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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eb-based GIS, and to the recent emphasis on geospatial service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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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리공간서비스, 테크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공간서비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로지 교수내용지식, 사회 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리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적 구성주의, 구글맵스
지리공간기술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데스크톱 GIS, 웹 기반

GIS를 거쳐 최근에는 지리공간정보에 특화된 지리공간서비스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지리공간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지리공간서비스를 교육적 맥락에서 논의하기 위한
기반으로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과 사회적 구성주의에 주목하였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리공간서비스의 일종인 구글맵스를 활용하여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목표기반시나리오 기반 학습모듈을 제안하였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한 협력적 교
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보고서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si_l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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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눈부신 발전은 사회 전
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학교 교육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ICT의 발전을 교육 혁신의 추동력으로 삼
아야 하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최소한 ICT의 최근 발전에 조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 활동이 허락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
통신기기(데스크톱, 랩톱, 테블릿, 팜톱, 스마트폰 등)를 통해 접근 가능한 웹-기반 혹
은 앱-기반 정보서비스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나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가장 지속가능한 ICT 활용 수업 혁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리 교과의 측면에서 중요한 웹-기반 혹은 앱-기반 정보서비스는 지리공간서비스
(Geospatial Services, 이하 GSS)이다. GSS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PS(Global Positioning Systems), RS(Remote Sensing) 등으로 구성되는 지리공간기술
(Geospatial Technologies, 이하 GST)에 기반하여 구축된, 지리공간정보에 특화된 정보
서비스를 의미한다. GSS는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인 예가 구글맵스(Google Maps)와 구
글어스(Google Earth)이며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도 이 범주에 속한다.
GST/GSS를 중고등 지리교육과 결합하려는 시도는 지리교육학 연구에서 가장 활
발하게 진행되어 온 연구주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리교육 저널 중 하나인 Journal of Geography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10편의
논문 중 6편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GST/GSS 활용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정교한 분석과 지속가능한 제안을 통해 주창한 논문은 많지 않으며, 이것이
GST/GSS의 잠재력이 제한적으로만 발현되어온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Baker et
al., 2015). 이제까지 GST/GSS의 교육적 적용 변천과정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큰 그
림 속에서 그것의 교육적 가능성을 논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우리나
라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논한 연구도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S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지리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문제는 GSS를 활용하는 데에도 다양한 방식
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어떤 GSS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그 GSS를 어떠한 지리교육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어떠한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구명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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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에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현장 채택성 및 그것의 지속가능성이다.

II. 교육적 맥락에서 GST의 진화

A. 데스크톱 GIS의 교육적 가능성
GST를 교육에 도입하려는 전략의 시작은 지리학자들이 이용하는 ArcGIS와 같은
데스크톱 GIS를 이용하는 것이었다(Bednarz and Ludwig, 1997; Wiegand, 2003;
Wigglesworth, 2003). 전문 연구자들의 분석 도구로만 생각되던 GIS를 교육에 도입하
기 위해서는 그것이 학습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했다. 이
런 견지에서 데스크톱 GIS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된 기초 연구들은 GIS를 이용했을
때 다양한 공간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예
컨대, Lee and Bednarz(2009)는 GIS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이 다른 지리학 강좌를 수
강한 학생들보다 공간적 개념 이해 및 기능의 향상에 있어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보고
하였다. Kim and Bednarz(2013b)는 이러한 결과를 확장하여 GIS 수업이 패턴 인지,
공간적 묘사, 시각화, 공간적 개념 사용, 공간적 도구 사용이라는 다섯 가지의 하위영
역으로 구성된 공간적 습관(spatial habits of mind)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Kim and Bednarz(2013a)는 GIS 학습이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데이터나 사고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는 비판적 공간사고력(critical spatial
thinking)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Kim and Bednarz(2013a)가 개념화화
한 비판적 공간사고력은 공간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그 출처나 수집과정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data reliability),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적
개념과 기능을 논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spatial reasoning), 그리고 자신의 주
장이나

문제해결의

타당성과

제한점을

공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능력

(problem-solving valid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데스크톱 GIS를 기반으로 한
교육은 학생들의 공간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데스크톱 GIS는 강력한 분석과 시각화 기능을 기반으로 문제기반학습, 탐구기반학
습, 프로젝트 학습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Summerby-Murray, 2001;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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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Demirci, Karaburun, and Ünlü, 2013). Drennon(2005)은 학생들로 하여금 텍사
스 주 샌안토니오에 새로운 학군을 추가하기 위해 지역을 어떻게 재분할해야 할 것인
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은 새롭게 형성될 각 학
군의 인구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기 위해 GIS를
이용했다. 이처럼 실제 세계의 문제를 GIS를 이용해 해결하면서 학생들은 지리적 개
념을 적용하고 테크놀로지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Kolvoord(2008)는 고등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Geospatial Semester를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제(예: GIS를 이용하여 도시의 교통 네트워크 지도화
하기, 사고 발생 시 대피 계획도 만들기, 홍수의 원인이 되는 불투수층 파악하기)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GIS를 이용해 공간 분석을 실시하고 실세
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Demirci, Karaburun, and
Ünlü(2013)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GIS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조별 프로젝트 활
동을 통해 학생들은 도시의 거리가 장애인 보행에 적절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조
사하고 소음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시에 쓰레기통이 충분히 설치되
어 있는지 조사하기도 하였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
련 문헌을 조사하며 GIS의 다양한 기능을 습득하는 등 여러 분야에 있어 효과적인 학
습에 임할 수 있었다. Shin(2006)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GIS 학습모듈을 개발하
였다. 이 모듈은 지평확대모형과 역사와 지리의 통합이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개발되
었는데, 콜롬비아시→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미국으로 스케일을 확대하면서 각 연구
스케일에서의 지역변화, 교통 및 인구 변천 등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이 학습모듈을 이용한 학생들의 지리학 내용 지식이 향상되었고 지도 관련 기능도 발
달되었다.
데스크톱 GIS는 강력한 분석과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여 학생들은 마치 지리학자처
럼 심도 깊은 지리탐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연구자들이 리서치를 수
행하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행하기도 하고 그 결과를 그럴듯한 지
도로 표현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데스크톱 GIS는 교육적 도구로서
의 가능성을 증명하였고 이를 교육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데스
크톱 GIS는 그것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싼 소프트웨어, 높은 하드웨어 사양, 어려
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문제로 애초의 기대만큼 교육현장에 도입되지 못하였고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인지수준과 현실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
지게 되었다(Milson and Earle, 2007; Kim et al., 2013).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많은
연구는 웹 기반 GIS의 활용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리공간서비스의 교육적 함의와 교수학습 모델 개발

5

B. 웹 기반 GIS로의 진전
데스크톱 GIS는 그 강력한 분석과 시각화 기능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적 맥락, 특히 중고등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Baker et al., 2009; Kim et al., 2013). 이에 연구자들은 ArcGIS와 같은 비싸고 전문적
인 소프트웨어 대신 인터넷 연결을 통해 좀 더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웹 GIS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Baker, 2005; Doering and Veletsianos, 2007; Milson
et al., 2007; Harris et al., 2010). 이 과정에서 다양한 웹 GIS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개발되고 적용되었다.
Bodzin and Anastasio(2006)는 인간 활동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실제 세계
의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학습할 수 있는 하천교육 웹 GIS를 개발하였다. 이 모듈을
통해 학생들은 지리학자들이 환경을 연구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Henry and Semple(2012) 역시 학생들이 수질 조사와 탐구에 이용할 수 있는 H2O
Mapper라는 온라인 GIS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 학생들은 특정 지
점의 수질 정보를 입력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토지피복과 같은 데이터도
함께 살펴보면서 다양한 변수와 수질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탐구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천의 오염과 그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Henry and Semple은 자신들의 웹 GIS 모듈이 데스크톱
GIS에서

필요한

기능만을

추출하여

만든,

Marsh

et

al.(2007)이

주창한

"경량

GIS(minimal GIS)"를 구현하려는 노력이었고 이러한 전략이 앞으로의 GIS 교육이 나
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웹 GIS의 교육적 효과는 하천교육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걸쳐 보
고되었다. Milson and Earle(2007)는 Globalis와 같은 웹 GIS를 이용해 아프리카가 직
면한 다양한 현안의 시급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학습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여러 국가의 대표가 되
어 에이즈와 같은 질병, 지속적인 가뭄과 토양침식, 기근의 만연과 영양부족, 내전과
폭력, 성차별과 민주주의 미확립 등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리고 토론과 관련된
상황을 웹 GIS를 통해 지도화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주제
를 선택하고 GIS를 통해 스스로 내용을 구성하는 재량권이 주어진 이러한 학습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이 수업을 통해 문화적 인식을 고양하고 자신과 멀
리 떨어진 국가의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Kim et al.(2013)은 인구
분포를

단계구분도로

시각화하고

인구이동을

유선도로

나타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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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WS(Population Migration Web Service)를 개발하였다. PMWS는 통계청 데이터와
연계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적 맥락에서 인구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유선
도를 그릴 수 있는 최초의 웹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이 웹 GIS를 사
용한 학생들은 그 이용법을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었고 지리 수업에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Mui et al.(2015)은 학생들이 학교의 컴퓨터실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나 GIS 및 원격탐사 실습을 해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하였다. 개발된 온라인 도구의 이용은 자율에 맡겨졌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것을 활용하여 성적을 향상시켰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이해 속도에 따라 실습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는 다양한 수
준과 학습 스타일의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학
생들은 온라인 GIS 플랫폼이 사용하기 쉽고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사한 견지
에서 Clark et al.(2007) 역시 웹 GIS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Clark et al.의 웹 기반
GIS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통적 데스크톱 GIS를 이용한 학생들보다 실습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에 걸쳐 웹 기반 GIS를 교육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데스크톱 GIS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GST를 다양한 학
령의 학습에 이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웹 GIS의 개발을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고 개별적인 웹 GIS들의 인터페이스들이 통일된 형태를 가
지고 있지 않기에 이를 학습하기 위한 시간 또한 필요하다. 이에 최근에는 대중들에
게 일반화된 GSS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C. GSS의 활성화
웹 기반 GIS는 데스크톱 GIS의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면서 GST를 교육에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웹 GIS가 이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누군가가 플
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지리교육을 위한 웹 GIS의 개발은 내용적 요소를 위한 지리학
적 전문성과 기술적 구현을 위한 공학적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또 다른 현
실적 문제점 중의 하나는 많은 웹 GIS 플랫폼들이 개발된 후 서버 유지가 제대로 되
지 않아 일화적인 소개 후 사양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이다(Manson et al.,
2014). 이에 최근에는 구글어스, 구글맵스, ArcGIS Online과 같은 GSS1)를 이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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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은 전문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를 진행하고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웹 GIS보다 보수와
유지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그 사용이 보편화되어 파급
력과 적용 가능성이 높다(Schultz et al., 2008; Thomas-Brown, 2011; Yu and Gong,
2012).
여기서는 GSS의 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다양한 연구들에 대
해 논의한다. Patterson(2007)은 구글어스가 ArcGIS와 같은 전문가의 도구보다는 그
기능에 있어 제한적이지만 쉬운 인터페이스와 수용할만한 분석적 기능의 지원으로 교
육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Patterson의 논문은 연구자들이 구글
어스와 같은 GSS의 교육적 활용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주요한 계기 중 하나가 되었
으며 이후 관련 연구가 이어졌다. Schultz et al.(2008)은 구글어스와 같은 디지털 글로
브가 공간 관계를 시각화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답하기 어려운 공간적 질문을 탐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보았다. 예컨대, “지난달 이곳에서 100km 이내의 지역에
몇 번의 지진이 발생했는가?”와 같은 질문은 구글어스와 같은 공간적 도구가 아니면
탐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Schultz et al.의 주장이다. 구글어스를 통해 학생들은 지리적
질문을 하고, 지리적 자원을 획득하며, 지리적 정보를 분석하고, 마침내 지리적 행동
을 할 수 있다.2) Demirci, Karaburun, and Kılar(2013)는 해안지형을 분석적으로 탐구
할 수 있는 구글어스 기반의 학습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이 학습모듈
을 좋아했으며 사후 내용 테스트에서 의미 있는 이해력 향상을 보였다. Zhu et
al.(2016)은 지리적 문해력의 기초로서 위치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글어스를 이
용해 위치 지식을 테스트하고 이 과정에서 학습도 가능하게 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모듈은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종이 설문지나 테스트와 달리 반복적으
로 적용되고 학습에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GSS는 Thomas-Brown(2011)의 연구에서처럼 학생들의 방과 후 지리 동아리 활동
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Thomas-Brown은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으로 역할하기 위해
지리적 문해력이 필수적이라 주장하며 정규 수업의 연장선에서 구글어스와 구글맵스
를 이용해 지역사회를 탐색하는 활동, 심상지도를 그린 후 그것을 위성영상과 비교하
는 활동, 소설 속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GSS를 생

1) 지리공간서비스를 웹 기반 GIS의 일부로 포함시켜 논의하는 연구자들도 존재한다(예: Schultz et al.,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리공간기술 관련 정의를 좀 더 세분화하고 지리공간서비스의 편리성, 대
중성 등에 주목하여 이를 특화된 형태의 서비스로 정의한다.
2) 구글어스나 구글맵스 등을 이용해 사용자는 자신만의 텍스트, 사진, 그림 등을 자유롭게 매쉬업할 수
있어 상호작용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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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으로 이용하면서 지리적 지평을 확대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문화적 이해 및 인식
을 증진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동아리에서 배운 지식을 정규 수업 시간과 자
신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Hong(2014)은 ArcGIS Explorer Online
과 구글어스에 기반한 학습모델을 개발했는데 이 연구에서의 주안점은 실제 모듈을
사용할 교사들의 참여였다. 다시 말해, 개발 과정에서부터 모듈을 사용할 교사들의 의
견과 필요를 반영하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교사들은 익히기 쉽고 수업에 적용하기
용이한 지리공간서비스 기반의 학습모듈이 개발되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실제 개발된
모듈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GSS는 다양한 형태로 이
용될 수 있는데, Martínez-Graña et al.(2013)은 구글어스 영상에 다양한 주제도를 중
첩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Bradley et al.(2011)은 클라우딩 기
술에 기반한 구글 퓨전테이블이 구글어스와 결합되어 위성영상을 효과적으로 시각화
하고 협동적 탐구를 지원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GSS를 교육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김민성·유
수진(2014)은 GST를 이용하는 목표기반시나리오 학습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모듈의
주요한 내용은 구글어스의 고도 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형을 이해하거
나 스트리트뷰 기능을 활용하여 경관을 파악하고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이
모듈은 실제 초등학생들에게 적용되었는데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였다. 김민성·이창호(2015)의 연구에서 학
생들은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관악산의 등산로를 개발하는 프
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관악산의 지형, 지역사회 참여 지리학,
Web 2.0과 같은 학술적 개념을 학습했을 뿐만 아니라 실세계의 문제에 참여하고 지
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물을 산출하였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구글맵스에 매쉬
업되어 인터넷 연결만으로도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요컨대, 구글어스, 구글맵스 등으로 대표되는 GSS는 웹 기반 GIS의 편리성을 가지
고 있으면서 대중들이 개별 웹 GIS보다 그 인터페이스에 훨씬 익숙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여러 연구
자들이 GSS를 이용한 학습모듈을 개발하고 그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GST의 교육적
이용과 관련된 연구는 GSS를 더욱 활발하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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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GSS의 교육적 도입을 위한 이론적 기반

A.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연구자들은 GST의 교육적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에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이런 고민 속에서 강조되는 점은
GST를 교육에 이용하는 것은 그것의 테크닉을 습득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이다.
Sui(1995)가 주장한 것처럼 지리교육에서 GST를 이용할 때에는 그것을 활용해 사고하
고 탐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GST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학습을 위한 효과
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GST를 교육에
이용하려는 시도들은 “GIS에 대해 가르치기(teaching about GIS)”가 아닌 “GIS를 이
용해서 가르치기(teaching with GIS)”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에 관심을 가진다(Bednarz
and Bednarz, 2008; Kerski, 2008; Hammond and Bodzin, 2009).
이러한 견지에서 지리교육학자들이 주목하는 개념이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이
다. Shulman(1986)은 교과교육학의 전문성을 개념화하면서 교육학적 지식과 각 분과
학문의 내용지식을 생산적으로 결합한, 가르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수내용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교수내용지식에 최근 교
육계에서 관심이 높아진 테크놀로지 요소를 더한 것이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
식은 GST 자체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과 교육학적 이론 등을 유
기적으로 결합하는 개념이다(Mishra and Koehler, 2006).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내용학(지리학) 지식, 교육학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은 각각의 교집합 부분에서 독
특한 전문적 역량을 필요로 하고 이들이 모두 결합된 것이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
인 것이다. 교수자는 학습내용에 따라 협동학습이나 탐구학습 등 가장 적합한 교수‧학
습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데스크톱 GIS와 같은 GST, 구글어스나 구글맵스와
같은 GSS 등을 포함한 다양한 테크놀로지 중 자신이 선정한 교수‧학습방법을 가장 효
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 또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은 GST를 교육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후속 논의 및 학습전략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예컨
대, Doering et al.(2014)은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에 기반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
고 이를 실제 이용해 본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였다. 이를 위해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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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여기에서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에 대한 문항은 “나는 지리, 테크놀로지, 교수
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은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이 지리학 내용, 교육학적 전략, 테크놀로지를 생산적
으로 맥락에 맞게 결합하는 능력이라는 점을 잘 보여 준다.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은 GST를 교육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본 연구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Bednarz and Bednarz, 2008; Hong and Stonier,
2015). 본 연구에서는 GST를 기술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리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진다. 이를 위해 테크놀로지 교수
내용지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에 기반한 구체적인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학교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
지 교수내용지식을 기반으로 GSS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림 1]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3)
출처: Koehler and Mishra, 2009, 63

3) TK: Technological Knowledge, PK: Pedagogical Knowledge, CK: Content Knowledge,
TPK: Technological Pedagogical Knowledge, TCK: Technological Content Knowledge,
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CK: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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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적 구성주의
최근 교육의 주도적 패러다임은 교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생들에게 절대적 진
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생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이다. 실제 최근의 많은 교육전략이 구성주의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GST의 이용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Alibrandi,
2003; Kerski, 2008; Liu and Zhu, 2008). GST는 학생들이 다양한 공간 정보와 시각화
전략을 이용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며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 생산적인
탐구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협동 속에서 학습
이 증진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주목한다. 개인의 인지적 발달에 관심을 두었던 피아
제에 비해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 발달에 주목하면서 지식의 상호
주관적 형성을 강조하였다(Au, 1998; Schunk, 2008).
GST는 다양한 맥락에서 협동적, 상호작용적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Bodzin and Anastasio, 2006). 예컨대, National Research Council(2006)은 GIS가 어
떻게 학생들의 토론과 탐구를 촉진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효과적 수
단이 될 수 있는지를 유아사망률 문제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 전략은 GIS를 통해 시
각화된 전 세계 유아사망률 지도를 보고 그 패턴을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단
계에서 학생들은 다른 지역보다 아프리카의 유아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깨끗한 물에의 접근도, 기대수명, 문맹률, 1인당
의사 수 등 높은 유아사망률의 원인 및 해결책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
하고 이를 GIS를 이용해 시각화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다. 나아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간호사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에서 유아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을 시행하면 당장의 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거야“와 같은 대안적 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
정 속에서 협동적으로 학습하고 의견을 나누며 상호 학습하게 된다.
유사한 견지에서 Milson and Curtis(2009)는 GIS를 분석도구로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의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해결학습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
서 학생들은 계획, 탐구, 분석, 결정의 네 단계를 통해 협동학습에 임했다. 계획 단계에
서는 어떤 기준이 입지 결정에 중요한지를 토론하였고, 탐구 단계에서는 스스로 데이
터를 찾아보면서 그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떤 대안적 자
료를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분석 단계에서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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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시각화되었는지 점검하였다.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는 어떤 정보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탐구를 통한 학습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논
리적인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등을 함께 이야기
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생산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
Baker(2005)는 협동적 인터넷 GIS 아틀라스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우선 학생들이
각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후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수합된
후 전체 프로젝트 결과물을 구성하게 된다. 학생들에 의해 협동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셋은 GIS를 통해 효과적으로 시각화되고 다시 개별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각 학생들은 동료들이 수집한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시각을 확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협동학습을 강조하는 웹 기반 GIS에서
는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상호작용적으로 탑재하는 기능의 지원이 중요하다
(Riihelä and Mäki, 2015).4)
요컨대, GST는 학생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지식을 생성하는 구성주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구이다. 특히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동료들
과 이야기하고 다른 학생의 해결책을 참조하고 도움을 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학
습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GST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
이 학습 시간을 단순한 작업이 아닌 생산적인 탐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런 가능성을 중고등 현장에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용이한 GSS를 활용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이러한 경향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최근 일반 대중들이 지리공간기술을 이용하여 정
보를 생성하고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다. 예전에는 지식의 생성이 학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대중들이 GPS를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곳의 주요한
경관이나 현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포스팅하기도 하며, 이미 생성된 정보의 오류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중에 의한, 특히 지리공간기술을 이용한 대중의 지리 지식
창출을 설명하기 위해 neogeography(Turner, 2006),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Goodchild, 2007),
wikification of GIS(Sui, 2008) 등과 같은 용어가 만들어졌다. 대중에 의한 지식의 생산은 새로운 지식을 창
출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함의와 더불어 전문적인 학문 연구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대중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의 객관성, 과학성 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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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양한 형태의 GIS와 지원기능
데스크톱 GIS

아틀라스 타입 웹 기반 GIS

협동적 웹 기반 GIS
∙ 단순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전문가 대상 복잡한
인터페이스

∙ 단순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 데이터셋 탐색을 위한 도구

∙ 데이터셋 탐색을 위한 도구

∙ 자동 업데이트

∙ 수동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 데이터베이스 기반 데이터

∙ 데이터셋 미포함

∙ 데이터베이스 기반 데이터

∙ 파일 기반 데이터 관리

관리

관리
∙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탑재하기 위한 도구
출처: Riihelä and Mäki, 2015, 18

IV. GSS 교수-학습 프로그램

A. 기본 플랫폼으로서 구글맵스
본 연구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GSS로 구글맵스를 선정하였다.
무엇보다 구글맵스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별다른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구동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지도 기능을 학습하기 쉬
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 기능 자체의 습득보다 이를
이용한 다양한 탐구 활동에 학습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나아가 구글맵스
의 하위 기능인 구글 내지도(Google My Maps)를 이용하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
신만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공유기능 등을 통해 협력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구글맵스는 교사들이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을 적용하고 학생들이 상
호 협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학습전략 도구가 될 수 있다.5) 다시
말해, 교사와 학생 모두 구글맵스를 다루기 위한 기초적인 테크놀로지를 원활하게 학
5) 구글맵스의 강점은 다양한 공간적 재현물을 제공하는 지리부도에 학생들의 능동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
는 디지털 지리부도로서의 가능성과도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Ormeling(1996, 38)은 학생들의 능동
적 학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지리부도의 요소들을 제안하였는데 구글맵스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이러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충족한다. 또한 ArcGIS Online이나 다른 웹 기반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보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교육의 맥락에 도입되기에 용이한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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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사는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고안하기 용이하고, 학생들 역시 탐구에 집중하면서 상호작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림 2는 구글맵스와 구글 내지도의 기능 몇 가지를 구현한
사례를 보여 준다.
<표 2> 구글맵스의 기능
구글맵스



위치 검색 및 지명 확인



지도 축척 확인



지리 좌표값 획득



거리 계산 및 대권 그리기



지형 관찰 및 등고선 읽기

보유기능
확대 및 이동
지도 객체에 대한 검색 가능성
지명 검색을 통한 대축척 지도에의 접근
지도에 대한 설명
시작 지점으로의 복귀 용이성
지도 기능에 대한 설명
사용자의 현 위치 제공
부가 윈도우를 통한 지도 비교
경로 표시
중요 위치와 관련된 이미지 제공

구글 내지도


관심 지점 등록



공간 피처(spatial features) 삽입



거리 및 면적 측정



지오코딩을 통한 점 분포 지도 생성



KML(Keyhole Markup Language)을 이용한



다양한 지도 배경 설정



데이터 테이블(속성테이블) 관리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등록



지도 심볼의 변형



공유 기능



지도 출력 기능

다양한 주제도 생성

구글맵스
O
O
O
O
O
O
O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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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글
맵
스

거리계산 및 대권 그리기

지형관찰 및 등고선 읽기

지오코딩을 통한 점 분포 지도 생성

KML을 이용한 다양한 주제도 생성

구
글
내
지
도

[그림 2] 구글맵스와 구글 내지도 활용 사례

B. 목표기반시나리오를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GSS를 이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예시로 목표기반시나리오에 기
반하여 학생들이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학습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 사회 과목의 (1) 내가 사는 세계, 세계지리 과목의 (2) 세계의 자연환경
과 인간생활, (3)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경관 단원 등과 관련될 수 있다(표 3).
목표기반시나리오는 실세계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
습하는 내용이 현실 세계의 역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모델이다
(Schank et al., 1993/1994). 본 연구에서는 GSS를 활용하여 현실적 맥락과 연계되는
미션을 협동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적용하였다(표 4). 이 모듈에서 학생들은 도시간
거리 및 주요 도시의 자연·인문지리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여행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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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듈은 구글맵스를 이용해 우선 도시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도시간 거리를 측정하
는 과정에서 메르카토르 도법에서 대권항로가 곡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여행상품에 포함되는 도시의 자연·인문지리적 요소를 파
악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지리적 요소들을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조사한 내용들을 모두 구글맵스에 매쉬업하여 디지털 역량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6) 중고등학교의 다양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인지 수준이나 디지털 환경
등에 따라 미션의 조건을 달리하는 전략을 통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표 3> 관련 교과목과 단원
학교급

중학교

과목

사회

단원

학습내용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위치와 분포특징



다양한 지도에서 위치정보를 읽고

(1) 내가 사는 세계

표현하기


일상생활에서 지리정보기술
활용(지리정보의 수집·분석)

(2)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고등학교

세계지리

(3)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경관



세계의 다양한 기후지역과 인간생활



세계의 다양한 지형환경과 인간생활



세계 각 지역의 인문환경과
인문경관(종교, 인구, 도시, 식량, 에너지
등)
출처: 교육부, 2015

6) 실제 개발된 학습모듈은 학생용 워크시트, 교사용 워크시트, 그리고 교사의 협력적 성찰지를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전체 모듈의 틀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모듈 개요만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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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목표기반시나리오를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 학습모듈
미션주제

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을 고려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구글맵스에 매쉬업하기
• 세계 주요 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을 탐구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지도상에서 지점별 거리가 표현되는 방식을 투영법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
할 수 있다.
• 구글맵스에 대권항로를 표시하고 주요 정보를 매쉬업 할 수 있다.

학습자료 및
활용기술

워크시트, 구글맵스, 상품 선택지(스티커, 포스트잇 포함)
최근 갤럽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여가 활동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해요. 실제 요즘 방학이나 휴가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
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행을 따라서 많
은 여행사가 생겼고 여행사별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

커버스토리

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세계 여행사’도 그러한 곳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곳 사장님께서 여행상품에 포함된 지역의 다양한 정보
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 주고 구글맵스와 같은 디지털 방식으로도 여행 정보
를 제공하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장님께서 지리 수업을
통해 세계의 여러 지역을 배우고 구글맵스도 잘 다루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해 왔어요. 이 사장님을 위해서 매력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해 주세요.
매력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라!
1. 총 이동거리가 10,000km 이상, 20,000km 이하가 되어야 한다(구글맵스를
통해 대권항로가 표현되는 방식을 알고 거리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활동).
2. 여행상품에 포함될 도시는 두 대륙 이상에 걸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
의 수는 세 곳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각 도시 내에서 주요한 지점을 세부
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주요한 도시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요한 지점을 선

미션제시

택하는 정보 수집 활동).
3. 여행상품에는 각 도시의 기후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
요한 산이나 하천 같은 자연지리적 요소, 유적지나 건물 같은 인문지리적
요소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자연·인문적 요소를 종합
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4.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경로와 주요 방문 지점의 정보를 구글맵스에 표현
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구글맵스의 기능을 원활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미션 수행 1: 모둠별로 여행에 포함될 도시와 주요 정보 조사하기
• 방문 도시 및 주요 관광 지점 선정하기: 모둠별로 토론과 협력을 통해 여행

시나리오
활동

상품에 포함될 도시를 선정한다.
• 자료 수집 및 제작
- 미션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 수집한 정보를 구글맵스에 매쉬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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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수행 2: 교사의 중앙 컴퓨터에 모든 정보 종합하고 모둠별로 여행상품
소개하기
• 여행상품 소개하기
- 다른 조 학생들을 고객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도시의
주요 정보를 소개한다(출발지에서 각 목적지까지의 거리, 주요한 자연·인문
지리 정보 반드시 포함)
• 질의응답
- 소개된 여행상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한다.
미션 완료: 최고의 상품 선정하기
• 여행상품 신청하기
평가

- 발표를 듣고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둠의 상품에 스티커를 붙인다
(자신의 모둠이 아닌 다른 모둠의 상품 중에서만 선택 가능)
-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간단한 평을 작성하여 붙인다.
배운 내용 정리하고 느낀 점 발표하기

정리

• 여행상품에 포함된 지리정보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 등을 통해 학습내용을
복습한다.
• 전체 활동에 대한 소감 등을 이야기한다.
• 활동 시작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한 구글맵스 이용법(예: 거리 표현하기, 텍
스트나 사진 매쉬업하기 등)을 상기시킨다.
• 여행상품에 포함된 대륙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수에 맞추어 구성

코칭/피드백

을 조정한다.
• 여행상품 개발의 조건을 주지시킨다. 이를 통해 자연·인문지리에 대한 종합
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 여행상품 선택 시 소개된 정보의 체계성, 매쉬업한 정보의 유용성 등을 종
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 적용 예시
이 절에서는 앞서 소개된 학습모듈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상적 활동 예
시를 제시한다. 우선 그림 3은 거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예
시하여 보여 준다. 그리고 그림 4는 실제 개발된 상품과 이에 포함된 기후정보, 자연·
인문지리적 정보의 매쉬업 사례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방
식의 상품을 개발하면서 여러 지역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친구들이 개발
한 상품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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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동거리가 10,000km 이상, 20,000km 이하가 되어야 한다.
⇨ 학생들은 총 이동거리가 10,000km 이상, 20,000km 이하가 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각 도시를 선정 한 후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각 국가 또는 도시의 위치, 도시간
거리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예시1)과 같이 뉴질랜드 혹은
그리스, 또는 다른 국가의 도시들을 선택해 가면서 조건에 맞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계속해서
관심 있는 국가 혹은 도시간의 거리를 파악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시2)와 같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심리적으로는 멀다고 느꼈지만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국
가 또는 도시,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개념 극복에도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거리의 상대적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
권항로가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실제적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시1) 거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한국(인천 공항) → 뉴질랜드(오클랜드 공항): 9,655.69 km

한국(인천 공항) → 그리스(아테네 공항):5,265.08 km

예시2) 거리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

한국(인천 공항) → 아랍에미리트(두바이 공항) → 스페인(바르셀로나 공항) → 노르웨이(스타방에르 공항): 총 13,874,28km
[그림 3] 거리 조건을 만족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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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에는 각 도시의 기후 정보가 반드시 소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요한 산이나 하천
같은 자연지리적 요소, 유적지나 건물 같은 인문지리적 요소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각 도시의 기후 정보소개를 통해서 각 도시의 기후정보와 그와 연관된 생활양식도 함께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인문지리적 요소를 균형 있게 선정함으로써 지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최종 개발된 매력적인 여행상품

여행상품에 포함된 기후정보(UAE 두바이)

지리공간서비스의 교육적 함의와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여행상품에 포함된 자연지리적 요소(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여행상품에 포함된 인문지리적 요소(UAE 두바이)

[그림 4] 개발된 여행상품과 매쉬업된 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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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맥락에서 GST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데스크톱 GIS, 웹 기
반 GIS를 거쳐 최근에는 지리공간정보에 특화된 GSS로 옮겨가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GSS의 교육적 도입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과 사회
적 구성주의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GSS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목표기반시나리오를 활
용한 지리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GSS는 ArcGIS와 같은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인터넷 연결만으로,
비교적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시각화 및 공간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
서 교사와 학생 모두 테크놀로지 자체의 기능 습득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
고 GST를 활용해 학습하는 데 노력을 쏟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테크놀로지 교
수내용 지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학생들 역시 적극적인 탐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위치, 축척, 거리 확인,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공간 정보 삽입을 통한 새로운 주제도 작성 기능 등을 지원
하는 구글맵스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위치와 거리, 다양
한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학습모듈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적 맥락에서의 GST 활용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탐
색하고 GST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기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따라서 관련 연구
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학
습모델을 개발하고 그 적용 상황에 대한 논의도 전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활용에 대
한 함의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GSS의 다양한 기능 중 일부를 활용하고, 또
한 GSS가 적용될 수 있는 여러 학습모델 중 목표기반시나리오를 이용한 하나의 예시
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확산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서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GSS의 다양한 부가기능을 논하고 적용
가능한 교수전략을 발굴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교육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모듈의 개발 필
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나
아가 개발된 모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그 학습효과를 검증하는 노력 또한 이어
져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서 공간 정보의 활용이 증가하고 테크놀로지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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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회에서 GSS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
에 비해 아직까지는 교육적으로 그 저변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기존의 데스크톱 GIS에 비해 훨씬 간단하고, 다양한 웹 기반 GIS보다 더 대중적
이지만, 아직까지도 GSS의 교육적 활용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많다. 그러
나 GSS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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