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 마인드풀니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남   혜   정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 마인드풀니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류 재 명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남   혜   정 

남혜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지리 교육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

서 세계지리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안목과 덕목을 

기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 및 특정 지역에 대한 긍

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높은 흥미도가 요구된다. 

  마인드풀니스는 뇌 과학적인 효과가 밝혀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Langer et al(2009)은 텍스트 실험 처치의 변인

으로써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지리 텍스트에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인드풀

니스의 효과를 지리 텍스트에 적용하여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마인드풀니스의 핵심 개념 중 ‘지금’, ‘여기’, ‘의식 집중’이라

는 3가지 요소를 지리 텍스트에 적용하여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

트’를 개발하였다. 또한 마인드풀니스가 효과적으로 적용된 텍스트의 

개발을 위하여 러시아에 답사를 다녀와 텍스트를 제작하였다.  

  실험은 경기도와 서울시 소재 6학년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연지리 주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자연지리 주제 - 중

립 텍스트, 인문지리 주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인문지리 

주제 – 중립 텍스트의 4가지 유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4가

지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되었다. 그들은 각각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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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텍스트를 읽고 학습 문제를 해결한 후, 최종적으로 텍스트에 등장하

는 나라에 대한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를 측정하는 척도 문항에 응답하였

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로 학습한 학생들이 마인드풀니

스를 적용하지 않은 중립 텍스트로 학습한 학생들보다 다른 나라에 대한 

학습에 있어 보다 더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높은 흥미도를 

보였다. 둘째,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주제에 상관없이 ‘지금-여기 의

식 집중 텍스트’가 중립 텍스트보다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높은 흥미

도 형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흥미도

를 높일 수 있는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는 지리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세계지리 텍스트 개발 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

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지금

-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는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높은 흥미도를 갖

게 할 것이며, 이는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날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

는 세계지리 교육을 효과적으로 가능케 할 것이다. 

주요어 :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학습, 세계지리 교육, 텍스트, 지역 이

미지, 학습 흥미, 흥미도

학  번 : 2017-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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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에서 뇌 과

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된 심리학 개념이다. 마인드풀니스의 다른 이름

은 ‘마음챙김’으로, ‘지금, 여기(now, here)’에 집중하는 매 순간 

순간의 알아차림(moment-by-moment awareness)을 뜻한다

(Bigelow, 2012; Hall, 2013; Beard, 2014; Kugaya, 2016). 그 기원

은 동양의 불교에서 비롯되었으며 불교의 개념인 ‘사띠(sati)’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김재성, 2009; 진우기, 2015). 이 때문에 비과학적이

고 비합리적인 종교적 수행이라고 오해받기 쉬우나, 동양의 불교에 담긴 

지혜는 서양으로 건너가 심리학적인 식견과 뇌 과학의 영역과 만나 마인

드풀니스로 거듭나게 되었다. 마인드풀니스는 현재 심리학 분야, 비즈니

스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마인드풀니스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절실한 필요에 의해 받아들여지

게 되었다. 정보의 홍수와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의해 복잡성과 혼

란의 시대를 살아가며 현대인들은 그 필요성을 느꼈다. 무의미한 정보가 

쏟아지는 일상과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복잡한 삶의 양상은 현

대인들에게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선택적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란 더욱 어려워졌다

(Kabat-Zinn, 2012).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마인드풀니스를 통하여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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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이고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

(Kabat-Zinn, 2012; Hall, 2013; Kugaya, 2016). 

  많은 분야에 걸쳐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마인드풀니스의 개념을 텍스트에 적용한 실험 연구도 진행

된 바 있다(Langer et al, 2009). 하지만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이동민

(2014), 박소연(2015)의 연구 외에 그러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육 분야에 뇌의 기능과 관련하여 효과가 

입증된 ‘마인드풀니스’라는 심리학 개념을 도입하여, 텍스트의 내용 

구성 방식에 있어 마인드풀니스의 적용 여부를 차이로 둔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인드풀니스의 개념을 고찰하는 가운데, ‘지금(now)’, 

‘여기(here)’, ‘의식 집중(consciousness concentration)’이라는 

3가지 요소의 반영을 특징으로 하는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를 

개발하여 이를 실험 텍스트로 삼았다.

  한편,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적 시대 상황 속

에서 세계의 자연과 인문현상을 학습 내용으로 하며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의 함양에 교육 목표를 둔 세계지리 교육은 날로 중요해지

고 있다(Merryfield, 1998; 옥한석·차옥이, 2003; 교육부, 2015). 학

습자들은 나라 간의 장벽이 허물어진 지구 공동체 사회에서 세계화에 바

람직한 자세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는 세계 속

의 일원으로서의 안목과 이에 걸 맞는 자세로서의 덕목이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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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안목과 덕목을 길러주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 가운데 학습자들에게 제공되

는 텍스트(text)의 구성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텍스트는 가장 기초적

이면서도 핵심적인 교수 학습 자료로 널리 이용되는 만큼 학습자들에게 

많은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다(Lambert and Balderstone, 

2010; 박복순, 2006; Singer and Donlan, 1980). 이에 따라 효과적인 

지리 텍스트의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리 텍스트의 구성 방식에 

하나의 변인을 조절해 봄으로써, 그 변인이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공되는 지리 정보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며 모두 동일하지만, 

변인에 따라 처치된 텍스트의 구성이 학습자들의 지역이미지(regional 

image)나 흥미도(interest)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본 연

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 변인의 설정에 있어서‘마인드풀니스’라는 심

리학 개념을 도입하여 보았으며, 이러한 변인 설정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다른 나라를 학습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높은 흥

미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효과적인 세계지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positive regional image)를 형성시키는 텍스트의 개발은 꼭 필요하다. 

첫째로 지역 이미지가 바람직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Lee and Ryu(2013)는 지역 정체성, 지역에 대한 

태도가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덕목인 지역 간 존중이나 협력 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 정체성이나 지

역에 대한 태도는 지역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 이

미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깊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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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이러한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이미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이하령, 2007; 고아라, 2006; 이정화, 

2005). 부정적인 지역이미지는 특정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도

록 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주고, 나아가 개인의 의사 결

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미지가 그 이미지의 대상에 대한 개인

이나 혹은 집단의 태도와 행동을 지배하듯이(Dowling, 1988), 지역 이

미지 역시 그것이 옳던지 그르던지 상관없이 개인의 특정 지역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적으로 형성된 지역 

이미지는 세계화 시대에 요청되는 타 문화나 지역에 대한 공감능력이나 

존중, 협력과 같은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게 된다(Abilock, 

2006; Banks, 2006). 

  

  하지만 학습자들은 특정 지역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왜곡된 지역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Colin and 

Preciphs, 1991; Cortis, 2003). 최근에는 TV, 인터넷, 신문, 광고 등

의 다양한 매체들이 내어놓는 정보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데(임

석희, 2008),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부정적으로 왜곡된 지

역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송언근·김재일, 2002). 따라서 

지리 교육에서는 세계지리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부

정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형성하지 않고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는 세계지

리 텍스트의 개발은 더욱 절실해졌다.

  또한 세계 지리 분야는 학생들이 아직 가보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지역

에 대한 지식인 경우가 많아서(김진국, 2005), 학습 내용에 있어 초두 

효과(Luchin, 1957;  Stewart, 1965; Anderson, 1965)의 영향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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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받게 된다. 초두 효과(primacy effect)는 처음 입력된 정보가 나중

에 습득하는 정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김춘경, 

2016) 처음 형성된 지역이미지는 학습자의 지역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지역 이미지는 이미지의 속성이 그러하듯 한 번 

형성되면 그 이미지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초기 지역 이미지의 형

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원영, 2011). 

  다음으로 세계지리 교육을 함에 있어 제공되는 지리 텍스트가 학습자

의 흥미도(interes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흥미는 지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며, 지역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 있

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Heartshorne, 1939, Casey, 

2001),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지리 텍스트의 개발이 요

청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교과서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중립적인 설명식 텍

스트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쉽게 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을 통해 

형성된 선입견이나 편견, 막연한 동경이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긍정

적으로 바꾸거나 올바르게 형성시키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

도를 높여주는 흡입력 있는 텍스트의 개발이 요구된다.

  흥미로운 세계지리 텍스트를 개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보 산업 

사회인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

데 정보의 혼재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 학습 내

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흥미도가 높은 지

리 텍스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흥미도를 높이는 텍스트는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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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나는 지식과 정보 가운데 명확한 기준과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앞서 서술한대로 세계지리 교육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지리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높은 

흥미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결과를 가져오는 효

과적인 지리 텍스트의 개발이 요청된다. 현재 초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제시되는 텍스트는 대부분 중립적인 설명 방식의 텍스트(neutral text)

로 이러한 효과가 부족하다.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텍스트를 사용하면 학습자들의 학습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 결과로 나타나는 지역 이

미지와 흥미도 역시 유의한 교육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지리 학습 시 ‘마인드풀니스’라는 변인에 

따라 처치된 텍스트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해당 지역의 지역이미지와 흥

미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주제로

는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학습내용

을 재구성하여 활용하고자 한다(교육부, 2015). 그리하여 러시아에 대

한 학습 내용으로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

트’자료와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하지 않은 자료를 각각 제시하여, 그 적

용 여부에 따라 학습자들의 러시아에 대한 지역이미지와 흥미도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 실험하여 보고자 한다.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주제별 부

문에 상관없이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학습자들의 지역이미

지와 흥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며, 나아가 

지역이미지와 흥미도의 하위요인 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마인드풀

니스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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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를 적용한 텍스트(text)

가 기존의 교과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설명식의 중립 텍스트보다 지

역 이미지와 흥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분야에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증해보고자 하며,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에 있어 각각의 하위 

요인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연구 가설 1 :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는 설명식의 중립   

                  텍스트보다 지역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이다.

    · 가설 1-1 : 자연 지리 분야에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   

                   트’는 설명식의 중립 텍스트보다 지역 이미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 가설 1-2 : 인문지리 분야에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    

                    트’는 설명식의 중립 텍스트보다 지역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 가설 1-3 :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는 지역 이미지    

                     의 하위 요인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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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가설 2 :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는 설명식의 중립   

                   텍스트보다 흥미도를 증진시킬 것이다.

    · 가설 2-1 : 자연 지리 분야에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   

                    트’는 설명식의 중립 텍스트보다 흥미도를 증진시  

                    킬 것이다.

    · 가설 2-2 : 인문지리 분야에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    

                    트’는 설명식의 중립 텍스트보다 흥미도를 증진시  

                    킬 것이다.

    · 가설 2-3 :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는 흥미도의       

                      하위 요인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로 학습하였

을 때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실험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분야별로 찾아본 후, 이미지의 개념과 함께 지역 이미지(regional 

image)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학습에 있어서의 흥미(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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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 세계지리 교육의 필요성과 세계지리 텍스트(text) 개발의 방

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점이 되는 개념인 마인드풀니스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찰하며 다양한 분야별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마인드풀니스의 효과를 입증한 실험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인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았다. 또한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를 측정한 검사 도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실험에 적합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현장 실험 연구를 위해 텍스트에서 다룰 학습 내용을 선정

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세계지리 단원을 분석한 후 이에 근거하여 

실험에 적합한 나라와 학습 내용을 구상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

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러시아’를 적합한 나라로 선정하였다. 학습자

들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은 본 실험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

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2009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나

라로 ‘중국’, ‘일본’, ‘러시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가 가장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사전 경험이 적은 나라라고 판

단하였기에 ‘러시아’를 학습 소재로 선정하였다(교육부, 2009). 

  다음으로 마인드풀니스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된 텍스트를 개

발하였다. ‘지금’, ‘여기’, ‘의식 집중’의 3가지 요소가 잘 반영되

는 텍스트를 개발하였으며, 러시아에 현지 답사(field investigation)를 

다녀와 러시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마인드풀니스가 효과적으로 적

용될만한 내용을 선정·추출하여 이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답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지금, 여기’에 의식을 또렷이 집중하여 

알아차리는 의미인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텍스트 개발을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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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현지 답사에서 실제로 받은 인식과 느낌을 활용하여‘지금, 여

기’에서 의식을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내용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

스트’를 개발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전 검사지와 검사 

도구 문항을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하였다. 

 

  현장 실험은 예비 실험(Pilot test)과 본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실

험은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에 걸쳐 경기도의 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실험 후 SPSS 정규성 검정과 t 검정

을 시행하였으며, 그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교사 2인과 연구자와 같

은 대학원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2인의 의견을 반영

하여 실험 도구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경험과 

함께 해외에 대한 경험도 통제해야한다고 판단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험

과 해외에 대한 경험을 묻는 사전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텍스트를 구성

하는 단어의 난이도를 수정하였다. 또한 텍스트를 읽고 해결하게 되는 

학습 문제를 작성함에 있어, 마인드풀니스에 따른 효과 차이가 보다 극

명히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학급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구 참여자들을 4개의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

(random assignment)하였다. 텍스트는 크게 자연 지리 주제인 러시아

의 백야(white night) 현상과 인문 지리 주제인 러시아의 발레(ballet)  

문화로 구성하였다. 주제별로 각각 중립 텍스트 자료와 마인드풀니스 텍

스트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이 때 마인드풀니스 적용 여부를 

제외하고는 학습 내용을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본 실험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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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초등학교 6학년 9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 실험을 마친 후, 설문지를 취합하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통

계 처리를 진행하였다. 수합한 설문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3.0을 사

용하여 통계 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상술한 연구 절차를 도식화한 흐름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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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마인드풀니스

 가. 마인드풀니스의 개념과 기원, 뇌 과학적 효과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는 인간의 의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마

인드풀니스 명상 프로그램인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의 창시자인 Kabat-Zinn, Jon은 마인드풀니스를 ‘순간순간 

주의의 장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및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판단을 더하지 않고 현재를 중심적으로 또렷하게 알아차리

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Kugaya, 2016). 또한 Langer Ellen은 마인

드풀니스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Langer, 1997). 

  즉 마인드풀니스란 ‘지금, 여기(now, here)’에 의식을 집중하는 매 

순간 순간의 알아차림(moment-by-moment awareness)으로 내면을 

채우는 행위를 말한다(Bigelow, 2012; Hall, 2013; Beard, 2014; 

Kugaya, 2016).

  마인드풀니스는 동양의 선불교(禪拂敎)로부터 기원하였다. 선불교는 

일반적인 언어나 문자로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고, 각자 자신

의 성스러운 불성(佛性)을 깨닫고 불도(佛道)를 이루어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경전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성격을 탈피하여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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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불교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는 생활종교라고 할 수 있다 (장

진영, 2016).

  ‘마인드풀니스’는 불교 용어인 팔리어 ‘사띠(Sati)’를 영어로 번

역한 것으로, 그 뿌리를 불교에 두고 있다(김재성, 2009). 사띠는 ‘기

억, 인식, 의식, 마음의 주의, 마음의 깨어있음, 주의 깊음, 정신 차림, 

마음의 평정, 자의식의 의식’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불교 용어이다. 

불교계에서는 사띠를 ‘알아차림’이라는 말로 즐겨 표현하며, 사띠에 

대하여 ‘잊지 않기’를 중요하게 다룬다. 불교계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판단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 쉽기 때문에 수행의 가치라는 능동성

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를 ‘알아차림’, ‘되

새김’, ‘마음에 간직함’, ‘마음챙김’, ‘마음지킴’, ‘명심(銘

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챙기려

는 태도를 취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사띠는 ‘염불(念拂)’이라는 말과 함께 그 의미를 고찰해볼 수 

있다. ‘염불(念拂)’이란 부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겨 명심하고, 

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챙기려는 태도 

등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때의 ‘염(念)’은 사띠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진우기, 2015). 

  동양의 선불교로부터 시작된 마인드풀니스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인이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 이 개념을 알게 되어 서양에 들여왔

다. 이러한 불교의 내면적 수행 개념에서 비롯된 마인드풀니스는 서양으

로 건너가 종교적 의미를 벗어나 심리학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었고 

그 실용성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현대 심리학과 사띠가 결합되어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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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사띠’가 불교계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마인드풀니스는 Kabat-Zinn, Jon에 의해 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 

MBSR이 뛰어난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유명해지게 되었다. 또한 정보산

업사회가 급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는 일상 속에

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인드풀니스는 현대

인들의 필요에 들어맞았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 필요가 

절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되었으며 그 효과를 

검증받게 되었다.

  마인드풀니스는 최근 국내의 불교계에서 그 의미, 비교 분석, 효과 검

증 등에 있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안희영, 2010; 장진영, 2016; 임인

영, 2018). 진우기(2015)는 초기 불교에서 사띠의 의미와 활용을 살펴

보고 서양선불교에서 마인드풀니스의 활용과 그 변용을 살펴보았다. 부

처는 사띠 수행이 열반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고 말하였으며, 

현대인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행으로 선

불교를 가져가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띠(sati), 

염(念) 또는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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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인드풀니스에 관한 뇌 과학 분야의 선행연구

  마인드풀니스는 뇌의 기능과 관련된 과학적인 활동이다. Raichle and 

Gusnard(2002)는 두뇌의 에너지 대사와 세포 활동의 관계에 대해 연

구하면서, 인간의 뇌(human brain)는 체중의 2%정도의 작은 부분이지

만 신체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대식가임을 밝혔다.  

우리의 뇌는 소비하지 않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 Default Mode Network)라는 뇌 회로에 사용한다(Kugaya, 

2016).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뇌의 안쪽 전전두엽과 후방대상피질, 

설전부(쐐기압소엽), 하두정소엽(아래마루소엽)으로 구성되는 뇌 내 네

트워크이다. 이는 자동차의 공회전과 같이, 의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때도 작동하는 기초 활동이다. 디폴트 모드 네크워크는 뇌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의 60~80%를 사용한다. 인간의 뇌는 깨어있는 시간의 

30~50% 정도를 공상, 즉 마음의 방랑(Mind-Wondering) 상태로 보내

는데(Killingsworth and Gilbert, 2010), 이러한 상태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해지고 뇌의 

기억력과 창의성이 저하되는 것이다(Kugaya, 2016).

  마인드풀니스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과도한 활성화를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는 뇌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어 진정한 뇌의 휴식이 가능하

도록 돕는다. 마인드풀니스를 통해 무의미한 뇌의 에너지 소모를 줄임으

로써 뇌의 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이는 집중력과 일의 효율

성을 높이게 된다(Kugaya, 2016).

  근래에 미국에서는 뇌 과학(Neuroscience)과 관련하여 마인드풀니스

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마인드풀니스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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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되어 왔다. 마인드풀니스가 뇌의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

과들이 밝혀졌다. Kabat-Zinn(2005)은 8주 동안 마인드풀니스 스트레

스 저감법을 실시한 결과 뇌 표층의 가장 진화한 부분으로써 고도의 정

신 및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인 대뇌피질(Cerebral cortex)의 

두께가 두꺼워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Lazar et al., 20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Lazar(2005)는 그의 연구에서 마인드풀니스를 

수행한 명상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두뇌의 두께가 유의한 수준

으로 두꺼워졌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뇌가 노화되고 수축되

어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이다. 그의 연구

에서 기억, 집중, 사고, 언어, 각성 및 의식 등의 중요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Cerebral cortex)의 두께와 호흡률의 변화 간 상관관계가 밝

혀졌다(Lazar et al., 2005).

  Kabat-Zinn(2011)은 뇌의 기능 개선을 밝힌 그의 2005년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더 정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 후

속 연구에서는 마인드풀니스 활동에 따른 좌측 해마, 후방 대상피질, 소

뇌에서 생각 중추인 회백질(gray matter)의 밀도 증가를 확인하였다. 

이는 인간의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Hőlzel et al., 2011).

  Serretti et al(2011)은 연구 논문을 통해 마인드풀니스가 주의, 기

억, 시행 능력 및 다른 인지 기능 전반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실

험 연구를 통하여 마인드풀니스 트레이닝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통

제집단에 비하여 선택과 주의 집중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전두엽과 두정

엽이 활성화되었으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실행 능력을 관장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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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상피질, 섬피질, 기저핵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Fox et al(2014)은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실험 연구에서 전두극(메

타인지), 감각 영역, 섬피질(신체감각 인지), 해마(기억), 전방대상피질, 

안와전두피질(자기 인식과 감정 조절), 상세로다발과 뇌량(좡 대뇌반구

의 교류)의 부위에서 부피, 밀도 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발견하였다.

  Tang(2015)은 뇌 과학적으로 마인드풀니스가 집중력 향상, 감정 조

절력 향상, 자기 통제력 향상, 면역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

혔다. 마인드풀니스가 한 가지에 지속적으로 의식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우며, 스트레스 등의 자극에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에

게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내성이 강

해져 질환에 쉽게 걸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다. 마인드풀니스에 관한 타 분야의 선행연구

  마인드풀니스의 연구는 최초로 Jon Kabat-Zinn의 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며 활발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MBSR은 의료계에서 많은 실험에 의해 그 다양

한 효과가 검증되었다(Ellis, 2006; Dutton et al., 2013; El et al., 

2018). Trish(2017)는 암 치료에 있어 마인드풀니스의 자연스러운 적

용에 따른 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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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분야, 심리학 분야, 행동경제학 분야 등의 다양

한 분야에 걸쳐 마인드풀니스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 마인드풀니스는 특히 뇌 과학, 리더십, 심리학과 융합하여 많이 발전

되어 왔다.

  먼저 비즈니스 분야에서 마인드풀니스 명상 실천 결과에 따른 놀라운 

효과들이 입증되어 왔다. 정보의 홍수와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의

해 복잡성과 혼란의 시대에 살면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남들과 다른 차이

를 만들어 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사회 속에서 기업들은 창의적

이고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다 더 ‘지금, 여기’에 의식을 집중

하는 마인드풀니스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구글에서는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SIY, Search Inside Yourself)’

라는 마인드풀니스 사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었

다(Tan, 2012).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마인드풀니스 실천자였던 것은 

유명하다. 이 외에 페이스북, 시스코, 파타고니아, 애트나 등 유명기업에

서도 마인드풀니스를 도입했다(Kugaya, 2016). 세계적인 보험회사 애

트나의 경우 사내에서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스트

레스가 3분의 1로 감소했으며 업무 효율이 향상되었다(Gelles, 2018). 

이렇게 마인드풀니스의 열풍은 실리콘밸리와 미국 전체, 그리고 세계로 

확산되며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업 뿐 만 아니

라 하버드, 옥스퍼드 등에서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마인드풀니스를 실

천하고 있다(Kugaya, 2016). 

  Langer(2014)는 사회적으로 복잡성과 혼란이 증가하는 시대에 리더

십과 경영에 있어 마인드풀니스가 기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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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인드풀니스와 혁신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마인드풀니

스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관리자가 좀 더 

마인드풀해질 때 기업의 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마인드풀니스가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인드풀

니스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였다(Beard, 2014).

  치열한 경쟁, 업무 폭주, 스트레스, 각박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

는 현대인들의 마음 속 공허와 상처는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강렬한 필요

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상 수행이나 마음 수행 분야에 

관한 관심도가 더욱 커졌으며, 심리학 분야에서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연

구들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이 진행되는 가운

데, 마인드풀니스를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집중력, 실행 기

능, 각성도 및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되었다(Tang et al, 

2016) 또한 70명의 의사에게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탈

진 사인인 감정적 피로 증상이 25%가량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통

하여, 마인드풀니스의 습득 정도와 감정적 피로의 개선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Krasner et al., 2009; 

Carson and Langer, 2006). 

  국내의 타 분야에서는 관광학 분야와 심리학 분야에서 마인드풀니스가 

주로 연구되어 왔다. 관광학 분야에서는 양정임(2014)이 관광지에서 관

광활동을 하는 관광자들이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하여 관광을 할 때, 주의 

집중과 자신의 감성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마인드풀니스

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놀이 명상 프로그램이 신체, 호흡, 정서안정, 집

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이호연·이선화, 2012). 또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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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풀니스, 정서조절, 지각된 배우자, 결혼 만족 간에 구조적인 관계가 

있음도 드러났다(정문경·김병석, 2014). 김정민·박준희(2011)는 자

살고위험 여대생집단을 대상으로 자살행동 예방을 위해 마인드풀니스를 

활용하여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하기도 하였다.

 라. 마인드풀니스에 관한 교육학 분야의 선행연구

  ‘마인드풀니스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40년 동안 마인드

풀니스를 연구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인드풀니스의 발전에 기여한 

Langer(2009)는 마인드풀니스를 텍스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

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마인드풀니스를 구성하는 

개념 중 ‘대상이나 현상을 기존의 관점이나 관습에 얽매이는 대신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보고 재해석 및 재범주화 할 수 

있는 정신 상태(Langer, 2000; Langer and Moldoveanu, 2000)’라

는 개념을 텍스트에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3개의 텍스트를 개발함에 있

어 내용 및 구성 자체는 동일하되 ‘is, can, only be’등의 단정적인 

서술어를 사용한 텍스트, ‘could be. may be, it would seem that’

등의 조건부적인 서술어를 사용한 텍스트, 텍스트의 시작에서 ‘이 내용

은 하나의 가능한 모델이다.’라고 언급한 후, 내용 서술에 있어서는 단

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텍스트로 각각 개발하여 마인드풀니스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Thornley-Hall(2015)은 학생들의 학습 기술과 관련하여 자기 통제

를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꼽았으며, 마인드풀니스가 자기 통제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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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의 자기 통제력이 잘 기능하도록 지원한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5주간에 걸쳐 마인드풀니스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마인드풀니스를 활용한 교육은 학생들이 그들의 삶에서 스

트레스를 가볍게 다루도록 돕고, 다양한 교실 활동을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집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따

라 교사들이 교실 수업에서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교육과정을 디자인하

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rtin(2016)는 교실 수업에서 마인드풀니스를 활용한 교육이 읽기 

자료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줄여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의 3학년부터 6학년 사이의 학생들은 그들의 읽기 실력이 유창할 수 있

도록 많은 애를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교실에서의 읽기 활동을 피하게 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의 173명의 학생을 대상으

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가 개발한 마인드풀니스 활동을 6주간 걸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그들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학생들 중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의 불안을 다스

릴 수 없는 학생들에게 읽기 유창성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서 마인드풀니

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Caryn(2016)는 학교의 리더들이 마인드풀니스를 통하여 그들의 스트

레스와 위협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혔으며, Luiselli(2017)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주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마

인드풀니스를 활용한 교육과 활동이 사회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검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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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hearn(2017)는 체육 수업에서 마인드풀한 호흡법을 포함하여 수

업하는 것이 수행 기술의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감소시키며, 운동신경 및 운동감각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Nagy and Baer(2017)는 심리학 분야의 교사들이 마인드풀니스를 알

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내 교육학 분야에서는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마인드풀니스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홍성훈·김희수(2010)은 마인드풀니스를 음

악과 연계하여 명상음악 프로그램을 교양교과 수업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대학생들의 주의집중력과 학습태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대명(2016)은 뇌교육의 일환으로 마인드풀니스 명상 프로그램이 초등학

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검증하였다. 윤영미·신항균(2017)은 초등학생들이 마인드풀니

스 명상 프로그램을 학급단위로 실시했을 때, 학습자들의 수학학습 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경욱(2014)은 초등학생의 5분 교실 명상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마인드풀니스의 효과를 탐구하였다. 김민지(2014)는 마인드풀니

스가 도덕교육에 갖는 적용상의 함의를 찾고자 하여, 마인드풀니스가 인

성교육에 도움이 되며, 도덕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윤리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함을 밝혔다. 장승

희(2016)는 윤리교육 분야에서 명상에 관심을 두고 교육하고자 하는 현

장교사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방법들을 최대한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 호흡 명상과 몸 명상, 걷기명상, 화두 명상의 4가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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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규희·이지현·최영기(2017)는 수학

교육 분야에서 수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함에 

있어, 능동적 차원의 수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마인드풀니스 

이론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규희(2018)는 수학과제를 설계할 때 마인드

풀니스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 마인드풀니스와 지리 텍스트   

  선행 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복잡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필

요에 따라, 불교에서 비롯된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는 서양권으로 

넘어와 심리학적 식견과 결부되었으며, 뇌 과학적으로 뛰어난 효과가 입

증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권에서 MBSR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시작으로 한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연구는 비즈니스분야, 심리학 분야, 

교육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최근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활기

를 띄고 진행되고 있다. 

  텍스트를 주된 학습 자료로 삼는 지리 교육에서 텍스트에 마인드풀니

스를 적용하여 실험 처치한 Langer(2009)의 연구는 매우 주목할 만하

다.  그의 연구에서는 내용 및 구성 자체는 동일하되 서술어 사용에 있

어서 마인드풀니스의 개념을 반영할 만한 단어에 차이를 두어 텍스트를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마인드풀니스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마인드풀니스의 효과를 텍스트에 적용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리 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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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마인드풀니스와 관련된 연구의 역사가 짧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한 상태이다. 지리교육 텍스트에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하여 그 교

육적 효과를 실험한 몇몇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동민(2014)은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텍스트로의 학습을 통하여 다

각적·개방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력이 자극됨은 물론, 대상이 가진 고

유의 특성이나 다양성을 우열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가 함양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학습 내용으로는 

중동 인문지리, 중동 자연지리, 남미 지역지리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였

으며, 주어진 텍스트로 학습을 한 후 마음챙김 질문을 받은 집단과 단순 

내용 회상 질문을 받은 집단으로 나누어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마인

드풀니스의 효과를 밝혔다. 

  박소연(2015)은 환경교육 분야에서 마인드풀니스의 효과를 검증하였

다. 자연 환경 사진이 나오는 지리 텍스트에서 마음챙김 질문(당신이 아

래와 같은 장소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적

어주십시오.)과 마음놓음 질문(사진을 보고, 이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 

중 한 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또한 이를 긍정

적인 프레이밍 유형과 부정적인 프레이밍 유형에 각각 처치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더라도 마음챙김 질

문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자연환경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균형잡

힌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인드풀니스를 지리교육 분야에 적용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계지리 학습 시 마인드풀니스를 적

용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를 통한 학습 효과를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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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구체적으로 이를 통한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의 차이를 검증하여보

고자 한다.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로의 세계지

리 학습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와 흥미는 다음의 과정을 거치며 보다 긍

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은 실제로 가보지 못한, 당장 

가볼 수 없는 세계의 지역에 대하여 학습하는 세계지리 학습을 함에 있

어(김진국, 2005), ‘지금·여기·순간·존재·하기’로 학습하는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된다(Liz Hall, 2013). ‘지금, 여기’에 의식을 집

중하도록 돕는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로 학습을 하면, 뇌 과

학적인 면에서 디폴트 모드 네크워크(DMN)에 해당하는 이런 저런 잡념

으로 분산된 산만한 뇌를 지금 여기에 오로지 집중시켜 불필요한 뇌의 

에너지 감소를 막는다(Kugaya, 2016). 마음의 방랑상태로 인해 뇌를 

불필요하게 피로하게 만들고 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Killingsworth and Gilbert, 2010). 이로써 집중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과 두정엽이 활성화되고, 대뇌피질의 두께가 증가하여 고도의 정신 및 

인지 기능에 도움을 주게 된다(Lazar et al., 2005; Kabat-Zinn, 

2005; Kabat-Zinn, 2011). 이렇게 하여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지

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는 학습자의 흥미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게 돕는다. 이러한 작용 과정을 절차 흐름도로 표

현하면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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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인드풀니스의 작용에 따른 절차 흐름도

2. 지역 이미지

 가. 지역

  지역(region)은 지리학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지역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타 공간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닌 지리적 공간으

로, 장소나 공간 등의 지리적 단위들과 달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

한 특성인 지역성(regionality)을 가진다(Painter, 2008). 지역이란 지

리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으로 차별화된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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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단위인 것이다(Allen et al,. 1998; Good et al., 2011).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세계지리 교육에 있어 나라(국가)

의 개념을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몇 가지를 시사

해준다. 지구 상 대부분의 경우,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공유하는 국가는 

차별화된 지리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Allen 

et al,. 1998; Good et al., 2011),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Lee and Ryu, 2013). 이 때문에 세계지리 교육에 있어 나라

(국가)별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세계지리 부분은 나라(국가)별

로 학습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09; ,교육부, 2015).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역과 나라(국가)가 다른 개념임을 학습자

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나라(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영

해와 영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로(교육부, 

2009),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나라별로 차별적으로 구분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차별적으로 특성을 구분함에 있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이라는 개념이 보다 온전히 차별화된 특성을 기

준으로 구분한 공간적 개념이다(Allen et al,. 1998; Good et al., 

2011).  

 나. 이미지

  일반적으로 이미지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속의 생각, 심상,  

형상, 상징 등의 뜻이다. 이미지라는 개념은 개인이 인지과정을 거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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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세계에 대

하여 갖는 마음속의 그림(menatal picture)이라고 할 수 있다

(Boulding, 1956). 이러한 이미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의 총체

로서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가지는 심상이다(김정헌, 2004). 

 

  Dowling(1988)은 이미지가 그 이미지의 대상에 대한 개인이나 혹은 

집단의 태도와 행동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이미지와 태도, 행

동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많은 실증적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

다. 이미지가 인간의 인식과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변

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수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미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미지는 인간, 사물, 지역, 국가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대상에 따라 제품이미

지, 기업이미지, 관광지이미지, 도시이미지, 지역이미지 등으로 매우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이선화, 2011). 

  기업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미지가 갖는 경제적 효과와 그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는 기업 혹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고

객의 구매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완(2009)은  

기업이미지의 구성요소에 따라 고객의 구매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았으

며, Chang(2005)는 대만에서 한류가 고객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에서, 한류가 한국 상표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이성한(2006)은 상품의 가격을 할인했을 때 브랜드와 

점포이미지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지윤

(2011)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브랜드에 대해 긍정

적인 이미지나 좋은 감정을 갖게 될수록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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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매할 의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관광지 이미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관광지를 

포함한 관광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고등우, 2004). 김민철(2013)

은 제주공항을 실험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제주공항의 서

비스품질요인이 높을수록 제주관광이미지가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제주공항 서비스품질요인 중 인지적 이미지에서는 인적 서비스가, 정서

적이미지에서는 제공시설 서비스와 본원적 서비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다. 지역 이미지

  지역 이미지(regional image)란 개인이 지역(regional)의 각 부분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 지역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정형화한 것을 

말한다(김희석, 2009). 지역 이미지는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

을 근거로 하는 물리적 환경 요소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 과정을 거쳐 심

상으로 형성한 것이다(최희경, 1966). 또한 지역 이미지는 어떤 지역 

혹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지적 묘사라고도 

할 수 있다(Mcguire, 1969). 즉 지역 이미지는 특정 지역에 대해 사람

들이 경험의 종합적 결과로서 갖는 인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임석희, 

2008).

  지역 이미지는 지역에 대한 경험 없이 여러 형태의 정보에 의해 형성

되거나 또는 지역 내에서의 실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역 인상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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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성 과정은 다음의 [그림 3]과 같다(이순갑·하규

수, 2009). 인간은 그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한다. 

그리고 두뇌작용을 거쳐 이를 인지하게 되며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대

한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정보는 다양한 매체

를 통해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의견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며, 최근

에는 TV, 인터넷, 신문, 광고 등의 다양한 매체들이 주는 정보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형성한다(임석희, 2008).

[그림 3] 지역 이미지 형성과정

출처 : 이순갑·하규수(2009)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 박경애(2004)는 경제수준, 시민성, 

발전가능성, 보수성을 꼽았으며, 박종진(2009)은 자연환경적 요소, 제도 

및 물리적 환경 요소, 인성적 요소, 문화적 요소, 상징 및 가치적 요소로 

구성하였다. 노원중(2009)은 지역이미지를 환경성, 매력성, 친근성, 흥

미성의 4가지 요소로 구성하였으다. 그러나 지역 이미지는 이러한 요소

들이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결부

되어 형성된다. 총체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 형성된 대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갖는다(이선화, 2011).

  지역 이미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마케팅 분야에서 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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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1999)은 고양 세계 꽃 박람회라는 장소 마케팅이 고양시의 지역이미

지를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또한 관광학 분야에서 조태영(2014)은 2012 한류드림페스티벌을 방

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이미지와 축제 성과, 방문객 만족

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역 이미지 요인 중 사회자본 요

인과 지역민 요인이 지역축제 성과 4개의 구성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김지흔(2016)은 지역축제의 서비스 스케이프와 

지역 이미지간의 관계에서의 지각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연구

에서 지각가치가 지역 이미지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

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리학 분야에서 조일환(2013)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람

들이 화성을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가진 도시로 인식하게 된 점에 주

목하였다. 그리고 화성시의 일부인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

생들을 대상으로 멘탈 맵(mental map)을 작성하게 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도시로서의 도안이 가지고 있는 지역 이미지와 살인이

라는 무서운 범죄의 장소로서의 지역 이미지의 양상을 드러냈다.

  지역 이미지는 그것이 옳던지 그르던지 상관없이 사람들의 사고와 행

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지는 그 이미지의 대상에 대한 개인이

나 혹은 집단의 태도와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다(Dowling, 1988). 그

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접하지 않은 낯선 타 지역에 대하여서 왜곡된 인

식이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피부색으

로 인한 인종차별이나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기 어려운 다른 지

역의 음식을 야만적이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Col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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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hs, 1991; Cortis, 2003; 고아라, 2006; 이하령, 2007). 

  부정적으로 왜곡된 지역 이미지가 세계지리 학습을 통하여 습득해야 

할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안목과 자세와 태도 등의 함양을 저해한

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아프

리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전염병과 기아로 허덕

이고 문화적으로 미개하며 후진적이라는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중매체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교과서나 학습 자료에서

도 아프리카 지역을 부정적인 특성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왜곡되고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형성되어 올바른 지역 이해를 방해하

였음이 밝혀졌다(Firchow, 2000; Myers, 2001; Okigbo, 1995).

  이정화(2005)는 장소 학습에 있어 지역에 대해 제시되는 텍스트의 부

정적 요소들이 부정적 장소감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정적 지역 이미

지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학생들이 사회 교과서를 

통해 지역과 관련된 오개념(misconception)을 형성하는 경우를 지적하

며, 그 예로 아프리카와 관련하여 ‘질병, 가난, 도와주어야만 하는 곳’

등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들었다. 

  학습자들은 동남아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stereotype)을 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하령(2007)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동남아인

을 열등한 집단으로 꼽았으며, 고아라(2006)의 연구에서도 동남아인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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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하여 친숙하지 않은 느낌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황병하, 2008; 하병주, 2010), 서구 중심적이면서도 오리엔털리

즘적인 사고방식이나 관점으로 인해 중동 지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왜곡

된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송도영, 2006; 황병하, 2008; Little, 

2008).

  부정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의 형성은 바람직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 정체성, 지역에 

대한 태도가 지역 간 존중이나 협력 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고 밝힌 연구를 통해 지역 이미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는데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e and Ryu, 2013).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인식과 감정을 유발

하며 이는 지역 간의 불화나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밝힌 연구에서

도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의 중요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Banton, 1996; 

Gullestad, 2006).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는 학습자

들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긍

정적으로 지역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된다.

  지리교육 분야에서 지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수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안재민(1999)은 학생들에게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선 

학생들이 국가와 세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그는 중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전 세계의 국가들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선진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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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지도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선호하는 국가들 순위에도 선진국들이 선정되고, 상대적으로 동남아

시아의 국가들은 선정되지 않았다. 

  황홍섭·김정화(2006)는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이미지를 파

악하여 이를 지역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 개발에 활용하였다.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은 국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참고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모형으로 수업한 결과, 국가 이미

지를 적절히 활용한 학습 모형을 적용한 집단이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 

수업한 집단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을 밝혔다. 

  수업에 앞서 학생들의 지역이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도 있다. 김영화(2007)는 열대기후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강창숙(2008) 역시 중

학생들의 ‘북부지방’에 대한 특성 이해와 지역 이미지 연구에서 수업

에 앞서 학생들의 지역 이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송언근·김재일(2002)은 초등학생들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은 주

로  TV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

한 막연한 문화적 동경이나 억견이나 편견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리 교육에서 지역 이미지와 관련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균형 잡

힌 인식의 틀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 이미지에 대한 연

구에는 긍정적 정보를 부정적 정보보다 먼저 제시했을 때 학습자들이 특

정 지역의 이미지를 더 좋게 평가하는 것을 검증한 정원영(2011)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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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있다. 

  위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학습자들은 지역을 이미지화하

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부정적으로 형성된 지역 이미지는 학습자들의 

지역 이해를 방해한다는 점이다. 이미지는 한 개인에게 특정 대상에 대

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주며 나아가 개인의 행

동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Dowling, 1988). 따라서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편견으로 굳어질 수 있으며,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

며, 지역에 대한 흥미와 학습 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미지(image)의 속성과도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에도, 긍정적인 지

역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텍스트를 개발해야 한다. 이미지는 

한 번 형성이 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바뀌지 않

는다(정원영, 2011). 이는 지역 이미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 번 

형성된 지역 이미지는 지역을 바라보는 개인의 인식의 틀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정원영, 2011). 그러므로 초기 이미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지리 텍스트 개발에 있어 학습자들의  

초기 지역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

다. ).

  또한 세계지리 학습을 통한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은 세

계지리 학습 내용의 특성을 초두 효과(primacy effect)와 연관지어 고

찰해 볼 수 있다. 세계지리는 공간 규모(scale)의 변화로 인해 아직 경

험해 보지 못한 장소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이다(김진국, 2005). 대부분

의 학생들은 아직 직접 가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계 지리 학습 내용은 학생들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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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초두 효과(Luchin, 

1957; Stewart, 1965; Anderson, 1965; Sullivan, Jessica, 2018; 김

춘경, 2016)에 의해 나중에 제공되는 정보에 비해 처음 입력되는 정보

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학습자들이 지리 교육을 통해 다

른 나라에 대한 지식을 처음 접할 때, 부정적으로 왜곡된 이미지가 아닌 

긍정적인 지역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

이다. 

3. 텍스트 기반 흥미

 가. 학습 흥미 

  흥미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려고 하는 감정·경향 혹은 

태도이다. 학습에 있어 흥미는 매우 중요하다. 흥미는 학습 동기를 유발

하고 의미 있는 학습을 유도하며 지식의 장기적인 기억을 증진시킨다( 

Herbart, 1806). 흥미에 기초한 학습은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재적

인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지속시키며, 나아가 즐거운 감정을 수반하여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김성일, 1996).

  Anderson(1963)은 흥미로운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잘 학습

된다고 하였으며, Hidi(1990)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는 대

상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나 주의를 덜 들이고도 더 많은 주의 집

중과 학습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유경(2012)은 학습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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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흥미가 높을 때에는 성취목표 유형에 상관없이 학업적 만족지연에 차

별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밝혔다. 김경은(2012)은 과제에 대한 흥미

가 높은 참여자가 과제에 대한 흥미가 낮은 참여자에 비해 학습에 대한 

심리적 반발심이 낮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존중해야 하며 학습내용을 

흥미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적의 학습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김성일, 

1996).

 나. 흥미를 유발하는 텍스트의 개발

  흥미는 크게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와 상황적 흥미

(situational interest)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장유진, 

2008). 개인적 흥미는 특정 주제나 영역 혹은 활동 등에 대하여 느끼는 

선호도를 의미한다. 상황적 흥미는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흥미

이다. 이 중 글을 읽을 때 발생하는 흥미는 상황적 흥미에 해당하며, 이

러한 흥미를 텍스트 기반 흥미(text-based interest)라고 한다(Hidi 

and Baird, 1986).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기능한다. 특정 주제

나 영역에 개인적 흥미를 가진 학습자는 흥미유발 상황에서 상황적 흥미

를 더욱 많이 갖게 될 것이며,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적 흥미가 지

속적인 개인적 흥미로 발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장유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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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상황적 흥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

인적 흥미는 학습자들의 다양성과 교사의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Hidi, 1990). 하지만 상황적 흥미는 텍스트의 조작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쉽게 유발할 수 있다. 이 때 유발되는 텍스트 기

반 흥미가 개인적 흥미로 발달해간다는 측면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Krapp, 2002).

  효과적으로 텍스트 기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과 자료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명진·김성인(2003)은 학습재료의 

유형이 만화, 텍스트+삽화, 텍스트 중에서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학습자가 

느끼는 흥미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박복순(2005)은 학습자들이 설명식 

텍스트보다 이야기 텍스트를 선호하고, 글씨체에 있어 인쇄체에 비해 실

험체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밝혔다. 김동환(2005)은 학습자와 연령적

으로 비슷한 화자가 등장하는 텍스트의 경우 연령적으로 유사성이 낮은 

성인 화자가 등장하는 텍스트보다 학습 흥미를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 텍스트 기반 흥미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져 왔다. 신의주(2007)는 ‘음식’을 소재로 선정하여 구성한 텍스트가 

흥미도 및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원영(2011)은 

학습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단지 정보의 제시 순서를 다르게(긍정

적->부정적 정보, 부정적->긍정적 정보) 제시했을 때 학습자들이 느끼

는 흥미도의 차이를 밝혔다. 안병윤(2009)은 여행 이야기 텍스트의 활

용이 학습자의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으며, 신혜선

(2018)은 교사의 여행 경험을 반영한 텍스트가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황영은(2018)은 사회적 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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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이 높은 텍스트가 학업적 흥미 유발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하

였다.

  지금까지의 지리교육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학습

자의 흥미 유발을 위해, 텍스트의 형태에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소재를 

도입하여 개발하거나,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왔

다.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텍스트의 내용 구성 방식에 변화를 주어 마인드풀니스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하여 재구성한 ‘지금-여기 의식 집

중 텍스트’가 학습자의 흥미를 보다 더 향상시키는 텍스트인지 검증하

고자 한다.

 다. 지역에 대한 흥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측정하는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서 앞

서 살펴본 학습 흥미(interest)를‘지역(region)’이라는 학습 개념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였다, 정원영(2011)에서 사용한 흥미도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지역에 대한 흥미를 다음의 3가지 항목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첫째로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둘째로는 ‘학습에 대한 의욕’, 셋

째로는 ‘실제 경험에 대한 의지’가 그것이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려

고 하는 태도를 뜻하는 흥미를 ‘지역’이라는 소재에 적용하여 보면 

‘지역에 대한 관심도’는 지역에 대한 흥미의 요인으로 적합하다고 하

겠다. 또한  흥미가 내재적인 학습 동기를 자극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Herbart, 1896), ‘학습에 대한 의욕’또한 지역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요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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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험에 대한 의지’는 내재적인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나아가 이

를 지속시킨다는 흥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지역에 대한 흥미의 

요인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김성일, 1996).

4. 세계지리 교육과 텍스트

 

 가. 세계지리 교육의 중요성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세계지리 교육은 더욱 중요해졌다. 2015년에 고시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세계지리는 자연 및 인문환경의 공간적 다양성을 토

대로 세계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교

육부, 2015). 세계화 시대에 지리 및 지역과 관련된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의 함양은 지리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이

다.(Gerber, 2003; Hicks, 2003; Oxfam, 2003; Lambrt and 

Balderstone, 2010; Schmidt, 2011; Lee and Ryu, 2013)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적 

시대 상황 속에서 학습자들은 세계 속의 일원으로 세계화에 바람직한 자

세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Harvey, 1999). 나라 간의 장벽이 허물어

진 지구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안목과 

이에 걸 맞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필수적인 덕목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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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지리 학습을 통하여 우리 국토와 세

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을 육성해야 한다(송언근·김재일, 2002). 

따라서 바른 인식과 존중의 자세를 바탕으로 세계를 지역적으로 이해하

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걸 맞는 덕목을 함양하며, 자연과 인문현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세계지리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옥한석·차옥이, 2003). 

  지역 간의 활발하고 역동적인 상호관련성과 의존성, 교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라 세계지리 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Merryfield, 1998; 교육부, 2015). 2015년에 고시된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은 지구촌의 최근 변화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과목의 성격과 목표가 조정되어 개발되었다(전종한, 2016). 

  류재명(2002)은 학습자들에게 지구적 안목(global viewpoint)에서 

사물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갖도록 하는 것을 지리 교육의 첫째 

목표로 두었으며, 어릴 때부터 세계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서태열(2005)은 세계지리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올바른 국제 

사회에 대한 관점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바른 국제 이해, 지구

적 관점(global viewpoint) 등은 바람직한 세계 시민 정신의 중요한 요

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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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계지리 텍스트 개발의 의미와 방향

  앞서 살펴본 대로 세계 지리 교육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교육부, 2015; Merryfield, 1998),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많은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므로(Lambert and Balderstone, 2010; 박복순, 

2006; Singer and Donlan, 1980). 세계지리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방

법으로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세계지리 텍

스트 개발의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정적으로 왜곡된 지역이미지가 아닌 긍정적인 지역이미지

(positive regional image)가 형성될 수 있는 텍스트의 개발이 요구된

다. 다른 나라에 대하여 학습을 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또는 긍정적인 쪽

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이미지의 형성이 요구된다.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 감정 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 

지역 이미지는 세계화 시대에서 요청되는 타 문화나 지역에 대한 공감능

력이나 존중, 협력과 같은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Abilock, 2006; Banks, 2006). 따라서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의 형성

이 요구되며,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는 지리 텍스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 산업 사회인 오늘날 학습자들은 교과서 이외에 TV프로

그램이나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들로부터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받

아들이는 경우가 많다(송언근·김재일, 2002). 이에 따라 최근에는 TV, 

인터넷, 신문, 광고 등의 다양한 매체들의 정보를 통해 지역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임석희, 2008). 그런데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부정적으로 왜곡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심어주는 정보들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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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왜곡된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지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시켜주는 지리 텍

스트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다음으로 보다 더 흥미로운 세계지리 텍스트를 개발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는 지역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Casey, 2001; Heartshorne, 1939).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호기심, 관심 등의 흥미는 지역에 대한 학습에 있어 인식과 

이해가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고 흥미도를 신장시키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흥미로운 세계지리 텍스트의 개발은 정보 산업 사회(information 

industrial society)인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세계의 여러 나라

들에 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무수히 쏟아지는 현대 사회의 상황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하나의 나라에 집중하여 정보를 

얻지 못하고,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가 마구잡이로 뒤섞여 받아들이곤 

한다. 즉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가 기준 없이 혼재되어 입력되곤 한다. 

그러므로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오늘날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정보

의 혼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리교육에서는 지금 학습하고 있

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흥

미도가 높은 지리 텍스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이는 

텍스트는 학습내용에의 집중도를 높일 것이며, 이는 넘쳐나는 지식과 정

보 가운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역에 대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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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재의 교과서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중립적인 설명식 텍

스트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쉽게 끌 수 없다. 왜냐하면 TV프로그램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들은 이보다 더욱 강하게 흥미를 끄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지리 텍스트를 통하여서는 내용지식의 전달 

자체도 잘 되지 않을뿐더러, 혼재된 정보들 가운데서 지리 학습 내용에 

집중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의 혼재 가운데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

도록 하는 흡입력 있는 텍스트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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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지역 이미지와 흥

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와 서울시의 지역이 서로 

다른 3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다. 남학생 124명, 여학생 118명으로 총 242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이 중 사전 검사지에 러시아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

생,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무응답 학생 12명을 제

외하고 총 23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인 연구 참

여자의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세부 내용 

항목 사례수(n) 비율(%)

학년 초등학교 6학년 230 100

텍스트
마인드풀니스 텍스트 114 49.6

중립 텍스트 116 50.4

지역

경기도 성남시

(4학급, 116)

P-M : 28 P-N : 29
50.4

H-M : 30 H-N : 29

서울시 동작구

(3학급, 63)

P-M : 16 P-N : 15
27.4

H-M : 16 H-N : 16

경기도 안양시

(2학급, 51)

P-M : 12 P-N : 14
22.2

H-M : 12 H-N : 13

* P는 Physical geography, H는 Human geography, M은 

Mindfullness, N은 Neutrality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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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12세로서 인지 발달 단계 상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하여(김경미, 

1999), 세계지리 학습 내용을 배우기에 적합한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다른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세계지리 단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은 이를 뒷받침한다(교육부, 2009). 연구 참여자가 주어진 텍스트를 집

중하여 읽고 학습 문제를 해결하여 마인드풀니스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려면 이에 적당한 인지적 성숙이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실험 기간에 러시아에 대한 세계지리 내용을 학습하는 6학

년 2학기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본 실험이 현장의 수업에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러시아에 대한 세계지리 내용을 학습

하는 시기에 본 실험지를 현장에서 보충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능한 현행의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의 주제와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학습하여야 할 학습 내용을 보다 심도 있고 풍

성하게 학습할 수 있게 배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6학년 2학기

의 학습자가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는 검사에 앞서 시행할 사전검사지이며, 다음으로는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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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 자료로서 읽어야 할 텍스트를 포함한 학습지이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지의 활동을 해결한 후 작성하게 되는 설문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전 검사지를 통하여 실험에서 제외하여야 할 학생들을 확인하였으며, 

학습지는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현장 답사를 다녀와 작성하

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미 수행되

고 검증된 측정 도구를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가. 텍스트(text)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개념인 마인드풀니스의 긍정적인 효과가 학습자

들이 교과서의 세계지리 텍스트를 접하는 상황에서 지역 이미지와 흥미

도에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텍스트에서 다룰 학습 내용의 선정을 위해 2009 초등학교 사회과 교

육과정의 세계지리 단원을 분석하였으며, 그 가운데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이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라로 지

역을 선정하였다. 그 후 이 나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답사를 다녀와 

적절한 내용을 선정·추출하였다. 

  초등학교의 세계지리 단원인 ‘6-2. 2단원 이웃나라의 환경과 생활모

습’에서 다루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았으며, 이 중 ‘러시아’를 텍스

트의 주제로 선정하였다(교육부, 2009). ‘6-2. 2단원 이웃나라의 환

경과 생활모습’단원에서는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나라인 중국, 일본, 

러시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이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이 중 러시아를 선택하였다. 비교적 많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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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전에 경험하였을 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본 실험에 있어 실험 가설

을 입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학

습자들이 이미 책, TV 등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익숙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행 지식이나 선행 경험이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 

측정에 영향을 미쳐 실험 가설을 입증하는데 방해 요인이 될 것으로 짐

작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처

럼 사고방식이나 관점, 문화 등이 많이 다른 나라의 경우 학습자들이 부

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낮은 흥미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른 러시아를 소개로 삼아 그 효과를 탐색하

고자 하였다. 이미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초두 효과

(Luchin, 1957; Stewart, 1965; Anderson, 1965)를 넘어서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의 형성을 가져오는지, 생소하고 제대로 정착된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텍스트는 크게 자연지리 주제(Physical  

geography)와 인문지리 주제(Human geography)로 나누어져 있다. 이

는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가 지리학의 분야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세계지리 학습은 세계의 자연과 인문현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교과이며(옥한석, 차옥이, 2003), 2015년에 고시

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세계지리는 자연 및 인문환경의 공간적 다양성

을 토대로 학습하는 교과라고 하였기 때문에(교육부, 2015), 자연지리 

주제와 인문지리 주제 모두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험을 계획하였다. 자연

지리 주제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기후현상인 ‘백야 현상’을 텍스트의 

구체적인 주제로 삼았으며, 인문지리 주제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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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발레‘라는 문화예술을 텍스트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진 텍스트를 각 주제별로 중립 텍

스트 자료(neutral text)와 마인드풀니스가 적용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자료(now-here consciousness  concentration text)로 

다시 나누었다. 마인드풀니스 적용의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마

인드풀니스 텍스트와의 대조군으로는 기존 교과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

보 전달 목적의 설명식 텍스트로 설정하였다. 또한 두 자료는 마인드풀

니스의 적용 여부를 제외하고는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에서 오

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모두 같은 지리 지식으로 구성하였으며 비슷한 

분량으로 제작하였다. 

  텍스트 개발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은 마인드풀니스

(mindfulness)를 텍스트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하여 실제 러시아에 현장 답사(field investigation)를 다녀왔으

며, 지금, 여기(now, here)에서 경험 중인 것처럼 인식하고 느낄 수 있

게끔 유도하는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를 개발하였다. 마인드

풀니스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을 집중하여 또렷이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실제

로 현재에 머물러 직접 경험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주변을 또렷이 의식하

는 경험이 먼저 요구되었기에 답사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에는 마인드풀니스의 정의에 근거하

여 다음의 3가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기하였다. 첫째

로‘지금’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를 중심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경험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문장 문장을 모두 현재진행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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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술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 예로 자연지리 소재인 백야현상과 관련

하여 중립 텍스트에서는 ‘러시아는 동쪽과 서쪽의 시간이 약 11시간이

나 차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영토가 넓은 나라인 만큼 

러시아 지역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지역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북극 주변의 고위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라고 서술한 반면,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에서는 ‘나는 

지금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관

광책자에 러시아는 동쪽과 서쪽의 시간이 약 11시간이나 차이 나는 세

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영토의 대부분이 북극 주변의 고위도 지역으

로 이루어져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로 서술하였다. 

  둘째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들이 주의의 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 예로는 중립 텍스트에서는 

‘러시아 대부분의 영토인 북극 주변의 고위도 지역은 여름철에 밤이 되

어도 해가지지 않아 매우 밝습니다.’라고 서술한 반면 ‘지금-여기 의

식 집중 텍스트’에서는 ‘방금 비행기에서 내려 밤이 되었는데도 온 세

상이 환하게 밝아서 깜짝 놀랍니다.’라고 서술하였다.

  셋째로 ‘의식을 집중’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마인드

풀니스의 정의에서 의식을 집중하여 사물 및 상황을 또렷하게 알아차리

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금-여

기 의식 집중 텍스트’에서는 사물 및 상황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표현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장면을 떠올리게 되어 보

다 또렷하게 의식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 예로 중립 텍스

트에서는 ‘마린스키 극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발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라고 서술한 반면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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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스키 극장의 발코니 석에서 관람한 하얀색 발레복을 차려입은 무

용수들의 발레 공연은 참 멋집니다.’로 서술하였다.

  다음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놓인 텍스트들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내용과 수준인지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다. 텍스트

에서 제시하는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살펴보고, 사용되는 문장 및 

단어를 선별하여 적절한 것으로 취사선택하였다. 

  텍스트는 모두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으며, 학습 내용의 타당성, 표

현의 정확성, 연구자의 의도와 연구 목적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초등교사 2인과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서 지리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2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를 받아 수

정 및 보완의 절차를 거쳤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주신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텍스트를 읽도록 하였으며,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를 제공받는 그룹에 할당된 학생들은 마인드풀니스 적용의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해결하게 되는 학습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러시아에 있다

고 상상하며 풀게 되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한편 학습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의 중립 텍스트를 제공받는 그룹에 할당된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사

실 확인 문제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는 문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자극물로 사용한 텍스트의 구성 내용 중 일부 예시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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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립 텍스트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자연 

지리 

주제

  러시아는 동쪽과 서쪽의 시

간이 약 11시간이나 차이 나

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

니다. 영토가 넓은 나라인 만

큼 러시아 지역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지역

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북극 주변의 고

위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러시아 대부분의 영토인 북

극 주변의 고위도 지역은 여

름철에 밤이 되어도 해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밤이 되어도 

해가지지 않는 현상을 ‘백야 

현상’이라고 합니다. 위도 약 

48˚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

는 ...

  나는 지금 여름방학을 맞

아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여

행을 하는 중입니다. 관광책

자에 러시아는 동쪽과 서쪽

의 시간이 약 11시간이나 차

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영토의 대부분이 

북극 주변의 고위도 지역으

로 이루어져 있다고 적혀 있

습니다. 

  방금 비행기에서 내려 밤

이 되었는데도 온 세상이 환

하게 밝아서 깜짝 놀랍니다. 

어떤 여행객은 오후 5시인데

도 햇빛 때문에 양산을 쓰고 

호들갑을 떨며 지나갑니다. 

저녁 8시인데도 거리가 대낮

처럼 밝아 길거리에서 마음 

놓고 예쁜 기념품도 골라 ...

인문 

지리 

주제

  러시아의 발레는 세계적으

로 유명한 러시아의 문화예술

입니다. 발레는  주제와 줄거

리를 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무용만으로 표현하는 극무용

으로, 독자적인 토(toe ; 발끝

으로 서기) 기술을 가집니다.

  발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서양

  나는 지금 여름방학을 맞

아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여

행을 하는 중입니다. 세계적

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문화

예술인 발레 공연을 감상할 

생각에 매우 설렙니다. 어머

니께서 ‘발레’는  주제와 

줄거리를 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무용만으로 표현하는 

[표 2] 마인드풀니스 적용 여부에 따른 텍스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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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레는 러시아의 고전 발

레를 기본으로 발전하였습니

다. 19세기에 들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무용 학

교가 설립되었고, 그것이 마린

스키 극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아울러 1825년에는 볼쇼이극

장도 개장해 러시아는 점점 

발레의 중심 국가로 입지를 

다져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마

침내 19세기 후반 발레 쇠퇴

기에 러시아가 홀로 전성기를 

...

극무용으로, 독자적인 토(toe 

; 발끝으로 서기) 기술을 가

진다고 알려주십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

크에 도착한 나는 마린스키

극장에서 발레 공연의 시작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

을 기다리며 어머니께서는 

발레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서양

의 발레는 러시아의 고전 발

레를 기본으로 발전하였다고 

...

  이러한 텍스트 처치는 단순한 여행기와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직접 다녀와 작성한 여행기인 일기체 여행기의 경우 예를 들어‘해발고

도 4000m에 가까운 페루 쿠르코에 한 시골 마을을 찾아가는 길은 매우 

힘든 여정이었다.’와 같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별

히 다른 처치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안내기체 여행기의 경우 예를 들

어 ‘해발고도 4000m에 가까운 고산지대에 위치한 페루 쿠스코 주변 

시골 마을에서는 안데스 산지에 거주하는 인디오들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다.’와 같이 독자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안내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1인칭 화자를 사용하여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의식을 또렷이 집중하여 느끼는 마인드풀니스와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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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전 설문지

   본 실험에 앞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본 실험 연

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사

전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텍스트에 노출되기 전에 성별, 

러시아에 다녀왔는지,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나

라에서 얼 만큼 살았는지 에 대해 응답하였다. 본 실험 후 통계 및 분석

에 있어서 러시아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무응답 한 학생은 제외하였다.

다. 지역이미지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형성된 지역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역

이미지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지역 이미지 설문지는 총 7개의 문항으

로 구성하였으며, 모두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택형 문항들은 

모두 의미분석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에 기초해 대립되는 7

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하였다. 의미분석법이란 어떠한 개념을 의미에 

따라 식별하는 방법으로, ‘크다·작다’. ‘밝다·어둡다’등의 상반된 

형용사를 선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김인엽, 2010). 

 

  문항들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을 위하여 안재민(1999)의 연구와 임석

희(2008)의 연구, 노원중(2009)의 연구, 박경애(2004)의 연구에서 밝

힌 지역 이미지의 구성 요소들을 참고하였으며, 정원영(2011)의 연구와 

이선화(2011)의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지역이미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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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항을 제작하였다. 노원중(2009)는 지역 이미지가 환경성, 매력성, 

친근성, 흥미성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환경성에 있어 

‘깔끔하다’와 ‘안전하다’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매력성에 있어 ‘아

름답다’와 ‘문화적이다’문항을 개발하였다. 흥미성에 있어서 ‘재미

있다’와 ‘특별하다’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박경애(2004)가 제시

한 지역 이미지의 요소 중 ‘시민성’과 관련하여 ‘문화적이다’와 

‘기운이 넘친다’문항을 개발하였다. 

  7개의 각 문항은 지역에 대해 느끼는 인식이나 감정 및 정서를 긍정

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로 나타내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하였다. 강창숙

(2008)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표현했

던 단어들과 Russell and Pratt(1980)의 공간에 대한 정서적 의미의 8

가지 변수의 개념(즐거운·불쾌한, 재미있는·울적한 등)에서 사용한 단

어들을 활용하여 문항의 부정적인 항목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형용사 쌍

은 ‘재미있다·지루하다’, ‘특별하다·평범하다’, ‘아름답다·못생

겼다’, ‘문화적이다·야만적이다’, ‘기운이 넘친다·기운이 없다’, 

‘깔끔하다·더럽다’, ‘안전하다·위험하다’이다.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매우 그렇다’ 6점, ‘그

렇다’5점, ‘조금 그렇다’ 4점, ‘조금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산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학생들 각자의 지역 이미지 점수를 측정하였다. 5점 척도나 7점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6점 척도인 짝수 척도로 구성한 이유는 깊게 사고하지 

않고 가운데 값으로 응답해버리는 학습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응답이 가운데 점으로 몰리면 자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7개 

문항의 값을 모두 합한 총점으로 통계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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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요인별로 통계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관련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으며, 

사용되는 단어에 있어 초등학교 6학년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이에 적

합한지 검토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지역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적

합성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 초등교사 2인과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2인의 검토를 받았다. 

2차례의 예비 실험을 수행하여 학습자의 시각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단어 및 문장의 이해수준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어휘, 문맥상

의 문제점을 수정하였다. 이에 근거한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

사 도구를 확정하였다.

   

   

라. 흥미도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형성된 흥미도를 측정하기 위한 흥미도 측

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흥미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정원영(2011)이 사용

한 흥미도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를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수업 상황과 러시아라는 본 실험의 학습 내용에 있어 적합하도록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의 흥미도를 묻는 문항은 총 7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 

질문 형식 차이에 따른 응답자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동일한 질문 형식

을 취하였다. 또한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6점, ‘그렇다’5점, ‘조금 그렇다’ 4점, ‘조금 그렇지 않

다’ 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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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양자택일로 나누어 학습자의 단편적인 흥미를 알아보기 보다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흥미를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였다.  

또한 6점 척도인 짝수 척도로 구성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운데 값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응답이 가운데 점으

로 몰리면 자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7개의 문항의 값을 모두 

합한 총점으로 통계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각각의 요인

별·문항별 통계 및 분석도 실시하였다.

  흥미도 문항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주 하위 요인별로 지역

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 3개, 학습에 대한 의욕을 묻는 문항 3개, 

실제 경험에 대한 의지를 묻는 문항 2개로 구성하였다(정원영, 2011).  

이러한 주 하위 요인별로 러시아에 대한 본 학습 내용의 경우에 적합하

게 변형하여 개발하였다.

  지역이미지 측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 흥미도 설문지는 관련 연

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흥미도를 측정하기 위한 적합성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 초등

교사 2인과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원생 2인의 검토를 받았다. 2차례의 예비 실험을 수행하여 학습자의 시

각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어휘, 문맥상의 문제점을 수정하였

다. 이에 근거한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사 도구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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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실험 절차

  실험은 평소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실험 텍스트 해

결 및 설문 작성은 개별로 참여하게 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생애 동안 

러시아에 다녀온 경험이나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에 대하여 묻는 사전 설

문지에 답하였으며, 그 결과 러시아에 다녀왔거나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학생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무작위(random assignment)로 자신이 할당받은 텍스트 유형에 

따라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텍스트를 

읽고 학습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다. 이어서 지역이미지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과 지역에 대한 흥미도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총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내외였으며, 설문에 응답하지 않더라

도 성적 등에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설문 문항 작성 결과를 무기명으로 

제출함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이 때 중립 텍스트를 받은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마인드풀니스가 적용

되지 않은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 내용의 사실 확인 활동에 해당하는 학

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대조되는 처치집단에게는 ‘지금-

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를 읽은 후, 지금 여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직

접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학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

써 마인드풀니스의 적용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텍스트의 주제는 자연지리 주제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백야(white 

night) 현상과 인문지리 주제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발레(ballet) 문화로 

구성하였다. 이 때 각 주제별로 텍스트는 마인드풀니스 적용 여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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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텍스트의 주제로 러시아의 백

야 현상과 발레 문화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에 

러시아에 대한 학습 내용이 실려 있어 가능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이 실험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아 처음 접할 

만한 주제로 선정하고자 함이었다.

 

  본 실험에 앞선 예비 실험은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에 걸쳐 

경기도의 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예비 실

험 후 SPSS 통계 프로그램의 정규성 검정과 t-검정(t-test)을 시행하

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하

고 있는 대학원생 2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를 받아 텍스트와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실험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경기도와 서울시의 

지역이 서로 다른 3개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후, 실험 설문지를 수합하였

다.

4. 분석 방법

 

  가설 1과 2를 분석함에 있어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으며, t-검정(t-test)을 활용하였다.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와 중립 텍스트 자료를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각 자연 지리와 인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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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연구 개요 분석 방법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자연지리/인문지리 주제별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 지역 이미지

t-검정(t-test)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자연지리/인문지리 주제별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 흥미도

t-검정(t-test)

리의 텍스트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하위 요인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가설별 통계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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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사례수(n) 비율(%)

성별
남자 119 51.7

여자 111 48.3

나이 13세 230 100

지역

경기도 성남시 116 50.4

서울시 동작구 63 27.4

경기도 안양시 51 22.2

Ⅴ. 연구 결과

1. 표본의 특성

 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전 설문지의 결과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참여자는 총 230명이며,  

성별은 남자(51.7%), 여자(48.3%)로 나타났다.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

(100%)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50.4%), 서울시 동작구

(27.4%), 경기도 안양시(22.2%)로 나타났다. 

[표 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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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지역 이미지에 미

치는 영향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중립적으로 서술한 텍스트보다 긍정적

인 지역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연지리 주제와 인문지리 주제로 나누어, ‘지금

-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를 받은 집단과 중립 텍스트를 제공받은 집단

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 자연지리 주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자연지리 주제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를 제공한 집단과 중립 집단에 따른 지역 이미지의 차이에 대해 

t-검정(t-test) 분석을 시행한 결과가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연지리 주제 텍스트에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함에 따른 지

역 이미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집

단별로 평균을 비교했을 때 자연지리 주제 텍스트에서 ‘지금-여기 의

식 집중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평균값은 4.176, 중립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평균값은 3.33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에서 자연

지리 주제에 대해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중립적 텍스트보

다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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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p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176 .731

6.531 .000

중립 58 3.335 .643

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재미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071 1.234

3.902 .000

중립 58 3.138 1.317

특별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071 1.305

3.648 .001

중립 58 3.207 1.225

[표 5] 자연지리 텍스트 집단별 지역이미지 비교

  다음으로 1-3을 검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집단 간에 지역 이미지

의 하위 요인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별로 

t-test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재미있다-지루하다’,‘특별하다-

평범하다’,‘아름답다-못생겼다’,‘문화적이다-야만적이다’, ‘기운

이 넘친다-기운이 없다’, ‘안전하다-위험하다’의 하위 요인에서 마

인드풀니스를 적용한 텍스트가 중립적 텍스트보다 긍정적인 지역이미지

를 형성하는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깔끔하다-더럽다’라는 하위 

요인에 서는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자연지리 텍스트 집단별 지역이미지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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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

움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161 1.487

3.185 .002

중립 58 3.328 1.303

문화적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321 1.403

4.390 .000

중립 58 3.103 1.552

기운이 

넘침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304 1.400

4.028 .000

중립 58 3.155 1.631

깔끔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071 1.319

.565 .573

중립 58 3.914 1.636

안전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232 1.160

3.225 .002

중립 58 3.500 1.260

 나. 인문지리 주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인문지리 주제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를 제공한 집단과 설명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중립 텍스트로 처

치된 집단에 따른 지역 이미지의 차이에 대해 t-test 분석을 시행한 결

과가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인문지리 주제 텍스트에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함에 따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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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p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115 .7182

7.686 .000

중립 58 3.234 .4975

역 이미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집

단별로 평균을 비교했을 때 인문지리 주제 텍스트에서 마인드풀니스 적

용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평균값은 4.115, 중립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평균값 은 3.23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에서 인문지리 주

제에 대해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중립적 텍스트보다 긍정

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표 7] 인문지리 텍스트 집단별 지역이미지 비교

  다음으로 가설 1-3을 검증함에 있어 각 집단 간에 지역 이미지의 하

위 요인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별로 

t-test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재미있다-지루하다’,‘특별하다-

평범하다’,‘아름답다-못생겼다’,‘문화적이다-야만적이다’, ‘기운

이 넘친다-기운이 없다’, ‘깔끔하다-안전하다’, 아름답다-못생겼

다’의 하위 요인에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중립적 텍스

트보다 긍정적인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안

전하다-위험하다’라는 하위 요인에서는 [표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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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재미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3.982 1.291

3.585 .000

중립 58 3.121 1.299

특별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017 1.331

3.300 .001

중립 58 3.190 1.370

아름다

움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069 1.362

2.740 .007

중립 58 3.379 1.349

문화적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276 1.196

5.003 .000

중립 58 3.035 1.463

기운이 

넘침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241 1.233

4.282 .000

중립 58 3.138 1.527

깔끔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035 1.311

4.707 .000

중립 58 2.931 1.212

안전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190 1.162

1.627 .107

중립 58 3.845 1.121

[표 8] 인문지리 텍스트 집단별 지역이미지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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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p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092 .899

6.388 .000

중립 58 3.043 .854

3. ‘자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지역 흥미도에 미

치는 영향

 가. 자연지리 주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자연지리 주제 텍스트로 ‘지금-여기 의

식 집중 텍스트’를 제공한 집단과 중립 집단에 따른 지역 흥미도의 차

이에 대해 t-test 분석을 시행한 결과가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연지리 주제 텍스트에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함에 따른 지

역 흥미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집단별로 평균을 비교했을 때 자연지리 주제 텍스트에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평균값은 4.092로, 중립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평균값은 3.04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에서 

자연지리 주제에 대해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중립적 텍스

트보다 긍정적인 지역 흥미도를 형성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

증되었다.   

[표 9] 자연지리 텍스트 집단별 흥미도 비교



- 68 -

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지역에 

대한 

관심도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045 1.44

3.759 .000

중립 58 3.120 1.18

학습에 

대한 

의욕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152 1.16

5.656 .000

중립 58 2.966 1.08

실제 

경험에 

대한 

의지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080 1.34

4.575 .000

중립 58 3.043 1.067

  다음으로 지역 흥미도를 측정하는 하위 요인 별로 집단 간 차이를 비

교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10>과 같이 나타났다. 분

석 결과 지역 흥미도의 하위 요인인 ‘지역에 대한 관심도’, ‘학습에 

대한 의욕’, ‘실제 경험에 대한 의지’ 각각의 요인에서 모두 유의확

률이 .000으로 나타나 자연지리 부문에서 마인드풀니스 적용 텍스트 집

단과 중립 텍스트 집단이 지역 흥미도의 하위 요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흥미도에 대해 문항

별로 분석한 세부 결과는 [표 11]과 같이 나타나 문항별 결과에 있어서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표 10] 자연지리 텍스트 집단별 흥미도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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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관심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3.982 1.763

3.094 .002

중립 58 3.086 1.302

지도에

서 

찾아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017 1.836

3.153 .002

중립 58 3.155 1.361

인터넷

으로 

찾아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179 1.696

4.459 .000

중립 58 2.914 1.315

선생님

께 더 

배우고

자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125 1.596

3.997 .000

중립 58 3.017 1.357

러시아 

여행 

희망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3.982 1.753

3.322 .001

중립 58 3.000 1.389

러시아 

거주 

희망

지금-여기 

의식 집중
56 4.179 1.515

4.116 .000

중립 58 3.086 1.315

[표 11] 자연지리 텍스트 집단별 흥미도 문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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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p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3.960 .963

7.686 .000

중립 58 3.069 .885

 나. 인문지리 주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인문지리 주제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를 제공한 집단과 중립 집단에 따른 지역 흥미도의 차이에 대해 

t-test 분석을 시행한 결과가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인문지리 주제 텍스트에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함에 따른 지

역 흥미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집

단별로 평균을 비교했을 때 인문지리 주제 텍스트에서 마인드풀니스 적

용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평균값은 4.773으로, 중립 텍스트를 읽은 집

단의 평균값은 3.87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에서 인문지

리 주제에 대해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중립적 텍스트보다 

긍정적인 지역 흥미도를 형성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되었

다.   

[표 12] 인문지리 텍스트 집단별 흥미도 비교

  다음으로 지역 흥미도를 측정하는 세부 요인 별로 집단 간 차이를 비

교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13>과 같이 나타났다. 분

석 결과 지역 흥미도의 하위 요인인 ‘지역에 대한 관심도’, ‘학습에 

대한 의욕’, ‘실제 경험에 대한 의지’ 각각의 요인에서 모두 유의확

률이 .000으로 나타나 인문지리 부문에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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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지역에 

대한 

관심도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3.971 1.303

3.736 .000

중립 58 3.086 1.257

학습에 

대한 

의욕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000 1.207

4.511 .000

중립 58 3.035 1.096

실제 

경험에 

대한 

의지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3.905 1.326

3.624 .000

중립 58 3.086 1.097

트’ 집단과 중립 텍스트 집단이 지역 흥미도의 하위 요인에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흥미도에 

대해 문항별로 분석한 세부 결과는 [표 14]와 같이 나타나 문항별 결과

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표 13] 인문지리 텍스트 집단별 흥미도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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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관심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3.98 1.763

3.094 .002

중립 58 3.086 1.302

지도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017 1.836

3.153 .002

중립 58 3.155 1.361

인터넷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179 1.696

4.459 .000

중립 58 2.914 1.315

선생님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125 1.596

3.997 .000

중립 58 3.017 1.357

러시아 

여행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3.982 1.753

3.322 .001

중립 58 3.000 1.389

러시아 

거주

지금-여기 

의식 집중
58 4.179 1.515

4.116 .000

중립 58 3.086 1.315

[표 14] 인문지리 텍스트 집단별 흥미도 문항 비교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과서 텍스트를 통한 세계지리 학습에서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의 사용이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흥미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연지리 주제와 인문지리 주제

를 불문하고 모두 효과가 입증된 점은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가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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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 논의 

1. 요약 및 결론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는 지금, 여기(now, here)’에 집중하는 

매 순간 순간의 알아차림을 뜻하는 것으로, 동양의 선불교에서 기원한 

이 개념은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인한 시대적 필요에 의하여 미국을 미

롯한 서양권으로 넘어와 심리학적 식견과 뇌 과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뇌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

쳐 그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인드

풀니스를 지리교육 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가속화에 따라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세계지리 교육은 그 필요성과 중요

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텍스트(text)는 학습자들에게 많은 교육적 영

향을 미치는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세계지리 교육을 위한 

지리 텍스트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세계지리 교육의 목표인 

세계시민으로서 걸 맞는 안목과 덕목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미지

(regional image)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높은 흥미도(interest)를 갖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인드풀니스와 세계지리 교육, 지역 이미

지, 흥미에 대하여 선행 연구들을 탐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리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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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개발의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지금

-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중립적인 텍스트보다 지역 이미지와 흥미

도 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험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금

-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는 마인드풀니스의 개념에 따라 ‘지금’, 

‘여기’, ‘의식 집중’의 3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개발하였

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에 현지 답사(field investigation)를 다녀와 텍

스트를 제작하였다. 자연지리 주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자연지리 주제 – 중립 텍스트, 인문지리 주제-‘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인문지리 주제 - 중립 텍스트의 총 4가지 유형의 텍스트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 전에 예비 실험(pilot test)을 진행하였으

며, 실험에 있어 학습자들은 무선 배정(random assignment)된 텍스트

로 학습을 진행한 후,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에 응

답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는 SPSS 프로그램의 t-검정(t-test)를 사용

하여 통계 및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 가설과 함께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설명식의 중립 텍스트보다 

지역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실험 결과 유

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자연지리 주제인 ‘백야’현상에 대한 텍스트

를 배정받은 경우와 인문지리 주제인 ‘발레’문화에 대한 텍스트를 배

정받은 경우에 상관없이 모두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지역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지역 이미지의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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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자연지리 텍스트의 경우 ‘깔끔하다-더럽다’

문항, 인문지리 텍스트의 경우에는‘안전하다-위험하다’문항에 있어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외의 6가지 문항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둘째,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설명식의 중립 텍스트보다 

흥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실험 결과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자연지리 주제인 ‘백야’현상에 대한 텍스트를 배

정받은 경우와 인문지리 주제인 ‘발레’문화에 대한 텍스트를 배정받은 

경우에 상관없이 모두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흥미도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흥미도의 하위 요인인 지역에 

대한 관심도’, ‘학습에 대한 의욕’, ‘실제 경험에 대한 의지’별로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자연지리 텍스트와 인문지리 텍스트에 상관없이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흥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 검증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는 설명식의 중립 텍스트 

자료보다 지역 이미지 형성과 흥미도 증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리 텍스트에 마인

드풀니스가 적용되었을 때 학습자의 내면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지 

절차 흐름도를 개발하였다.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학습자

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 의식을 또렷이 집중하도록 도

움으로써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무의미한 에너지 사용을 막아, 정신 

및 인지 기능의 강화를 가져오는 내적 과정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지

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의 긍정적 효과 입증은 세계지리 학습이 날

로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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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뇌 과학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서 긍정적인 효과가 활발히 검증되고 있는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연구 범

위를 지리교육 분야로 확대·심화시켰다는 연구로써의 의의를 갖는다

(Fox et al., 2014; Lazar et al., 2005; Kabat-Zinn, 2005, 2011).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연구가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마인드풀니스를 지리 교육과 연계하여 학습 효과의 

고취 방법을 검증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효과적인 세계지리 교육을 위하여 마인드풀니스 텍스트의 개발

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세계지리 텍스트의 내용 구성 방식에 

있어 설명식 중립 텍스트보다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가 더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본 실험을 통하여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이미지 형성과 흥미도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

는데, 세계지리 교육의 목표인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높은 흥미도가 요구되므로(Abilock, 2006; Banks,2006; 

Lee and Ryu, 2013),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의 개발이 세계

지리 교육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

서는 대부분 설명식의 중립 텍스트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의 개발은 효과적인 세계지리 교육을 

위한 대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 77 -

  셋째, 정보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TV, 인터넷 등의 매체들을 통하여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는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

황 속에서(송언근·김재일, 2002; 임석희, 2008; 이하령, 2007; 고아

라, 2006; 이정화, 2005) 본 연구 결과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금

-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는 뇌 과학적 효과에 의하여 디폴트 모드 네

트워크의 지나친 활성화를 막고 지리 텍스트 내용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Kugaya, 2016), 이미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며 보다 더 학습자

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마인드풀니스를 사회과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실제 

교실 현장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

트’의 예시를 교육과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세계지리 학습 단원의 모든 학습 내용에 대

하여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효과적인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의 개발을 위하여서

는 현장 답사도 필요하고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개발해

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지리 학습 부분에 있어 교육 현장에서 마

인드풀니스 전략을 적용한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자료를 손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예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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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 있어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후 연구에서 마인드풀니스가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 외에 지리

교육의 다양한 성취 요소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의 명료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 변

인을 지역 이미지와 흥미도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독립 변인에 다른 개

념을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해 볼 수 있겠다. 독립 변인에 다른 개념을 

설정하여 진행한다면 이러한 추후연구는 본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하거나 

보다 강화시켜줄 것이다.

  둘째, 표집 수를 증가시키고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실험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본 실험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다소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의 실험 연구에서 전국적

인 단위의 표집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게 따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다른 지역의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보길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 주제가 되는 나라로써 ‘러시아’를 선정하

였는데, 보다 다양한 나라들을 주제로 하여 실험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

다.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 걸쳐 마인드풀니스 지리 텍스트의 긍정적인 

효과가 밝혀진다면, 본 연구 결과에 보다 힘을 실어줄 것이며,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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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사전 검사지 

 ♠ 아래의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체크(V) 표시를 해주세요.

 모든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시험이 아니니 부담 없이 편안하고 솔

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여러분은 러시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있다면 몇 번 다녀왔습니까?         번

3. 여러분은 외국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외국에서 살았다면 어느 나라에서 얼 만큼 살았습니까?

  살았던 나라 :            살았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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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동쪽과 서쪽의 시간이 약 11시간이나 차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영토가 넓은 나라인 만큼 러시아 지역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지역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북극 주변의 고위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대부분의 영토인 북극 주변의 고위도 지역은 여름철에 밤이 

되어도 해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밤이 되어도 해가지지 않는 현상을 

‘백야 현상’이라고 합니다. 위도 약 48˚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데, 이는 지구의 자전축이 

약 23.5˚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자전을 하다보면, 북극지방은 여름철에 태양 쪽으로 기울게 

되고 이에 따라 밤에도 계속 낮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상

트페테르부르크는 여름철에 이러한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곳

입니다. 이렇게 밤이 되어도 해가지지 않는 기후 환경 덕분에 러시아를 

여름철에 여행하는 경우 많은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여름철에 밤이 되어도 해가지지 않는 현상을 □□ 현상라

고 합니다.

러시아는 동쪽과 서쪽의 시간이 약 □시간이나 차이나는 세계에서 가

장 큰 나라입니다.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의 □□□이 23.5˚ 기울어져 있

기 때문입니다.

[부록 2-1] 중립 텍스트 (자연지리 : 백야 현상)

※ 다음의 글을 읽은 후, 물음에 답해봅시다. 

♠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봅시다.

                                                                    

                                                                    

                                                                    

♠ 이 글을 읽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그대로 채워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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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여행을 하는 중입니

다. 관광책자에 러시아는 동쪽과 서쪽의 시간이 약 11시간이나 차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영토의 대부분이 북극 주변의 고위도 지역으

로 이루어져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금 비행기에서 내려 밤이 되었는데도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서 깜짝 

놀랍니다. 어떤 여행객은 오후 5시인데도 햇빛 때문에 양산을 쓰고 호들

갑을 떨며 지나갑니다. 저녁 8시인데도 거리가 대낮처럼 밝아 길거리에서 

마음 놓고 예쁜 기념품도 골라 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북극 주변의 

고위도 지역에서 여름철에 밤이 되어도 해가지지 않는 현상을 ‘백야 현

상’이라고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위도 약 48˚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데, 이는 지구의 자전축이 

약 23.5˚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상

태로 자전을 하다 보니, 북극지방은 여름철에 태양 쪽으로 기울게 되고 

이에 따라 밤에도 계속 낮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여행하고 있어 참 좋습니다. 밤이 

되어도 밝은 기후 환경 덕분에 보다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록 2-2]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자연지리 : 백야 현상)

※ 내가 지금 이곳에서 러시아 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다음의 

글을 읽은 후, 물음에 답해봅시다.

♠ 밤이 되었는데도 해가지지 않아 온 세상이 밝다면 나의 기분은 어떨

까요?

                                                                  

♠ 저녁 8시인데도 거리

가 대낮처럼 밝아 길거리

에서 기념품을 고르고 있

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

하며 간단히 그림으로 표

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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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발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문화예술입니다. 발레는  

주제와 줄거리를 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무용만으로 표현하는 극무용으

로, 독자적인 토(toe ; 발끝으로 서기) 기술을 가집니다.

  발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서양의 발레는 러

시아의 고전 발레를 기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세기에 들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무용 학교가 설립되었고, 그것이 마린스키 극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아울러 1825년에는 볼쇼이극장도 개장해 러시아는 점점 

발레의 중심 국가로 입지를 다져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세기 

후반 발레 쇠퇴기에 러시아가 홀로 전성기를 누리기에 이릅니다. 

  세계 5대 발레단의 하나인 키로프 마린스키 발레단은 마린스키 극장 

소속의 고전 발레단으로 25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발레단입니

다. 섬세하고 고전에 충실한 발레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마린스키 극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발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레 음악을 작곡한 최초의 사람은 러시아의 작곡가인  차

이콥스키입니다. 차이콥스키는 세계 3대 발레곡인 <백조의 호수>, <호

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등 현재까지 전해 오는 대부분의 

발레곡을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발레 음악을 작곡한 최초의 사람은 □□□□ □□입니다.

 러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예술인 극무용은 □□입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세계적인 발레공연 극장은 □□

□□ 극장입니다.

[부록 2-3] 중립 텍스트 (인문지리 : 발레)

※ 다음의 글을 읽은 후, 물음에 답해봅시다. 

♠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봅시다.

                                                                    

                                                                    

♠ 이 글을 읽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그대로 채워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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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세계

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문화예술인 발레 공연을 감상할 생각에 매우 설렙니다. 

어머니께서 ‘발레’는  주제와 줄거리를 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무용만으로 표현

하는 극무용으로, 독자적인 토(toe ; 발끝으로 서기) 기술을 가진다고 알려주십니

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나는 마린스키극장에서 발레 공연의 시작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을 기다리며 어머니께서는 발레가 이탈리아와 프랑스

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서양의 발레는 러시아의 고전 발레를 기본으로 발전하

였다고 하십니다. 19세기에 들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설립된 무용 학교가 현재의 

마린스키극장이며, 1825년에는 볼쇼이극장도 개장하어 마침내 19세기 후반 발레 

쇠퇴기에 러시아가 홀로 전성기를 누리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와있는 마린스키 극장 소속의 키로프 마린스키 발레단은 세계 5대 

발레단의 하나이며 25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발레단이기에 공연의 수준

이 참 기대가 됩니다. 마린스키 극장의 발코니 석에서 관람한 하얀색 발레복

을 차려입은 무용수들의 발레 공연은 참 멋집니다.

 발레에 맞춰 들린 음악이 음악시간에 들었던 곡 같아 관심이 갑니다. 어머니께

서는 본격적인 발레 음악을 작곡한 최초의 사람이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라

고 하시며, 차이콥스키는 세계 3대 발레곡인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

형’,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등 현재까지 전해 오는 대부분의 발레곡을 만들

었다고 알려주십니다.

[부록 2-4] 지금-여기 의식 집중 텍스트 (인문지리 : 발레)

※ 내가 지금 이곳에서 러시아 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다음의 

글을 읽은 후, 물음에 답해봅시다.

♠ 내가 지금 러시아에서 발레 공연을 보고 있다면 나의 기분은 어떨까요?

                                                                         

         

♠ 발레 공연을 감상하고 있

다고 상상하며 떠오르는 이미

지를 간단히 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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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루하다

특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평범하다

아름답다 ① ② ③ ④ ⑤ ⑥ 못생겼다

문화적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야만적이

다

기 운 이 

넘친다
① ② ③ ④ ⑤ ⑥

기 운 이 

없다

깔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더럽다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위험하다

[부록 3] 지역 이미지 설문지 (공통 설문)

♠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러시아에 대하여 내가 받은 인

상을 다음 각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체크(V) 표시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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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내용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글을 읽고 이

전보다 러시

아에 대한 관

심이 생겼습

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2

러시아를 지

도에서 찾아

보고 싶은가

요?

① ② ③ ④ ⑤ ⑥

3

러시아에 대

해 인터넷에

서 자료를 찾

아보고 싶은

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4

선생님께 러

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가

요?

① ② ③ ④ ⑤ ⑥

5

기회가 된다

면 러시아를 

여행해 보고 

싶은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6

기회가 된다

면 러시아에

서 살아 보고 

싶은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부록 4] 흥미도 설문지 (공통 설문)

♠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V) 표시를 해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



- 107 -

Abstract

The Effect of ‘Now-Here Consciousness Concentration Text’ 

on Regional Image and Interest 

- Focusing on Effect of Mindfulness -

Hye Jeong Nam 

Geography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e days, globalization that building a huge network is 

accelerating as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For this reason world geography education becomes important 

more and more. So learners should cultivate the insight and the 

virtue of the age of globalization effectively. And for this, 

positive regional image and higher academic interest about 

another country and specific region are required.

 

  The mindfulness is actively applied in various fields as 

revealed brain science effects of it. In the studies conducted by 

Langer et al(2009), it revealed the effects of mindfulness by 

appling mindfulness in a text. But there are not many studies 

applying it to geography text. So this study tried to 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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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mindfulness has a positive effect of regional image and 

interest. 

  Among main concepts of mindfulness, the elements that  

‘now’, ‘here’ and ‘concentration of consciousness’ applied 

geography text. In this way, this study developed ‘here-now 

concentration of consciousness text’. And for development of  

text that effectively apply mindfulness, ‘now-here 

consciousness  concentration text’ was developed after field 

investigation in Russia.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on 230 students in Grade 6 in 

Gyeonggi-do and Seoul Province. The texts was provided in 4 

types : physical geography subject - ‘now-here consciousness  

concentration text’, physical geography subject – neutral text, 

human geography subject – ‘now-here consciousness  

concentration text’, human geography subject – neutral text. 

Participants in the study responded to questions that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four text types. Finally they 

responded to questions that measure the regional image and 

interest after reading the test and solving the learning problem.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experiment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y were studying other countries, the students 

who studied with the’ now-here consciousness concentration 

text’ showed having more positive regional image and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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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terest than the students who studied with neutral 

text. Second, ‘now-here consciousness concentration text’  

regardless of physical geography subject or human geography 

subject, revealed making more positive regional image and higher 

academic interest than the neutral text.

 

  Considering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is study, ‘now-here 

consciousness concentration text’ can form positive regional 

image and enhance academic interest will be a new indicator for 

the improvement of geograph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o 

it is necessary to apply mindfulness strategy when developing 

elementary school world geography texts. The now-here  

consciousness concentration text will make positive regional 

image and have high academic interest. And this will make it 

possible that effective world geography education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keywords : mindfulness, mindful learning, world geography 

education, text, regional image, Academic interest, interest

Student Numbes : 2017-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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