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2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운영 계획(안)

 

   * 지역 예선 대회: 우리 지역 알기 탐구 보고서

   * 본선 대회: 심층 탐구형 논술 

주최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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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운영 계획(안)

1  대회 목적 

  가. 한국의 위상과 중요성 인식

  나.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다른 나라와의 상호 협력 태도 함양

  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육성 

  라. 지리적 안목의 육성을 통한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

  마.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한 애향심 함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모색

2  기본 방침 

  가.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나. 지역예선대회는 지역 알기 탐구보고서로, 본선대회는 발표 영상 및 심층 탐구형 논술로 평가

  다. 지역예선대회의 운영은 지역지리교과연구회, 본선대회는 전국지리교사연합회 사무국에서 주관함.

  라. 지역예선대회 동상 이상 입선자는 본선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함.

3  주최 및 주관 : 주최- (사)대한지리학회, 국토연구원  

                  주관- 전국지리교사연합회(지역지리교과연구회) 

4  후원 : 시도 교육청

5  참가 자격

  가. 지역예선대회: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전국 고등학교 학생

  나. 본선대회: 지역예선대회 동상 이상 입선자 

6  대회 영역

  가. 지역예선대회

   ◦ 지역 알기 탐구 보고서 : 탐구 주제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 탐구 일지 : 정해진 양식에 지도 교사의 확인을 받은 일지를 작성

  나. 본선대회

 ◦ 영상 자료 : 지역 예선 대회 동상 이상 입상자 중 본선 대회 응시자는 탐구 보고서에 관한 발표 영상을 5

분 이내의 영상 파일로 제작해 제출

    ◦ 심층 탐구형 논술 : 지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탐구형 논술 문항 출제

      ※ 단,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본선 대회는 비대면 논술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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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회 운영 

  가. 지역예선대회  

◦ 주제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 조사하기

◦ 제목(예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 제주: 제주도로 전입해 온 정착민들의 이유 및 생활의 특징
- 인천: 인천 개항장 일대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강원: 통계로 본 강원도 산불의 지리적 특성-기후와의 관련성 
- 경기: 행리단길의 역사와 발전 가능성 탐구
- 철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유역의 자연 지리적 가치

  나. 본선대회

◦ 논술 : 지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탐구형 논술 문항

- 고차적인 지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

- 고등학교 지리 교과(한국지리, 세계지리 등) 내용의 심층 주제를 논술 문항으로 출제

8  대회 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      시 내 용 비고 

 보고서 제출 기간 2021. 9. 6.(월) ~ 9. 17.(금) 탐구 보고서 제출 소속 학교장 추천

예선 심사 발표 2021. 9. 30.(목)  전지연 홈페이지 공고  

본선대회 접수 2021. 10. 1.(월) ~ 10. 29.(금) 
예선 동상 이상 입상자 

(신청서와 발표 영상 제출)

본선대회 2021. 11. 6.(토) 논술시험 서울대 지리학과

본선대회 결과 발표 2021. 11. 12.(금) 전지연 홈페이지 공고

시상식 2021. 11. 20.(토) 본선 입상자 전원 서울대

지리답사 체험학습 2022. 1월 중 예정 본선 대상 및 금상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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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회 운영 (보고서 제출)

가. 지역예선대회

   ◦ 제출 기간: 2021. 9. 6.(월) ~ 9. 17.(금) 

   ◦ 제출처: 해당 지역지리교과연구회 지리올림피아드 담당자

지역 제출처 학교 담당 교사명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서울 문영여자고등학교 김차곤 rokmc807@gmail.com 010-4440-0254

경기 포곡고등학교 신두인 distyle9@naver.com 010-3041-9101

부산 사상고등학교 하인모 gkdlsahejr@naver.com 010-6691-5545

대구 경북고등학교 백승진 sjinwhite@naver.com 010-4504-2336

광주 설월여고 고예윤 pomisister@hanmail.net 010-7510-1655

울산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이태주 xowntkfkd@hanmail.net 010-9880-0760

강원 동해광희고 이호문 homui74@gmail.com 010-4121-0906

경북 고령교육지원청 손기화 ddang93@gbe.kr 010-9388-1336

경남 김해임호고등학교 서하준 geo9835@naver.com 010-4759-8923

전북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양승필 2gty@naver.com 010-3999-2197

전남 강진고등학교 김현석 skyworld79@naver.com 010-6472-7130

충남 온양여고 이인희 lihojk@naver.com 010-4338-6977

충북 서원고등학교 이성훈 ming0987@naver.com 010-3495-3659

대전 대전가오고등학교 여지훈 yhope84@naver.com 010-2750-3344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고진희 delightjini@korea.kr 010-2644-6265

   ◦ 제출 방법: 담당자에게 전자메일로 제출

   ◦ 제출 서류

    ① 참가 신청서 및 추천서 1부(붙임 1 참조) 

    ② 탐구 보고서 1부(붙임 3 참조) 

    ③ 탐구 일지 보고서 1부(붙임 4 참조) 

    ④ 탐구 보고서 요약서 1부(붙임 5 참조) 

   ◦ 유의사항

    ① 1 학교에서 5개 이내의 보고서 제출 가능

    ② 1인 1개의 보고서 제출

    ③ 작품의 제목은 주제의 취지를 살려 자유롭게 정하되, 참가 부문별 유의사항(붙임 양식)을 숙지하

여 형식과 체제를 갖추어 작성

   ◦제출 작품 규격 및 분량:

영역 규격과 분량 제출할 서류 및 작품 비고

지역 알기 
탐구 
보고서

A4용지 10~15장
(표지,요약서,목차를 

제외한 분량임)

① 참가 신청서 및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 1 참조) 
② 탐구 보고서 1부(붙임 3 참조)
③ 탐구 일지 보고서 1부(붙임 4 참조)
④ 탐구 보고서 요약서 1부(붙임 5 참조)

수상자의 작품은 
추후 파일 또는 
CD, USB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심사 및 채점기준

mailto:distyle9@naver.com
mailto:gkdlsahejr@naver.com
mailto:sjinwhite@naver.com
mailto:posmisister@hanmail.net
mailto:xowntkfkd@hanmail.net
mailto:ddang93@gbe.kr
mailto:lihojk@naver.com
mailto:geo1004@korea.kr
mailto:yhope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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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점 기준 배점

비율(%)창의적 주제 설정 논리적인 전개 자료 수집 타당성

지역탐구
보고서

30 40 30 100

   -지역 대회 심사 위원: 5명(단, 지역연구회에 여건에 맞게 선정할 수 있음.)

 나. 본선대회

  ◦제출 서류

    ① 참가 신청서 1부(붙임 2 참조) 

    ② 참가 신청서에 탐구보고서 발표 동영상 유튜브 링크 주소 첨부

  ◦제출 기간 : 2021. 10. 1.(금) ~ 10. 29.(금)

  ◦제출처 : 대한지리학회(02-875-1463)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내용을 작성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전자메일로 제출

               geography77@hanmail.net 

  ◦일시 : 2021. 11. 6(토). 14:00~15:30

  ◦장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영역

분야 규격과 분량 문항 비고

영상 자료 5분 이내의 발표 영상

논술 2~3 문항 심층 탐구형 문항

  ◦심사 및 채점기준

구 분
채점 기준 배점

비율(%)구성력(5) 표현력(5) 논리적 전개(10)

영상자료 20

구 분
채점 기준 배점

비율(%)표현(20) 지리적 사고(20) 논리적 전개(40)

논술 80

10  시상  

   ◦지역예선대회 수상자는 각 지역별 접수 인원의 20% 이내로 총 수상 인원으로 함.

구  분
지역예선대회 본선대회

인 원 시상 내역 인 원 시상 내역

대  상 1 상장 

대상,금상(교육감상)

은상(대한지리학회장상)

동상(전국지올위원장상)

1

상장 및 상품

<기존과 동일>

금  상 2 3

은  상 3 5

동  상 00 10

계 00 19

  ◦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며, 본선 대회 대상 및 금상 수상자에게 국내 지리답사 체험학

습 기회 제공(지역 여행 상품권 지급)

  ◦ 각 시도 지역예선 시상범위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 참가자(팀) 대비 20%에서 결정

  ◦ 각 시도 지역교육청별로 교육감상 시상 여부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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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가자 유의 사항 

가. 대회 요강에 어긋나게 응시한 자,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무효 처리함.

나. 타 공모전 수상 작품, 타인의 저작물 도용, 대리 작성 등의 경우 부정 행위로 간주하여 수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함.

   다.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지적 재산권의 침해 소지 및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작품은 응모해서

는 안 되며,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라. 제출 서류 및 작품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한 모든 자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수 작품은 

전국지리교사연합회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음.

   마. 대회에 관한 모든 안내는 전국지리교사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자료실을 통하여 이루어짐

     (홈페이지 주소 : 전국지리교사연합회 http://unigeo.kr/)

12 문의처

 가. 지역예선대회 : 각 지역교과회 총무(지리올림피아드담당자)   

   나. 본선대회 : 전국지리교사연합회 총무 김영규(서울 중동중학교)

                 ☎: 010-3559-0596, E-mail: midalpa@naver.com  

붙임  

1. 지역 예선 대회 참가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

2. 본선 대회 참가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

3. 지역 알기 탐구 보고서 작성 체제와 유의사항.

4. 탐구 일지 양식 및 작성 요령.

5. 지역 알기 탐구 보고서 요약서 작성 요령.

6. 발표 영상 자료 유의 사항.

mailto:geography77@hanmail.net
http://unige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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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2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지역 예선 대회 <지역 탐구 보고서> 참가 신청서 및 추천서

탐구 주제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4㎝)

학교 학년반 -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   .   .

학교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집 : (    )       -            (H.P) :      -       -       
 E-mail : 

  위 본인은 전국지리교사연합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제2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지역 예

선>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도 교사 :             (인)   /  연락처 :                     E-Mail: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시에 
√표시)

※신청자 모두  
  작성

m 수집·이용 목적 :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운영관련 안내사항 통보
m 수집·이용할 항목 : 학교명,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주소, 연락처
m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m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전국지리올림피아드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   천   서
 성    명 :                        

 소    속 :              학교     학년     반

위 학생을 2021년도 제2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예선 대회 참가자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학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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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2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본선 대회 <심층 탐구형 논술> 참가 신청서

참 가 신 청 서

성       명 :
소       속 :              학교       학년 
생 년 월 일 :              (남, 여)
응 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사   진

3.5㎝ × 4.5㎝

* 탐구보고서 발표 
동영상 유튜브 주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시 에 √표시)

  ※ 신청자 모두 작성

m 수집·이용 목적 :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운영관련 안내사항 통보
m 수집·이용할 항목 : 학교명,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주소, 
연락처
m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m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전국지리올림피아드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   천   서
 성    명 :                        

 소    속 :              학교     학년     반

위 학생을 2021년도 제2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본선 대회 참가자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접수

번호

고사 본부 

기입란

수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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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지역 알기 탐구 보고서 작성 체제와 유의 사항 □

(1) 표지 형식(A4 용지)

 【제2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지역 알기 탐구 보고서】(휴먼명조 11)  

제목: 지속가능한 울산의 발전방향 연구(예) (휴먼명조 15)

본문 (휴먼명조 11)

제 출 일 : 2021. ○. ○. (휴먼명조 13)

(※ 표지에 참가자 성명, 지도교사, 소속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2) 순서
◦ 표지
◦ 탐구 일지(A4 용지 1장) - (붙임 양식 참조) 
◦ 요약서(A4 용지 1장) - (붙임 양식 참조) 

    - 주제 선정 이유(배경), 연구 진행 절차(일정), 내용 요약 등을 서술
◦ 목차
◦ 본문(서론, 본론, 결론, 자료 목록, 각주 등 포함)
◦ 참고문헌 목록

(3) 유의 사항
◦ 탐구 보고서의 내용은 본 대회의 주제에 맞아야 하고, 논리와 형식을 갖추어야 함
◦ 다른 사람의 연구나 통계 자료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에 출처를 밝혀야 함
◦ 탐구 보고서의 평가는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독창성 및 자료조사의 성실성에 중점을 둠
◦ 탐구 보고서 작성 시 지도 교사의 과도한 도움은 작품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제출하는 탐구 보고서는 1인 1작품으로 제한함
◦ 탐구 보고서의 본문은 A4 용지를 사용하고, 지도나 자료는 별도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 분량은 A4용지 10~15장으로 함(표지, 차례, 요약서, 지도교사의견서를 제외한 분량임)
     - 글자 모양 : 본문 글씨 크기(12p), 줄간격(160%), 장평(100%), 자간(0%)
     - 용지 여백 : 위쪽(15mm), 머리말(5mm), 좌우여백(20mm), 아래쪽(15mm), 꼬리말(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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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탐구 일지 보고서 양식 및 작성 요령 □

탐구 일지 보고서(예시)

학교명 성명

탐구 주제 수원 행리단길의 역사와 발전 가능성 탐구

일시 탐구 내용
지도교사 

확인

7/21

▪문헌조사 내용 정리

  -수원화성(김진섭, 2012), 수원 화성 행궁(수원시, 2004)

▪온라인 자료 검색 및 정리

 https://www.suwon.go.kr/web/visitsuwon/hs01/hs01-01/pages.do

성명

(서명)

7/25

▪화성행궁 답사

  -화성행궁 내 답사

  -행리단길 상업시설 업종 조사 및 지도화

성명

(서명)

위와 같은 활동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탐구일지 작성 요령

 ○ 문헌조사, 야외조사 등 일별 탐구활동 내용을 기록

 ○ 학생이 작성한 탐구 내용을 지도교사가 확인하고 서명

 ○ 탐구일지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경우 제출한 보고서를 채점하지 않음.

https://www.suwon.go.kr/web/visitsuwon/hs01/hs01-01/page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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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지역 알기 탐구 보고서 요약서 작성 요령 □

(1) 형식(A4 용지 1장)
(2) 작성 요령

요약서 (휴먼명조, 20포인트)

 주제 선정 이유 (휴먼명조, 15포인트)
  о ~~~~하여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선정하였음(예시) (휴먼명조, 13포인트)

  о (필요하면 추가하거나 삭제해도 됨)

 연구 진행 절차
  о 2021년 6월 ○일(또는 1~2주)  참고자료 조사하여 목록 작성(예시)

  о                   
  о                                     
  о 2021년 6월 ○일(또는 1~2주)  보고서 작성 및 수정(2차)(예시)

  о (필요하면 추가하거나 삭제해도 됨)

 내용 요약
  о 이 보고서는 변화상을 ~~~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조사하여 ~~~ 살펴보았음(예시)

  о(필요하면 추가하거나 삭제해도 됨)

 연구 기대 효과
  о 이 연구/조사를 통해 ~~~~ 재조명하여 역사적 교훈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예시)

  о (필요하면 추가하거나 삭제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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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 발표 영상 자료 유의 사항 □

(1) 동영상 파일 형식 : MP4, AVI, WMV만 가능

(2) 발표 영상 필수 포함 사항 및 진행 순서
◦ 탐구 보고서 개요 설명

     - 주제 선정 이유 및 보고서의 전반적인 개요
◦ 탐구 활동 과정 설명(탐구 일지 보고서 내용)
◦ 발표에 참고한 문헌 및 이미지 자료 등의 목록 제시

(3) 기타
◦ 발표 시 한글 파일 및 PPT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 본인의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해야 함.
◦ 파일은 지도 교사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범위 ‘일부 제한’으로 업로드 한 후 동영상 주소를 참가 신청

서에 기입함.
◦ 유튜브 동영상 세부 정보에 신청자의 학교, 학년, 성명을 작성함.
◦ 발표는 자신의 탐구 보고서 내용과 맞아야 하며, 필수 포함 사항 이외 형식 및 체제는 자유롭게 함.
◦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화면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 작품의 평가는 구성과 표현력, 논리적 전개 정도에 따라 완성도에 중점을 둬 평가함.
◦ 작품 제작 시 지도 교사의 과도한 도움은 작품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