이들 문항에 대한 정

답률에 학생들의 거주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도시 관련 문항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에게 유리했으며, 촌락 관련 문항은 촌락 지역에 거주하

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연구를 통해 

하나의 검사지에 도시, 촌락과 관련된 문항이 혼재한 경

우 편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성은 개념 기반 문항보다는 사실 기반 문항에서 오히

려 두드러질 것이라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지리적 사상의 위치와 지역

의 특성의 이해가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인 지리학에서 지

역을 배제하고 출제할 수는 없다. 반대로 지역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 

출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에 거주지역에 따른 유⋅불

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문항에 여러 개의 지역에 

대해 동시에 출제하거나, 필수지명의 선정과 함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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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래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해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주지역이나 해당 지역의 

생활양식 등에 따라 문항이 차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동안 위치 지식에 관한 연구는 초등지리교육

(예: 김다원, 2008; 심승희, 2010)을 제외하고는 특히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

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문항

을 활용하여 위치 지식과 관련된 문항의 출제 경향을 살

펴보고, 학생들의 위치 지식을 진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치 지식 증진 방안에 대한 실질적

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

다. 위치 지식에 좋아하는 장소 혹은 장소에 대한 기억 

등 정서적인 측면을 결합하거나, 구글맵스나 구글어스 

등 GST를 활용하면 특정 장소에 대한 장소감 증진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효과성 역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Zhu et al., 2016; Bednarz, 1995; Reynolds and 

Vinterek, 2016). 이번 연구가 경향성 분석 및 진단에 

목적이 있었다면, 후속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위치 지식

과 공간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의 모

색이 필요하다. 

 

주

 1) 전혜인(2003)은 자료의 탐구 수준에 따라 ‘지시적 자료’, 

‘부분 추출적 자료’, ‘해석 지향적 자료’, ‘탐구 지향적 자료’ 

4 종류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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