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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16pt)

 해석 수준 이론은 현재 광고, 마케팅, 미디어, 복지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해석수준이론을 적용하여 대상에

따라 심리적 거리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지리교육에 적용한 연구

는 많지 않다. 현행 초등학교 세계지리 학습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심리적 거리에 따라 학습

상황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심리학에서 대두되고 있는 해석 수준 이론

중 사회적 거리가 갖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세계지리 학습 시, 우

리나라와의 관계가 가까움을 강조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자료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자료를 각각 제시하여, 가깝

고 먼 관계라고 느끼는 심리적 거리에 따라 학생의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해석수준 이론의 심리적 거리 중 사회적 거리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와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실험참

가자들은 먼저 서로 다른 심리적 거리 수준으로 구성한 세계지리

텍스트에 각각 노출 된다. 학생들은 텍스트를 읽고 난 후, 텍스트

에 등장하는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와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느

낀 정도를 측정하는 5점 척도 문항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최종적

으로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

였다.

 실험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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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지는 여행 주제-관계성 강조, 여행 주제-중립, 무역 주제–

관계성 강조, 무역 주제-중립 4가지 유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

여자들은 4가지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되었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가깝게 느낀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고 느낀 학생보다 다른 나라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여행․무역 주제에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의 친밀함이 강조된 텍스

트가 중립 텍스트보다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유발에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세계지리 학습을 통해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도록 서술하는

교과서의 내용 기술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고

려할 때 초등 사회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 구성 차원에서, 학생들

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

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교과서 서술 방식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기술 전략

이 요구된다. 이는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학습하는 상황에

놓일 때, 다른 나라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관계적으로 가깝게 느끼

도록 의도적으로 서술하여 학생의 개인적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주요어 : 해석수준, 사회적 거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흥미

학 번 : 2015-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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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 해외에 나간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통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살고 있

다. 이처럼, 과거와 다른 일상의 변화는 우리가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음

을 매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는 삼성, 현대 등의 글로벌 기

업이 있고 두 차례의 올림픽과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등 각종 국제 대

회를 개최할 정도로 세계의 중심에 있다. 세계는 더 이상 과거처럼 아주

먼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 상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세계지리 내용은 초등학교의 6-2학기에 처음 등장한다. 이는 학생들의

경험수준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한다.

옥한석․차옥이(2003)는 세계지리는 세계를 지역적으로 이해하고 자연

과 인문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분야로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내용이지만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경험 수준을 고려하

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옥한석․차옥이, 2003).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의 세계지리 교육은 교육과정의 한계로,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는 초등학

생들의 현실 경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교과 간의 학습

대상의 불일치도 존재한다.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기 시작하는 영

어 교과에는 여러 나라가 배움의 소재로 등장한다. 영어 교과에서는 다

른 나라에 대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접하는 반면, 사회교과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세계지리 학습은 6-2에 처음 등장한다. 교과 간의

통일성과 맥락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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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와 현실의 간극을 조정하기 위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탄력

적 환경확대법을 적용했지만,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래서 탄력적이라는 말이 모호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둘러

싼 배경을 소재로 학습교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학생들을

둘러싼 주변의 소재를 바탕으로 탄력적 환경확대법을 적용하여, 내용

상․사회변동․시대상황․사회적요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들이 관심 있어 하는 미디어를 반영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의 성격에서 지구촌의 특징과 변화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

추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의 목표에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 현상에 대하여 관심

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걸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와 달리 관심

과 흥미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현 세

계를 반영하는 세계 지리적 관점에서 흥미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사인 미디어와 여행을

소재로 하는 세계 지리 활동을 제안하여 사회교과의 목표에 충실하는 활

동을 제안하였다.

현행 2009 개정 6-2학년 사회 교과서는 세계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특히 “2-3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3-3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관계”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와 관계 맺는 나라를 중심

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된 교과서 제시 방법은 해석 수준 이론의 심리적 거리 중 사회적 거

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와 관계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어떠

한 효과가 있는지를 본 논문에서는 해석수준 이론으로 접근하여 그 효과

를 동기와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관계적으로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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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을 강조하는 서술이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중시하는 흥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 전략이 학

업적 자기효능감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업적 흥미는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는데 즐거움을 주고 학습을 지속적

으로 유지해 주며 교과를 선택하고 진로결정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유경 조한익, 2018). 또한 이러한 학업적 흥미는 학습

동기로까지 이어진다. 학습은 전염성이 있어서 동기가 유발될 때 널리

퍼지고, 학생들은 이미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새로 배워야 할 과제와

관련지으므로 교사가 이를 촉진한다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학업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Champman and Vagle, 2011).

정혜윤 외(2011)는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실재감이 사회

과 성취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였다. 또한 하유경 조한익

(2018)은 학교학습에서 학업적 흥미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심리학적인 구

인으로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는데 즐거움을 주고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

지해 주며 교과를 선택하고 진로결정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므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것은 학업적 흥미와 자

기 효능감을 유발하며 이는 긍정적 학업 성취도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

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초등 세계 지리에서 외국 학습 시 우리나

라와의 사회적 거리를 강조하여 학업적 동기와 학업적 효능감을 유발하

는 수업 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관계적으로 가깝고 멀다는 거리

감을 느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업적 흥미와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다른 나라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

경우,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지리 교육에서 아직 그 논의

가 활성화되지 못한 심리적 거리를 바탕으로, 학업적 동기와 학업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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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효능감을 고취하는 방법을 검증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리교육에서 적합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하나의

방향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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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가 초등학생의 세계 지리 학습에 있어서,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여행과 무역을

활용한 소재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심

리적 거리가 가까울 경우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실험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처치 변인으로 삼은 것은텍스

트 상의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의 강조 유무이다. 세계지리를 학습 할 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정보를 제시할 때 학습자의 삶의 공간

인 한국과의 관계가 가깝다고 강조 되어 서술하는 여부에 따라 학습자들

에게 유의미한 차이를 낳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을 강조한

학습 자료가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도록 하여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초등학교 세계지리 교육에 있어서 심리적 거리의

서술의 중요성을 여행 지리와 무역을 소재로 흥미와 자기효능감 측면에

서 효과를 증명하고자 한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적 친밀성을 강조하여

세계지리 학습 자료를 구성하여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과 사례를 제시하

고 이러한 교수 학습 자료의 활용이 교실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학생의 반응을 보고 이해하는 것

이다. 활용의 빈도가 높은 사회적 거리의 서술 방법을 적용한 지리 교수

학습 자료를 통해 이 것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 교육에서 활용도가 높은 해석수준이론의 심리적 거리

중 관계적 거리의 강조점을 여행과 무역을 소재로하는 세계지리 텍스트

에 적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를 통하여, 실제 수업을 통해 길러지

는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실험을 통해 증명해 낸 것에 의

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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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목적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

인 연구 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우리나라-다른 나라의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 텍스트

가 학업적 흥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우리나라-다른 나라의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 텍스트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다른 나라의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

트가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변인을 설정하고 정의하여

변인의 의미에 관한 연구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가. 사회적 거리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세계 지리 영역에는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는 여

러 나라가 등장한다. 각 나라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지리 학습에서는 각 나라에 대한 여러 정보가 제공된다. 그러나, 해

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정보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 같은 정보도 다르게 느

껴질 수 있다.(Trope and Liberman, 2010).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사회

적 거리는 세계 지리 학습상황에서 느끼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관계의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학습 도구는 초등학교 6-2학

기 사회 세계지리 부분을 분석하여 구성한 텍스트와 사진을 기반으로 하

는 사회 학습지의 형태로 한정하며, 사회적 거리의 강조란 텍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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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성 언급의 유무를 가리킨다.

나. 학업적 흥미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가 개발한 학습 환경에서의

학생동기척도 중 학업적 흥미 척도를 적용하여 세계 지리 학습 시,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학습 상황에서 유발된 학업적 흥미로 정의한다. 고

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가 제작된 척도는 모두 Likert 형식을 취하며

학생들은 주어진 문장에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동기가 높다고 정의한다.

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가 개발한 학습환경에서의 학

생동기척도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적용하였다. 세계 지리 학습

시,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학습 상황에서 유발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으로 정의한다.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가 제작된 척도는 모두 Likert

형식을 취하며 학생들은 주어진 문장에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매

우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 효능

감이 높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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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사회적 거리가 초등학생의 세계 지리 학습에 있어서 학업

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검증에 앞서, 핵심 개념인

해석수준이론 및 학업적 흥미, 학업적 자기 효능감, 여행지리, 지리교육

에서의 시각자료 활용에 대한 기존 논의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해석수준이론

1) 해석수준 이론과 심리적 거리

사람마다 장소감이 다르듯, 사람들은 같은 현상일지라도 각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하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 행위가 누구에게는 단

순히 몸을 가꾸기 위한 행위이지만, 누구에게는 건강한 삶을 위한 행위

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렇듯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식별 수준을 ‘해석수준(Construal Level)’ 이라고 한다

(Trope and Liberma, 2003, 2010; Liberman et al., 2007). 해석수준 이론

(Construal Level Theory)은 이러한 행동의 식별 수준, 곧 해석수준의

차이에 주목해 각자가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에 따라 이

러한 해석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행동 반응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

을 규명하는 이론이다(정의준․유승호, 2015).

현재 해석 수준 이론의 핵심 개념인 다양한 거리감에 따라 나타나는 효

과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정의

준 외, 2015). 해석수준은 크게 추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상위

수준(High-level construal)과 구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하위수준

(Low-level construal)으로 나뉜다. 상위 해석수준에서는 대상이 지닌 본

질적(Primary)이고 핵심적(Core)인 탈맥락적(Decontextualized)인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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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해석하는 반면 하위 해석수준에서는 부차적(Secondary)이고 표

면적(Surface)인 맥락적(Contextualized)인 속성에 주목한다(Trope and

Liberman, 2003). 또한 상위 수준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인

‘왜(Why)’ 중심으로 대상에 접근하지만 하위 해석수준으로 해석하는 경

우에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인 ‘어떻게(Why)’에 비중을 두고 판

단을 내린다(Zacks and Tversky, 2001). 따라서 운동을 하는 행위를 단

순히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하위 수준에서 해석한

것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는 상위 수준에서 해석한

것에 해당한다.

High-level construal

(상위 해석 수준)

Low-level construal

(하위 해석 수준)

■ Abstract (추상적)

■ Simple (단순함)

■ Structured (구조적)

■ Coherent (일관적)

■ Primacy (근본적)

■ Core (핵심적인 것)

■ Superordinate (상위의)

■ Goal relevant (목적과 일치)

■ Concrete (구체적)

■ Complex (복잡함)

■ Unstructured (비구조적)

■ Incoherent (일관성이 없는)

■ Secondary (부차적)

■ Surface (표면적인 것)

■ Subordinate (하위의)

■ Goal irrelevant (목적과 불일

치)

<표 1> 상위해석수준과 하위 해석수준의 구분

출처 : Trope and Liberman(2003)

사람들은 같은 대상을 놓고도 개인의 경험과 가치 등의 이유로 서로 다

른 심리적 거리를 갖게 된다(Trope et al., 2007). 심리적 거리의 차이는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을 접하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그

에 따라 상이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만든다. 해석수준의 심리적 거리는

자기중심적(egocentric)인 거리 인식을 지칭하는데, 특정한 사건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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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되어 인지되는 심

적인 거리 관념을 의미한다(Trope, Liberman, & Wakslak, 2007). 그리고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어떤 대상에 대해 상위수준의 메

시지를 제공하려면 그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늘려주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으며, 반대로 하위수준의 메시지를 제공하려면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 보다 높은 설득 효과를 볼 수 있다(Trope and Liberman,

2010). 해석수준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연구한다.

초기의 해석 수준 이론은 해석수준 이론은 주로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시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는 시간 해석 이론(Temporal Construal Theory, TCT)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03). Liberman and Trope(1998)은 참가자들에게 난이도와

흥미를 기준으로 제작한 서로 다른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여 ‘시간적 거

리(Temporal distance)’에 따라 선호하는 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

험하였다. 그 결과 과제 풀이 시간이 먼 미래로 설정된 경우에는 흥미롭

지만 어려운 과제를 선호했고 과제를 보다 가까운 미래에 해결하는 상황

에서는 흥미는 없지만 쉬운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Liberman

and Trope(1998)은 이 결과를 ‘바람직성(Desirability)’과 ‘실행가능성

(Feasibility)’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위 수

준에서의 해석이 증가하여 행위의 목적에 주목하여 바람직성이 강조되지

만,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하위수준에서의 해석이 증가하여 행위

의 방법과 관련된 실행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시간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에 대한 연구는 공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공간적 거리(Spatical distance)’, 관계의 친밀한 정도를 나타내

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발생 확률적

거리(Hypotheticality)’라는 다양한 영역의 심리적 거리로 확장되었다. 현

재 해석수준 이론에서 심리적 거리는 시간의 멀고 가까움을 의미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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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거리(현재vs미래), 공간적인 떨어짐의 간극을 의미하는 공간적 거

리(가까운 곳vs먼 곳),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가까운 관

계vs먼 관게), 주변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사건인지에 관한 발생확률적

거리(높은 가능성vs낮은 가능성)라는 네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해석수

준의 심리적 거리는 이러한 네 가지 거리에 따른 경험의 정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거리 인식은 개인이 특정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 가지의 심리적 거리

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에서 자동

적으로 연상되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Fiedler et at., 2012). 정의준(2012)

은 심리적 거리와 해석 수준은 상호 순환관계를 이룬다고 했고 Trope는

(2007; 2010) 심리적 거리가 해석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해석 수준

도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즉, 상위수준으로 해석을 하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하위수준으로 해석할 경우 심

리적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

2) 사회적 거리와 지리교육

사회적 거리는 관계적으로 멀게 느끼거나 가깝게 느끼는 사회적 관계성

에 바탕으로 하여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다. 이전의 연구를 통

하여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쓴 에

세이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본인이 가깝다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하였고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에세이라는 본

질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엄밀히 평가하는 반면 가까운 대상에 대해

서는 자신과 유사성이라는 부차적인 속성이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Liviatan et al., 2008). 이렇듯 사회적 거리인 친숙도(familiarity)는 정보

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친숙한 대상에

대해 낯선 대상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해석수준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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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시사점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들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보다 적합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재휘 외, 2010).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을 강조하는 구체

적인 메시지가 효과적인반면, 심리적 거리가 멀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이

나 의미를 강조하는 추상적인 메시지가 효과적이다(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10).

지리적 거리 인식은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Fujita et al., 2006; Holyak and Mah, 1982; Trope, Liberman, and

Wakslak, 2007; 강효선 김기남, 2017). 그동안 지리교육에서는 심리적 거

리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있어왔다. 강효선 김기남(2017)은 교육 상황

에서 학습 내용과 학습자와의 지리적인 거리를 의도대로 조정해서 원하

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수준이론의 의의를 연구하였다.

같은 지역의 변화에 대해 아르헨티나와 제주도로 다르게 인식했을 때 심

리적 거리가 가까운 제주도에 대한 생각과 반응이 더 구체적이었고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시간 거리의 변인 조작에 비교해 공간 거리로

심리적 거리를 조정하였을 때 해석 수준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

다. 이 연구는 공간적 거리로 심리적 거리를 조정하였는데, 비슷하게 심

리적 거리 중 사회적 관계성을 가깝게 느끼도록 하여 사회적 거리를 조

절할 때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며, 그 것이 학습에 있어서 유의미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볼 수 있다.

황규덕(2017)은 해석수준이론의 심리적 거리를 적용한 서로 다른 교과서

텍스트를 실험자극물로 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갖는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의 참여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상호의존성의 인식 수준

이 높은 학생들의 공정무역 참여의도가 높았으며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

이 비슷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참여

의도가 달라졌다. 따라서 지리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참여 행동 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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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으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교과서의 내용 기술 전략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교과서 텍스트를 통한 심리적 거리 조

정의 가능성을 탐구해 볼 수 있다. 곽영미(2018)는 심리적 거리와 유사

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가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다. 유사성은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켜 하위

수준의 해석을 활성화했고 이와는 별개로 호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유사성이 심리적 거리를 줄여준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유사성의 강

조가 학습 동기를 높이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회적 거리의 관계의 가까움을 강조한 것 역시 유사한 효과를 나타

내리라 예상된다.

그동안 지리교육에서 해석수준과 관련된 연구는 있어 왔지만 해석 수준

이론의 사회적 거리를 흥미와 자기효능감과 연관하여 연구한 결과물은

없었다. 연구자는 심리적 거리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의 목표로 기술되어있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심리적

거리 중 사회적 거리를 바탕으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에 집중하여,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것이 학업적 흥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거리에 관한 서술이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학습하거나 수행해 낼 수 있는지 관

한 확신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다른 나라의 내용을 다루는 세계지리 학습은 학생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후속 관심과 학습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석 수준 이론에서 제안한 사회

적 거리를 적용한 메시지 구성 수준에 따른 효과가 학생들이 학습 활동

을 접하는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

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텍스트 맥락에서 학생들의 세계지리에 대한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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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기효능감을 햠양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학업적 흥미

1) 흥미와 학업적 흥미

과제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인지 및 행동전략들을 더 효과적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Pintrich & De Groot, 1990). 과제가

치는 과제에 대한 중요성, 유용성 및 흥미로 구성되는데, 학습자가 해당

교과의 학습이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하며 흥미롭다고 생각하

는지에 따라 학습전략의 선택과 사용이 달라질 수 있다(추미화, 2010).

교육학 영역에서 초기 학자들은 흥미가 갖는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하유경 조한익, 2018). 흥미는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을 촉진시킨다

(Schiefele, 1991; 김동환, 2005). Hidi(1990)는 흥미가 학습을 위한 정신적

자원이라고 했으며, 일반적으로 흥미는 좋아하는 것,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동기를 갖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Schraw and Lehman, 2001). 흥

미는 시간이 지나서도 어떤 주제에 대해 다시 몰입하고, 질문에 대한 답

을 얻고자 노력하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더 나은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교육적 성취 뿐 아니라 전문적인 발

달을 촉진시켜 준다(Frenzel et al., 2010). 또한 Schank(1979)는 학습자

와 관련 있는 소재는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한다고 했다. Herbart는 흥미

가 동기와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Schunk, Meece and

Pintrich, 2014), Dewey는 흥미를 자아와 세계간의 통합적 과정으로 보

고 교육과 실제 생활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통해 흥미가 유발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조주희, 2008). Bartlett도 인간의 기억에 있어 흥미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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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James는 흥미를 인간 마음의 핵심적이고

지배적인 힘이라고 기술하였다(김성일, 1996).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학

습에 있어서 흥미가 가지는 역할과 영향력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흥

미는 개념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쉽게 연구되지 못하였다(Renninger

and Hidi, 2016).

초기 흥미 연구들은 단지 학습 상황을 배경으로 하되 심리적 구인으로

서의 흥미 자체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Hidi,

2001; Krapp, 1999). 처음에는 흥미의 발달 단계나 속성을 규명하고자 교

실 상황이나 학교 환경을 배경 변인으로 삼아 연구했지만 흥미가 일반적

인 수준이 아니라 학습자가 처해 있는 학업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

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났다. 이에 학생들의 학업적 흥미에

초점을 맞추고 학업적 흥미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발전

양상을 보이는지 등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늘어났다(Dotterer, McHale

and crouter, 2009; Gogol et al., 2016). Marsh 외(2015)의 연구에서는 학

업적 흥미를 대상과의 긍정적인 경험을 연관시키는 정신적 스키마에 근

거한 경향성이자 흥미행동 양식 안에서 활성화되는 개인적 가치 시스템

으로 정의하였다.

2000년 이후, 본격적인 학업적 흥미의 개념이 등장한다.

Renninger(2000)는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 중에서 개인적 흥미에 대

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고 왜 학습하느냐에

따라 다른 수준의 지식과 가치가 부여된다고 했다. Linnenbrink-Garcia

외(2010)는 다양한 학업적 상황에서 상황적 흥미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흥미의 하위요인으로 연

구되어 온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를 학업적 상황으로 끌어들였다.

학업적 흥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김성일 외(2008)는

학습에 지속적으로 몰두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 또는 특정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흥미라고 정의하였다. 김성일 외(200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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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학업적 흥미를 특정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흥미라고 정의하였고,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로 나뉜다고 언급

하였다. 학업적 흥미에서 말하는 상황적 흥미는 학교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즉각적으로 촉발되는 흥미로 환경이나 학습재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흥미를 가리킨다. 개인적 흥미는 특정

교과나 학문 영역 등에 대해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는 개인의 관심과 선

호도이다(하유경 외, 2018). 즉 개인적 흥미는 특정 과제나 영역 등을 대

상으로 하는 개인적인 선호도로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된다(추미화,

2010).

우연경(2012)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흥미연구들이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

라 서로 다른 개념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흥미에 대한 기본적

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산발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하유경

(2018)은 다수 연구들이 학교 상황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적 흥미

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과 학업흥미(이정민 외, 2016; 조붕환,

2004, 2011), 교과흥미(김희수 홍성훈, 2012; 조미아, 2014), 흥미(문공주

함은헤, 2016)라는 각기 다른 명칭으로 언급되는 것을 지적했으며, 흥미

연구의 다양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흥미 영역에서 학업적

흥미의 개념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봉미미 외(2012)는 학생들이 학업상황에서 특정 과제나 과목에 관여할

때 나타나는 인지와 정서를 포함한 심리학적 상태로 학업적 흥미를 정의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척도를 개발하여 학업적 흥미연구를 활성화하

는데 기여했다. 하유경 조한익(2018)은 흥미에서 학업적 흥미를 분리하

여 학업적 흥미의 개념과 발달과정 등을 논하였다. 학업적 흥미는 흥미

의 광범위한 영역 중에서도 학업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흥미이며 학생이 자신의 학업적 상황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발생하는 흥

미다(하유경 조한익, 2018). 학교학습에서 학업적 흥미는 학생들에게 중

요한 심리학적인 구인으로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는데 즐거움을 주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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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유경 조한익(2018)은

학교학습에서 학업적 흥미의 실천방안으로는 특정한 교과상황에서 학생

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학생들의 장점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학업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

는 방법을 찾아보고, 교재학습을 바탕으로 읽기수업에서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고, 교사가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방법 등을 모색하

였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학습과 학업적 흥미(이정민 외, 2016; 조붕환,

2011)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흥미는

특정 영역에서 개인이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갖는 관심 영역으로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학업적 흥미는 학업적

영역에서 학생들이 갖는 영역일반적인 개인적 흥미와 영역특수적인 상황

적 흥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2) 상황적 흥미와 지리교육

상황적 흥미는 환경이나 학습재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흥미

를 가리키며,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는 흥미를 발현시키는 환경(예: 교수

방법, 학습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김성일, 윤미선,

2004).

지리교육에서도 상황적 흥미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있어왔다. 이영경

(2006)은 지리적 정보의 제시 순서에 따른 학습자 흥미도 및 학습 효과

차이에 관한 연구를 중학교 지역지리 단원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결과로

서의 지리적 현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조건 간의 제시 순서를

달리함에 따라 지리교과에 대한 학습자 흥미도와 학습 효과에 어떠한 차

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동일한 학습 내용이더라도 그

제시 순서에 차이를 두어 학습자 흥미도와 학습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인과 관계로 연계될 수 있는 지리적 현상

들을 ‘지리적 결과→환경적 조건’ 순서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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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정원영(2010)은 긍정적 부정

적 정보 제시 순서에 따른 지역이미지와 흥미도 형성에 관한 연구를 중

학교 1학년 세계지리 단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미지 형성에 있어

수용자가 먼저 제시된 정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 에 주목하여 지리 교육에도 적용되는 현상인지 확인해 보고자

정보의 제시 순서를 변인으로 하여 이에 따른 학습자들의 지역이미지,

흥미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인 지역이미지는 ‘긍정적→부정적’

순서로 텍스트가 제공된 경우 ‘부정적→긍정적’ 순서의 경우보다 좋게 형

성되었으며, 전체적인 흥미도에 있어서 ‘긍정적→부정적’ 순서로 텍스트

가 제공된 경우 ‘부정적→긍정적’ 순서의 경우보다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을 할 때 지역에 대한 매력적인 자료

를 우선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그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신의주(2006)

는 ‘음식’을 중심으로 구성한 텍스트가 학습자 선호도 및 학습 효과에 미

치는 영향을 ‘중학교 1학년 사회’의 세계 지리 단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

다. 흥미로운 소재로 구성된 텍스트 개발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

자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소재인 음식을 선택하여 음식을 중심으로 텍스

트를 구성하였을 때, 학습자의 텍스트에 대한 선호도와 학습 효과와 또

한 음식 소재의 친숙도의 차이가 학습자의 선호도와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소재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여 친숙도가 매우 높은 소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매우 낯선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끌기에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리 교과서의 텍스트를 구성할 때 음식 소

재를 도입하여 학습자들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추미화 외(2010)는 초등 사회교과에서의 목차 훑어보기 훈련이 학습동

기, 자기조절 학습전략 사용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의 기본 자료인 교과서의 목차를 활용함으로써 제시

된 정보를 구조화하고 핵심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목차 훑어

보기 훈련이 초등 사회교과의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 및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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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 변인으로 흥미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목차

훑어보기 훈련을 받은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비교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학습동기 변인 중 과제가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학업에서의 숙달

목표 추구 정도의 사회교과에 대한 흥미 및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본 논문의 논리를 뒷받침해준다. 학교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활용이 가능한 해석수준이론의 심리적 거리 중 사회적 거리

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초등 사회과 수업에 적용해봄으로써 이러한 사회

적 거리의 가깝고 먼 정도가 초등학생의 학업적 흥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와 학업적 흥미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우리

나라-다른 나라의 관계성을 강조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실험을 설계하였

다. 본 실험 상황에서의 학업적 흥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두

뇌동기연구소(bMRI)에서 개발한 학습환경에서의 학생동기척도(SMILES)

중 하나인 학업적 흥미(Academic Interst)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차원으로는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와 개인적 흥미

(Individual Interest)가 있다.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는 교실

상황에서 자극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발된 주의집중과 정서적 반응을 측

정한다(Hidi, 1990; Hidi & Baird, 1986).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

는 학생들이 해당 과제나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로 비교적 지속적으로

관여하는가를 측정한다(Krapp & Fink, 1992; Renninger, 2000). 본 실험

에서는 임의적으로 설정된 사회적 거리의 가깝고 먼 정도라는 일시적 실

험 상황에 의해 유발된 흥미를 측정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상황적 흥미

척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학생들이 학업 상황에서 특정 과제나 과

목에 관여할 때 나타나는 인지와 정서를 포함하는 심리학적 상태를 측정

하고 있다(Hidi & Hrackiewicz, 2000; Hidi & Renning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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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의

학업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이다. 특정한 교과상황에서 학생들에

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세계지리 학습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관계가 가깝

다고 강조된 수업자료는 학생이 수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흥미를 이끌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학업적 흥미의 앞으로의 과제로 학업과 관련된

심리적 속성들과의 관계를 계속 연구하고, 학교현장에서 흥미를 증진시

키는 연구들과 더불어 새로운 매체 등을 활용한 학업적 흥미를 높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1)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은 성취목표, 과제가치 등과 함께 다양한 학습동기구인 중

하나이다. 학습동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과제를 탐색, 선택하게 만들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며,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Brophy, 1988). 다양한 학습동기 구인 중 특히 자기효능감

은 학습과정과 결과의 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동기구인으로

알려져 있다(봉미미, 2000).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으로서(Bandura, 1997), 효과적인 학습전략 사용 및 학업성취도 향

상에 큰 영향력을 가진 학습동기 변인이다(Bong & Clark, 1999;

Pajares, 1996).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

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Bandura,

1977), 학습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유

지하게 한다(Betz & Hackett,1983; Pajares & Miller, 1994). 자기효능감

은 대상에 따라 개인효능감과 집단효능감으로 분류하며, 영역에 따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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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나뉜다(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습자의 과제 선택, 선택

한 과제에 투자하는 노력의 질과 양,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쉽게 포기하

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정도라고 정의된다(Bandura & Schunk,

1981). 하위차원으로는 학습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learning)과 수

행자기효능감(Self-efficiacy for performace)이 포함된다(봉미미 외,

2012). 학습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learning)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

습지식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

며 기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믿음을 측정한다(Schunk, 1996).

수행자기효능감(Self-efficiacy for performace)은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

서의 학업수행을 요구되는 수준까지 이행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

인 믿음을 측정한다(Bandura, 1977; Schunk, 1996).

많은 연구들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과제를 수행

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하며,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 오래 견디려 하고,

학습을 더 오래 지속하여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Bandura & Schunk, 1981; Lent, Brown & Larkin, 1984; Schunk,

1983). 때문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수행 여부 등

과 같이 학업 성취를 성공적으로 예측하며,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Betz & Hackett, 1983; Pajares &

Miller, 1994).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예측력은 여러

차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고, 대부분의 결과는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2001; 박혜숙, 전명남, 2007; 윤경

희, 배정희, 2008; Graham &Harris, 1989; Zimmerman et al, 1992).

2)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초등학교 지리 교육

이양락(2005)의 연구에 따르면 2004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국가

수준의 과목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행한 바 있는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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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취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 및 내용을

이해하고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학습목표라

기술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습자의 학업에 대한 신

념이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정혜윤 외, 2011).

또한 선행연구자(김아영, 2001; Graham and Harris, 1989; Zimmerman

et al, 1992)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여러 대상 중에서도 초등학생의 학업성

취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소연희, 2008; 최영신, 김영희, 2006;

Schunk & Hason, 1989). 최근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학

습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예측 변인으로 성취 행동을 예측하며 초

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조한익,

2010; 허은영, 2010).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규명되었는데, 초등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전체 교과의 성취도를 평균 8% 예측하였으나 사회

과목은 12%로 높은 예측력을 나타냈다(한숙경, 2010). 그 중에서도 소연

희(2008)는 고등학교 학습 환경에서 보다 초·중등학교 학습 환경에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의 학업성취에 대한 예측력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학습 상황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특히 초등학생에 있

어서 중요한 변인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학습 상황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성취도

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규명되었지만(정혜윤

외, 2011) 지리교육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것은 많지 않다. 지

리교육은 아니지만 정혜윤 외(2011)는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실재감이 사회과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 교과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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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정혜윤 외(2011)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인지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

감은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초등사회 수

업에서 사전에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준비 전략의 실

행이 바람직하며, 학습과정 중에는 인지적 실재감과 사회적 실재감의 수

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추미화 외(2010)는

초등 사회교과에서의 목차 훑어보기 훈련이 학습동기, 자기조절 학습전

략 사용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사회 교과에 대한 학

습 동기 변인으로 흥미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으나 초등 사회교과에서

의 목차 훑어보기 훈련 후 측정한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변정현(2012)은 사회적 역량지각과 학업효능감이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위계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사회과

교과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과 원인을 좀 더 다각

적이고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지각과 사회

과 학업효능감이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 요소들

의 상호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과 학업성취도를 높이

는데 있어서 사회과 학업효능감과 사회적 역량지각 모두 학업성취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업효능감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초등학교 사

회과의 세계지리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2015)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교과 중에서도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

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때문에 사회과는 민

주 시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 사고

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등의 교과 역량을 육성하

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5). 사회과의 하위 교과인 지리도 마찬가

지이다. 초등학생들의 지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학업성취도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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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사회 교과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사회과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의 관계

성의 강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본 연

구의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4. 여행지리와 여행의 개념

여행지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행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행과 관광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관광과 혼동하고는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여행과 관광의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행은 관광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여행의 기본적 개념

은 ‘움직임’으로 관광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 관

광은 여행보다 하위 개념으로 즐거움을 동반한 여가 활동을 의미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김학희, 2006). 여행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동의 개념

은 중요하다. 여행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또는 어떤 수단에 의해 한 곳

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 또는 일상생활을 제외한 어떤 목적을 위해

그들의 생활권 밖으로 “이동”하는 행동이나 활동으로 정의된다(김광근

외, 2001). 즉 여행은 관광을 포섭하는 상위개념이며 이동하는 사람은 거

의 누구나 여행자가 될 수 있다.

여행지리는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한국 지리교육계에 등장했다.

일찍이 류재명(1998)은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현행 7차의 한국지리, 세계

지리, 경제지리와 같이 구분하기 보다는 한국지리 여행지리, 환경지리로

분화시키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는 향토

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로 내용영역을 세분화하기 보다는 지구적 차원

에서 인간 생활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다양성을 각 환경이 어디서 나타나

는지 나타나는 지역의 공간적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

어 해석하며, 지역을 서로 비교해 보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 한 것 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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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고 했다(류재명, 200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여행지리가 신

설 되었으며 여행지리는 지리교육과정 편제에서 처음 시도되는 과목이

다. 여행지리는 지리교과의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과목의 목표와 내용체

계 및 성취기준 등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이라는

주제와 형식으로 교실 수업에서 지리교과의 유용성, 흥미, 공감능력 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강창숙, 2016). 또한 진로선택과

목중 하나로 신설된 만큼 미래사회의 변화와 진로탐색에 통찰력과 상상

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심승희 외, 2016). 2015 개정 교육과

정에서 고교 진로선택 영역이 생겨나면서 여행지리 과목의 신설이 전격

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여행지리에 대한 지리교육계 안팎에서

높은 관심이 표출되었다(심승희 외, 2016).여행지리는 세계화 시대에 양

적 질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여가 생활에 대한 국가 사 회적 요

구 및 창의융합적인 미래 인재 양성의 교육적 요구를 실용적이고 실천적

으로 담아내고 있는 과목이다(강창숙, 2016).

여행지리 과목에서 의미하는 여행은 직접 여행뿐만 아니라 책,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한 간접 여행도 포함한다. 따라서 여행지리 과목에서의 여

행은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 즐기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자

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정치적·경제적 현

상에 대한 비판적 통찰과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식의

형성, 대안적 세계에 대한 모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래사회에서 자신

이 해야 할 역할과 진로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심승희 외, 2016).

여행지리는 현행의 지리교과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을 해결할 좋은 방안

이다. 초등 지리교육과정 중 한국지리 관련 단원에서 지역지리 학습이

사라짐에 따라 위치 및 지역학습은 약화된 반면 우리나라의 인문지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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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주제로 학습되고 있는 교통과 산업 관련 주제가 지나치게 일반론적이

거나 아동들의 지리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요

소를 포함하는 등 그 간극이 크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심승희, 2017).

그에 따라 심승희(2017)은 한강 유역권을 사례로 <한강을 따라가는 우리

나라 지리 여행>이라는 단원의 구성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

은 학자들이 여행지리를 가지고 여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수진(2017)

은 초등교사의 여행 경험이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ning)’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행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및 여행

경험의 초등지리수업에의 활용 양상을 탐색하고 초등지리교육에서 여행

의 가치를 도출하였다. 김다원(2015)은 여행의 세계시민적 교육의 의의

를 연구하여 오늘날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지리적 환경과 사회적

현상, 삶의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의 세계시민교육적 의의

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여행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지역에 대한 지

식, 사회와의 공감,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여행이 되도

록 방안을 제안했다(김다원, 2015). 김정아(2015)는 어린이는 매일 집을

나서고 다시 돌아오는 여행을 통해 생활세계의 지리를 구축한다고 보았

고 어린이들의 지리적 삶의 특성을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어린

이의 일상적 여정의 지리교육적 의미를 탐색했다. 안병윤(2009)은 여행

이야기 텍스트 활용과 그 유형에 따른 학습자 선호도 및 학습 효과에 대

한 연구를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여행 이야기 텍스트는 설명적 텍스트에 비해 학습자 선호도가 높았고 여

행 이야기 텍스트의 유형 중 일기체 여행 이야기 텍스트가 안내기체 여

행 이야기 텍스트보다 학습자 선호도 및 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시대적 요청과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에 근거하여 세계 지리 교과에

‘여행’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그 방안으로 여행이야기텍스트

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 사회에 부는 YOLO(You Only Live Once) 열풍 등, 여행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리교육에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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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도입하려는 시도는 사회적으로도 그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학희, 2006).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에 따라 여행을 통해 지리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지리를 실생활과 관련짓고 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

리 교육에서 여행 지리를 적용한 새로운 시도가 행해지고 있지만, 초등

교육에서 여행지리를 활용한 연구는 중고등학교에 비하여 적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여행지리의 소재인 여행을 활용하여 실험1의 활동을 구안

하였다.

5. 지리 교육과 시각 자료

사회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간 교수 학습과정을 도와주는 매개체로서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한 유형의 문자자료와 시각자료로 구성

된다. 최근 시각자료는 중요한 텍스트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리는 시각자

료의 효과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영역이다(박상윤․강창숙, 2013). 지리적

자료를 대표하는 것이 지리적 현상을 시각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사진 자

료이다(조철기, 2013). 사진 자료는 텍스트와 달리 시각적 요소로 인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

다(권동희, 1994, 2012; 정광중, 1996; 김창환, 1997; 안종욱, 2002; 안재섭,

2012). 하지만 지리수업에 사용되는 사진 자료에 대하여 지리수업에서

사진 자료가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과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

다(Slater, 1993; Roberts, 2003)는 비판도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지리교육에서 적절한 텍스트와 자료의 구성은 학

습자의 선호도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심광택(2005)은 사회과

에서 시각자료는 눈으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사회 연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가치

나 태도를 전달하기도 하며 박천기(1999)는 이러한 사회 교과서 시각 자

료의 기능을 크게 주의적 기능, 조직 기능, 표현 기능, 이해 기능, 파지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정혜진(2002)은 사회과 지리 영역 학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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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첫째, 시각 자료는 지리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각

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리 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지적 호기

심을 유발하여 학습활동을 자극한다. 둘째, 시각 자료는 학습 내용을 명

확하게 제시하여 지리 영역 학습에서 중시되는 시간과 공간적 지식 등의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는다. 즉, 시각 자료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보조 교재 자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시각 자료는 학습자에게 지

리적 제 현상 등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여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극복시켜

준다. 즉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지속적이

고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학습자들은 지

도, 도표, 그래프, 사진과 그림 등 여러 가지 시각 자료를 수집, 분석, 활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리학 연구의 방법을 익힘으로써 사실을 객

관적으로 인식하고 지리적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시각 자

료는 학습자의 망각률을 감소시켜 지리적 내용에 대한 기억을 오래 유지

할 수 있게 한다. 시각 자료의 활용을 통해 얻은 지식은 언어나 문장을

통해서만 얻은 지식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

지리 교육에 있어서 시각 자료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행해졌다. 조

정욱(2002)는 중학교 지리수업을 위한 학습지 제작과 선호도에 관한 연

구를 하였다. 그 결과 그림을 사용한 학습지가 보다 선호되며 지리 교과

의 환경교육에 있어서 시각화된 학습지가 더 선호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박인옥(2010)은 중학교 사회1 교과서 삽화의 기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사회과 교과서 삽화는 주로 표현기능과 설명기능을 사용하며

기능에 따라 삽화 유형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동기 기능은

그림, 표현 기능은 사진, 설명기능은 사진과 그림, 조직 기능은 도표, 파

지 기능은 그림이 사용된다고 정의하였다. 조철기(2013)는 비주얼 리터

러시에 기반한 사진 활용 지리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리 수업

에 자주 사용되는 사진 자료의 역할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활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지리 수업에 사용되는 사진 자료는 학생들이 증거와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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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독해해야 할 대상이며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는 비주얼 리터러시와 보는 방법이라는 기능의 학습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비전프레임과 개발 나침반과 같은 비계 장치를 비롯하여 추론적 대

화와 차이니즈 위스퍼스와 같은 수업 전략을 구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순천․이중우(2003)는 학력 부진 집단을 위한 사회과(지리 영역) 시

각 자료 지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기초학력 부진 집단을 위

해 교과서에 있는 시각 자료를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명확

한 개념 이해와 흥미 유발에 도움을 주어 학업 결손 방지에 효과가 있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상윤․강창숙(2013)는 2007 개정 중학교 사회1

교과서 지리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시각자료의 유형별 비중과 학습주제별

시각자료의 유형과 기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분석 대상 단원을 구성하

고 있는 시각자료 중에서 사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을 밝혔다. 윤지혜 외(2017)는 지리 영역 학습에 있어서 시각 자료는 학

습자가 경험하지 못한 실생활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직관적 사고를 돕는 자료 및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는 자료,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를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교육적 가

치가 크다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러 교육적 효과를 지니는 시각 자료를 교수·

학습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지리 영역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함은 물론, 지리 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윤지혜․남

상준, 2017)

시각자료의 효과를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

생의 관심과 흥미도가 향상시키기 위하여 텍스트 자료와 함께 대표적인

시각자료인 사진을 같이 제시하였다. 지리 정보 텍스트와 사진이 함께

제시 되는 학습지 구성은 시각적 자극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

며, 텍스트가 놓치는 부분을 사진이 보완하여 설명하므로 사진 없이 텍

스트만 제시 되었을 때보다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다. 텍스트와 사진이 적

절히 제시되는 구성은 지리 교육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



- 30 -

인이므로, 학업적 흥미 증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1> 크로아티아 여행 주제 학습지에 사용된 사진

<그림 2> 캄보디아 무역 주제 활동지에 사용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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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이론적 배경을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사회적 거리의 관계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가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행 학습 자료와 무역 학습 자

료나 주제에 관련 없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사회적 거리, 학업

적 흥미,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가 외

국 정보만을 중립적으로 서술한 텍스트보다 학업적 흥미를 유발할 것이

다.

가설 1-1

여행 주제 우리나라-다른 나라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

는 중립 텍스트보다 학업적 흥미를 더욱 유발할 것이다.

가설 1-2

무역 주제 우리나라-다른 나라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

는 중립 텍스트보다 학업적 흥미를 더욱 유발할 것이다.

<가설 2>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가 외

국 정보만을 중립적으로 서술한 텍스트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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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여행 주제 우리나라-다른 나라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

는 중립 텍스트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더욱 증진할 것이다.

가설 2-2

무역 주제 우리나라-다른 나라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

는 중립 텍스트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더욱 증진할 것이다.



- 33 -

Ⅳ.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가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3개(이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개 학급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

을 보인 학생, 무응답 학생, 크로아티아나 캄보디아에 가본 적 있는 학

생, 외국에 6개월 이상 살다온 학생을 68명을 제외하고 남학생 142명, 여

학생 132명으로, 총 27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대상인 연구 참여자의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항목 사례수(n) 비율(%)

학년 초등학교 6학년 274 100

텍스트
친숙도 텍스트 132 48.2

중립 텍스트 142 51.8

지역

이천시

(6학급, 171명)

T-F:43 T-N:42
62.4

C-F:46 C-N:40

구리시

(4학급, 58명)

T-F:12 T-N:17
21.2

C-F:12 C-N:17

남양주시

(4학급, 45명)

T-F:12 T-N:16
16.4

C-F:7 C-N:10

<표 2> 연구 참여자의 구분

*T는 Travel geography, C는 Commerce geography, F은 Familiarity, N은

Neutrality의 약자이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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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 세계지리 학습을 배우기에 적합한 인지적 능력이 요구되

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다

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세계지리 학습이 등장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6학년 학생이 세계지리 학습이 적용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간의 관계적 가까움을 인식기위해서는 과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과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지적 성숙이 전

제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12세로서 피아제의 발달 단계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

당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인식하는 것

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인지적 성숙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세계지리 학습에 노출

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 등장하는 나라에 학생들이 미리

노출 될 경우, 성공적인 실험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

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세계

지리 학습이 등장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지적으로 성숙했으

며 다른 나라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인 6학년 1학기의 학습자가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6-1학년의 학생들이 본 실험의 인지적

자극을 통해 다양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크게 참여자들이 수업 자료로서 읽어

야 할 텍스트와 그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미 수행되고 검정된 측

정도구를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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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텍스트

 본 연구에서는 해석수준 이론의 거리효과 중, 사회적 거리의 원리가 초

등학생들이 세계지리 텍스트를 접하는 상황에서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 분석

을 통하여 세계지리 내용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여행 지리와 무역 지리

내용을 선정하였다. 특히 여행 지리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다른 지리의

영역 보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낀다고 검증이 되었다. 이러한 소재를 바

탕으로 교과서의 수술 양식을 유지하되 최근의 언론 기사와 통계청, 최

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재구성한 4가지 유형의 텍스트

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는 크게 여행 지리 주제와 무역

지리 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균형잡힌 지역의 분배를 위해 유럽과 동

남아시아의 나라를 선정하였다.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프랑스, 

캐나다와 같은 나라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이미 가깝다고 생

각하고 있기에 배제하였다. 유럽에서는 꽃보다 누나의 방영 이후, 우리나

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나라인 크로아티아를 선정하여 여행 내용으로 텍

스트를 구성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를 선정하여 무역 내용으

로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진 텍스트는 주제

별로 중립 텍스트 자료와 사회적 거리가 강조된 텍스트 자료로 나누었으

며, 두 자료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성 강조 어구의 유무를 제외

하고는 텍스트 분량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모두 같은

내용과 비슷한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자극물로사용할 텍

스트의 구성 내용 중 일부 예시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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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립 텍스트
친숙도(Familiarity) 강조

텍스트

여행 지리 주

제

크로아티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이 두루 있는 덕에, 관광

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를

찾습니다. 이러한 관광

증가 덕에, 세계 여러 항

공사는 다른 나라를 거치

지 않고 크로아티아로 바

로 가는 직항 비행기 스

케줄을 늘릴 것이라고 합

니다.

크로아티아는 몇 년 전 우

리나라에서 방송된 여행

예능 프로그램의 배경지로

소개된 덕에, 한국인 관광

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프로그램 방영 전보다 한

국인 관광객 수가 약 7배

가 늘어, “우리나라 사람

들”이 크로아티아를 가장

많이 찾는 아시아 국가 1

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광 증가 덕에, 우리나라

항공사는 다른 나라를 거

치지 않고 크로아티아로

바로 가는 직항 비행기 스

케줄을 주 5회로 늘릴 것

이라고 합니다.

무역 지리 주

제

다른 나라들은 옷과 신

발을 만들기 위한 천과

실을 캄보디아에 수출합

니다. 캄보디아는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천과

실을 가지고 나이키․리

복 등의 여러 신발과 옷

을 만들고 이를 다시 “여

러 나라”에 수출합니다.

한국은 옷과 신발을 만들

기 위한 천과 실을 캄보디

아에 수출합니다. 캄보디

아는 “우리나라”에서 수입

한 천과 실을 가지고 여러

신발과 옷을 만들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에 수출합

니다.

<표 3> 우리나라-다른 나라 친숙도(Familiarity) 강조에 따른 텍스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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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 설문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설문을 하였다. 실

험참여자들은 텍스트에 노출되기 전에 성별, 외국에서 6개월이상 살아본

경험, 크로아티아 활동지를 배부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에 가

본 경험,  캄보디아 활동지를 배부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캄보디아에 가

본 경험에 대해 응답하였다. 분석에 있어서 크로아티아나 캄보디아에 방

문한 적이 있는 경우, 외국에 6개월 이상 살다온 경우 등은 이는 이미

다른 나라에 대해 사전에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다. 학업적 흥미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일반적인 흥미 수준의 측정보다는 특정한 수업

에서 유발된 상황적 흥미를 측정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

가 개발한 학습환경에서의 학생동기척도(SMILES)의 학업적 흥미중 상

황적 흥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리나라 학생에 맞게 개발된

척도이며, 이 것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수업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재구성에는 초등학교 부장교사와 경력 10년차 이상의 초등

학교 교사, 지리교육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학업적 흥미는 총 8문항이

며, 하위 차원인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 4문항과 개인적 흥미

(Individual Interest)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험에서는 상황적 흥

미만을 측정한다.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가 제작한 척도는 모두

Likert 형식을 취하며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약간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정말 그렇다’ 7점에 응

답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문항에 대한 학생들 각자의 학업적 흥미를 측정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흥미가 높다고 정의한다.

SMILES의 학업적 흥미척도중 상황적 흥미의 문항을 살펴보면 <표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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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상황적 흥미 1,2,3,4 4

<표 4> 상황적 흥미 척도의 문항 구성

라. 학업적 자기 효능감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의 측정이 아닌 특정한 수

업에서 유발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두뇌동

기연구소가 개발한 학습환경에서의 학생동기척도(SMILES)의 학업적 자

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리나라 학생에 맞게 개발된

척도이며, 이 것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수업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재구성에는 초등학교 부장교사와 경력 10년차 이상의 초등

학교 교사, 지리교육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총 8문

항이며, 하위 차원인 학습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learning) 5문항

과 수행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performance)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가 제작한 척도는 모두 Likert 형식을

취하며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약간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

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정말 그렇다’ 7점에 응답하도록 되

어있고 해당 문항에 대한 학생들 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정의한다.

SMILES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별 문항을 살펴보면 <표 5>

와 같다.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학습 자기효능감 1,2,4,6,7 5

수행 자기효능감 3,5,8 3

<표 5> 하위 영역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항 구성



- 39 -

마. 심리적 거리

 학생들은 같은 텍스트를 보면서도 다른나라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차이

로 인해 서로 다른 심적인 표상을 한다. 심리적 거리의 하나인 사회적

거리는 관계적으로 멀게 느끼거나 가깝게 느끼는 사회적 관계성에 바탕

으로 하여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다. Liviatan et al., (2008)등

여러 학자들이 시행했던 이전의 연구를 통하여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

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거리인 친숙도(familiarity)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친숙도(familiarity)는 학습 동기 측면에 있어서, 학업

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

기 위해 “윗글을 통해 알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가까운 것 같

다고 생각됩니까?” 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답변은

5가지로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에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문항에 대한 학생들 각자의

친숙도를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숙도가 높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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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사이의 관계의 친숙도

(familiarity)에 근거한 텍스트를 접했을 때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

능감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 와 실험 연구를 병행

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해석수준이론, 학업적 흥미, 지리교육에서 시각자료의

활용, 학업적 자기효능감, 여행 지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예비실험(Pilot study)

 
본 연구 실시 전, 여행 지리의 적용이 지리 교과에 대한 학습 성취도와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은

2018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에 걸쳐 남양주시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사전 검사지

및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때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현직 교사 2인과 지리교육석사학위를 소지한 교사2인, 박사 1인, 경

력 20년 이상의 부장교사 4인의 검토를 받아 자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실험 도구들의 부족한 점을 수정하였다. 

나. 본 실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다른나라의 관계의 친숙도 강조 여부에 다라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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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모

두 학급 내에서 4개의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

(Random assignment)되었다. 텍스트는 크게 여행 주제(크로아티아)와 무역

주제(캄보디아)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제별 중립텍스트 자료와 친숙함 텍

스트 자료는 우리나라-다른 나라 친숙함 강조 내용의 유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은 각 학교 교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사전에 학생 및 교사 동의를

구하고, 실험에 참여하길 원하는 학생들만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자들에게는 지면을 이용하여 설문과 과제수행이 모두 이루어졌다. 학생

들은 본인이 원래 생활하던 공간에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여 최대한 심

리적 안정감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학습자가 다른 나라에 대해 학습을 할 때 어떤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

이 좀 더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임을 안내받는다. 설문지를 작성하

는데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이며 설문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성적 등에

불이익은 전혀 없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학생만 지면을 넘겨

설문지 제시 순서에 다라 설문 문항에 답한다.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자

신이 할당받은 텍스트 유형에 다라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텍스트를 읽은 뒤 친숙함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

답 후, 제시글을 읽고 알게 된 점을 짧게 쓴다. 그 후 학업적 흥미와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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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분석을 통한

실험 주제 선정
실험 대상 선정

텍스트 및 설문지

개발
예비 실험

본 실험 실시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그림 3> 현장 연구 절차

상술한 현장 연구 절차를 모식도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현장 실험을 통해 설문지를 취합하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통계 처리

를 하였다. 실험은 2018년 4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경기도 이천과 구

리시, 남양주에 소재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진행하였다. 모은 설문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2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4. 분석방법

우리나라-다른 나라 관계의 친숙도가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클

리닝(data cleaning)과 데이터 코딩(data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22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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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연구 개요 분석 방법

가설 1-1

가설 1-2

여행/무역 주제별 우리나라-다른

나라 사회적 거리의 관계성 강조

텍스트→학업적 흥미

t-검정

One-way ANOVA

가설 2-1

가설 2-2

여행/무역 주제별 우리나라-다른

나라 사회적 거리의 관계성 강조

텍스트→학업적 자기효능감

t-검정

<표 6> 연구 가설 별 통계 분석 방법

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ㅇ

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측저어 도구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가설 1과 가설 2는 t-검정(t-test)을 통해 우리나라-다른 나라 사회적 거

리의 가까움 강조 텍스트가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텍스트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설 1의 경우 지역에 따

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

은 <표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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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사례수(n) 비율(%)

성별
남자 87 50.9

여자 84 49.1

나이 13세 274 100

지역

경기도 이천시 171 62

경기도 구리시 58 21

경기도

남양주시
45 16.3

<표 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Ⅴ. 연구 결과

1. 표본의 특성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설문지와 빈도분석을 시행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응답자는 총 274명이며 성별은 남자(51.4%), 

여자(47.8%)로 나타났고,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100%)으로 나타났다. 지

역은 경기도 이천시(62%), 구리시(21%), 남양주시(16.3%)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에 대한 검증

가.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측정에 앞서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구성하고 있는 설문

문항들의 개념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

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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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 검증을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항ㅆ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선택 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40 이상이다.

 요인분석 결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의 값은 0.92이상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1242.131이며, 유의확률 값이 0.000이므로 요인

분석모형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업적 흥미 중 상황적 흥미척도는 선행연구와 같이 4개의 요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8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모든 문항이 적합하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상황적 흥미 4문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8문항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나.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척도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이용하여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에 경

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 집단 위에의 네 개의 학급을 선정하여 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 도구를 투입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상황적 흥미 영역 0.808,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학습 자기효능감

영역0.896,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행 자기효능감 영역0.879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Cronbach α 계수가 0.60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척도 문항들은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 46 -

집단 세부항목 N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량 p

성별
남자 142 4.56 1.2352

t=-1.076 0.283
여자 132 4.71 1.1629

지역

이천시 171 4.65 1.1250

F=0.161 0.851구리시 58 4.56 1.2250

남양주시 45 4.68 1.4522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황적 흥미 차이 비교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 비교

 

 다음 <표 8>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

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t-test)과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성별의 경우 남자

(M=4.56 )와 여자(M=4.71) 사이의 상황적 흥미, 남자(M=4.37 )와 여자

(M=4.32) 사이의 학습 자기효능감,  남자(M=4.20 )와 여자(M=4.21) 사이

의 수행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마찬가지로, 학습자기효능감과 수행자기효능감을 합친 학업

적 자기효능감도 남자(M=4.31), 여자(M=4.28)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지역의 차이를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으로 살펴본 결과, 이

천시 (M=4.65), 구리시(M=4.56), 남양주시(M=4.68)의 상황적 흥미, 이천시

(M=4.36), 구리시(M=4.11), 남양주시(M=4.63)의 학습 자기효능감,  이천

시 (M=4.23 ), 구리시(M=3.97), 남양주시(M=4.40)의 수행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마찬가지로, 

학습자기효능감과 수행자기효능감을 합친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이천시

(M=4.31), 구리시(M=4.29), 남양주시(M=4.55)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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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세부항목 N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량 p

성별
남자 142 4.31 1.2560

t=0.182 0.856
여자 132 4.28 1.0593

지역

이천시 171 4.31 1.1600

F=2.304 0.102구리시 58 4.29 1.1909

남양주시 45 4.55 1.1050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 비교

4.  우리나라-다른 나라 관계성 강조 텍스트가 학업적 흥미

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관계성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가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만을 중립적으로 서술한 텍스트보다 학업적 흥미를 증

진할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여행 주

제와 무역 주제로 나누어 학업적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성 강조 중

립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가. 여행 주제 우리나라-다른 나라 관계성 강조 텍스트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여행 주제 텍스트의 관계성 강조 집단과 중

립 집단에 따른 학업적 흥미의 차이에 대해 t-test를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여행 주제 관계성 강조 중립 집단에 따른 학업적 흥미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여행 주제 텍

스트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적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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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p

관계성

강조
67 5.0634 1.1525

-2.969 .004

중립 75 4.4567 1.2696

<표 10> 여행 주제 텍스트 집단별 학업적 흥미 비교

립적 텍스트보다 학업적 흥미 유발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무역 주제 우리나라-다른 나라 관계성 강조 텍스트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무역 주제 텍스트의 관계성 강조 집단과 중

립 집단에 따른 학업적 흥미의 차이에 대해 t-test를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무역 관계성 강조 중립 집단에 따른 학업적 흥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집단별로 평균을 비교

했을 때 무역 주제 텍스트에서 관계성 강조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평균

값은 4.76로 중립 텍스를 읽은 집단의 평균값 4.28보다 높았다. 검증 결

과 유의확률이 .016으로서 p < .05이기 때문에 관계성 강조 여부에 따른

학업적 흥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무역 주제 텍스트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적 가까움을 강

조한 텍스트가 중립적 텍스트보다 학업적 흥미 유발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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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p

관계성 강조 65 4.7654 1.1387
-2.451 .016

중립 67 4.2873 1.1020

<표 11> 무역 주제 텍스트 집단별 학업적 흥미 비교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교과서 텍스트를 통한 세계지리 학습에서 우리나라

와 다른 나라의 관계적 가까움을 강조하면, 학업적 흥미 유발에 효과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행 주제 및 무역 주제를 불문하고 모두

효과가 확인된 것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성 강조가 학업적 흥미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5.  우리나라-다른 나라 관계성 강조 텍스트가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관계성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가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만을 중립적으로 서술한 텍스트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을 증진할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여

행 주제와 무역 주제로 나누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

성 강조 중립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가. 여행 주제 우리나라-다른 나라 관계성 강조 텍스트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여행 주제 텍스트의 관계성 강조 집단과 중

립 집단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대해 t-test를 분석한 결과

<표 12>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여행 주제 관계성 강조 중립 집단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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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p

관계성

강조
67 4.6119 1.0886

-3.581 .000*

중립 75 3.9900 0.9809

<표 12> 여행 주제 텍스트 집단별 학업적 자기 효능감 비교

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

차
t p

학습

자기효능감

관계성 강조 67 4..6388 1.1114
-3.534

.001
중립 75 4.0080 1.0125

수행

자기효능감

관계성 강조 67 4.5672 1.1221
-3.324

중립 75 3.9600 1.0540

<표 13> 여행 텍스트 집단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

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여행

주제 텍스트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적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

트가 중립적 텍스트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유발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p < 0.05

집단 간 차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하위 요인별 검증을 한 결과 <표 13>과 같다. 분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에서도 유의확률이 .001으로서 p < .05이기 때문

에 관계성 강조 텍스트 집단과 중립 텍스트 집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소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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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p

관계성 강조 65 4.7731 1.0779
-4.398 .000*

중립 67 3.8731 1.2627

<표 14> 무역 주제 텍스트 집단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교

 나. 무역 주제 우리나라-다른 나라 관계성 강조 텍스트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무역 주제 텍스트의 관계성 강조 집단과 중

립 집단에 따른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차이에 대해 t-test를 분석한 결과

<표 14>과 같이 나타났다.

*p < 0.05

 분석 결과, 무역 관계성 강조 중립 집단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집단별로 평균

을 비교했을 때 무역 주제 텍스트에서 관계성 강조 텍스트를 읽은 집단

의 평균값은 4.7731로 중립 텍스를 읽은 집단의 평균값 3.8731보다 높았

다.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서 p < .05이기 때문에 관계성 강조

여부에 따른 학업적 흥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무역 주제 텍스트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적 가까움을 강

조한 텍스트가 중립적 텍스트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유발에 더 효과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하위 요인별 검증을 한 결과 <표 15>와 같다. 분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에서도 유의확률이 .000으로서 p < .05이기 때문

에 관계성 강조 텍스트 집단과 중립 텍스트 집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소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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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학습자기효능감
관계성 강조 65 4.8492 1.0529

-4.315 .000*
중립 67 3.9731 1.2663

수행자기효능감
관계성 강조 65 4.6462 1.2174

-4.213 .000*
중립 67 3.7065 1.3402

<표 15> 무역 텍스트 집단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

*p < 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교과서 텍스트를 통한 세계지리 학습에서 우리나라

와 다른 나라의 관계적 가까움을 강조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 유발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행 주제 및 무역 주제를 불문하고

모두 효과가 확인된 것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성 강조가 학업적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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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심리적 거리 중 사회적 거리의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인지하

는 심리적 거리의 사회적 거리가 지리교육에 적용되어 학업적 흥미와 학

업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다른 나라의 관계적 친밀함을 강조한

텍스트가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여행 주제-관계성 강조, 여행 주제-중립, 무역 주제-관계성

강조, 무역 주제-중립의 총 4가지 유형의 텍스트로 실험을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 274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

트가 외국 정보만을 중립적으로 서술한 텍스트보다 학업적 흥미를 유발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사회적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 텍스트

가 외국 정보만을 중립적으로 서술한 텍스트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흥미와 학업

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성별과 지역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관계성의 강조 여부에 따른 학업적 흥미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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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는 여행 무역 주제에 상관없이 관계성이 강조된 텍스트 조건에서 높

은 학업적 흥미를 보였다.

셋째, 관계성의 강조 여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학습자는 여행 무역 주제에 상관없이 관계성이 강조된 텍스트 조

건에서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또한 학습자기효능감, 수행 자

기효능감이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별 비교에서도 모든 요인

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성을 강조한 텍스트가 중립 텍스트보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유발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는 학습자에

게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게 하고. 그 결과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증진되었다. 즉, 세계지리 학습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연결 고리

를 만들어 주며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

이다.

2.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다른 나라 관계성 강조 텍스트가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가. 결과 논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다른 나라 관계성 강조 텍스트가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을 통해 검증한 주요 결과

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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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심리적으로 관계가 가깝고 멀다고 느끼는 정도인 사회적 거리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적 흥미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가깝다고 강

조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적 흥미가 높아진다. .

둘째, 심리적으로 관계가 가깝고 멀다고 느끼는 정도인 사회적 거리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적 흥미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가깝다고 강

조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이 높아진다.

셋째,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 동기를 높이는 주요 요

인이다.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승은 학습 동기를 높일

것이며, 이는 곧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지리

학습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간의 관계성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은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 및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내용 배열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현재 초등학교 6-2학기 사회 교과서의 3단원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단원에서는 ‘3-1. 세계여러나라의 모습’, ‘3-2. 세계의 다양

한 문화’, ‘3-3. 우리나라와 세계여러 나라의 관계’의 순으로 단원이 배열

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와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 관계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끼는 경우 학생들의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와

관계적 친밀함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배우고 이와 연계하여 후속

학습이 진행된다면 세계지리 학습에 있어서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세계지리 단원의 학업성취도가 올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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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심리적 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갖기 위한 지리 교육의 대안적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 다원주

의적 사고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교과

서는 서구중심주의적 시선이 지배적이다(김학희, 2005; 김이재, 2013). 또

한 송언근 김재일(2002)은 학생들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불균형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나라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의 조절을 통하여 학생

들의 각 나라간의 선호도를 조절할 수 있다. 관계의 친밀함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 선정 및 조직은 전 세계의 고른 관심과 선호를 위한 지리 교

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사회적 거리가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외의 다른 동기

척도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동기 척도 요소

는 다양하다. 본 연구는 추미화 외 (2010)가 초등 사회교과에서의 목차

훑어보기 훈련이라는 특정 상황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

험을 설계하였다. 마찬가지로 일시적 활동을 통해 유발된 학습 상황에서

의 동기요소를 측정하려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

다. 사회적 거리가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외의 다른 동기

척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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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이천 소재의 학교라는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특정 대상을

상대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비교적 적

다. 이러한 문제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무

작위로 학생을 선별하여 실험을 하지 못하여 표집상의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 표집 집단을 다양화하고,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

로 실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석수준이론의 심리적 거리 중 사회적 거리 이외의 다른 심리적

거리가 지리 학습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

다. 해석수준이론의 심리적 거리에는 사회적 거리 이외에도 발생 확률적

거리, 시간적 거리, 공간적거리가 있다. 각각의 거리를 달리함에 따라 지

리 교육 학습에 있어서 학업적 흥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인 거

리감을 가깝게 하여 흥미와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긍정의 힘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넷째, 지역적 편견을 주지 않는 소재와 나라로 실험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가 싸다는 캄보디아에 대한 설명을 읽고 몇몇 학생들은 불

쌍하다는 느낌을 표했고, 관광 산업이 발달한 크로아티아에 대한 설명을

읽은 학생들은 크로아티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본 실험

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캄보디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크로아티아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김학희(2005)는 방송 매체 등의 영향으

로, 학생들이 유럽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

하며 동남아시아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적하였고 세계지리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형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지

역적 편견을 주지 않는 소재를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

남아시아를 관광 주제로 유럽을 무역 주제로 바꿔 실험을 실시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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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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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체크(√) 표시해 봅시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자 ‚ 여자

2.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3. 크로아티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부 록

부록 1-1. 사전 설문지: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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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체크(√) 표시해 봅시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자 ‚ 여자

2.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3.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부록 1-2. 사전 설문지: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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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최대의 국립공원 플리트비체는 맑은 

에메랄드빛 호수와 울창한 숲이  있어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플리트비체를 요정이 사는 숲이라 부

른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두루 있는 덕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를 찾습니다. 이러한 관광 증가 덕에, 세계 여러 항공사는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

고 크로아티아로 바로 가는 직항 비행기 스케줄을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직항 : 비행기가 도중에 다른 공항에 들르지 아니하고 바로 목적지까지 가는 것.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부록 2-1. 통제집단(중립: 크로아티아-여행)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주의 깊게 읽고 설문에 답해 봅시다.

1. 윗글을 통해 알게 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됩니

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윗글을 읽고 알게 된 점을 짧게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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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최대의 국립공원 플리트비체는 맑은 

에메랄드빛 호수와 울창한 숲이  있어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플리트비체를 요정이 사는 숲이라 부

른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는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방송된 여행 예능 프로그램의 배경지로 소개된 덕에,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프로그램 방영 전보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약 7배가 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를 가장 

많이 찾는 아시아 국가 1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광 증가 덕에, 우리나라 항공사는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크

로아티아로 바로 가는 직항 비행기 스케줄을 주 5회로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직항 : 비행기가 도중에 다른 공항에 들르지 아니하고 바로 목적지까지 가는 것.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부록 2-2. 처치집단(관계성강조: 크로아티아-여행)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주의 깊게 읽고 설문에 답해 봅시다.

1. 윗글을 통해 알게 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됩니

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윗글을 읽고 알게 된 점을 짧게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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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노동력이 무척 쌉니다. 그래서 값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것은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약 5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옷과 신발을 만들기 위한 천과 실을 캄보디아에 수출합니다. 캄보디아는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천과 실을 가지고 나이키․리복 등의 여러 신발과 옷을 만들고 이를 다시 “여러 나라”에 수출합니다.

※노동력 : 물건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사람의 능력. 

※수출 :　국내의 상품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MADE IN CAMBODIA(캄보디아에서 만들었다)라고 써져있는 의류 라벨들

부록 2-3. 통제집단(중립: 캄보디아-무역)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주의 깊게 읽고 설문에 답해 봅시다.

1. 윗글을 통해 알게 된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됩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윗글을 읽고 알게 된 점을 짧게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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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1/9 

수준으로 노동력이 무척 쌉니다.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것은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약 5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한국은 옷과 신발을 만들기 위한 천과 실을 캄보디아에 수출합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천과 실

을 가지고 여러 신발과 옷을 만들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에 수출합니다. 

※노동력 : 물건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사람의 능력. 

※수출 :　국내의 상품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MADE IN CAMBODIA(캄보디아에서 만들었다)라고 써져있는 의류 라벨들

부록 2-4. 통제집단(관계성강조: 캄보디아-무역)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주의 깊게 읽고 설문에 답해 봅시다.

1. 윗글을 통해 알게 된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됩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윗글을 읽고 알게 된 점을 짧게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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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업적 흥미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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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업적 자기효능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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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Distance on 

Academic Interest and Academic 

Self-Efficacy

-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World Geography Learning -

Youngeun Hwang

Geography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strual Level Theory is actively appl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advertisement and marketing.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distance of The 

Construal Level Theory in various fields, but there are not many studies 

applying it to geography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the learning 

situation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distance so that the 

current elementary school world geography learning stimulates the interest of 

the learner and continuously learn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e on The Construal Level Theory were verified. When 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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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tudents studied world geography, they encountered texts emphasizing 

the closeness of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 and texts not showing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 In this study, students' academic interests and 

academic self - efficacy were measured according to psychological distance

 The experiment was designed focusing on the effect of feeling close to 

social distance in Korea on academic interest and academic self - efficacy. 

Experiments were first exposed to global geographic texts composed of 

different psychological distance levels. After reading the text, the students 

answered how cl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ry in the text and 

Korea was. Finally, students responded to questions that measure academic 

interests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200 students in Grade 6 in Gyeonggi 

Province. The text was provided in four types (Travel Theme - Relationship 

Emphasis, Travel Theme - Neutral, Trade Theme - Relationship Emphasis, 

Trade Theme - Neutral).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four 

text typ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experiment are as follows. First, when 

students were studying other countries, The students who fel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were close to each other 

showed higher academic interest and academic self-efficacy than the students 

who fel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were not 

close Second, texts emphasiz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regardless of travel or trade themes, caused more academic 

interest and academic self - efficacy than neutral texts.

 Therefore, when studying global geography, it is necessary to describ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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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distance as close to that in order to induce academic interest 

and academic self-efficacy. Considering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is 

study, the world geography learning of elementary school should make 

psychological distance to other countries close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keywords : Construal level theory, Social distance, Psychological distance,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interest

Student Number : 2015-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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