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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타성은 인간의 사회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특성이자 인간 행동을 이

해하기 위한 주제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또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이타적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지리수업에서

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현실 문제에 기반한 실제적 과제가 사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지리수업에서 이타성을 지닌 실제적 과제, 즉 이

타적 과제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타적 과제는 학습자의 창의성,

학업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타적 과제의 실제성 증

진은 학습자가 느끼는 유용가치, 상황적 흥미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타적 과제의 ‘공간성에 따른 차별적 이타성’을 학습자들이 메타적으로 인

식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상호 협력과 공존을 모색하는 지리교육에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수업에서 이타적 과제의 활용을 제안하기 위해, 첫

째로 이타적 과제가 학습자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

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로 이타적 과제의 실제성 증진이 학습자가

느끼는 유용가치, 상황적 흥미 유발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

째로 이타적 과제의 ‘공간성에 따른 차별적 이타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

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1에서는 특정 인물을 위

해 과제를 수행한 집단(이타집단)과 일반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과제

를 수행한 집단(일반집단)이 자신을 위한 과제를 수행한 집단(개인집단)

의 창의성과 학업 정서를 비교해 보았다. 연구 2에서는 ‘과제 수행 결과

의 실제성’이 부여된 이타적 과제를 수행한 집단(결과실제성 집단)과 ‘과

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이 고려되지 않은 이타적 과제를 수행한 집단(기

본 이타집단) 사이의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를 비교해 보았다. 연구 3

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곳이 상대적으로 인지

도 및 호감도가 높은 나라(프랑스 집단)인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나고

르노카라바흐 집단)인지에 따라 학습자의 이타적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를 살펴보았다.

연구 1의 결과, 이타집단과 일반집단이 개인집단보다 문제 해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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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높은 창의성을 보였다. 학업 정서의 경우 세 집단 모두 긍정적 정서

가 부정적 정서보다 강도가 강한 경향성을 보였지만, 이타집단은 강도

순위 상위 7위까지 긍정적 정서들만 존재하는 반면, ‘귀찮음’이란 부정적

정서가 일반집단은 3위에, 개인집단은 4위에 나타났다. 연구 2는 결과실

제성 집단이 기본 이타집단보다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를 높게 느낀다

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 3에서는 프랑스 집단보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집단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테러방지대책 강화 요청 및 해당 사건의 원인

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보이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자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성적인 접근을 하게 됨으로 ‘why’를 중시하게 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

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의 결과는 지리수업에서 이타적 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

들의 창의성 증진과 긍정적 학업 정서 유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타적

과제의 개발에 있어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을 고려함으로 학습자가

느끼는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가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

간성에 따른 차별적 이타성’을 메타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와 관련한 지리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찰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촉구

한다.

주요어 : 지리 수업, 이타성, 이타적 과제, 창의성, 학업 정서,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 유용가치, 상황적 흥미, 공

간성에 따른 차별적 이타성

학  번 : 2012-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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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타인의 이득을 주요 동기로 하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행동(Feogin et 

al., 2014: 1)”으로 정의되는 이타성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매

우 중요한 주제로(차재연·김혜리, 2008), 경제학, 심리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Patterson, 2003). 이는 인간의 이타성이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중요시 되는 특성 중 하나(Fehr and Fischbacher, 

2003; 장용희 외, 2016)이며, 이기성과 상반되는 인간의 사회적 본능은

다른 종들과 인간을 구분 지어주는 요소(Ridley, 1998)이기 때문이다. 그

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이타적인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교육과학기술부, 2009: 1; 교육부, 2015: 1)”을 추구하는 인간상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배려와 나눔’이라는 이타적 요소가 ‘공동체 발

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가 발전한다는 것은 곧 공동

체에 속한 구성원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이다. 모든 교과는 보다 나은 삶

을 추구하며, 지리 교과는 보다 나은 ‘공간적 삶’, 즉 ‘보다 나은 삶의 터

전’을 지향한다(송언근, 2009). 이타성이 보다 나은 공간적 삶 및 삶의 터

전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지리 교육에서 이타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은 곧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

과 직결된다. 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현 시점의 문제가 있다는 걸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리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지리를 공간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르는 과목으로 정의하며(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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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2; 교육부, 2015: 157), 한국 지리의 목표가 국토공간 및 살고 있

는 지역의 과제를 인식 및 해결, 일상생활공간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등

을 통하여, 삶의 터전을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임을 명확하

게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지리적 문제해결에는 이타성이 개입될 수 있

다. 왜냐하면 국토공간 혹은 자기 지역의 문제 해결을 통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도 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지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여러 국가·지역 간 갈등 파악 및 이에 대한 해결방

안 탐색 등이 목표로 제시되는데, 이 역시 자기를 위한 문제해결일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한, 심지어 자신의 직접 이득과는 큰 상관없는 이타적

인 문제해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리 수업에서는 현실에 기반한 문제

들을 실제적 과제의 형태로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

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성을 지닌 실제적 과제, 

즉 이타적 과제를 지리 수업을 위해 개발·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수업에서 이타적 과제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는 창의성의 증진 및 긍정적

학업정서의 유발이다. 창의성은 지리교육에서도 관심을 가져온 주제로

(예: 이경한, 2004; 이경한·백영희, 2005), 한국지리 교육과정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 함양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해결에

있어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타성과 창의성이 무슨 관계가 있

다는 말인가? 언뜻 보기에 큰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인지 이타성과 창

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찾기는 많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둘의 관계

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가 몇몇 존재했고(예: Grant and Berry, 2011; 한준

구, 2015), 이러한 연구들은 이타성이 창의성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타적 과제의 사용은 학습자의 창의

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타성은 이타적 행위 주체의 정서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Seligman, 2004; DeYoung, 2000), 유발된 긍

정적 정서는 창의성에 기여할 수 있다(Bledow, Rosing, and Fres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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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정서(academic emotion)는 1990년대 이후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

주제로(도승이, 2008), 지리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정서를 경

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지리교육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둘째로는 학습자가 느끼는 ‘유용가치(utility value)’와 ‘상황적 흥미

(situational interest)’의 증진이다. 유용가치란 “과제가 개인의 목표에 얼마

나 유용하고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신념(우연경, 2014, 406)”을 뜻하는

데, 학업성취와 과제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Eccles et al., 1998),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변인이기도 하다(Hulleman et al., 2010). 흥미는

긍정적 학습 결과와 학습자 동기와 관련된 중요 변인이며(Rotgans and 

Schmidt, 2011), 특히 상황적 흥미가 학습자와 학습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습에 있어 상황적 흥미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김성일 외, 2008). 그런데 유용가치의 정의에서의 관련성과

현실 관련성이 재미의 요소라는 점(정준환·강인애, 2013b)을 고려하면, 과

제의 현실 관련성, 즉 과제의 실제성을 높였을 때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

미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기반한 이타적

과제의 실제성이 강화되면, 학습자들이 느끼는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

는 높아질 수 있다. 

  셋째로는 ‘공간성에 따른 차별적 이타성의 인식’이다. 지리는 공간을

기본 연구 대상으로 하기에 지리수업을 위한 이타적 과제 개발에서 공간

성, 즉 이타적 과제의 공간적 배경은 필수적인 고려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타적 과제의 공간적 배경은 학생들의 이타성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존재한다. 즉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 및 이타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지

리에서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다루는 세계 지리에서 공간

적 배경의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 실례로 2015년 11월 파리 테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 전날 레바논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한 반응은

사뭇 달랐다. 똑같이 IS에 의한 테러로 사상자가 많았던 테러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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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차별적으로 애도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

도 있었다(뉴시스, 2015년 11월 16일자). 지리교육에서 지향할 이타성이

이러한 ‘차별적 이타성’은 아니기에, ‘공간성에 따른 차별적 이타성’을

지리교육, 특히 넓은 스케일을 다루는 세계 지리에서 다룸으로 학습자들

이 이에 대해 메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

다. 

  이렇게 이타성이 학문적·교육적 중요성을 지니며 지리교육에서 이타적

과제를 활용하였을 때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아직 지리교육 맥락

에서 이타성의 효과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검증 및 논의하는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물론 이 세계를 보다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글로

벌 리더십을 기르는 지리 수업에 대한 류재명(2009)의 제안이나, 지리교

육에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을 도입한 연구들(예: Dorsey, 2007; Eflin 

and Sheaffer, 2007; 전보애, 2010; 김민성·이창호, 2015)은 이타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정숙·조철기(2009)는 지리교육과정이 이

타적인 글로벌 시민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세계지리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타자의 삶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이타심 등과 같은 세계

시민성 함양에 있음을 역설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리교육에서 이타성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기 위해, 

지리수업을 위한 실제적 과제로서 이타적 과제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고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연구 1에서

는 이타적 과제가 학습자의 창의성과 긍정적 정서를 증진함을 검증하고

자 한다. 둘째, 연구 2에서는 이타적 과제의 실제성을 부여함으로, 학습

자가 느끼는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가 증진됨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여러 실제성 중 학생이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뜻

하는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연구 3에서는

이타적 과제의 공간성에 따른 차별적 이타성의 양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

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타성과 공간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

는 찾아보기 힘들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이타성에 관한 기본적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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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리수업을 위한 이타적 과제의 개발과 활용, 나아가 균형 잡힌 지

역 인식과 관련한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워

보았다.

연구가설 1) 이타적 과제는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긍정적 정서 유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이타적 과제의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 증진은 학습자의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 유발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가설 3) 동일한 상황의 이타적 과제라도 공간성에 따라 학습자들의

이타적 반응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해 3가지 실험 연구방법을 설계, 진행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와 각기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선

정하여 이 문제에 대해 이타적 과제를 포함한 실제적 과제들을 개발하였

고, 학습자들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별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한

국지리 문제는 연구 1과 2, 세계 지리 문제는 연구 3에서 각기 다루어졌

다. 이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다루는 공간 범위 및 내용의 차이로 인

해 각 과목에서 다루는 문제의 성격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

구 1과 2를 위해 한국 지리에서 선정한 문제는 ‘도시 문제’인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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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며 학생들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

로, 한국지리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연구 3에서 다룰 세계 지리 문제는 ‘갈등’이다. 세계지리는 한국지리보다

훨씬 큰 스케일의 공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세계지리 교육과정에서는

공간적 다양성 및 지역적 차이, 이들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이로 인한

갈등 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로 인해 갈등의

여파는 발생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세계 지리에서 갈등 문제의 중요

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각 연구별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타성과 창의성 및 학업정서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 1을 위해

한국지리 도시 교통 및 주거문제를 소재로 특정 인물들을 돕는 설정의

이타적 과제를 개발하였으며, 이타적 과제와의 비교를 위해 개인적 과제

와 일반적 과제를 개발하였다. 각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의 창의성 측정

을 위해서는 Top 2 측정방법(Subjective top 2 scoring method; Silvia, 

2008)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일단 참여자들에게 여러 아이디어를 생

각하게 한 후 그 중 두 가지를 고르게 하며, 참여자들이 고른 두 아이디

어에 대해 전문가 3인이 평정하는 주관적 기법으로, 창의성 측정에 있어

평가적 사고까지 측정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권유선·하대현, 2015a). 

이렇게 얻어진 집단별 창의성 수치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해 분석되었다. 또한 과제 수행이 끝난 직후 김은진(2013)

의 학업정서 검사문항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학업 정서를 측정하였다. 

이 역시 일원배치 분산분석이 이루어졌고,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역시

실시하였다. 

  둘째, 이타적 과제의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과 유용가치 및 상황적

흥미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 2를 위해 ‘결과 실제성 과제’가 개발되었다. 

결과 실제성 과제는 기존의 이타적 과제에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유용가치 측정은 우연경(2014a)이 사

용한 두 문항을 본 논문의 과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참고로 우

연경(2014a)은 Eccles and Wigfield(1995)가 개발하여 많은 연구에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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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두 문항을 수학 교과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상황적 흥미의 측정을 위해서는 봉미미 외(2012)가 개발한 상황

적 흥미 측정 문항을 과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유용

가치와 상황적 흥미들은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로 분석되었고,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역시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3에서는 이타적 과제의 공간성에 따른 학생들의 이타적 반

응을 분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 테러과제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스테파

나케르트 테러 과제를 개발하였다. 둘은 지명만 다를 뿐 텍스트 내용은

동일하다. 과제 수행 후 학생들은 관련된 설문에 응답하게 되며, 이 응답

들은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 및 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자신

의 행동에 대해 작성한 글은 내용에 따라 분류되었다. 

  설문이 끝난 후에는 참가자 중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이루어

졌다. 그리고 모든 설문지의 커버에는 ‘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타적 과제가 기본적으로 구성주의 기반 학습

모형들에서 강조되는 실제적 과제이기에, 설문이 지리교육을 위한 실제

적 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타적 과제’라는 표현이

커버에 들어갈 경우 학생들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이타적 과제와 상반된 개인적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의 경우, 이타적

과제라는 표현이 설문 제목에 들어가 있으면 설문 제목과 내용상의 불일

치로 수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연구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중립적일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4. 논문의 구성

  1장에서는 ‘이타성’이란 주제의 학문적·교육적 중요성, 지리교육에서의

의미를 논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지리수업에서 이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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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용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논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연구 목

적 및 이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방

법을 상술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본 논문의 핵

심개념인 이타성 및 이와 관련하여 창의성, 학업정서, 실제성과 유용가치

및 상황적 흥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세 가지 연구와 그 연구의 결과들을 다루고 있다. 세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연구 1은 이타적 과제와 창의성 및 학업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이타적 과제의 실제성

이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해보았다. 연구

3에서는 이타적 과제의 공간성에 따라 학생들의 이타적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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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지리수업을 위한 이타적 과제의 효과 검증에 앞서, 핵심

개념인 이타성 및 지리교육 맥락에서의 이타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타성과 창의성 및 이타성과 학업정서, 이타적

과제의 실제성과 유용가치 및 상황적 흥미, 이타적 과제의 공간성에 대

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이타성

  이타성에 관한 연구는 18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경제학, 진화 생

물학, 심리학, 인류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Patterson, 2003). 이

러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개념들로는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도움(helping), 이타 행동(altruistic behavior) 등이 있다(한준구, 2015). ‘이

타성(altruism)’이란 용어는 프랑스 철학자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 

1798~1857)에 의해 하나의 행동 법칙으로 소개되었다(Paul et al. 1993). 

Feigin et al.(2014)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타성을 “보상을 의식적으

로 바라지 않거나(이타적 접근; altruistic approach), 보상을 의식 혹은 무

의식적으로 바라며 행해지는(의사(擬似) 이타적 접근; pseudo-altruistic 

approach), 타인의 이득을 주요 동기로 하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행동

(Feigin et al., 2014, 1)1)”으로 정의한다. 유사한 개념인 ‘도움(helping)’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이득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웰빙을 향상하는

결과를 낳는 행동들(Schroeder et al., 1995)”로 정의된다. 이타성은 일반적

1) “an intentional and voluntary act performed to benefit another person as the
primary motivation and either without a conscious expectation of reward (altruistic 
approach) or with the conscious or unconscious expectation of reward 

(pseudo-altruistic approach)(Feigin et al.,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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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한 동기와 선한 행동을 연결해주는 고리로 이해되어져 왔다

(Patterson, 2003). 

  이타 행동은 갈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타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

다(Kaplan, 2000; 설선혜 외, 2014). 이와 관련하여 이타성과 동기와의 관

계를 살펴보면, 이타 행동과 관련된 동기는 크게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ation)과 이기적 동기(egoistic motivation)으로 나눌 수 있다(손민정·이

승조, 2016).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한 지표로서 자기 중심적 정서

와 타인 중심적 정서라는 정서적 구분이 이루어진다(Batson et al., 1991).  

  그렇다면 이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김용훈 외(2012)

는 공감과 공정성이 도움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그들은 배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기

에 평등하게 대접받아야한다는 공정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공감이 타

인을 돕는 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설선혜 외, 2014). 

  지리교육 맥락에서 이타성 자체를 다루는 연구는 드물다. 하지만 김다

원(2011)은 류재명(2011)의 “이타적 지리학”에 기반하여, 지리교육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교육이 “이타적 교육”에서 시작되어야함을 주장한다. 그

는 글로벌 리더십 교육에서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인식과 지구적 안목 형

성이 지리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곧 상생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으

로 설명한다. 그리고 지리 수업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교육은 이 세계를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는 류재명

(2009)의 주장과,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통해 참여하는 봉사학

습 개념을 지리교육 접목한 연구들(예: Dorsey, 2007; Eflin and Sheaffer, 

2007; 전보애, 2010; 김민성·이창호, 2015)은 이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정숙·조절기(2009)는 지리교육과정이 책임감 있고, 능

동적이며 이타적인 글로벌 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며, 

지리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이타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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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계시민성 함양에 있다고 주장한다. 

2. 이타성과 창의성

 
  창의성(creativity)은 인간의 일상적 삶 곳곳에서 발견된다(Berry, 2013). 

다른 교과는 물론 지리교육에서도 주목해온 창의성은 “새롭고 적응적인

- 유용하고 적절한 - 문제 해결 능력(권유선·하대현, 2015b, 60)”이라고

정의된다. 창의성의 영역은 ‘영역-일반성(domain-generality)’를 가정해왔으

나 최근에는 ‘영역-특수성(domain-specificity)에 대한 입장이 지지되고 있

다(조현아·권낙원, 2007). 즉 특정 영역에 대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

다고 다른 영역에서도 반드시 그럴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창의성 측

정에 대한 입장 역시 생성된 아이디어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2)을 측

정하는 확산적 사고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평가적 사고까지 강조하는

입장으로 변해왔다(권유선·하대현, 2015b). 평가적 사고는 독창적이고 유

용한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아이디어를 배제하는 능력으로

(Runco, 2007),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두 사고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Isaksen and Treffinger, 2000). Berry(2013)는 창의성의 두 주요

요소로 참신성(novelty)와 유용성(usefulness)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창의

적 성취를 위해서는 이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확산적 사고검사(예:TTCT)는 객관적 측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반

하여 해당 영역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측정을 주장하는 입장이 대두되

고 있다(조현아·권낙원, 2007). 이러한 배경에는 객관적 측정 방법이 주관

적 측정방법에 비해 문제해결 같은 실세계의 창의성을 평가하기 힘들다

는 점, 객관적 측정방법이 단순히 통계적 희귀성(참가자가 상위 80% 수

준)에 기대고 있다는 점, 객관적 측정방법이 광범위한 창의적 능력들을

2) 여기에서 유창성(fluency), 융통성(flexibility), 독창성(originality)은 각각 아

이디어의 반응 수, 범주 수, 질과 관련된다(권유진·하대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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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지 못 한다는 점 등의 이유가 있다(Amabile, 1996; 1999). 주관적

측정 기법 중에 하나이자 본 연구에 쓰인 Top 2 사정기법은 Michael and 

Wright에 의해 1989년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Silvia, 2008) 확산적 사고

와 평가적 사고를 모두 반영할 수 있기에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지지되

고 있는 기법이다(권유선·하대현, 2015a). Silvia(2008)의 연구나 권유선·하

대현(2015a)에 쓰인 Top 2 방식을 보면,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우선 여

러 가지 창의적인 답변을 생산해내기 위해 노력하며, 그 후 가장 창의적

이라고 생각되는 답변 두 가지를 고르게 된다. 3명의 평가자는 이 답변

들에 대하여 5점 척도(1=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5=매우 창의적이다)로

평가하게 된다. 

  지리교육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로는 이경한(2004)의 연구가 있다. 

그는 지리적 사고력이 인지적 관점에서의 창의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으

며, 지리교육이 지닌 심미적 요소로 인해 창의성의 정의적 관점을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지리교육에서 지리적 문제해결

력의 신장을 통해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그 가능

성을 지리교육이 본래 지니는 사회 관련성에서 찾고 있다. 이 외에도 이

경한·백영희(2005)는 그래픽 자료를 이용하여 창의성을 신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홍기대(2009)는 창의적 사고력 기법을 지리수업에 활용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이타성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직관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인지, 이타성과 창의성

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이덕로·김태열(2008)은 선행적 행동이 개인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선행적 행동은 다섯 가지 직무특성

(직무자율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기술다양성, 직무피드백)이 개인

창의성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rant and Berry(2011)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친사회적 동기(prosicial motivation), 관점

취하기(perspective-taking), 그리고 창의성의 관계에 대하여 동기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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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결정한다는 motivated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에 기반하여 연

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내재적 동기가 창의성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신

념과 달리,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는 모호함을 지적

한다3). 그들의 연구 결과 친사회적 동기는 관점 취하기를 촉발하며, 내

재적 동기와 창의성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ry(2013)에

따르면, 창의성의 두 주요 요소인 참신성과 유용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며,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창의적 시너지(creative synergy) 

효과를 내기 위해선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가 결합되어야 한다.  

이는 남을 돕고자하는 친사회적 동기가 내재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창의

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기분이 들지 않으며, 남을 돕고자 함으로 남의 필

요를 이해하며 유용성을 고려하는 의도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Berry, 2013). 

  한준구(2015)는 도움행동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직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그들의 필요를 인

식하고 유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

았다. 그리고 그는 도움행동이 긍정적 기분을 활성화하고(Weinstein and 

Ryan, 2010), 이로 인한 확산적 사고는 새롭고 유용한 결과물로 이어진다

(Bledow, Rosing, and Frese, 2013)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활성화된 긍

정적 정서가 도움 행동과 창의적 과정 참여를 매개할 것으로 보았다. 또

한 도움 행동에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 채택이 필요한데(Grant 

and Berry, 2011), 그는 이로 인해 문제를 새로운 관점, 즉 상대방의 입장

에서 보게 됨으로 창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연구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행동은 창의적 과정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활성화된 긍정기분과 관점 채택이 도움행동과 창의적 과정 참여

사이를 완전 매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오히려 내재적으로 동기되어 활동에 몰입할 경우, 외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무시되
곤 한다(Ber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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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타성과 학업정서

  이타적 과제가 학생들의 학업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본 논문의 관심사

중 하나이기에, 이 절에서는 학업정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업정서와 이

타성과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정

서는 영어로 academic emotion로 표현되는데, 교육 맥락에서 emotion과

함께 언급되는 용어들로는 affect, feeling, mood 등이 있다. 도승이(2008)

와 김민성(2009)이 정리한 정서 관련 용어의 국내외 정의를 재정리해보

면, affect는 emotion, mood, feeling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

며, emotion과 mood는 강도, 대상 자극, 그리고 지속시간에서의 차이가

있다. 즉 emotion은 mood보다 강렬하고 대상 자극이 분명하며 짧은 반

면, mood는 emotion보다 지속시간이 길지만 강도가 약하고 대상 자극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Emotion이란 용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감정’ 이나 ‘정서’ 등으

로 나온다. 도승이(2008)는 emotion을 ‘감정’, affect를 ‘정서’, mood를 ‘기

분’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feeling은 개념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김민성(2009)은 mood의 경우 ‘기분’으로 명명하나, 

emotion은 ‘정서’, affect는 ‘정의’, feeling은 ‘감정’으로 칭하고 있다. 『교

육심리학 용어사전』에서는 feeling과 mood의 경우 김민성(2009)과 마찬

가지로 부르나, emotion과 affect 둘 다 ‘정서’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영어개념에 대한 우리말 대응 개념의 통일성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emotion을 ‘정서’, academic emotion을 ‘학업정서’로 통일하여

쓰고자 한다. 

  그렇다면 지리교육에 있어 정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인간은 감

정의 동물이란 말도 있듯이 학습 상황에서 인지적 요소만큼이나 정서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물론 학습 상황에서 정서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

이 초기부터 있어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지주의의 영향으로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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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심리학 영역에서 인지에 비해 정서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었

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학습 상황에서의 정서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도승이, 2008). 하지만 학자들이 주목하는 정서는 학생

들의 시험 불안(students' test anxiety)에 국한된다(Schutz and Pekrun, 

2007).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불안(anxiety)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다른 정서에

대한 연구도 점차 진행되고 있다(도승이, 2008). Pekrun et al.(2002)에 따

르면 기쁨(joy), 열정(enthusiasm), 희망(hope), 안도(relief), 자부심(pride),감

사(gratitude), 존경(admiration), 슬픔(sadness), 분노(anger), 불안(anxiety), 무

기력(hopelessness), 수치 및 죄책감(shame and guilt), 실망(disappointment), 

지루함(boredom), 질투(envy), 경멸(contempt), 놀람(surprise), 이렇게 총 17

개가 1974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연구 대상이 된 학업정서들이라고 한다.

지리 학습 중에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학생들은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지리 학습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학습과정에

서 정서가 행동에 대한 안내자, 정보처리과정의 촉진자, 인지-동기-행동

의 매개자로서 학습의 전 과정에 관련되어 학습자의 경험을 총제척이고

역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만큼(김민성, 2009), 지리교육에서도 학업 정

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지리교육에서 정서에 대한 관심을 보인 연구를 보자면, 권정화(2010)는

청소년 문화를 배려한 정서 중심의 지리교육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성보

다는 감정이, 논리보다는 감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에

서, 정서와 지성의 균형을 이루는 지리교육이 이루어질 때 지리의 교육

적 가치가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재철(2008)은 지리교육이 인지

적 측면에 비해 정서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서문해

력, 즉 자신의 정서를 이해,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의 발달을 위한 장소학

습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럼 이타성과 학업정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Seligman(2004)

은 자신의 긍정심리학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남을 도움으로 기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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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며, 완전한 긍정적 정서는 자

신의 강점과 미덕을 발휘하여 얻어야함을 역설한다. 이 외에도 도움행동

이 긍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연구들(예: Dunn et al., 2008; Glomb et al.,  

 2011)은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DeYoung(2000)은 이타성을 이

해하는 데 있어 남을 도울 때의 즐거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러한 기존 연구들은 이타적 과제가 긍정적인 학업정서를 유발할 가능성

이 있음을 보여 준다. 

4. 이타적 과제의 실제성과 유용가치 및 상황적 흥미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이 고려된 이타적

과제는 학습자의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 유발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이타적 과제의 실제성, 특히 ‘과제 수행 결과의 실

제성’과 유용가치 및 상황적 흥미가 무엇인지 알아본 후, 실제성과 유용

가치 및 상황적 흥미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타적 과제는 기본

적으로 실제적 과제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실제적 과제를 사용하는

것은 구성주의에 기반한 여러 학습 모형들(예: PBL, GBS) 등에서 공통적

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다(Bransford et al., 2002). 구성주의 학습 모형의 과

제의 예로 문제중심학습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문제중심학습에서의

문제는 일반적 문제와의 구별을 위해 ‘과제’나 ‘시나리오’로 불리기도 한

다(강인애·이명순, 2009). 문제중심학습에서 좋은 문제를 개발하는 것은

문제중심학습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강인애 외, 2007). 학

습 전 제시되는 문제는 왜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학생들에

게 명확히 알려줌으로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정임, 

2004). 

  실제적 과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실제 상황에로의 지식의 전이

를 촉진한다는 것(최정임, 2004)일 것이다. 실제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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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실제성, 물리적 환경의 실제성, 인지적 과정의 실제성, 문제의 관련

성, 문제의 복잡성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Bennett et al, 2002; 최정

임, 2004).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제 설계에 있어 실제성을 일

반적 실제성, 경험 실제성, 일상적 실제성, 발생가능적 실제성, 체감 실제

성, 공간적 실제성,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실제성’은 최정임(2004)의 일반적인 의미의 실제성과 같은 것으로, 간단

히 말해 실세계에 실제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뜻한다. 가령 길찾기 문제, 

교통문제, 인구문제 등은 모두 현실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 실제

성을 지닌 문제들이다. 둘째로 ‘경험 실제성’은 학습자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문제를 뜻한다. 경험 실제성은 일반적 실제성에 포함되지만, 학습자

의 경험 여부로 구분된다. ‘일상적 실제성’은 경험 실제성 중에서도 일상

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문제를 뜻한다. 일상적 실제성은 경험 실제성에

포함되지만, 빈도수 혹은 일상성으로 구분된다. 경험 실제성과 일상적 실

제성은 최정임(2004)의 문제의 관련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관련성은 이

둘을 구분하지는 않으며 개인적 유의미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여행과 일

상의 경우처럼 빈도차이가 극명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한다고 생각된

다. 다음으로 ‘발생가능적 실제성’은 아직은 학습자에게 일어나진 않았지

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

실제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크다면 일반적 실

제성만 지닌 문제와는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체감 실제

성’은 앞의 넷과는 약간 구분되는데, 학습자가 문제를 얼마나 실감나게

느끼는가에 관한 것이다. 경험한 적도 없고, 경험할 일도 없는 문제라도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실제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는 정준환·강

인애(2013a)가 재미의 요소로 꼽은 현실감(sense of reality)과 같은 개념으

로 볼 수 있다. 

  ‘공간적 실제성’은 실제적 과제가 공간성, 즉 공간적 배경을 지닐 수밖

에 없으며, 역으로 이러한 공간적 배경으로 인해 실제성을 지니므로 실

제성의 한 요소로 꼽았다. 공간적 실제성은 나머지 다섯 가지 실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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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 실제성에서의 공간적 실제성은 그

공간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실재하는 공간이냐는 것이다. 가령 ‘타슈켄트’

라는 도시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로서 일반적-공간적 실제성을 지닌다. 

경험적 실제성에서의 공간적 실제성은 그 공간을 학생이 경험해 본 곳이

냐는 것이다. 타슈켄트를 가본 적이 있는 학생에게 타슈켄트라는 공간은

경험적-장소적 실제성을 지닌다. 일상적 실제성에서의 공간적 실제성은

그 공간을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냐는 것이다. 타슈켄트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타슈켄트는 일상적-공간적 실제성을 지닌다. 발생가능적 실제

성에서의 공간적 실제성은 그 공간을 학생이 경험할 일이 있냐는 것이

다. 타슈켄트로 조만간 여행을 갈 계획이 있는 학생에게 타슈켄트는 발

생가능적-공간적 실제성을 지닌다. 체감 실제성에서의 공간적 실제성은

학생이 그 공간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일이 없더라도 과제가 제시되는 방

식에 의해 그 공간이 얼마나 현실감 있게 느껴지냐는 것이냐는 것이다. 

가령 타슈켄트의 경관 사진 여러 장과 타슈켄트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담긴 과제가 주어진다면, 타슈켄트에 가보지 못 한 학생도 체감-공간적

실제성을 지닐 수 있다. 또한 가본 적이 있는 학생에게 체감-공간적 실

제성이 높은 과제는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은 본 논문에서 유용가치 및 상

황적 흥미와 관련지어 살펴볼 요소이기도 하다. 이는 실제적 과제를 수

행하였을 때 그 결과가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현실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때의 실제성을 말한다. 실제적 과제를

통해 낸 아이디어가 널리 사용된다면, 혹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면 과제의 실제성은 증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논문의 연구

2에서 다루고자 한다. 

  지리 교수·학습 자료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이종원(2015)은 실제적인 과

제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한 지리·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

였다. 그는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정리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실제적 과제로 의미 있는 학습, 즉 현실적인 유용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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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는 총 11편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

였으며, 이 자료들의 배경, 과제, 역할은 실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가령

학생들은 폭력범죄가 벌어지는 신촌이라는 배경에서, 경찰이라는 역할을

맡아, 범죄 발생을 줄이는 과제가 부여된다. 본 연구의 실제성 분류에 따

르면, 이 자료는 일반적 실제성, 체감 실제성, 장소적 실제성이 추구된

경우이다. 역할에 주목한다면 실제 경찰 생활을 경험한 학생, 혹은 이른

시일 내에 경험할 학생은 없으므로 이 자료가 경험·일상·발생가능성 실

제성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신촌의 폭력범죄 측면에 주목한다

면 신촌 근처에 살거나 갈 일이 잦은 학생의 경우 이 자료는 경험·일상·

발생가능성 실제성을 지닐 수도 있게 된다. 

  이종원(2015)은 공간적 실제성을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할 수 있

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물의 전쟁’이라는 자료

의 경우, 나일강 유역 국가들의 “인구증가율, 1인당 국내총생산, 빈곤층

비율, 2025년 기준으로 예측된 인구와 1인당 연간 물 이용량 등(이종원, 

2015, 71)”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데이터를 학생들

이 역할놀이에 앞서 조사하게 되는데, 그는 이를 통해 “학습을 위한 학

습이 아닌 지리적 맥락 속에서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학습이 가능해(이종

원, 2015, 71)”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원(2015)의 교수·학습 자료들은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 또한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수행 결과를 실제 사례의

결과와 비교함으로 이루어진다. 즉 학생들의 도시 재생 아이디어와 실제

사례를 비교하다든지, 학생들이 선정한 풍력발전단지의 입지를 강원도의

실제 입지와 비교하는 것이다. 나아가 평가 단계에서 학생들의 수행 결

과의 실제 적용 가능성, 지속성, 부작용 등을 평가함으로 문제 해결의 실

제성을 더 하고 있다. 이 같은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 교실 수업 결과,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 몰입도, 참여도가 무척 높았다고 응

답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실생활의 소재, 실제적인 자료, 수업을 주도

하는 경험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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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실생활의 소재는 경험적 실제성, 일상적 실제성, 일반적 실제성을 만

족시킨다고 볼 수 있고, 실제적인 자료는 무엇보다 일반적 실제성을 만

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유용가치는 무엇인가? 유용가치는 과제가치의 4가지 하위 요인

(성취가치, 유용가치, 내재가치, 비용)중 하나로 “과제가 개인의 목표에

얼마나 유용하고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신념(우연경, 2014b, 2)”을 의

미하며, 현재의 과제 수행과 미래의 목표 성취와의 관계성을 나타낸다

(Eccles and Wigfield, 2002). 유용가치는 학업성취와 과제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Eccles et al., 1998), 이와 관련하여 학습 내용과 자신과

의 관련성에 대한 글쓰기를 한 경우 학업 성취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Hulleman, and Harackiewicz, 2009). 유용가치가 학업성취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상황적 흥미를 들 수 있는데(우

연경, 2014b), 유용가치는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변인임이 보고되었다

(Hulleman et al, 2010). 

  이어 상황적 흥미를 살펴보자면, 상황적 흥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

선 ‘흥미(interest)’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흥미는 학습과 관련하여 많

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으로, 인간의 학습을 그저 합리적이기만 한 인

지 모델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Hidi, 1990). 특히 흥미는 만족감

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흥미, 학습동기, 성취동기, 자아개념, 내외통

제요소, 불안, 가치관, 자아개념, 스타일 등(장성도, 2009, 2)”과 같은 학

업 성취와 관련된 여러 비인지 요인들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진

다(장성도, 2009). 그도 그럴 것이 흥미는 긍정적인 학습 결과 예측에 중

요한 변인이며,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Rotgans and 

Schmidt, 2011). 또한 흥미는 여러 연구를 통해 주의(Attention), 목표

(Goals), 학습 수준(Levels of learning), 학습 전략(learning strategies)에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idi and Renninger, 2006). 

  우연경(2012)은 흥미를 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 ‘흥미를 정서로 개념 정

의를 하는 관점’과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어우러진 개념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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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이 있으며, 각 관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한다. 우선 흥미를 ‘정

서’로 보는 관점은 흥미를 즐거움과 구분 짓는데, 흥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 즐거움은 기존의 긍정 정서 유발 경험

을 반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흥미는 긍정적 정서는 물론 부정적

정서와도 관련된다. 이에 반해 흥미를 ‘인지 및 정서적 요소의 집합체’로

보는 입장은 흥미를 동기 개념4)5)에서 접근하며, 흥미를 다시 개인적 흥

미와 상황적 흥미로 구분한다6).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는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지속적 성향이며,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는 환경의 특성에 의해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즉각적으로 발생한

다. Hidi(1990)에 따르면 개인적 흥미는 천천히 발달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상황적 흥미는 갑자기 일어나 단시간 지속되는데7), 

개인적 흥미에 비해 상황적 흥미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

다. 

  그런데 개인적 흥미의 발달에는 오랜 시간을 요한다는 점, 상황적 흥

미는 학생과 학습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상황적 흥미가 개인적 흥미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학습에

있어 상황적 흥미가 지니는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김성일 외, 

2008). 교육 맥락에서 상황적 흥미가 개인적 흥미로 발달하는 과정에 대

하여 Hidi and Renninger(2006)는 ‘흥미 발달의 4 단계 모델(The 

Four-Phase Model of Interest Development)’를 제시하였다. 1 단계에서는

4) “동기 변수로서의 흥미는 관여코자 하는 심리적 상태 혹은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종류의 
대상, 사건, 사상에 재관여 하고자하는 경향을 나타낸다(Hidi and Renninger, 2006).”

5) 흥미를 동기 변수로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가 다른 동기 변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본
다. 이에 대하여 Hidi and Renninger(2006)는 다음과 같이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흥미는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를 둘 다 포함하며, 이 두 요소는 생물학적으
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둘은 구별되지만 단순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작용한다. 이 
같은 측면은 동기에 대한 인지 평가 접근(cognitive evaluation approach)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니는 흥미는 그 대상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
라서 모든 일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해 느끼는 것이다.

6) 교육적인 맥락에서 이 두 가지 흥미는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Hidi and 
Renninger, 2006).

7) ‘단시간 지속’에 대해선 may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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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흥미가 촉발된다. 이렇게 촉발된 상황적 흥미가 지속되면 2 단계

로 접어들며 지속적 상황적 흥미로 발달한다. 이 단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 과제 같은 환경은 학생들이 정보 통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저를

제공한다. 3 단계에서는 개인적 흥미가 발달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4 단계에서는 개인적 흥미가 완연하게 발달한다. 이 모델에서 흥

미는 순차적이고 점증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교사 등의 지

원이 없다면 어느 단계라도 흥미가 쇠퇴할 수 있음을 그들은 강조하였

다.

  그럼 과제의 실제성과 흥미와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최정임·

장경원(2010)은 실제적인 과제 사용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한 방편임을 언급한다. 즉, 실제적인 과제의 유의미성이 학습자를 집중하

게 만들고 동기 부여 시킨다는 것이다. 정준환·강인애(2013a, 2013b)는 문

제중심학습의 재미요소를 추출하였는데, ‘관련성’이 재미를 결정짓는 요

소 중 가장 빈번히 등장하였다. 이때의 관련성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 지

식과 현실 세계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기이론의 하나인

ARCS 이론에서의 R(Relevance; 관련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준환·강인애, 2013a). 즉 현실 관련성은 흥미의 요소이자 동기 유

발의 요소인 것이다. 또한 정준환·강인애(2013b)는 관련성이 학습자의 지

적 호기심 유발과 함께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과제의 실제

성을 강조할수록 학생들은 과제에 흥미를 느낄 것이라는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시한 7가지의 실제성 중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

을 강화시켰을 때, 학습자들이 느끼는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5. 이타적 과제의 공간성

 

  이타적 과제는 실제적 과제이기에 공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지리가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리수업을 위한 이타적 과제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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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이타적 과제의 공간성에 대

한 논의, 즉 이타적 과제의 공간적 배경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임을 의미한다. 가령 이타적 과제의 공간적 배경이 ‘서울’이라고 하

자. 서울에 갈 일이 거의 없는 ‘부산’ 학생에게 다른 맥락 없이 이 과제

가 주어진다면, 이 과제에 대해 그 학생이 느끼는 흥미는 극히 낮을 수

있다. 흥미는 개인적 관련성이 높거나(Schank, 1979), 학생들의 삶과 연관

성이 강조될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Hulleman and Harackiewicz, 

2009). 물론 이타적 과제 개발에 있어, 학생의 일상적 공간이나 학생이

경험해 본 공간‘만’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떤 지역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과제의 경우, 그 지역이 실재하는 곳이

기 때문에 일반적-장소적 실제성은 지니지만, 학생의 일상 및 경험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전역을 다루는 세계 지리에서의

문제들에서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타적 과제에서 공간적 배경은 학생들의 이타적 반응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타성과 공간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다. 하지만 이타성의 대상 차별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그 실마리

를 찾아 볼 수 있다. 김용훈 외(2012)의 연구는 이타 행동에 있어 공감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이들의 연구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공감의

효과가 모든 대상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일반인

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한 경우 도움행동의도가 높았지만, 행색이 남

루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도움행동의도가 공감 정도와는 상관없었

다. 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도 도움행동의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김용훈 외(2012)의 연구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못 했으나 혈연선택이론(kin selection theory)에 따라 유사성이 높은 대상

에 대해 이타 행동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타 행동의 대상 차별성은 Schloesser et al.(2012)의 인간 지향성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은 인간 지향성에서 말하는 ‘타인’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타인이 내집단에 속하냐 외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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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

들은 내집단 구성원에게 호의적인 경향이 있기에(Tajfel and Turner, 

1986), Schloesser et al.(2012)은 모든 나라에서 내그룹 인간 지향성이 외

그룹 인간 지향성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보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

들은 25개국에서 876명(평균 나이 23.4세, 약 70%가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내그룹과 외그룹 사이의 인간 지향성은 모

든 국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이타적 과제에서도 대상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

으며, 특히 내그룹과 외그룹 사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타적 과제의 공간적 배경이 한국이냐, 외국이냐에 따른

이타적 행동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이라고 다 동

일한 것이 아니라 외국 어디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전 세계

를 다루는 세계 지리의 경우 이타적 과제의 공간성에 따른 이타성의 차

이는 확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연구 3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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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지리 수업을 위한 이타적 과제의 효과

  3장에서는 지리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이타적 과제의 효

과를 실제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3장은 총 3가지의 연구로 이루어져있

는데,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한국 지리 도시 문제에 대한 실제적 과제

로서의 이타적 과제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3에서는 세계 지리

갈등 문제를 소재로 이타적 과제의 공간성이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을 밝히고자 한다. 

 

1. 연구 1: 이타적 과제와 창의성 및 학업정서

  연구 1에 해당하는 가설은 ‘이타적 과제는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긍정

적 정서 유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 이타적 과제 수행 집단에

대한 대조군으로 개인적 과제 수행 집단은 물론, 일반적 과제 수행 집단

까지 설정하여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연구 방법과 설계

  연구참여자는 서울 E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46명(남학생 40명, 여학

생 106명)이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 별로 진행하

였으며, 상황에 따른 참가자들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상황의

과제를 개발하였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과제에 따라 세 집단, 즉 이타집

단(N=48), 개인집단(N=50), 일반집단(N=48)으로 구분된다. 

  세 과제 모두 도시 교통 및 주거 문제 상황에 대한 텍스트가 주어지는

데, 이타집단에 주어진 과제를 이타적 과제, 개인집단에 주어진 과제를

개인적 과제, 일반집단에 주어진 과제를 일반적 과제라고 하겠다. 첫째로

이타적 과제는 “효원과 효선은 친남매로 둘다 서울에 있는 A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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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하여 다니고 있다.”라는 첫 문장과 함께 효원과 효선이라는 친남매

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이는 주인공의 성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개인적 과제는 이타적 과제와 동일한 상황이나 “당신

은 서울에 있는 A대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

작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이 글의 주인공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과

제 역시 상황은 동일하나, “도시 문제 중의 하나는 교통문제이다.”로 시

작하며 특별한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는다. 글 아래에는 위와 같은 상황

을 해결해보기 위해 정부 혹은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10

분간 생각나는 대로 전부 적어보라는 지시사항이 나온다. 그런데 권유

선·하대현(2015b)은 참가자들에게 창의적이기를 강조할 때 창의성을 더욱

타당하게, 그리고 개인차가 드러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전 연구들의

주장에 따라 Silvia et al.(2008)을 참고하여 “최선을 다해 창의적인 아이

디어들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고, 독특하고 영

리한 아이디어 -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를 만들기 위해 노

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지시사항에 삽입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도 지시사항에 이 문구를 그대로 추가하였다. 

  참가자들은 10분 동안 과제를 수행하며 여러 아이디어를 생성한 후에, 

이 중 가장 창의적이라 생각하는 아이디어 2개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이

두 아이디어를 교사경력이 있는 지리교육 박사 1인과, 교사경력이 있으

며 박사과정 중인 2인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이디어 2개를 선택하

게 함으로 참가자들의 평가적 사고능력은 물론, 이 두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로 아이디어의 질(독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평

정자들은 권유선(2015)이 번역한 Wilson, Guilford and Christensen(1953)의

창의성 평가지침을 참고하여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1점)’에서 ‘매우 창

의적이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각 아이디어는 임의 순서대로

제공되어 각 참가자들의 나머지 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게

하였다. 

  과제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학업 정서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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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성별 이외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학업 정

서 측정은 김은진(2013)이 선별한 학업정서 목록을 사용하였다. 이 목록

은 김은진·양명희(2011)의 학업정서 목록에서 정적 정서 8가지, 부적 정

서 9가지를 선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 목록에 포함된 17가지 정서, 

즉 창피함, 자부심, 불안함, 우울함, 재미, 지루함, 화남, 성취감, 압박감, 

귀찮음, 답답함, 뿌듯함, 즐거움, 흥미, 짜증, 희망, 만족감에 대해 5점 척

도로 응답하였다. 학업 정서에 대한 설문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제시된

상황에 대한 상상정도 및 공감 정도, 제시된 상황과 본인의 상황과의 유

사성, 제시된 상황과 본인의 과거 경험과의 유사성에 대한 설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하고 마지막으로 성별에 대해 응답하고 설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타적 상황의 경우 효원과 효선에 대한 도움의도에 대해서도 응

답하였고, 중립적 상황은 돕고자 하는 상황이나, 자신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으므로 상상정도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았다. 성별을 마지막에 응답한

이유는 성별에 대한 응답이 무의식적으로 과제 수행과 설문 응답에 영향

을 미칠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과제 수행과 설문이 모두 끝난 후, 일부 참

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분석 결과와 논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평정자간에 신뢰도는 이타집단의 경우 0.857, 개

인집단의 경우 0.819, 일반집단의 경우, 0.778로 나타났다. 집단별 창의성

은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로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3-1

과 같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예상대로 이타집단은 개인집단보다 창의

성 평균이 높게 나왔으나, 일반집단 역시 개인집단보다 창의성이 높게

나왔다. 개인집단과 일반집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

인적 상황에서 다른 두 상황보다 창의성이 저하되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리고 이 지점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 과제의 이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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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F p

이타집단 48 4.229 2.262

1.470 .233개인집단 50 4.160 1.694

일반집단 48 4.896 2.904

표 3-2. 집단별 아이디어 수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F p

이타집단 48 2.534 .856

5.548 .004개인집단 50 2.204 .725

일반집단 48 2.500 .709

Scheffe test 개인집단 < 이타집단·일반집단*

*p<0.05

표 3-1. 집단별 창의성 비교

‘효원과 효선’, 혹은 ‘당신’ 같은 특정한 주인공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일

반적 과제 역시 도시 교통 및 주거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즉 이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특정 인물을 돕는 것은 아니지

만 결과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

게 되며, 이는 일반적 과제도 이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 과제도 이타적 과제의 한 종

류로 창의성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시한 평균 아이디어 개수는 표 3-2에 나타나듯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이타적 과제가 창의성의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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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수를 나타내는 유창성을 증진시키지는 못 함을 보여준다.  

  다음 표 3-3은 집단별 학업정서 강도 순위이다. 학생들은 각 정서 항

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집단

순위
이타집단 개인집단 일반집단

1 재 미 3.021 재 미 2.902 흥 미 3.042

2 흥 미 3 즐거움 2.86 재 미 3.021

3 즐거움 2.917 흥 미 2.82 귀찮음 3.021

4 만족감 2.75 귀찮음 2.78 성취감 3.000

5 성취감 2.625 만족감 2.72 뿌듯함 2.917

6 자부심 2.521 자부심 2.68 만족감 2.833

7 뿌듯함 2.521 뿌듯함 2.500 즐거움 2.833

8 귀찮음 2.271 성취감 2.400 자부심 2.646

9 희 망 2.250 지루함 2.380 지루함 2.625

10 답답함 2.167 희 망 2.36 희 망 2.458

11 지루함 2.146 압박감 2.16 압박감 2.042

12 압박감 2.021 답답함 2.04 답답함 2.042

13 짜 증 1.854 짜 증 1.82 짜 증 1.854

14 우울함 1.771 불안함 1.76 우울함 1.792

15 불안함 1.708 우울함 1.74 불안함 1.708

16 창피함 1.5 창피함 1.5 창피함 1.667

17 화남 1.417 화남 1.5 화남 1.625

표 3-3. 집단별 학업정서 강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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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정서 결과에서 인상적인 것은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긍정적 정

서들의 순위가 높으며 과 부정적 정서들의 순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 집단 모두 재미와 흥미가 최상위에 위치하며, 화남, 창피함, 

불안함, 우울함, 짜증 등의 부정적 정서는 하위권을 차지한다. 김은진·양

명희(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업상황에서 주로 느끼는 정서

들이 짜증, 지루함, 귀찮음 같은 부정적 정서들이었는데, 이 과제들을 수

행한 직후에 느끼는 정서가 주로 긍정적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 인터뷰결과 과제의 성격에 상관없이 과제가 ‘현실적’이라

재미있었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과제의 실제성이 학생들의 학업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세 집단 모두 긍정적 정서가 상위권을 차지하나 이타 집단은 1위

에서 7위까지 긍정적 정서들만 존재하는 반면, 일반집단은 3위에 ‘귀찮

음’이, 개인집단은 4위에 ‘귀찮음’이 존재한다. 이타 집단의 학업정서가

개인 집단에 비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것은 도움 행동이 긍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들(예: Dunn et al., 2008; Glomb et al., 2011)의 결

과를 재확인시켜준다. 하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이타성을 지니고 있는 일

반집단의 학업정서는 이타집단과 왜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일반집단

은 ‘즐거움’의 경우 다소 낮은 8위이다. 표 3-4는 집단별 학업정서별 강

도 평균을 나타내는데, Scheffe 사후 검정 결과는 일반집단의 ‘귀찮음’과

‘지루함’의 강도가 이타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도

시 문제 중의 하나는 교통문제이다.”로 시작하는 중립적 과제의 텍스트

의 특성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학업 상황에서 자주 접하는 교과서적인

문체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업 상황에서 주로 느끼는 부정적 정서

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일반집단에서 성취감의

순위가 4위로 이타집단(5위)과 개인집단(7위)보다 높으며, 성취감의 강도

가 일반집단이 개인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공익적 성격을 띠는 일반적 과제의 특

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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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정서 이타집단 개인집단 일반집단 F p

귀찮음 2.271 2.78 3.021 4.517 0.013*

지루함 2.042 2.38 2.625 3.367 0.037*

성취감 2.625 2.4 3 3.219 0.043*

뿌듯함 2.521 2.5 2.917 1.925 0.15

화남 1.417 1.5 1.625 0.666 0.516

창피함 1.5 1.5 1.667 0.62 0.539

흥 미 3 2.82 3.042 0.517 0.598

희 망 2.458 2.36 2.458 0.341 0.711

자부심 2.521 2.68 2.646 0.239 0.787

압박감 2.021 2.16 2.042 0.186 0.831

답답함 2.167 2.04 2.042 0.184 0.832

재 미 3.021 2.902 3.021 0.115 0.891

만족감 2.75 2.72 2.833 0.114 0.892

즐거움 2.917 2.86 2.833 0.058 0.944

불안함 1.708 1.76 1.708 0.039 0.962

우울함 1.771 1.74 1.792 0.033 0.968

짜 증 1.854 1.82 1.854 0.017 0.983

Scheffe test
귀찮음: 이타집단 < 일반집단*

지루함: 이타집단 < 일반집단*

성취감: 개인집단 < 일반집단*

*p<.05, 

표 3-4. 집단별 학업정서별 강도 평균

  이타집단에서 모든 항목과 창의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유의

한 상관을 보인 변수들은 다음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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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재미 즐거움 도움의도

창의성 .389** .362* .351* .304*

p .006 .012 .015 .036
*p<.05, **p<.01

표 3-5. 창의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수들

  창의성은 흥미, 재미,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물론, 도움의도와

도 정적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정서와 창의성의 유의한 상

관은 긍정적 정서가 창의성을 유발한다는 기존의 연구(Bledow, Rosing, 

and Frese, 2013)를 재확인해 줌은 물론, 도움의도와 창의성의 유의한 상

관은 이타적 과제가 창의성을 유발한다는 본 논문의 가설 1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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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2: 이타적 과제의 실제성에 따른 유용가치 및

상황적 흥미

  이타적 과제는 현실에 기반한 문제를 다루는 실제적 과제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실제적 과제의 실제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

분하였는데, 연구 2에서는 그 중에서도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에 대

하여 논하고자 한다. 2장에서 전술했듯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은 수

업시간에 실제적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그 수행 결과의 실제성을 말하는

것이다. 현실에 기반한 실제적 과제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그 과제를 수

행한 결과는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정도나 학습지를 제출하는 정도에 그

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 수행의 결과가 현실 문제의 해결에 미치는 실

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은 0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행 결과가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혹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학생들이 느낀다면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은 증가할 것이고,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 느끼는 실제성

역시 증가할 수 있다.  

  연구 2에 대한 가설은 ‘이타적 과제의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 증진

은 학습자의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 유발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것이

다.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이 고려된 집단(이하 ‘결과실제성 집단’)과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 ‘기본 이타집단’을 설정하였다. 결과실제성 집단이

든 기본 이타집단이든 연구 1의 이타집단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결

과실제성 집단은 지시사항에서 차이가 난다. 

1) 연구 방법과 설계

  연구참여자는 경기도 G 고등학교 2학년 중 연구에 동의한 재학생 118

명(남학생 46명, 여학생 72명)이다. 이들을 실험군인 결과실제성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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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9)과 대조군인 기본 이타집단(N=59)으로 구분하였고, 기본 이타집단

에는 연구 1에서 사용된 이타적 과제와 동일한 과제가 주어졌다. 하지만

결과실제성 집단에는 이타적 과제에 결과 실제성이 부여된 과제가 주어

졌다. 즉 이타적 과제의 지시사항에 ‘작성한 후에는 여러분의 아이디어

를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http://www.epeople.go.kr) 혹은 서울특별시 천

만상상 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에 제안해봅시다.’라는 문구를 넣어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본 이타 집단은 문제 해결

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에서 그치지만, 결과실제성 집단은 과제

수행을 통해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제안 사이트에 제안해 볼

수 있음을 알려준 것이다. 하지만 과제 수행 후 실제로 이 사이트에 접

속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올리는 시간을 따로 갖지는 않았다. 

  참가자들은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10분 동안 과제를 수행하며 여러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중 가장 창의적이라 생각하는 아이디어 2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연구 1과 동일하게 이 두 아이디어는 전문가 3인이

5점 척도로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10분간의 과제 수행이 끝나면 참여

자들은 우연경(2014a)에서 유용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

에 과제에 맞게 수정한 두 문항(우연경, 2014a)과 봉미미 외(2012)가 개

발한 SMILES(Student Motivation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cales; 학생

동기척도) 중 상황적 흥미 척도를 본 연구의 과제에 맞게 수정한 네 문

항에 7점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효원

과 효선에 대한 도움 의도, 제시된 상황에 대한 상상정도 및 공감 정도, 

제시된 상황과 본인의 상황과의 유사성, 제시된 상황과 본인의 과거 경

험과의 유사성, 실제성에 대한 설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이 연

구 역시 과제 수행과 설문이 모두 끝난 후, 일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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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실제성

집단

기본

이타 집단

(대조군)

t p

1. 취업 유용가치 4.966 3.949 3.834 .000**

2. 일상생활

유용가치
5.372 4.423 3.628 .000**

3. 과제호감도 5.406 4.779 2.494 .014*

4. 흥미유발도 5.694 4.949 2.785 .006**

5. 주의 5.220 5.067 .619 .537

6. 체감시간 5.322 5.203 .483 .630

유용가치(1+2) 5.169 4.186 5.237 .000**

상황적 흥미(3+4+5+6) 5.411 5.000 3.246 .001**

N 59 59

*p<.05, **p<.01

표 3-6. 집단별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

2) 분석 결과와 논의

  집단별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는 표 3-6과 같다. 독립표본 t-test를 이

용하여 유용가치의 두 항목과 상황적 흥미의 네 항목에 대해서 각각 집

단별 평균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유용가치의 두 항목 모두 결과실제

성 집단이 이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상황적 흥미의 네 항목

중에서는 과제호감도와 흥미유발도만 결과실제성 집단이 이타 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다. 하지만 각 항목을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집단별 유

용가치와 상황적 흥미를 비교해보았을 때, 결과실제성 집단이 이타 집단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즉 수행 결과의 실제성이 고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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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실제성

집단

기본

이타 집단
t p

실제성 4.322 3.509 3.891 .000**

*p<.01

표 3-7. 집단별 실제성

결과실제성 집단은 대조군인 이타집단에 비해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가

더욱 유발되었다. 

  실제로 서울시나 정부에 아이디어 제안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과제의 유용가치를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다. 하지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 시에도 유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

하게 높은 것은 인상적인 결과이다. 일상생활은 당장 피부에 와 닿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참여자들에게 취업은 다소 먼 미래의 일이라 집단별 차

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서인지 두 집단 모

두, 취업 유용가치 수치가 일상생활 유용가치에 비해 낮다. 하지만 인터

뷰 결과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러

한 직종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들을 들을

수 있었다. 

  아래 표 3-7은 집단별 실제성을 보여준다. 연구 2는 실제성에 초점이

놓여있기에, 실제성에 대한 질문, 즉 ‘효원과 효선의 사정과 당신이 이러

한 사정의 둘을 돕고자 하는 상황을 실제 상황과 가깝다고 느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집단별로 비교해 보았다. 결

과실제성 집단에서는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이 강화되었으므로, 학생

들이 느끼는 실제성이 대조군인 기본 이타집단보다 클 것으로 예상은 하

였지만,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 실제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의 추구가 실제로도 학생들이 느끼는

실제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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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유용

일상
유용

호감
도

흥미
유발도

주의
집중

체감
시간 성별 실제

성

취
업
유
용

Pearson 
상관 1 .603** .482** .498** .438** .345** -0.125 0.119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0.000 0.000 0.000 0.176 0.198

N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일
상
유
용

Pearson 
상관 .603** 1 .361** .371** .385** .336** -0.008 -0.029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0.000 0.000 0.000 0.932 0.758

N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호
감
도

Pearson 
상관 .482** .361** 1 .841** .690** .604** -0.146 .275**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0.000 0.000 0.000 0.114 0.003

N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흥
미
유
발
도

Pearson 
상관 .498** .371** .841** 1 .700** .640** -0.096 .296**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0.000 　 0.000 0.000 0.304 0.001

N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주
의
집
중

Pearson 
상관 .438** .385** .690** .700** 1 .710** -0.044 .226*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0.000 0.000 　 0.000 0.635 0.014

N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체
감
시
간

Pearson 
상관 .345** .336** .604** .640** .710** 1 -0.051 0.169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0.000 0.000 0.000 　 0.581 0.067

N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성
별

Pearson 
상관 -0.125 -0.008 -0.146 -0.096 -0.044 -0.051 1 -0.115

유의확률  
(양측) 0.176 0.932 0.114 0.304 0.635 0.581 　 0.216

N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실
제
성

Pearson 
상관 0.119 -0.029 .275** .296** .226* 0.169 -0.115 1

유의확률  
(양측) 0.198 0.758 0.003 0.001 0.014 0.067 0.216 　

N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p<.05, **p<.01

표 3-8. 각 변수들 간 상관분석

  표 3-8은 변수들 사이의 상관분석표이다. 유용가치의 두 요소, 상황적

흥미의 네 요소, 총 여섯 변수들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

다. 성별은 여섯 변수 중 그 어떤 변수와도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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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F(ANOVA) p(ANOVA) t(계수) p(계수)

결과실제성 집단 0.246 18.578 .000* 4.310 0.000*

기본 이타 집단 0.242 18.170 .000* 4.263 0.000*

  *p<.01

표 3-9. 집단별 유용가치(독립변수), 상황적 흥미(종속변수)

단순회귀분석 결과

제성은 유용가치의 두 요소와는 아니지만, 상황적 흥미의 네 요소 중 세

요소, 즉 호감도, 흥미유발, 주의집중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3-9는 집단별로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의 단순회귀분석 결

과를 보여준다. 이때의 유용가치는 유용가치 네 항목을 집단별로 합산한

것이며, 상황적 흥미는 상황적 흥미 두 항목을 집단별로 합산한 것이다. 

두 집단 모두 t값이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이 .000으로서 p〈.05이므

로 두 변수는 정의 관계가 있으며, R2이 각각 0.246과 0.242로 결과실제

성 집단은 유용가치가 상황적 흥미를 24.6%, 이타 집단은 유용가치가 상

황적 흥미를 24.2%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가치의 두 항목과 상황적 흥미의 네 항목, 총 여섯 항목 모두가

상관을 보이며 두 집단 모두 단순회귀 결과가 유의하게 나온 것은 유용

가치가 상황적 흥미를 유발한다는 Hulleman et al.(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종합컨대,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은 과제의 유용가치

및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창의성에 있어서

는 결과실제성 집단 평균 2.02, 이타 집단 평균 2.06으로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549)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을 높인 것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

을 보여준다. 



39

3. 연구 3: 이타적 과제와 공간성

  

  연구 3가 검증하려는 가설은 ‘동일한 상황의 이타적 과제라도 공간성

에 따라 학습자들의 이타적 반응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연구 3

에서는 2015년 11월에 있었던 파리 테러 사건을 활용하여 이타적 과제를

구성해보았다.  

1) 연구 방법과 설계

  연구참여자는 총 144명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기도 화성시 Y 고

등학교 3학년 재학생 144명(남학생 64명, 여학생 80명)으로 구성된다. 이

들을 프랑스 집단(N=74)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집단(N=70)으로 구분하였

다. 프랑스 집단에서 프랑스 파리에 가 본적이 있는 학생은 단 두 명이

었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집단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에 가 본 적이 있는

학생은 예상대로 없었다. 

  공간성에 따른 이타적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상황의

과제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파리 테러 과제이다. 이 과제에서는

2015년 11월 있었던 파리 테러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이 설명은 실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있는 술집과 식당, 카페에 어떤 괴한들이 들이닥쳐 갑작스레 총기를 난

사하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참여자들은 이 글을 읽은 후 위와 같

은 사건이 프랑스에서 오늘 일어났다면 어떠한 행동을 할지 10분간 구체

적으로 적게 된다. 행동을 다 적고나면 참여자들은 행동의지, 실천의지, 

국명(프랑스) 인지도, 도시(파리) 인지도, 국가 호감도, 도시 호감도에 대

한 설문에 응답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파리 테러 인지도와 그 당시 실

제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파리에 가

본 적이 있는지 여부와 성별에 대하여 적고 설문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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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과제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스테파나케르트 테러 과제이다. 이

과제의 첫 문장은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수도 스

베파나케르트에 있는 술집과 식당, 카페에 어떤 괴한들이 들이닥쳐 갑작

스레 총기를 난사하였다.”로, 파리 테러 과제에서 국명과 도시이름만 바

꾸어 제시한 것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이 처음

들어보는 나라를 제시하여, 선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

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젠 내에 있는 미

승인 국가로서 설문 결과 예상대로 아는 학생이 없었다. 오히려 실제 있

는 나라인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였다. 이 과제 역시 자신이 어

떠한 행동을 할지 10분간 적은 후, 행동의지, 실천의지, 국명(나고르노카

라바흐) 인지도, 도시(스테파나케르트) 인지도, 국가 호감도, 도시 호감도, 

방문 여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게 되는데, 테러 사건 자체는 발생한 적

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인지도나 당시 행동에 대한 설문은 진행하지 않

았다. 참여자들은 성별에 대한 응답 후 설문을 마치게 된다. 연구 1,2와

마찬가지로 과제 수행과 설문이 모두 끝난 후, 일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분석 결과와 논의

  표 3-10은 각 변수별 평균에 대해 독립검정 t-test로 분석한 결과이다. 

국명 인지도나 도시명 인지도에서 두 국가 간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은

예견된 것이고, 국가 호감도와 도시 호감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

역시 예견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호감도의 차이는 인지도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았다. 물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다

고 호감도가 반드시 높으리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많이 알수록 호감도

가 저하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리교육과 학생 설문 결과 프랑스가 유럽

에서 가장 이미지가 좋은 나라로 꼽혔고, 파리가 가장 이미지가 좋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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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집단
나고르노카라바흐

집단
t p

행동의도 3.203 3.1 .643 .521

실천정도 4.014 3.886 .789 .432

국명인지도 3.824 1.257 18.526 .000*

도시명

인지도
3.932 1.243 19.667 .000*

국가호감도 3.432 2.271 7.115 .000*

도시호감도 3.581 2.2 8.965 .000*

행동 수 1.675 1.628 0.302 .763

N 74 70

*p<.01

표 3-10. 변수별 집단 간 비교

시로 꼽혔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조성욱, 2012)를 고려하면, 인지도만큼

이나 호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만큼은 아

니었다. 이에 대한 의문은 학생들의 행동서술과 인터뷰를 통해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프랑스가 서방국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거리감도

존재했고, 프랑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뒤에

상술하겠지만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지닌 각 나라의 이미지를 조사해

보니, 프랑스는 예상대로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였다. 생전 처음 들

어보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경우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생각되며, 

못 사는 나라처럼 느껴진다는 응답, 또는 카자흐스탄 근처에 있는 나라

로 추측되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 

   예상외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

하게 드는가’라고 묻는 행동의도 문항에서는 수치상으로 파리 집단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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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의도

실천
정도

국명
인지도

도시명
인지도

국가
호감도

도시
호감도 성별

행동
수

행동
의도

Pearson 
상관 1 0.001 0.092 0.089 .283** .216** 0.099 0.123

유의확률  
(양측) 　 0.995 0.271 0.287 0.001 0.009 0.236 0.143

N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실천
정도

Pearson 
상관 0.001 1 0.080 0.061 0.064 0.127 -.204* -.173*

유의확률  
(양측) 0.995 　 0.339 0.467 0.447 0.128 0.014 0.038

N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국명
인지도

Pearson 
상관 0.092 0.080 1 .959** .555** .632** 0.036 0.033

유의확률  
(양측) 0.271 0.339 　 0.000 0.000 0.000 0.672 0.691

N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도시명
인지도

Pearson 
상관 0.089 0.061 .959** 1 .546** .632** 0.027 0.020

유의확률  
(양측) 0.287 0.467 0.000 　 0.000 0.000 0.751 0.810

N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국가
호감도

Pearson 
상관 .283** 0.064 .555** .546** 1 .905** 0.118 0.095

유의확률  
(양측) 0.001 0.447 0.000 0.000 　 0.000 0.159 0.257

N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도시
호감도

Pearson 
상관 .216** 0.127 .632** .632** .905** 1 0.039 0.068

유의확률  
(양측) 0.009 0.128 0.000 0.000 0.000 　 0.641 0.417

N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성별

Pearson 
상관 0.099 -.204* 0.036 0.027 0.118 0.039 0.133 0.102

유의확률  
(양측) 0.236 0.014 0.672 0.751 0.159 0.641 0.113 0.225

N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행동수

Pearson 
상관 0.123 -.173* 0.033 0.020 0.095 0.068 1 1

유의확률  
(양측) 0.143 0.038 0.691 0.810 0.257 0.417 　 　

N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p<.05, **p<.01

표 3-11. 각 변수들 간 상관분석

간 높을 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실천정

도는 자신이 ‘작성한’ 행동을 얼마나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다. 따

라서 이 수치 자체보다는 실제 행동 내용의 분석이 더 중요하다. 행동

수는 각 학생이 적은 행동의 개수를 학생별로 집계한 것으로 프랑스 파

리 집단이 아무래도 더 많을 것으로 예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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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개수 보다는 행동 내용 자체가 더 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1은 변수 간 상관관계를 본 것으로, 각 변수별로 두 집단의 응

답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국명 인지도, 

도시명 인지도, 국가 호감도, 도시 호감도 사이의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명인지도와 도시명 인지도의 상관이 .959, 국가 호감도

와 도시 호감도 사이의 상관이 .905로 매우 높은 반면, 인지도와 호감도

사이의 상관은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행동

의도 변수이다. 비록 두 집단 간 행동의도의 평균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행동의도와 국가 및 도시 호감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은 실천정도에 있어 부적 상관, 즉 남학생들의 실천정도

응답이 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실천정도는 행동 수와 부적 상관을

보여, 행동 수를 많이 적을수록 실천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3-12는 참여자들이 서술한 행동을 집단별로 비교한 것이다. 두 집

단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동은 모금이나 구호물품 등을 통해 물질

적인 기부를 하겠다는 것이다. 비율도 엇비슷하다. 추모행사에 참여하겠

다는 의견도 두 집단 모두 적지 않은데, 기부든 추모행사 참여든 적극성

이 강한 행동이다. 생전 처음 듣는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러

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 했던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

해서는 오히려 실험 상황 자체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실제 상황에서는 인지도도 호감도도 낮은 나고르노카라

바흐에 대한 테러 기사를 읽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실험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읽게 된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예

안 읽었으면 모를까, 테러 사건에 대한 글을 상세히 읽어버렸다면 예상

밖의 이타적 행동의도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어떤 사고에 대해 얼핏 들었을 때는 별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나선 실제 기부까지 하는 현상과도 유사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실제 파리 테러 때의 행동 기술을 보면 더욱 명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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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학생들이 파리테러 때 실제로 취했던 행동은 오늘 이러한 테러가

파리에서 일어난다면 자신이 할 행동에 대한 응답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서술한 만큼 실제 파리 테러 당시 적극적으로 행동

을 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두 집단의 차이는 오히려 소극적 행동에서 나타난다. 소극적인 행동인

SNS 등에서의 추모표현을 보면, 나고르노카라바흐 집단(15.3%)과 프랑스

집단(21.3%)은 어느 정도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

피해국가 국기를 쓰겠다는 의견은 프랑스 집단에서만 두 명이 나왔다. 

눈에 띄는 것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집단에서 “테러범들을 자세히 알아보

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무리들이 들어오지 않게 철저히 조사하

라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에 테러 방지 대책

요청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에서의 테러

보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의 테러가 우리나라 테러에 대한 불안을 증폭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견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프랑스 같은 강대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으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불안

이 더욱 증폭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해석수준이

론(Construal Level Theory)의 관점에서 보면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이성적’인 반응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석수준이론은 심리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상위수준의 해석을, 심리적

거리가 감소할수록 하위수준의 해석을 한다는 이론이다(Trope and 

Liberman, 2010). 이때 상위수준의 해석은 Why를, 하위수준은 How를 중

시하게 된다(Zacks and Tversky, 2001). 따라서 심리적 거리가 먼 나고르

노카라바흐에 대해서는 그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하며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향을,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프랑스에 대해서는 사건의 양상을

살피며 상대적으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나고르

노카라바흐 집단에서 나온 관련문제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견도 나고르

노카라바흐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테러범들은 무슨 이

유로 자폭까지 해가며 사람들을 죽이려 했으며, 테러 장소와 시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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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집단
나고르노카라바흐

집단

기부 31.1 30.6

추모행사 9 9.9

SNS와 일상대화에서

추모표현
21.3 15.3

도움 의사 표현 1.6 2.7

피해지역에 직접 도움(봉사) 4.9 1.8

우리나라 정부에 테러방지

대책 강화 요청
0.8 5.4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13.9 18.9

마음속으로만 추모 6.6 8.1

뉴스만 읽어본다. 4.9 2.7

무관심 5.6 4.5

계 100 100

표 3-12. 집단별 행동 비교 단위: %

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정부에 원한이 있었는지 등의

사건의 원인과 뒷배경을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내려고

할 것이다.”와 같은 서술들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든지 돕기 위해서라

기보단, 지적 호기심의 충족 차원에 가깝게 느껴진다. 인터뷰에 응한 남

학생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종교적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아 관련

기사를 찾아보겠다고 응답하며, 이는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분을 두긴 했지만, ‘뉴스만 읽어본다.’는 답변도 애도나 추모의 표현

없이 뉴스‘만’ 찾아 읽어본다는 것이다. 이 역시 지적 호기심의 충족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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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밖으로 프랑스에 대해 무관심한 의견도 있었다. 프랑스 집단의

한 학생은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게 행동할 것이다. 테러 희생자돕기

등과 같은 것은 일체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한 무관심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같은 금액을 모금하더라도 제 3세계에 모금을 하는 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제 3세계를 위한 모금은 하겠지만, 프랑

스 테러 희생자를 돕기 위한 모금은 하지 않겠다.”와 같이 프랑스에 대

한 냉담한 시선을 드러내는 답변도 있었다. 나아가 프랑스에 대해 무척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테러 문제에 접근하는 학생들도 여럿 눈에 띄었

다. 가령 다음 학생의 응답을 보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

라 많은 다른 국가에서도 IS와 관련한 테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

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소 우리가 잘 알지 못 했던 개발도상국 도

시에서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 땐 우리가 어떤 별다른 행동을 했을

것인가? 아마 별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학생의 응답은 파리 테러와 다른 테러들 사이의 차별적 애도 현상

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의견이지만 다음 학

생의 응답을 보자. 

과연 이 테러를 강대국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

가?8) 시리아나 다른 빈민국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사건들도 많은데

프랑스라는 선진국이 공격받았다고 한다해도 과연 프랑스에만 동정

을 보내야하는지 오히려 프랑스가 자초한 일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

다. 그리고 실제 이 일이 터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였고 오히

려 시리아 난민 사태를 생각하였다. 

8) 원문은 ‘이고’로 되어 있으나 ‘인가?’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분명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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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르노

카라바흐 

집단 남1

나고르노

카라바흐 

집단 여1

나고르노

카라바흐

집단 여2 

프랑스 집단

남1
프랑스 집단

여 1

나고르노

카라바흐
3 5 4∼5 - -

프랑스 3 7 6∼7 7 5

태국 등

동남아시아
외국은 동일

모르는 나라보

다는 높을 것 

같음

프랑스보다

낮을 것 같음

프랑스보다

낮을 것 같음
5

일본, 중국 

동 인접국
외국은 동일

모르는 나라보

다는 높을 것 

같음

6∼7 8∼9 5

표 3-13. 발생지역에 따른 안타까움 정도

  마찬가지로 차별적 애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학생의 생각은 한 발

더 나아가 있다. 즉 테러의 원인이 프랑스에도 있지 않은지에 대해 지적

하며, 프랑스에 대한 동정대신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적이 테러의 원인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있지도 않지만, 고등학생의

이 같은 반응은 예상치 못 한 것이었다. 프랑스에 대한 싸늘한 반응은

이 학생 외에도 여럿 보였으며, 인터뷰에 응한 학생 역시 이러한 테러가

IS의 잘못 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이슬람을 차별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응답을 했다. 

  참가자 중 다섯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발생지역에 따른 안

타까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3-13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테러가 생겼을 때 느낄 안타까움의 강도가 10이라면, 프랑스의

경우 3∼7로 다양하게 응답했고, 나고르노카라바흐의 경우, 3~5로 프랑

스보다 낮은 편이었다. 프랑스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안타까움의 정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묻자 학생들은, ‘관심이 부족해서’, ‘서방국가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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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나라니까’ 등으로 답변하였다. 프랑스가 서방 국가라 느껴지는

거리감을 언급하며 프랑스에는 7로 응답한 남학생은, 우리나라의 인접국

인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8~9 정도로 높게 응답했다. 같은 동아시아 국

가로 공유하는 게 많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학생도 태국 등 동남아시

아에 대해선 아시아권이지만 프랑스보다 익숙지 않다며 프랑스보다 낮게

응답했다. 반면 프랑스에 대해서 5로 응답한 여학생은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와 인접해있더라도 자신에게 두 나라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며

5정도로 응답했다. 

  프랑스보다 나고르노카라바흐가 낮은 이유에 대해 ‘프랑스는 알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는 모르는 나라라서’ 나고르노카라바흐엔 5, 프랑스엔

7로 응답한 여학생은 가까운 아시아권 나라에 대해선 ‘알기’ 때문에 ‘모

르는’ 나라보다는 안타까움이 클 것 같다고 답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

4∼5로 응답하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라고 말한 여학생

은 파리는 국제적 도시이고 알려진 것이 많아서 6∼7, 중국 및 일본은

가깝고 아는 정보가 많아서 역시 6∼7로 응답했으나, 동남아시아에 대해

선 파리만큼 국제적인 도시는 없고, 본인이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이보

다는 낮은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프랑스와 나고르노카라바흐 간의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안타까움 정도를 3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우리나라

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나라도 비슷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 이유를

묻자 그 학생은 희생자와 자신의 ‘관련성’에서 이유를 찾았다. 즉 우리나

라에서 테러가 일어날 경우, 희생자가 친인척이나 지인일 수도 있는 것

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라고 해도 학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먼 지방의

경우는 다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지방에 친척이 살기도 하고, 희생

자가 지인의 지인일 수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인터뷰를 통해 지역에 따른 안타까움의 차이를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는 프랑스가 낮고, 프랑스는 나고르노카라바흐가 낮은 경향이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을 ‘아는 정도’ 그리고 ‘거리감’ 혹은 ‘관련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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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는 정도가 높은 중국 및 일본 등의 우리나

라 인접국에 대해선 프랑스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치를 응답하기도

했다. 또한 거리상으로는 프랑스보다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는

정도’가 덜함으로 프랑스보다 낮은 수치의 응답이 나오기도 했다. 인접

국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의 수치가 높은 이유가 공유하는 것이 많기 때문

이라는 응답은 김용훈 외(2012)가 공감의 효과가 모든 대상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언급한 혈연선택이론(kin selection theory)으로 이

를 설명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은 주변의 영향을 받아 증폭될 수 있

다. 인터뷰에 응한 한 여학생은 파리 테러에 대해 처음에는 잘 몰라서

큰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딜 가나 파리 테러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서 기사를 찾아보았다고 했다. 기사를 본 후 이게 큰일이란 걸 깨닫고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프랑스 국기를 깔았다고 답했다. 또한 파리 테

러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는 의견도 여럿 보였는

데, 이는 지리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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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리수업을 위한 실제적 과제로서 이타적 과제의 효과

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1에서는 한국 지리의 도시 문제

에 대한 이타적 과제가 학습자의 창의성과 학업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연구 2에서는 이타적 과제의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이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를 증진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3에서는 세계

지리의 갈등 문제에 대한 이타적 과제의 공간성이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연구가설과 관련지어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 연구가설 1

  연구가설 1, ‘이타적 과제는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긍정적 정서 유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이타적 과제, 개인적 과제, 일

반적 과제를 제작하고, 이에 따른 집단 간 창의성과 학업정서 차이를 비

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타적 과제 및 일반적 과제를 수행한 집단이 개인적 과제

를 수행한 집단보다 창의성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사실 일반적 집단 역

시 공익성이라는 이타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타성과 창의성의

관련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있어

서도 도움의도와 창의성의 상관이 유의하게 드러났다. 다만 모든 집단에

서 긍정적인 학업정서가 강하게 유발되어 이타적 과제 ‘만’ 긍정적 정서

유발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보기가 힘들지만, 다른 집단과 달리 이타집단

만 1위에서 7위까지 모두 긍정적 정서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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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에 있어선 차이가 없었지만 교과서 텍스트에 가까운 일반적 과제를

접한 학생들이 스토리텔링 형식의 텍스트인 이타적 과제를 접한 학생들

보다 귀찮음과 지루함이라는 정서를 유의하게 강하게 느끼는 것과, 일반

집단이 개인집단보다 성취감이라는 정서를 유의하게 강하게 느끼는 것은

재미있는 결과이다. 

2) 연구가설 2

  연구가설 2,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이 고려된 이타적 과제는 학습

자의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 유발에 기여할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해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이 부여된 과제를 개발하고 집단 간 유용가치

및 상황적 흥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결과 실제성 집단’의 유용가치와 상황적 흥미가 대조군인

‘기본 이타집단’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이는 연구 가설2를 지지한다. 나

아가 회귀분석 결과는 유용가치가 상황적 흥미를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

(Hulleman et al., 2010)를 재확인시켜주었다. 

3) 연구가설 3

  연구 가설 3, ‘동일한 상황의 이타적 과제에도 공간성에 따라 학습자

들의 반응 및 이타적 행위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똑

같은 테러 상황이지만 공간적 배경만 다른 두 가지 과제를 개발하고, 집

단 간 행동 차이와 인지도 및 호감도 등의 변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도와 호감도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드러나고 인지도

와 호감도 사이의 유의한 상관이 보였는데, 이는 예상한 결과였으나 행

동 의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술한 행

동을 분석해 본 결과, 프랑스에 비해 전혀 친숙하지 않은 나라인 나고르

노카라바흐의 테러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

다. 물론 프랑스에 대한 냉정한 반응도 여럿 있었으며, 이는 국가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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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국가 호감도가 높지는 않은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다. 

2. 전체 결론

  이상에서 종합해본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토대로, 지리수업을 위

한 이타적 과제의 활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리수업을 위해 실제적 과제를 개발할 때 이타성 고려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도시 문제

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관점에서 벗어난 경우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업 정서까지 고려하면 이타적 과제

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적 과제 자체의

영향으로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 정서들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서

순위로 보든 정서 강도 수치로 보든 이타적 과제는 긍정적 정서 유발에

유리함을 보여준다. 

  연구1에 대한 실제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설령 이타집단과 다른 두

집단이 창의성에 있어 차이가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타적 과제가 다른 과제들에 비해

창의성 유발 면에서 불리하지는 않다는 것이고, 개인주의를 넘어 갈수록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세태를 고려할 때 지리교육에서도 이타와 공감, 나

아가 행복을 논할 때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타적 과제 개발에 있어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 고려에 대

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성의 증가로 유용가치가 높아지고 상황적 흥

미가 높아지는 것은 더욱 나은 학업성취를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하기도 하지만, 실제성의 의미 자체를 생각해보면 지리 수업에서의 과

제 수행이 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과 맞닿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실제 ‘같음’을 추구하더라도 살아 숨 쉬는 현

실과는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제 수행 결과의 실제성의

추구는 지리 수업과 학생의 삶과의 통로를 뚫어줄 수 있다. 특히 ‘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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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제’의 수행 결과가 타인의 안녕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수행 결과의 실제성 추구는 구성원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며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삶의 터전은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지리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부합한

다.  

  셋째, 이타적 과제의 공간성, 즉 공간적 배경의 고려 및 지리교육의 역

할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이타성을 그 주제로 삼고 있고

이타성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이타성의 공간성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지리교육에서 추구하는 이

타성이 일부 지역, 일부 집단에 국한되는 ‘차별적 이타성’은 결코 아닐

것이며, 오히려 ‘공간적 초월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테

러든 자연재해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발생 국가에 따라 차별적

애도를 하는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차별적 애도에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인지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 지점

에서 지리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세계지리 수업에서 세

계를 인식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치우침이 있지 않은지, 그 와중에

인지도와 선호도의 차별이 있지 않은지 성찰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Small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원래 인간은 불특정다수에 비해 인식

가능한 인물에 대한 도움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사람

들은 수치로 나와 있는 수백 명보다 얼굴이 확인 가능한 한 명을 도우려

는 의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재미난 것은 이러한 경향

성을 어떤 사람에게 말해줌으로 그 사람이 이러한 경향성을 인식하는 순

간, 이러한 경향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메타인지의 힘으로 볼 수

있는데, 과제의 공간적 배경에 따라 이타성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공간성에 따른 차별적 이타성’을 지리 수업을 통해 메타적으로 인지함

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3의 집단별 행동분석은 예상보다 프랑스 집단과 나고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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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바흐 집단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 이유를

따져보면 꽤나 재미있는 결과이다. 전술했듯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평소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지도 모를 나고로느카라바흐에 대한 글

을 실험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읽게 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인식보다는 주어지는 정보의 차이가 이타성에

더 큰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mall et al.(2007)의 연구에

서도 불특정다수에 비해 인식가능한 인물에 대한 정보의 절대량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인물을 인식가능하기 위해선 그만한 정보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인지도나 기존 호감도가 어떻든, 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

진다면 학생들의 이타적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곧 지리, 특히 세계 지리 교과에서의 내용 구성과 비중에 대한 추후 논

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지리교육은 이와 같은 테러 사건을 포함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

어나는 여러 안타까운 사건에 대하여, 사건 자체의 미시적 스케일에 머

무르지 않고 글로벌 스케일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학생들이

갖추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지리 교육과정은 세계 여러 지역

간의 상호 관계와 공간적 다양성,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글로벌 리더십

을 지닌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제시한다.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관심을 기반으로 한 이타성이 필요하기에, 글로벌 리더란 다름

아닌 이타적인 리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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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연구 1: 이타적 과제

<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구>

     

설문 참여 동의 해당란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

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리 수업에서 사용할 실제적 과제를 어떻게 개

발할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지리 교과와 

관련된 실제적인, 즉 실제 현실과 밀접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은 

성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편한 마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 예

상소요시간은 15분 정도 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참여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분은‘연구 참여 동의란’에 

체크 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

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는 지리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최재영
(전화: 010-9306-0531, e-mail: image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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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원과 효선은 친남매로 둘 다 서울에 있는 A 대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살

고 있는 집에서 대학교까지 너무 멀다는 것이다. 사실 멀다고는 하지만, 길이 안 막히는 상황이면 승용

차로 30분 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효원과 효선이 

매일 학교에 가는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교통 체증은 무척 심한 편이다. 둘 다 처음에는 버

스를 타고 갔는데, 길이 너무 막히고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늦잠 잔 날 

큰 맘 먹고 택시를 한 번 탄 적이 있으나 길이 막히니 빨리 가지도 못 하고 요금만 엄청나게 나왔다. 
둘 다 매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간신히 메꾸고 있는 터라 다시는 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면 길이 막히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어차피 버스를 타야하고, 지하철역에 내려

서도 다시 한 번 버스를 타야 대학교에 도착할 수 있어 지하철을 타봤자 버스 타는 것과 그렇게 큰 차

이가 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지하철도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비집고 타기도 만만치 않다. 간
신히 타게 되더라도 끼여서 가려면 여간 고역이 아니다. 중간에 다른 호선으로 환승도 한 번 해야 하는

데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앞으로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때도 많다. 집에서 대학까지의 교통 사정이 이렇

다보니, 둘은 대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살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보증금이 치솟는 전세

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구하기조차 힘들다. 월세방은 있는 편이지만, 알바를 하며 가까스로 연명하는 효

원과 효선에겐 월세 역시 무척 높은 편이라 결국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시사항: 당신이 효원과 효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둘을 돕고자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와 같은 효원과 효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혹은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10분간 생각나는 대로 전부 적어봅시다. 최선을 다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고, 독특하고 영리한 아이디어 -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은 -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다음 장도 활용해주세요.)
자신이 적은 아이디어 중에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 2 가지를 골라 아래에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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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자신이 효원과 효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둘을 돕고자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잘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당신은 효원과 효선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효원과 효선의 상황에 대해 공감이 잘 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효원과 효선의 상황은 당신의 현재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당신은 효원과 효선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지금 당신은 다음의 감정들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아주 조금
느낀다.

중간 정도
느낀다.

많이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1 창피함 ① ② ③ ④ ⑤
2 자부심 ① ② ③ ④ ⑤
3 불안함 ① ② ③ ④ ⑤
4 우울함 ① ② ③ ④ ⑤
5 재 미 ① ② ③ ④ ⑤
6 지루함 ① ② ③ ④ ⑤
7 화 남 ① ② ③ ④ ⑤
8 성취감 ① ② ③ ④ ⑤
9 압박감 ① ② ③ ④ ⑤
10 귀찮음 ① ② ③ ④ ⑤
11 답답함 ① ② ③ ④ ⑤
12 뿌듯함 ① ② ③ ④ ⑤
13 즐거움 ① ② ③ ④ ⑤
14 흥 미 ① ② ③ ④ ⑤
15 짜 증 ① ② ③ ④ ⑤
16 희 망 ① ② ③ ④ ⑤
17 만족감 ① ② ③ ④ ⑤

마지막으로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성별은?   남 □        여 □ 

설문에 응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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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연구 1: 개인적 과제

<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구>

     

설문 참여 동의 해당란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

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리 수업에서 사용할 실제적 과제를 어떻게 개

발할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지리 교과와 

관련된 실제적인, 즉 실제 현실과 밀접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은 

성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편한 마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 예

상소요시간은 15분 정도 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참여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분은‘연구 참여 동의란’에 

체크 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

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는 지리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최재영
(전화: 010-9306-0531, e-mail: image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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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서울에 있는 A 대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대학교까

지 너무 멀다는 것이다. 사실 멀다고는 하지만, 길이 안 막히는 상황이면 승용차로 30분 내로 갈 수 있

기 때문에 거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학교에 가는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교통 체증은 무척 심한 편이다. 당신은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길이 너무 막

히고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늦잠 잔 날 큰 맘 먹고 택시를 한 번 탄 

적이 있으나 길이 막히니 빨리 가지도 못 하고 요금만 엄청나게 나왔다. 매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간신히 메꾸고 있는 터라 다시는 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면 길이 막히지는 않겠

지만,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어차피 버스를 타야하고 지하철역에 내려서도 다시 한 번 버스를 타야 대학

교에 도착할 수 있어 지하철을 타봤자 버스 타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지하철

도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비집고 타기도 만만치 않다. 간신히 타게 되더라도 끼여서 가려면 

여간 고역이 아니다. 중간에 다른 호선으로 환승도 한 번 해야 하는데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앞으로 걸

어가기조차 어려울 때도 많다. 집에서 대학까지의 교통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신은 대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살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요즘 전세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구하기도 힘들다. 월세방은 있는 편이

지만, 알바를 하며 가까스로 연명하는 당신에겐 월세 역시 무척 높은 편이라 결국 포기하는 수밖에 없

었다. 

지시사항: 당신이 위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와 같은 당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혹은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10분간 생각나는 대로 전부 적어봅시다. 
최선을 다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고, 독특하

고 영리한 아이디어 -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

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다음 장도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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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적은 아이디어 중에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 2 가지를 골라 아래에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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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자신이 앞의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잘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앞의 상황에 대해 공감이 잘 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앞의 상황은 당신의 현재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당신은 앞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아주 조금
느낀다.

중간 정도
느낀다.

많이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1 창피함 ① ② ③ ④ ⑤
2 자부심 ① ② ③ ④ ⑤
3 불안함 ① ② ③ ④ ⑤
4 우울함 ① ② ③ ④ ⑤
5 재 미 ① ② ③ ④ ⑤
6 지루함 ① ② ③ ④ ⑤
7 화 남 ① ② ③ ④ ⑤
8 성취감 ① ② ③ ④ ⑤
9 압박감 ① ② ③ ④ ⑤
10 귀찮음 ① ② ③ ④ ⑤
11 답답함 ① ② ③ ④ ⑤
12 뿌듯함 ① ② ③ ④ ⑤
13 즐거움 ① ② ③ ④ ⑤
14 흥 미 ① ② ③ ④ ⑤
15 짜 증 ① ② ③ ④ ⑤
16 희 망 ① ② ③ ④ ⑤
17 만족감 ① ② ③ ④ ⑤

지금 당신은 다음의 감정들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성별은?   남 □        여 □ 

설문에 응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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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연구 1: 일반적 과제

<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구>

     

설문 참여 동의 해당란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

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리 수업에서 사용할 실제적 과제를 어떻게 개

발할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지리 교과와 

관련된 실제적인, 즉 실제 현실과 밀접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은 

성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편한 마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 예

상소요시간은 15분 정도 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참여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분은‘연구 참여 동의란’에 

체크 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

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는 지리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최재영
(전화: 010-9306-0531, e-mail: image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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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문제 중의 하나는 교통 문제이다. 가령 서울에서 길이 안 막히는 상황이면 승용차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동한다고 생각해보자. 승용차로 30분 거리가 멀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거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거리보다는 이 시간대 교통 체증이 

무척 심한 것이 문제이다. 교통 체증만 심할 뿐 아니라 버스를 탈 경우 승객도 무척 많으며, 설령 택시

를 탄다하여도 길이 막히니 빨리 가지도 못 하고 요금만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지하철을 타면 길이 막

히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어차피 버스를 타야하고 지하철역에 내려서도 다시 한 번 버스

를 타야 대학교에 도착할 수 있다면, 지하철을 타봤자 버스 타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지하철도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비집고 타기도 만만치 않다. 간신히 타게 되더

라도 끼여서 가야한다. 중간에 다른 호선으로 환승도 한 번 해야 한다면,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앞으로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때도 많다. 교통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보증금이 치솟는 전세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구하기조차 

힘들다. 월세방은 있는 편이지만 월세 역시 무척 높은 편이다. 

지시사항: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혹은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10
분간 생각나는 대로 전부 적어봅시다. 최선을 다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고, 독특하고 영리한 아이디어 -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다음 장도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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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적은 아이디어 중에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 2 가지를 골라 아래에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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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앞의 상황에 대해 공감이 잘 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앞의 상황은 당신의 현재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당신은 앞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아주 조금
느낀다.

중간 정도
느낀다.

많이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1 창피함 ① ② ③ ④ ⑤
2 자부심 ① ② ③ ④ ⑤
3 불안함 ① ② ③ ④ ⑤
4 우울함 ① ② ③ ④ ⑤
5 재 미 ① ② ③ ④ ⑤
6 지루함 ① ② ③ ④ ⑤
7 화 남 ① ② ③ ④ ⑤
8 성취감 ① ② ③ ④ ⑤
9 압박감 ① ② ③ ④ ⑤
10 귀찮음 ① ② ③ ④ ⑤
11 답답함 ① ② ③ ④ ⑤
12 뿌듯함 ① ② ③ ④ ⑤
13 즐거움 ① ② ③ ④ ⑤
14 흥 미 ① ② ③ ④ ⑤
15 짜 증 ① ② ③ ④ ⑤
16 희 망 ① ② ③ ④ ⑤
17 만족감 ① ② ③ ④ ⑤

지금 당신은 다음의 감정들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성별은?   남 □        여 □ 

 

설문에 응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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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연구 2: 결과실제성 과제

<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구>

     

설문 참여 동의 해당란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

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리 수업에서 사용할 실제적 과제를 어떻게 개

발할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지리 교과와 

관련된 실제적인, 즉 실제 현실과 밀접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은 

성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편한 마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 예

상소요시간은 15분 정도 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참여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분은‘연구 참여 동의란’에 

체크 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

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는 지리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최재영
(전화: 010-9306-0531, e-mail: image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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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원과 효선은 친남매로 둘 다 서울에 있는 A 대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다. 그런데 문제

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대학교까지 너무 멀다는 것이다. 사실 멀다고는 하지만, 길이 안 

막히는 상황이면 승용차로 30분 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효원과 효선이 매일 학교에 가는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교통 

체증은 무척 심한 편이다. 둘 다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길이 너무 막히고 버스에 사

람이 너무 많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늦잠 잔 날 큰 맘 먹고 택시를 한 번 탄 적이 

있으나 길이 막히니 빨리 가지도 못 하고 요금만 엄청나게 나왔다. 둘 다 매일 같이 알바를 

하여 생활비를 간신히 메꾸고 있는 터라 다시는 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면 길

이 막히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어차피 버스를 타야하고, 지하철역에 내려서도 

다시 한 번 버스를 타야 대학교에 도착할 수 있어 버스 타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지하철도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비집고 타기도 만만치 않은데다, 
타더라도 끼여서 가려면 여간 고역이 아니다. 중간에 다른 호선으로 환승도 한 번 해야 하

는데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앞으로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때도 많다. 집에서 대학까지의 교

통 사정이 이렇다보니, 둘은 대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살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날이 갈

수록 보증금이 치솟는 전세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구하기조차 힘들다. 월세방은 있는 편이지

만, 알바를 하며 가까스로 연명하는 효원과 효선에겐 월세 역시 무척 높은 편이라 결국 포

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시사항: 당신이 효원과 효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둘을 돕고자 하는 상

황에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와 같은 효원과 효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혹은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10분간 생각나는 대로 전부 적어봅시다. 
최선을 다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

고, 독특하고 영리한 아이디어 -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를 만들기 위

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한 후에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국민행

복제안(http://www.epeople.go.kr) 혹은 서울특별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http://oasis.seoul.go.kr)에 제안해봅시다. 

(공간이 부족하면 다음 장도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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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http://www.epeople.go.kr) 혹은 서울특별시 천만상상 오아시

스(http://oasis.seoul.go.kr)에 실제로 제안할 자신이 적은 아이디어 중에 가장 창의적

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 2 가지를 골라 아래에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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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자신이 효원과 효선의 사정을 알게 되어 둘을 돕고자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잘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당신은 효원과 효선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효원과 효선의 상황에 대해 공감이 잘 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효원과 효선의 상황은 당신의 현재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당신은 효원과 효선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효원과 효선의 사정과 당신이 이러한 사정의 둘을 돕고자 하는 상
황은 실제 상황과 가깝다고 느껴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이 과제는 졸업 이후 및 취업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2 이 과제는 학교 밖에서의 일상생활에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3 나는 이 과제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4 이 과제는 나의 흥미를 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5 이 과제는 나의 주의를 끈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6 이 과제를 하는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다음 문항을 읽고,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성별은?   남 □        여 □ 

설문에 응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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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연구 2: 기본 이타적 과제(대조군)

<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구>

     

설문 참여 동의 해당란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

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리 수업에서 사용할 실제적 과제를 어떻게 개

발할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지리 교과와 

관련된 실제적인, 즉 실제 현실과 밀접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은 

성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편한 마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 예

상소요시간은 15분 정도 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참여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분은‘연구 참여 동의란’에 

체크 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

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는 지리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최재영
(전화: 010-9306-0531, e-mail: image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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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원과 효선은 친남매로 둘 다 서울에 있는 A 대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다. 그런데 문제

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대학교까지 너무 멀다는 것이다. 사실 멀다고는 하지만, 길이 안 

막히는 상황이면 승용차로 30분 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효원과 효선이 매일 학교에 가는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교통 

체증은 무척 심한 편이다. 둘 다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길이 너무 막히고 버스에 사

람이 너무 많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늦잠 잔 날 큰 맘 먹고 택시를 한 번 탄 적이 

있으나 길이 막히니 빨리 가지도 못 하고 요금만 엄청나게 나왔다. 둘 다 매일 같이 알바를 

하여 생활비를 간신히 메꾸고 있는 터라 다시는 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면 길

이 막히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어차피 버스를 타야하고, 지하철역에 내려서도 

다시 한 번 버스를 타야 대학교에 도착할 수 있어 버스 타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지하철도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비집고 타기도 만만치 않은데다, 
타더라도 끼여서 가려면 여간 고역이 아니다. 중간에 다른 호선으로 환승도 한 번 해야 하

는데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앞으로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때도 많다. 집에서 대학까지의 교

통 사정이 이렇다보니, 둘은 대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살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날이 갈

수록 보증금이 치솟는 전세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구하기조차 힘들다. 월세방은 있는 편이지

만, 알바를 하며 가까스로 연명하는 효원과 효선에겐 월세 역시 무척 높은 편이라 결국 포

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시사항: 당신이 효원과 효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둘을 돕고자 하는 상

황에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와 같은 효원과 효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혹은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10분간 생각나는 대로 전부 적어봅시다. 
최선을 다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

고, 독특하고 영리한 아이디어 -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를 만들기 위

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다음 장도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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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적은 아이디어 중에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 2 가지를 골라 

아래에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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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자신이 효원과 효선의 사정을 알게 되어 둘을 돕고자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잘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당신은 효원과 효선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효원과 효선의 상황에 대해 공감이 잘 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효원과 효선의 상황은 당신의 현재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당신은 효원과 효선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효원과 효선의 사정과 당신이 이러한 사정의 둘을 돕고자 하는 상
황은 실제 상황과 가깝다고 느껴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이 과제는 졸업 이후 및 취업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2 이 과제는 학교 밖에서의 일상생활에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3 나는 이 과제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4 이 과제는 나의 흥미를 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5 이 과제는 나의 주의를 끈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6 이 과제를 하는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⓺ ⓻

다음 문항을 읽고,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성별은?   남 □        여 □ 

설문에 응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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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1> 연구 3: 프랑스 과제

<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구>

     

설문 참여 동의 해당란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

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리 수업에서 사용할 실제적 과제를 어떻게 개

발할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지리 교과와 

관련된 실제적인, 즉 실제 현실과 밀접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은 

성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편한 마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 예

상소요시간은 15분 정도 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참여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분은‘연구 참여 동의란’에 

체크 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

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는 지리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최재영
(전화: 010-9306-0531, e-mail: image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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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있는 술집과 식당, 카페에 어떤 괴한들이 들이

닥쳐 갑작스레 총기를 난사하였다. 이 때문에 30명도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파리 교외

의 국립축구경기장에서는 프랑스 대통령도 참관하는 국가대표팀 간 친선경기가 벌어지고 있

었는데, 경기장 인근에서 세 번의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10명 이상의 사상

자가 발생했다. 경기장으로 진입하려는 테러범도 있었으나 진입 직전 몸수색에 걸리자 테러

범은 자폭해버렸다. 또한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남자들이 1500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기고 

있던 파리의 콘서트장에 난입하여 20분간 총을 쏘며 수류탄을 던졌다. 자정을 기해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경찰은 자정이 넘어 진압작전을 개시하였으나, 이 콘

서트장에서만 100여명이 사망하였다. 이 날 테러로 인해 총 200여명이 중상을 입었고, 총 

130여명이 사망하였다. 

질문: 위와 같은 사건이 프랑스에서 오늘 일어났다면,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예: 테러 희생자 돕기 모금 참여 등)

(공간이 부족하면 다음 장도 활용해주세요.)



- 82 -

문
항 내  용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당신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실제로 저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앞 장에 자신이 적은 
행동들을 ‘실제로’ 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당신은 프랑스라는 나라 이름을 들으면 익숙한 느낌이 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당신은 파리라는 도시 이름을 들으면 익숙한 느낌이 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당신은 프랑스라는 나라를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당신은 파리라는 도시를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7 당신은 앞 장의 테러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앞 장의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난다면, 당시 자신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행동을 실제로 
했는지 적어봅시다. 

9 당신은 파리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마지막으로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성별은?   남 □        여 □ 

설문에 응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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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2> 연구 3: 나고르노카라바흐 과제

<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구>

     

설문 참여 동의 해당란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

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리 수업에서 사용할 실제적 과제를 어떻게 개

발할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지리 교과와 

관련된 실제적인, 즉 실제 현실과 밀접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은 

성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편한 마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 예

상소요시간은 15분 정도 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참여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분은‘연구 참여 동의란’에 

체크 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

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는 지리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최재영
(전화: 010-9306-0531, e-mail: image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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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수도 스테파나케르트에 있는 술집과 식당, 카페에 어떤 괴한

이 들이닥쳐 갑작스레 총기를 난사하였다. 이 때문에 30명도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스테파나케르

트 교외의 국립축구경기장에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대통령도 참관하는 국가대표팀 간 친선경기가 벌어

지고 있었는데, 경기장 인근에서 세 번의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기장으로 진입하려는 테러범도 있었으나 진입 직전 몸수색에 걸리자 자폭해버린다. 또한 청

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남자들이 1500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기고 있던 스테파나케르트의 콘서트장에 난

입하여 20분간 총을 쏘며 수류탄을 던졌다. 자정을 기해 나고르노카라바흐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

언하였고, 경찰은 자정이 넘어 진압작전을 개시하였으나, 이 콘서트장에서만 100여명이 사망하였다. 이 

날 테러로 인해 총 200여명이 중상을 입었고, 총 130여명이 사망하였다. 

질문: 위와 같은 사건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오늘 일어났다면,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예: 테러 희생자 돕기 모금 참여 등)

(공간이 부족하면 다음 장도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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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당신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실제로 저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앞 장에 자신이 적은 
행동들을 ‘실제로’ 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당신은 나고르노카라바흐라는 나라 이름을 들으면 익숙한 느낌이 
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당신은 스테파나케르트라는 도시 이름을 들으면 익숙한 느낌이 듭
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당신은 나고르노카라바흐라는 나라를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당신은 스테파나케르트라는 도시를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7 당신은 스테파나케르트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마지막으로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성별은?   남 □        여 □ 

설문에 응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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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ltruistic Task 

for Geography Class

Jae Yung Choi

Geography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ruism is a characteristic that maintains and develops human society and 

a subject that has been studied in various fields to understand human 

behavior.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also pursues the altruistic human 

imag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In geography class, authentic 

tasks based on real-world problems can be used for effective learning. In 

this paper, using authentic tasks with altruism, that is, altruistic tasks in 

geography class is proposed. Altruistic tasks can positively affect learners' 

creativity and academic emotions. Increasing ‘the authenticity of task 

performance results’ of altruistic tasks can result in increasing utility value 

and situational interest of learners. Also, it is important that learners 

metacognize the 'discriminative altruism by spatiality' of the altruistic tasks, 

in the geography education which seeks glob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In this paper, to propose the use of altruistic tasks in geography class, 

first, it was investigated whether altruistic tasks enhance learners' creativity 

and induce positive emotions. Second, it was looked into whether the 

improvement of the authenticity of the altruistic task contributes to the 

stimulation of utility value and situational interest of learners. Third,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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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and discussed how 'discriminative altruism by spatiality' of 

altruistic tasks appears and discuss it. For this purpose, three studies were 

conducted on high school students. In Study 1, the creativity and academic 

emotions of three groups were compared: the group performing the task for 

specific people (the altruistic group), the group performing the task of 

solving general urban problems (the general group), and the group 

performing for themselves (the personal group). In Study 2, utility value and 

situational interest were compared between the group performing the 

altruistic task with ‘the authenticity of task performance results’ (the result 

authenticity group) and the group performing the altruistic task without 

considering the authenticity of task performance results (the basic altruistic 

group). In Study 3, it was investigated, even though the same event was 

happening, how altruistic responses of learners differed according to whether 

the event occurred in a country with a relatively high awareness and 

favorability (French group) or in the other with a relatively low ones 

(Nagorno-Karabakh group).

  As a result of Study 1, the altruistic group and the general group showed 

higher creativity in problem-solving than the personal group. In the case of 

academic emotions, positive emotions tend to be more intense than negative 

ones in all three groups. However, the altruistic group had only  positive 

emotions up to the top seven in the intensity ranking, while a negative 

emotion, ‘troublesome’ was in the third place in the general group, and in 

the fourth place in the personal group. In Study 2, the result authenticity 

group showed higher utility value and situational interest the basic altruistic 

group. In Study 3, a higher proportion of respondents in the 

Nagorno-Karabakh group than in the French group requested intensified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and showed intellectual curiosity about the 

cause of the incident. This is interpreted as showing the reaction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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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 placed emphasis on ‘why’ by rational approach, because the 

psychological distance they feel about Nagorno-Karabakh was far.

  The findings of this paper suggest that the use of altruistic tasks in 

geography class can contribute to the creativity of learners and induce 

positive academic emotions. By considering ‘the authenticity of task 

performance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altruistic tasks, utility value and 

situational interest which learners feel can be improved. Also, it is necessary 

for learners to meta-recognize 'discriminative altruism by spatiality' through 

geography education, and it is urged to the study on the role of geography 

education and continue further researches related to this.

Keywords: geography class, altruism, altruistic task, creativity, academic 

emotion, the authenticity of task performance results, utility 

value, situational interest, discriminative altruism by spatiality

Student Number: 2012-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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