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학부 The Division of Culture and Arts인문정보학 ․ 인문지리학(인문지리학)전공
Cultural Informatics ․ Human Geography(Human Geography)

1. 교육 목표 

지리학은 인간의 생활공간으로서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지표상의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지리적 분포와 

공간적 상호관계에 관하여 서술, 해석, 또는 설명한다. 지리학은 지표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다루는 광범위한 

학문이므로, 사회과학적 측면과 더불어 인문학, 자연과학의 성격을 가진 종합학문이다. 이러한 지리학의 학문적 

성격은 개별 현상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과 틀을 제공하며, 이 점에서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한국학에 기여할 수 있다. 인문지리학전공의 교육 목표는 한국학의 일부로서, 한국이라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통합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생활공간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학대학원의 인문지리학 전공 과정에서는 지리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분석기법들을 습득함과 아울러, 인접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교육 중점 

- 한국학의 일부로서 한국이라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그 지역성을 이해한다.

- 지리학의 이론, 방법론과 쟁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장소연구, 지역연구, 환경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종합학문’, 여러 학문을 연결시켜주는‘교량학문’인 지리학의 성격을 활용하여 

한국학의 여러 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 능력을 함양한다.

- 인문지리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정책을 계획,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 삶의 터전인 지역 

및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방대한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양한 첨단기기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지리정보시스템 등의 정교한 

분석기법을 습득한다. 



3. 교과과정표 
구  분

교  과  목  명
국 문 영 문

학제간과목
(5)

한국마을연구 Studies on Korean Village
한국지명연구 Studies on Korean Place Name
한국영토문제연구 Studies on Territory Problems in Korea
종교와지리학 Religion and Geography
예술과지리학 Arts and Geography

일
반
전
공

과
목

원전 자료 해독 
능력 배양 
교과목
(3)

지리자료강독Ⅰ Reading Geographical MaterialsⅠ
지리자료강독Ⅱ Reading Geographical MaterialsⅡ

고지도연구 Studies on Old Maps

전공 이론 
심화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21)

자연지리학세미나 Seminar on Physical Geography
경제지리학 Economic Geography
한국문화지리학세미나 Seminar on Korean Cultural Geography
역사지리학특강 Topics on Historical Geography
한국농촌지리연구 Studies on Korean Rural Geography
한국문화경관연구 Studies on Korean Cultural Landscape
한국전통지리사상특강 Topics on Traditional Geographical Thought of Korea
한국지역연구Ⅰ Regional Studies of KoreaⅠ
한국지역연구Ⅱ Regional Studies of KoreaⅡ
지역조사방법론 Methodology of Regional Studies
경제지리자료특강 Topics on Economic Geography
한국도시지리연구 Studies on Korean Urban Geography
한국의자연지리 Physical Geography of Korea
여행과지리학 Travel and Geography
관광지리학세미나 Seminar on Tourism Geography
지리학사상사 History of Geographic Thoughts
여가와농촌 Leisure and Rural Settlement
한국의풍수 Fengshui of Korea
수도권지역연구 Regional Studies of Capital Region 
아시아지역연구 Regional Studies of Asia
개별주제연구 Independent Study

전통의 현대화와 
미래 지향을 
위한 교과목

(4)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지역문화콘텐츠연구 Local Culture Content
지역지리편찬연구 Compilation of Regional Geography
역사문화지도편찬연구 Compilation of Cultural and Historical Atlas

현장학습과목
(2)

문화역사지리현장조사Ⅰ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FieldworkⅠ
문화역사지리현장조사Ⅱ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FieldworkⅡ

연구참여과목
(0)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과목

(2)

한국지리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Geography

인문지리학입문 Introduction to Human Geography



4. 교과내용

학제간과목

한국마을연구 _ Studies on Korean Village

사회학,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고문헌관리학 등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마을을 종합적 시각에서 학습한다. 

마을의 형태, 기능과 구조, 경관,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조직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마을을 다룬다. 실제 마을에 대한 사례연

구도 진행한다.

한국지명연구 _ Studies on Korean Place Name

국문학, 역사학 등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지명을 연구한다. 지명은 어떤 장소의 자연,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한국 지명의 형성과 변천과정, 분포 등을 연구하며, 지명을 수집, 정리, 분석하는 방법도 학

습한다. 

한국영토문제연구 _ Studies on Territory Problems in Korea

정치학, 역사학 등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영토와 관련하여 제지되는 여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주제로는 독도문제, 간도문제, 이어도문제, 헌법상의 영토조항, 한국사 속의 강역문제 등을 다룬다.

종교와지리학 _ Religion and Geography

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종교를 종교학, 인류학 등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학습하며, 특히 한국의 종교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종교의 분포와 확산과정, 종교와 자연 및 인문환경과의 관련성, 종교와 생활문화, 종교적 장소와 경관 등이 주요

한 주제이다.

예술과지리학 _ Arts and Geography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의 예술작품은 지리학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예술작품에서 특정시대 특정 장소의 지

리적 사실을 추출하여 지역지리를 구성하는 소재로 이용하고, 한편으로 예술작품으로부터 인간집단이 장소와 경관에 대해 

가지는 감정, 태도, 가치 등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문학, 미술사, 음악사 등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예

술작품의 다양한 의미와 활용가능성을 탐색한다.

일반전공과목_원전 자료 해독 능력 배양 교과목

지리자료강독Ⅰ _ Reading Geographical MaterialsⅠ 

지리지를 중심으로 전근대시대에 만들어진 지리자료를 강독하여 자료 해독력을 높이는 동시에 당시 우리나라의 지리적 상

황을 파악한다. 전국지리지, 읍지와 함께 조선시대 지리 관련 저술, 그리고 인구 및 토지관련 자료 등이 주요한 대상이다. 

나아가 이러한 전근대 지리자료를 지리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지리자료강독Ⅱ _ Reading Geographical MaterialsⅡ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근대에 발행된 지리자료를 수집하여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조선총독부와 지방정부의 통

계자료, 각 보고서와 민간에서 발간된 각종 지지 등을 수집하는 방법과 이를 독해하여 지리학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을 습

득한다. 이를 위해 특정한 연구지역과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자료의 수집과 해석, 활용을 실습한다.

고지도연구 _ Studies on Old Maps 

고지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연구방법을 익힌다. 지도제작술의 발달과정과 그 배경, 고지도를 통한 과거의 지리의 이해와 

복원, 고지도 연구방법론, 고지도 관리와 활용을 위한 서지적 연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선시대 고지도를 위주로 하되, 

근대의 지도에 대해서도 다룬다. 

일반전공과목_전공 이론 심화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자연지리학세미나 _ Seminar on Physical Geography

자연지리학은 지구상의 자연현상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인간의 생활무대로서의 자연환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학문이

다. 이 과목에서는 자연환경을 이루는 지형, 기후, 식생, 토양 등의 요소를 살펴보고, 이들이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개관한다.

경제지리학 _ Economic Geography

경제활동의 공간적 전개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공간분포 특성을 체계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세계 경제의 차원에서는 경제활동의 공간조직과 그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차

원에서는 경제활동의 지역적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한다. 최근의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문화지리학세미나 _ Seminar on Korean Cultural Geography

문화지리학 연구의 국내외 최근 연구동향과 구체적인 연구물과 방법론에 대해 파악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어떠한 주제

와 방법론으로 문화지리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특히 문화속성, 문화전파, 문화지역, 문화경관, 문화생태 

등 문화지리학의 주요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특정한 문화지역의 설정을 시도한다. 

역사지리학특강 _ Topics on Historical Geography

역사지리학은 지역 및 장소에 대한 이해를 본질로 하는 지리학과 시간을 다루는 역사학의 만남으로 성립된다. 본 과목에서

는 역사지리학의 발달과정, 이론, 방법론, 주요 연구주제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역사지리학 연구방향

과 방법을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역사시대 이래 한반도의 지역구조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한국농촌지리연구 _ Studies on Korean Rural Geography

농촌과 농업의 기본적인 개념과 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농촌의 발달과정과 기능 체계 및 국가정책 등을 다루면서 산업

화 및 정보화 시대의 농촌과 농업의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한국 농촌을 도시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도시주변부 농

촌, 전형적인 농촌지역, 과소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입지, 형태, 기능의 분석을 통해 농촌의 문제를 파악한다. 



한국문화경관연구 _ Studies on Korean Cultural Landscape

한국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자연 및 인문환경에 적응하여 나름의 생활양식과 함께 창출해낸 문화적 경관을 독해한다. 전통문

화 경관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발달의 배경, 경관보존의 원인, 경관의 구조적 형태적 특성을 연구한다.

한국전통지리사상특강 _ Topics on Traditional Geographical Thought of Korea 

한국에서의 지리학적 사고의 발달과정을 이해한다. 한국의 전통지리사상들이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지

리지, 고지도, 실학자의 지리저술 등 전통시대의 지리학 관련 연구업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연구가 나올 당시의 시대

적 배경과 연구자의 사상이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본다.

한국지역연구Ⅰ _ Regional Studies of KoreaⅠ

한국지리의 계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구, 도시, 산업, 문화 등의 주제 별

로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나열적인 지역지리를 극복하고 다양한 주제 간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역연구Ⅱ _ Regional Studies of KoreaⅡ

한국지리의 지역지리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을 자연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지역 구분하고, 각 지역의 지역성을 규

명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스케일의 사례 연구도 병행한다.

지역조사방법론 _ Methodology of Regional Studies

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는 본래 지리학이 추구해 온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시대

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 왔다. 본 과목에서는 지역연구의 방법론이 전체 지리학의 발전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고찰하고 각각의 방법론들이 지니는 장, 단점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지역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경제지리자료특강 _ Topics on Economic Geography

경제활동의 공간적 전개 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공간분포 특성을 체계적

인 자료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차원에서는 경제활동의 공간조직과 그 변화를 지리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의 차원에서는 경제활동의 지역적 특성과 그 변화를 지리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이해한다. 최근의 정보화, 세계

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도시지리연구 _ Studies on Korean Urban Geography

한국에서의 도시의 기원 및 형성과정에서부터 현대도시의 구조, 기능, 체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도시체계론, 도시내부구

조론 등 도시지리학의 주요 주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의 도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폭 넓

게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한국 도시에 대한 지리학적 안목과 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한국의자연지리 _ Physical Geography of Korea

한국 문화 형성의 바탕이 된 자연환경에 대해 학습한다. 지질과 지형에 따른 토지이용, 기후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양식

과 생업의 형성과 변화, 한반도 식생의 변천과 이용의 역사 등이 주요한 주제이다. 



여행과지리학 _ Travel and Geography

여행은 사람과 지역 간의 편견을 없애고 사상과 문물을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행은 지리적 지식의 발견과 확대과정

이라는 점에서 지리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현상들을 시공간적 측면에서 고찰하며, 교

통로 및 교통기관, 숙박과 식사 등 여행에 부수되는 요소들도 함께 다룬다. 

관광지리학세미나 _ Seminar on Tourism Geography

관광지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의 획득과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관광의 발달사, 관광공간의 형성과 변용, 관광객의 공간행

동과 정보, 경험, 이미지 등을 공급자와 수요자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룬다.

지리학사상사 _ History of Geographic Thoughts

지리학 사조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본다. 고대와 중세, 근대의 서양 지리학 발달과정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더불어 현대지

리학의 철학적 기초와 접근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이를 통해 지리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한다. 

여가와농촌 _ Leisure and Rural Settlement

식량생산의 기지 역할을 하던 농촌은 최근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생태관광, 체험관광, 그린투어리즘, 귀농, 귀촌 등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한국의풍수 _ Fengshui of Korea

풍수는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인의 전통문화와 일상생활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

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수지리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풍수의 개요와 역사, 풍수의 원

리, 풍수가 한국 문화와 경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한다.

수도권지역연구 _ Regional Studies of Capital Region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한국의 핵심지역이다. 이 지역의 형성 및 변화과정, 자연환경과 

함께, 인문지리학의 주요 주제 별로 지역성을 고찰하여 수도권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최

근의 변화양상에 주목하며,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지역연구를 수행한다. 

아시아지역연구 _ Regional Studies of Asia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화를 공유해온 중국 및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자연환경에 대해 개관하고, 인구, 산업,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인문지리학의 주요 주제별로 아시아지역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개별주제연구 _ Independent Study

학생이 개인적으로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분야의 심층적 연구를 위해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개별 학습을 

수행하는 교육과정이다. 



일반전공과목_전통의 현대화와 미래지향을 위한 교과목

지리정보시스템 _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오늘날 다매체 지식 정보 콘텐츠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지도의 제작과 응용 기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벡

터 지도, 위성영상지도, 하이브리드 지도 등 다양한 전자지도를 정보 서비스 시스템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인문 

지식 콘텐츠를 전자지도와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제반 기술-지리 정보 조작 언어, 공간 정보 레지스트리 구축 방

법, 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등을 다룬다. 

지역문화콘텐츠연구 _ Local Culture Content

국내외의 지역 문화 콘텐츠의 개발에 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지역 문화 콘텐츠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대 지리

지, 근현대 시・군지 등의 편찬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디지털 지지’ 등 새로운 지역지리 편찬 모델에 대해 논의한

다. 실제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 작업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시도한다.

지역지리편찬연구 _ Compilation of Regional Geography

지역지리, 지지의 편찬은 지리학의 오랜 전통이다. 국내외의 지역지리 편찬의 역사와 지역지리 편찬에 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시대 지리지, 근현대 시 ․ 군지 등의 편찬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디지털 지지’ 등 새로운 

지역지리 편찬모델에 대해 논의한다. 실제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 작업으로 지역지리를 편찬한다.

역사문화지도편찬연구 _ Compilation of Cultural and Historical Atlas

역사문화지도는 한 지역 또는 국가의 지리학, 역사학을 비롯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지도로 제작하는 작업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자지도의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역사문화지도 제작의 사례를 분석하고, 

방법론을 학습하여 실제 역사문화지도 편찬을 시도한다.

현장학습과목

문화역사지리현장조사Ⅰ_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FieldworkⅠ

문화역사지리 연구에는 문헌조사와 함께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다. 문화역사지리의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한국의 여러 지역

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문화역사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현장조사 방법을 습득한다. 

문화역사지리현장조사Ⅱ_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FieldworkⅡ

문화역사지리학 연구에 필수적인 현장조사의 다양한 방법을 익힌다. 현장 문헌조사를 비롯해 경관 관찰 및 조사, 지명조사, 

면담 및 설문조사 등이 주요내용이다. 실제 연구지역을 실정하여 그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배경과 지역문화의 형성과정과 

그 특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조사해 본다. 



연구참여과목

※ 개설 교과목 없음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과목

한국지리입문 _ Introduction to Korean Geography

한국의 국토공간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지리에 대한 개설로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

해를 기초로, 취락・도시・인구・산업 등의 인문지리에 관하여 계통적으로 강의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지역적 삶의 실

체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지역 구조 및 지역성의 형성 과정과 그 요인을 파악한다.

인문지리학입문 _ Introduction to Human Geography

지표에 존재하는 인문사상을 지역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인간 활동과 지리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인간의 경제, 사

회, 문화 등의 활동이 어떠한 지역적 특징을 형성하며, 공간과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 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경제, 

인구, 취락, 문화, 정치 등 인문지리학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별로 인문지리학의 연구동향과 방법을 개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