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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교 현장에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요 변수인 학습 동기는 평

생 학습자로 살아갈 현대인에게 필수적이다. 이때 하나의 속성이 다른

것들과 유사한 정도를 의미하는 유사성은 심리적 거리를 감소시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동기에 관한 지리 교육 연구 중 유

사성과 관련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 학습 시 학생들의

거주 공간이자 선행 지식이 있는 한국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텍스트 자

료를 제시하여 학습 동기 유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은 서울시 소재 3개 중학교 2학년 611명을 대상으로, 자연지리 주

제-유사성 강조, 자연지리 주제-중립, 인문지리 주제-유사성 강조, 인문지

리 주제-중립의 4가지 유형의 텍스트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4

가지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 되었으며 국가 이름을

모르는 Hidden country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학습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

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외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

의 위치를 추측하는 질문에 답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과 달리 성별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이는 없었으며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학습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연·인문 주제에 상관없이 유사성이 강조된 텍스트가 중립 텍스트보다

학습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었다. 이는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라는 학습 동기의 하위 요인별 비교에서도 같았다. 셋째, 유사성과 심

리적 거리, 학습 동기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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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현행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배치 순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의 유사성을 중

심으로 한 내용 선정 및 조직은 전 세계의 고른 관심 분포를 위한 지리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수업 자료인 교

과서 텍스트의 효과 검증은 수업 전반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유사

성 연계를 통한 학습 동기 증진은 지리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세계지리 학습, 유사성, 학습 동기, 텍스트, 심리적 거리
 

학 번 : 2016-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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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Education is not the filling of a pail, but the lighting of a fire.

(교육이란 양동이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일이다.)” 

-William Butler Yeats

동기(motivation)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요 변수로서 교육과

학습의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정종진, 2015). 

동기화된 학생들은 활동 흥미도와 자기효능감이 높고, 성공을 위해 노력

하는 시간과 과제 지속 시간이 많으며, 학습하기 위해 적절한 과제와 인

지적이고 자기 조절적인 전략을 사용한다(Zimmerman et al., 2000). 이러

한 동기 요인 중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업성취에

대한 의욕인 학습 동기이다(정종진, 2015).

학습이 새로운 행동의 습득과 기존 행동에서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

면 동기는 이러한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원동력이자 이미 습득한 내용에

대한 전략이나 조절에 관한 것으로,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몰두하게

하는 동기 기제는 평생 학습자로 살아갈 현대인에게 필수적이다(김아영, 

2004). Brophy(1983)는 학습 동기를 학구적 학습행위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식·기능을 획득시키는 동인이자 학습의 과정 자체를 즐기고 학습효과

에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학습 동기는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서미옥, 2010) 학

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에 다양한 교과에서 학습 동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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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예: Guthrie and Cox, 2001; Hootstein, 1995; 

Morris, 2001; Tollefson, 2000; 김경희, 2002; 김선미, 2004; 김춘희, 2009; 

송용관·변정현, 2008; 옥한석·차옥이, 2003; 유미숙·채정현, 2005; 이소라·

강창숙, 2017).

지리 교육에서 송언근(2003)은 2003년 4월, 대구교육대학교 1학년 학

생 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가 지리를 암

기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유 중 40%는 ‘학생들 스스로 지리

지식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32%는 ‘지리 개념을 무조건 외우게 하

였기 때문에’, 22%는 ‘배운 개념이 다른 개념의 이해나 구성으로 연계되

지 않아서’였다. 지리가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은 암기시키는 현실과 하

나의 지식이 또 다른 지식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단절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개념 속에 있는 지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려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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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인문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분야로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 내용이지만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경험 수준을 고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삶의 다양성을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 전

개를 위한 학습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며, 세계지리 단원에서의 동기 유

발은 지리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West(2003)는 직접 강의한 2개 학교의 수업에서 학생의 GIS 관련 작업

전후에 수행된 태도를 조사하여 GIS가 고등 사고 능력 개발과 학습 동

기 유발에 효과적임을 밝혀냈으며, Tüzün et al.(2009)은 컴퓨터 게임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리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김영희·

조창현(2008)은 고등학교 1학년 사회의 도시 단원에서 학습자의 실제 일

상생활경험을 학습 자료로 이용하고 Keller의 ARCS 이론의 전략으로 수

업을 설계·적용하여 학습 동기 유발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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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습 동기에 관한 지리 교육 연구 중 유사성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학습은 전염성이 있어서 동기가 유발될 때 널리 퍼지

고, 학생들은 이미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새로 배워야 할 과제와 관련

지으므로 교사가 이를 촉진한다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학업 성공

에 도움을 줄 수 있다(Chapman and Vagle, 2011). 이때 하나의 전반적인

속성 수준이 다른 것들과 유사한 정도를 의미하는 유사성은(Choi and 

Jeon, 2009) 심리적 거리를 감소시켜(Liviatan et al., 2008) 행동을 유발하

며(Byrne, 1971; Ganer, 2005; Hornsteim et al., 1968; Suedfeld et al., 1971; 

Woodside and Davenport, 1974), 학생들의 행동은 그들의 학습과 동기에

영향을 끼치므로(Pintrich, 2003), 유사성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지리에서 외국 학습 시 학생들의 삶의 터전이자 이미 학

습된 내용이 있는 한국 지식과의 관련성을 촉진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

는 수업 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외

국 유사성 강조가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리 교육에서 아직 그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유

사성 연계를 통한 학습 동기의 고취 방법을 검증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리 교육에서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하나의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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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외국의 유사성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을 실험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처치 변인으로 삼은 것은 교과서

텍스트상의 한국과 외국의 유사성 강조 유무이다. 교과서에서 다루어지

는 세계 지리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정보를 제시할 때

학습자의 삶의 공간인 한국과의 유사성 강조 여부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과의 유사성에 근거

한 텍스트가 심리적 거리감과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

다. 

주요 연구목적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

인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 텍스트가 학습 동기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사성과 심리적 거리, 학습 동기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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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는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 텍스트가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변인들을

설정하고 이를 정의함으로써 변인의 의미에 관한 연구자의 입장을 분명

히 하고자 한다. 

 가. 유사성

중학교 교과서 지리 부분에서 다루는 자연지리 주제는 주로 기후·지

형·환경 문제이며, 인문지리 주제는 영토·주거·인구·도시·자원으로 압축하

여 살펴볼 수 있다. 국가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가지고 있고, 세계지리 학

습에서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시된다. 그러나 정보 수용자의 입

장에 따라 같은 정보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Trope and Liberman, 

2010). 본 연구에서 유사성은 세계지리 학습상황에서 느끼는 외국 정보

에 대한 한국과의 유사성을 말한다. 그리고 학습 상황은 교과서 텍스트

를 통한 설명적 자료의 형태로 한정하며, 유사성의 강조란 텍스트에서

한국과의 유사성 언급의 유무를 가리킨다.

 나. 학습 동기

학습 동기는 특정한 목적을 향한 접근·회피에 대한 선택이며 동시에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측면에서 선택되는 학습에 대한 노

력의 양, 행동 방향성, 지속의 강도를 말한다(Keller, 1994). 본 연구에서

는 Keller(1987)의 The Course Interest Survey(CIS)를 적용하여 세계 지리

외국 학습에서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하위요소로 측정한

학습 동기로 정의한다. 김경희(2002)를 통해 번안된 학습 동기 척도는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동기가 높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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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세계지리 학습에서 텍스트의 활용

세계지리는 공간 규모(scale)의 변화로 경험해 보지 못한 장소에 대해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초·중등 연계 학습으로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학습자를 둘러싼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목이다(김진국, 2005).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Harvey, 1999)으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지금,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 학습의 목표 중 하나는 우리 국토와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의 육성이다(송언근·김재일, 2002). 또한 세계(지

역)지리 교육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 세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것

은 물론, 지역과 지역 간의 연결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된 세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시켜 잠재적 갈등을 줄여줄 수 있다(Johnston, 1990). 

2015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세계지리는 자연 및 인

문환경의 공간적 다양성을 토대로 세계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를 육

성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교육부, 2015). 

세계를 비롯한 외부의 공간은 언어에 의해 체현되어 내부화 되며

(Shepard, 1984), 읽기 및 쓰기를 포함하는 언어는 모든 교실에서 지리를

배울 수 있는 매체이자 교사와 학습자 간 의사소통의 본질이다(Butt, 

1997). 다양한 교수 자료들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는 수업

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이며, 지리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며 폭넓게 활용되는 것은 텍스트이다(Lambert and Balderstone, 2010; 박복

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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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부호자료(dual coding material)는 텍스트와 그림 등과 같이 언어

적·비언어적(시각적) 유형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자료를 말하는데

(Paivio, 1991), 지리교육에서 그림 또는 삽화 자료는 관련 텍스트의 이해

도를 증진하고, 사전 지식과의 연결을 강화해 학습에 유용하다고 평가된

다(Peeck, 1993; Purnel and Solman, 1991). Gilmartin(1982)도 지도와 텍스트

의 결합이 지리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텍스트와 그림

정보를 함께 제시할 때가 한 가지 자료만 제시할 때보다 효과적이라 일

반화하기 어렵다며 이중부호자료의 학습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많다(예: Ginns, 2005; Kozma, 2003; Schnotz and Bannert, 2003; 

박선미 외, 2012). Schnotz and Bannert(2003)는 하이퍼 텍스트 그룹과 하

이퍼 미디어 그룹의 학습을 비교해 보고 그래픽을 표현하는 것이 지식

습득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선미 외(2012)는 텍스트만 제시된 자료가 그림만 제시된 자료에 비

해서 기억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학습 효과가 높으며, 학생들의 사전 지

식수준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 자료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텍스트만 제

시된 학습 자료가 학생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가장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관련 변인 중 텍스트로 범위를 한정시켜, 

세계지리 학습에서 텍스트 구성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지리 텍스트의 구성 및 활용 방식은 지리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

다. 류재명(2003)은 지리 교과는 내용의 다양성이라는 강점의 효과를 살

리지 못하고, 학습자에게 내용의 복잡성과 학습량의 과다문제를 부각했

다며 ‘선택의 논리’를 정립하여, 다양성 속에서도 단순한 기준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논했다. 김민성(2013)은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의 아

프리카 스테레오타입 의존 현실을 지적하고, 르완다를 예로 들며 사례

중심 접근 방법으로 지리 교과서를 재구성하면 비판적 세계 시민성을 함

양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Portera(2004)는 이탈리아의 초등학교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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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지리 텍스트의 서술 방식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이선화(2011)는 낱말 완성 프라이밍 과업을 통해 긍정

적 텍스트에 노출된 학생의 지역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

다. Fouberg(2000)는 지리 입문 과정에서 1400년대의 포르투갈 탐험가나

기원전 500년경 갠지스강 주변에서 생활하는 힌두인과 같이 특정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고 글쓰기 활동을 함으로써 지리 개념학습과 지리적 사고

력 신장을 도모하였다. Lee and Ryu(2013)는 지리적 특성을 그림을 그리

듯이 구체적으로 묘사했을 때 얻어지는 지리 텍스트의 시각적 학습 효과

에 대해 논의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을 위한 지리 텍스트 구성 시 예

상되는 학습 효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중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텍스트에 초

점이 맞춰진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예: 김동환, 2005; 김민성, 2013; 박복

순, 2006; 손명철, 2016; 안병윤, 2011; 최영아, 2015). 박복순(2006)은 형

태적인 측면의 획일적인 교과서 텍스트 유형과 글씨체가 세계지리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중학교 사회 교과서

세계지리 텍스트가 기존의 설명적 텍스트보다는 이야기 텍스트가 선호도

와 학습 효과를 높이고, 이야기 텍스트에 있어서 인쇄체보다 개발된 실

험체(손 글씨)가 선호도가 높음을 밝혀냈다. 또한, 자연환경 주제와 인문

환경 주제 모두에서 같은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선호도 및 학습 효과에는

텍스트 서술 양식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안병윤

(2011)은 고등학교 세계지리 학습에 적합한 ‘여행 이야기 텍스트’를 개발

하여 적용해 본 결과, 설명적 텍스트를 읽은 집단에 비교해 여행 이야기

텍스트를 읽은 집단이 학습자 선호도가 높았으며, 같은 여행 이야기 텍

스트 집단 내 비교에서는 안내기체 텍스트보다 일기체 텍스트의 학습자

선호도 및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남을 밝혀냈다. 이처럼 지리 텍스트의

구성은 학습자의 선호도 및 지리 교육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요인이므로 학습 동기 증진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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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성

 가. 유사성과 지리교육

유사성(similarity)이란 하나의 전반적인 속성 수준이 다른 것들과 일치

하거나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Choi and Jeon, 2009). Appiah(2004)는 개

인이 상대방과 어떤 한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유사성으

로 정의하며,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하여 다른 속성값을 유추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다. Simon et al.(1970)은 감정을 공유하는 태도 유사성과 개

인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 멤버십 유사성으로 유사성을 1차원적으로 구분

하기도 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것을 관계 지으려고 한다(Schwartz, 

2015). 사람들은 문화, 국가, 인종 등의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이 유사한

정도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며(이창환 외, 2015), 심리학에서

는 타 집단보다 동질 집단에 더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유사성의 법칙이

라고 한다(황현택, 2013). 

유사성은 호감을 형성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Byrne, 1971; Feick and 

Higie, 1992; Ganer, 2005; Liviatan et al., 2008). Ganer(2005)는 참가자들이

주인공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더 큰 호감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Byrne(1971)은 의견, 태도, 성격

특성 등의 유사성은 상호 간에 호감을 증가시키며, 사람을 평가할 때 자

신과 비슷할수록 높게 평가한다는 유사성-매력 가설을 제시하였다. 

Dahlbäck et al.(2007)은 관광 명소를 소개할 때 장소와 상관없이 정보원

의 억양과 고향이 자신과 유사할수록 선호도와 정보의 유익함이 높게 나

타남을 밝혀, 유사성-매력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성격, 외

모, 지역, 이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유사성의 효과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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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에서 이규원(2004)은 인간이 장소의 특성을 그들이 이미 경

험해 본 공간에서 형성된 사적 지리(Private geography)를 토대로 판단함

을 근거로 지역 지리적 접근 방식과 계통 지리적 접근 방식의 병행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반복되는 내용을 관련지을 방

안으로 지역 사례 비교를 활용한 지리 수업을 제안했다. 연구에서 학생

들은 새로운 지역을 학습할 때, 본인의 경험을 활용하여 친숙한 지역을

낯선 현상과 장소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삼아 비교함으로써 지역의 이해

도를 향상시켰다. 새로운 지역과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과의 유사점·차이

점을 비교하는 학습은 낯선 공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뿐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지역의 파악도 더욱 심도 있게 해줄 것이다.  

유사성은 범주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기억 구조 속

에 정보들의 범주들을 형성하고, 새로운 정보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

는 범주와 유사한 경우에 범주에 기초한 정보처리를 수행한다(Fiske and 

Pavelchak, 1986). 김성희·이종원은(2012)은 전문가와 초보자의 지형카드

분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초보자들은 지형카드에서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형들을 찾으려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가보지 않은 지역을

유사한 지리적 특징을 통해 예측하거나(Gersmehl and Gersmehl, 2006), 내

적 구조가 유사한 사례들의 비교나 가교 구실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은

지리적 지식의 습득에 효과가 있다(이종원·함경림, 2011). Andrews(1987)

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전파할 때의 역할을 인도에서 아소카

왕이 불교를 확산시킬 때의 역할과 비교해서 학습한 뒤 종교의 전파에서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유사한 상황을 발견해 보거나, 미국 학

생들에게 애팔래치아산맥과 우랄산맥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비슷함을 강

조하는 방식으로 우랄산맥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지식과의 유사성이 후속 학습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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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낯선 지역을 학습할 때는 자신과 나이가 유사

한 또래 화자의 글을 선호하며 학습 효과도 더 높게 나타났다(김동환, 

2005). 박승규(2002)는 학습자가 지리학자들과 어른들이 정해놓은 친숙하

지 않은 지리 학습 내용에서 벗어나 자신을 둘러싼 낯익은 공간 속에서

배우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삶과 앎의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리교

육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학습자 또는 학

습자를 둘러싼 주변의 유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세계지리로 스케일을

확대하는 지리교육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지리 교육학에서 내용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리학자들이 생산한 지리

적 현상에 대한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삶 속

에서 지리적 경험을 재구성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을 의미한다. 세계화로

여러 규모의 공간이 중첩된 상황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 맞

추어서 지리적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리교육의 필요성을 증

대시킨다(장의선 외, 2002).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우리 삶의 터

전인 지역의 이해를 기초로 우리 국토와 환경, 지구촌의 특징과 변화 등

에 대해 탐구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국토의 학습 내용을

기초로 세계 지리의 학습 내용을 연계시켜주는 학습 자료가 요구되며, 

낯선 공간인 외국과 학습자들의 삶의 공간인 한국과의 유사성은 두 공간

간의 연결고리로서 작용할 수 있다.

 나. 해석수준이론과 유사성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유사성과 심리적 거리, 학습 동기간에

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이다. 따라서 우선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서 제시하는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가 무엇인지

알아본 후, 앞서 살펴본 유사성과 심리적 거리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 12 -

high-level construal
(상위 해석 수준)

low-level construal
(하위 해석 수준)

￭Abstract (추상적)
￭Simple (단순함)
￭Structured (구조적)
￭Coherent (일관적)
￭Primacy (근본적)
￭Core (핵심적인 것)
￭Superordinate (상위의)
￭Goral relevant (목적과 일치) 

￭Concrete (구체적)
￭Complex (복잡함)
￭Unstrucred (비구조적)
￭Incoherent (일관성이 없는)
￭Secondary (부차적)
￭Surface (표면적인 것)
￭Subordinate (하위의)
￭Goral irrelevant (목적과 불일치) 

<표 1> 상위 수준 해석과 하위 수준 해석의 구분

해석수준이론은 Trope와 Liberman이 1998년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서 발표한 이론으로, Trope and Liberman(2003)에 의하

면 같은 사건이나 대상을 우리가 지각하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시간적 거리(temporal distance), 공간적 거리(spatial distance)와 같은 심리

적 거리에 의해 상위 수준의 해석(high-level construals) 또는 하위 수준의

해석(low-level construals)으로 다르게 추론하여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위 수준 해석과 하위 수준 해석의

구분 기준은 <표 1>과 같다(Trope and Liberman, 2003).

 출처 : Trope and Liberman(2003)

해석수준이론에서의 심리적 거리는 관찰자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가깝거나 멀다고 느끼는 지각된 거리(perceived distance)를 말한다(Trope 

and Liberman, 2003). 심리적 거리는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가까운 곳

과 먼 곳이라는 공간적, 가까운 관계와 먼 관계라는 사회적, 발생 확률이

높을 가능성과 낮을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지며(Trope 

and Liberman, 2010), 사람들은 어떤 물체나 현상에 친숙해질수록 심리적

으로 가깝게 느끼게 된다(배희경 외, 2014).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사람

들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에 대해 생각할 때 구체적이고 특수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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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심리적 거리와 해석수준은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Trope, Liberman, and Wakslak, 2007), 이를 본 연

구에서 외국 정보 학습 시 한국과 유사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정보를 통

해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지리적 거리 인식은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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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slak, 2007; 강효선·김기남, 2017),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일

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주로 추상적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Trope, 

Liberman, and Wakslak, 2007). Holyak and Mah(1982)는 친구가 새로운 아

파트로 이사할 때 할 수 있는 도움의 종류를 고르는 실험 연구에서 친구

의 이사 지역이 가까울수록 하위수준의 구체적인 답을 고르는 것을 확인

하였다. 강효선·김기남(2017)은 교육 상황에서 학습 내용과 학습자와의

지리적인 거리를 의도대로 조정해서 원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

에서 해석수준이론의 의의를 밝히며, 같은 지역의 변화에 대해 아르헨티

나와 제주도로 다르게 인식했을 때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제주도에 대한

생각과 반응이 더 구체적이었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시간 거리

의 변인 조작에 비교해 공간 거리로 심리적 거리를 조정하였을 때 해석

수준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황규덕(2017)은 해석수준이

론의 심리적 거리를 적용한 서로 다른 교과서 텍스트를 실험자극물로 하

여,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갖는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상호의

존성의 인식수준이 공정무역의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공정무

역 참여 의도가 높았으며, 상호의존성의 인식수준이 비슷한 학생들 사이

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참여 의도가 달라졌다. 따

라서 지리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참여 행동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교과서의 내용 기술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연

구를 근거로 교과서 텍스트를 통한 심리적 거리 조정의 가능성을 탐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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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심리적 거리와 유사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Trope 

et al.(2007)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할수록 가깝다고 느끼고, 

자신과 유사하지 않은 타인보다는 유사한 타인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Liviatan et al.(2008)는 타인과의 유사성이 많을수록

사회적으로 더 가깝다고 느끼며, 타인의 행동을 더 하위 수준에서 해석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유사성이 참가자들의 행동 판단 외에

감정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실험에서 유

사성은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켜 하위 수준의 해석을 활성

화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호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에서

좋아함(liking)과 해석수준 사이에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사성

이 심리적 거리를 줄여준다는 주장은 본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3. 학습 동기

 가. 학습 동기 개념

동기(motivation)라는 용어는 개인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을 유지하

며, 과제 완수를 돕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움직임(movement) 개

념의 라틴어 동사 ‘movere(움직인다)’에서 기원한다(Pintrich and Schunk, 

1996). 동기는 어떤 행동을 스스로 시작하고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필수

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며,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행동하도록 하는 내적

상태이다(서미옥, 2010). 많은 초기의 동기 연구들은 동기를 본능, 특성, 

의지, 의지 실천과 같은 내적인 힘과 연결해 생각했으나 Pintrich and 

Schunk(1996)는 동기에 대한 정의를 목표 지향적 활동이 유발되고 지속하

는 심리적 과정으로 제안한다. 그들에 의하면 동기는 결과라기보다 과정

(process)이므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며 과제에 대한 선택이나 노력 등

과 같은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으로부터 유추해야 한다. 또한, 동기는 행

동의 강도와 방향을 규정짓는 목표(goal)와 끈기 등과 같은 신체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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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조직화·문제 해결 등과 같은 인지적 활동들을 포함한다. 인간 내부

의 욕구를 활성화하여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지속

할 때 ‘동기 유발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김춘희, 2009).

학습 동기란 학습 장면에서 일어나는 동기로, 학업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다(서미옥, 2010). Brophy(1983)는 학습 동기란 학

습자의 의미 있는 학업 활동을 모색하고 의도한 학습적 이득을 얻기 위

해 노력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는

학습자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목표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과제를 선

택하여 주변과 경쟁하고 피드백을 수용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에 내·외적

으로 작용하여 특정 학습의 준비 또는 지속에 도움을 주는 조건들을 학

습 동기라고 했다. Harlen and Crick(2003)은 학습 동기가 학습자의 내부

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

는 복잡한 경로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존중, 자기 조절, 흥미, 노력, 목표 지향, 통제, 자기 효능, 학습자로

서의 자아의식 등의 내부적인 요인과 교육과정, 교육학, 동료 문화, 실습

평가, 가정의 지원, 학교 풍토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성된 14가지의

변인들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동기 부여와 관련된 변수들

출처 : Harlen and Crick(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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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 중에서 Keller의 ARCS 모형은 학

습 동기의 유발 및 지속을 위해 동기 측면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법이다(Keller, 1987). ARCS란 Attention(주의), Relevance(관

련성), Confidence(자신감), Satisfaction(만족감)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첫

머리 글자다(서미옥, 2010). Keller가 ARCS 동기 전략에서 규정한 동기는

내재적 유발을 목적으로 하되 때에 따라 신중하게 외재적으로 유발 가능

하며, 특성이 아니라 상태이고, 지적이며 동시에 정의적 영역으로 유발되

어야 하는 성격의 것이다(김춘희, 2009). 

수업과 관련한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교과에서 진행되어

왔다(예: Guthrie and Cox, 2001; Hootstein, 1995; Morris, 2001; Tollefson, 

2000; Tüzün et al., 2009; West, 2003; 김경희, 2002; 김선미, 2004; 김춘희, 

2009; 송용관·변정현, 2008; 옥한석·차옥이, 2003; 유미숙·채정현, 2005; 이

소라·강창숙, 2017). 지리 교육에서 West(2003)는 고등 사고 능력 개발과

학생 학습 동기 유발에 있어 GIS의 역할을 탐색했으며, Tüzün et 

al.(2009)은 컴퓨터 게임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리 학습에 대한 성취와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김선미(2004)는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교실 수업 요인을 검증해

내기 위해 학습 동기의 유형과 영향 요인을 정리하였는데, 분석 결과 사

회과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의 내적 동기 강화에는 수업방식

과 교과서가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소라·강창숙(2017)은

Keller의 ARCS 모형을 적용하여 학습 교재 중 학습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과서를 설정하고, 한국지리 교과서의 동기 유

발 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도입에서는 주의집중 전략이, 전개

부분에서는 다양한 동기 유발 전략이 모두 사용되었고, 정리에서는 관련

성 전략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교과

서에 근거한 학습 동기 유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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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사성과 학습 동기

유사성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이므로, 

유사성과 학습 동기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국과 외국의 유사성을 직접 학습 동기와 연결한 기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유사성과 지역 이미지, 유사성과 행동 의도 등에 대한 연

구들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대체로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Zajonc, 1968). Mita 

et al.(1977)은 여대생의 얼굴 정면을 담고 있는 사진의 필름을 한 장은

원래 모습대로, 다른 한 장은 얼굴 좌우가 서로 뒤바뀌도록 인화한 뒤

본인과 친한 친구 또는 애인에게 좋아하는 사진을 선택하도록 한 실험에

서, 타인은 여성이 세상에서 비치는 모습에 더 익숙하므로 원래 모습으

로 인화된 사진을 선호하고 스스로는 거울을 통하여 보는 모습에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좌우 반전의 사진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한다는 연구 결

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Cutting(2003)은 프랑스 인상파 작품의 선호를 연

구한 실험에서 문화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익숙해질수록 선호도가 높아진

다는 단순 노출 효과를 입증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익숙함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그 대상에 대한 호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가설을 설정해준다. 

박정오(2012)는 투르크메니스탄인들이 한국을 ‘형제 국가’로 간주해서

터키로부터 한국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송언근·김재일

(200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사이가 좋은 나라를 조사한

결과 50%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터키가 1위로 선정되었고, 그 이유를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와준 ‘형제의 나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응원

해준 나라’, ‘우리의 친구 나라’라는 정서적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형제·친구라는 단어에서 오는 유사성과 친밀감이 국가의 호오 감정에 영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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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ddy(2007)은 인종의 유사성이 이재민을 도우려는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창환 외(2015)는 개인의 세계시민주의 의식과

문화 유사성 수준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도와야 하는 대상과의 문

화 유사성이 도움 의향을 높임을 확인하였다. Hornstein et al.(1968)도 제

시된 모델과 자신과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흥미와 관심의 정도가 상승하

고, 행인들이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동의 여부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mswiller et al.(1971)은 당시에 양분되

어 있던 옷차림을 반영하여 연구자들이 정장 차림새 혹은 히피 차림새를

하고 대학생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한 10센트를 요청할 때, 연구자의 복

장과 대학생들의 복장이 유사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 비하여 요청에 응

해주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대상이 여

성 대상보다 강했으며 유사성은 도움 의지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Ganer(2005)는 연구 참가자들이 자신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의 도움 요

청에 더 기꺼이 응하며, 편지 봉투에 있는 학부모나 대학교수의 이름이

자신과 유사한 경우 설문지의 응답률이 거의 두 배나 향상됨을 표명했

다. Evans(1963)는 보험 회사 판매원의 영업실적을 조사하면서 세일즈맨

과 잠재 고객이 나이, 종교, 정치적 선호, 버릇 등에서 유사성이 높을수

록 보험 가입률이 높다고 논의하고 있다. 유사성이 행동을 유발함을 확

인시켜주는 연구는 이 외에도 다양하며(예: Byrne, 1971; Suedfeld et al., 

1971; Woodside and Davenport, 1974), 학생들이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학

습과 동기에 영향을 끼치므로(Pintrich, 2003), 이러한 연구들은 유사성이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옥한석·차옥이(2003)는 중학교 1학년 세계지리 학습에서 오세아니아에

대한 사전 개념을 확인하고, 이러한 일상적 개념과 지리적 개념과의 유

사성과 공통점을 중심으로 ARCS이론에 근거하여 지리적 상위개념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학습지를 구안·적용하여 지리 학습 동기유발 효과를 검

증하였다. 김진국(2005)은 세계지리 학습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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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낯선 곳에서 지인을 만

났을 때와 유사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기존 학습 경험에 새로운 경험

이 더해져, 경험의 성장을 통해 자발적 학습 동기가 유발될 것이라고 보

았다. 

한국은 학습자들의 생활공간으로, 외국보다 인지하고 있는 정보의 양

이 많은 편이다. 한국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에 대한 정보는 학생

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이다. 흥미는 학습을 위한 중요한

정신적 자원이며(Hidi, 1990), 학습자와 관련 있는 소재는 학습자의 흥미

를 증진하고(Schank, 1979), 흥미는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을 촉진시킨다

(Schiefele, 1991; 김동환, 2005)는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과 학습 동기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국-외국 유사성을 강조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실험 설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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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이론적 배경을 통해 한국과 유사성을 강조한 텍스트가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연적 텍스트나 인문

적 텍스트나 주제에 관련 없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한국과의

유사성, 심리적 거리, 학습 동기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한국과 외국의 유사성을 강조한 텍스트가 외국 정보만을

중립적으로 서술한 텍스트보다 학습 동기를 증진할 것이

다. 

 가설 1-1  자연지리 주제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 텍스트는 중립 텍

스트보다 학습 동기를 더욱 증진할 것이다.

 가설 1-2  인문지리 주제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 텍스트는 중립 텍

스트보다 학습 동기를 더욱 증진할 것이다.

<가설 2>  한국과의 유사성과 심리적 거리, 학습 동기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2-1  한국과의 유사성은 심리적 거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2  심리적 거리와 학습 동기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이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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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외국 유사성을 강조한 텍스트가 학습 동기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3개 중학교 2학년 학생 22

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남학생 367명, 여학생 255명으로

총 622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학

생, 학년이나 성별을 다르게 표시한 학생, 무응답 학생 11명을 제외하고

총 61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인 연구 참여자의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항목 사례수(n) 비율(%)

학년 중학교 2학년 611 100

텍스트
유사 텍스트 298 48.8

중립 텍스트 313 51.2

지역

강동구

(9학급, 244명)

P-S: 60 P-N: 62
39.9

H-S: 63 H-N: 59

송파구

(8학급, 224명)

P-S: 55 P-N: 59
36.7

H-S: 48 H-N: 62

중랑구

(5학급, 143명)

P-S: 37 P-N: 35
23.4

H-S: 37 H-N: 34

<표 2> 연구 참여자의 구분

*P는 Physical geography, H는 Human geography, S는 Similarity, N은 Neutrality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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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 유사성 인식은 한국을 이해하고 외국과의 유사성을 연계시

킬 수 있는 인지적 성숙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인

지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의 과도기 상에 있다(김

경미, 1999). 따라서 형식적 조작기의 비율이 높아 추상적·논리적 사고가

동시에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고려하였다. 또한,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교과서가 ‘사회 1’과 ‘사회 2’로 분리되어있다. 세계지리 내용이 사회 1

에서는 위치·주거·기후·지형·자연재해·인구 등의 주제로 국가나 대륙별

학습을 한 데 비해서 사회 2에서는 문화·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세계 공

존과 상생의 방안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에

서 국가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 사

회 2를 학습하기 전의 학습자가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사

회 1과 사회 2를 학습하는 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

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전 학습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 2를 학습하기

전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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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크게 참여자들이 수업 자료로서 읽

어야 할 텍스트와 설문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미 수행되고 검증된 측정 도구를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가. 텍스트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법칙인 유사성의 원리가 학생들이 교과서 텍스

트를 접하는 상황에서 학습 동기에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세계지리 내용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자

연지리 요소 및 인문지리 요소를 추출하고, 교과서의 서술 양식을 유지

하되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를 참고로 하여 내용을 재구성한 4가지

유형의 텍스트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는 크게 자연지리

주제와 인문지리 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연지리에서는 지형, 기후, 환

경 요소를 추출하였고, 인문지리에서는 의복, 교육, 면적, 자원, 외교 요

소를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최재영(2015)은 국제적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나라들을 Hidden countries(숨은 나라들)

라 명명하고 경험해 본 적 없는 지역을 개인적 경험 혹은 기존 지식과

연결하는 개인지리화 활동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텍

스트로 한정하여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모르는 ‘숨은

나라’라는 사실을 Hidden countries란 단어와 함께 텍스트 상단에 제목으

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 이름에서 오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가 이름을 텍스트상에 제시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대륙별 나라

에 대한 인지도가 유럽이 가장 높음(송언근·김재일, 2002)을 역으로 이용

하여, 학생들이 모르는 국가로 자연지리 주제에는 라트비아를, 인문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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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립 텍스트 유사 텍스트

자연

지리

주제

이 국가는 대체적으로 평탄

한 저지와 그다지 높지 않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쪽은

대체로 평탄하고 중앙부는 높

지 않은 기복이 있으며 동쪽

은 고지대여서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기후는 바다와 육지의 영향

을 다 받으며 ...

한국과 유사하게 이 국가는

대체적으로 평탄한 저지와 그다

지 높지 않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쪽은 대체로 평탄하고

중앙부는 높지 않은 기복이 있으

며 동쪽은 고지대여서 서쪽은 낮

고 동쪽은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한국처럼 기후는 바다와 육지

의 영향을 다 받으며 ...

인문

지리

주제

전통적으로 흰 옷을 좋아하

는 깨끗한 민족. 긴 하얀색 리

넨 셔츠 위에 자수를 놓은 사

슈(sash)라는 넓은 벨트를 두

르고, 흰색 리넨 바지를 입은

모습이 민속의상으로 차린 전

형적인 이 국가 남자의 모습

이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9년간

의 의무교육이며 무료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전통적으로

흰 옷을 좋아하는 깨끗한 민족.

긴 하얀색 리넨 셔츠 위에 자수

를 놓은 사슈(sash)라는 넓은 벨

트를 두르고, 흰색 리넨 바지를

입은 모습이 민속의상으로 차린

전형적인 이 국가 남자의 모습이

다. ...

한국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9년간의 의무교육이며 무료이다.

<표 3>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에 따른 텍스트 구성

주제에는 벨라루스를 선정하였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진 텍스트

는 주제별로 중립 텍스트 자료와 유사 텍스트 자료로 나누었으며, 두 자

료는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 어구의 유무를 제외하고는 텍스트 분량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모두 같은 내용과 비슷한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자극물로 사용할 텍스트의 구성 내용 중 일

부 예시는 <표 3>과 같다.

*구성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굵은 글씨체로 강조한 것이다. 실제 사용한 실

험 설문지에서는 글씨체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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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참여자들에게는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텍스트를 읽도록 하였으며, 유사 텍스트 그룹에 할당된 학생들

은 한국과의 유사성을 재인(recognition)시키기 위해 ‘이 국가는 한국과

비슷해서 배우기 쉬울 것 같다.’라는 질문에 ‘예, 아니요.’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 사전 설문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설문을 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텍스트에 노출되기 전에 성별, 중학교 2학년 여부, 한국

에서 태어났는지의 아닌지, 한국에서 자랐는지의 아닌지, 한국에 대한 생

각(긍정적/부정적)에 대해 응답하였다. 분석에 있어서 남자 중학교에서

성별을 여자로 표시하거나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고 표시한 경우 등 불

성실한 응답은 제외하였다.

다. 학습 동기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일반적인 동기 수준의 측정보다는 특정한 수

업에서 유발된 학습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Keller(1987)의 The Course 

Interest Survey(CIS)를 김경희(2002)가 번안한 도구를 중학교 2학년 사회

수업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CIS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하위 요소별로는 주의 집

중 관련 문항이 8개, 관련성 관련 문항이 9개, 자신감 관련 문항이 8개, 

만족감 관련 문항이 9개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

다’ 2점, ‘매우 아니다’ 1점으로 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학생들 각자의

학습 동기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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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의 각 문항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으며, 부정적으

로 질문한 문항은 역코딩 처리(‘매우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보통이

다’ 3점, ‘아니다’ 4점, ‘매우 아니다’ 5점)하여 측정하였다.

하위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주의집중 1, 4*, 10, 15, 21, 24, 26*, 29 8

관련성 2, 5, 8*, 13, 20, 22, 23, 25*, 28 9

자신감 3, 6*, 9, 11*, 17*, 27, 30, 34 8

만족감 7*, 12, 14, 16, 18, 19, 31*, 32, 33 9

계 34

<표 4> 하위 영역별 CIS 문항 구성

 * : 역코딩 처리 문항

라. 심리적 거리

Trope and Liberman(2010)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위 수준의

해석이 증가하여 행위의 방법 위주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더욱 효과적으

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과서의 같

은 텍스트를 보면서 외국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심적인 표상을 하고, 이는 학습 동기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의 외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

하기 위해 ‘이 국가는 이 대륙에 있을 것 같다.’라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답변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5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아시아 답변 그룹과 그 외의 그룹으로 나누어, 아시아 답

변 그룹의 심리적 거리가 그 외의 그룹보다 가까운 것으로 조작적 정의

를 내려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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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과의 유사성에 근거한 텍스트를 접했

을 때 학습 동기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실험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세계지리 학습에서 텍스트의 활용, 유사성과 해석수준

이론, 학습 동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예비 실험을 시행하였다. 예비 실험은 2017

년 9월 4일부터 9월 8일에 걸쳐 서울 중랑구 소재의 공립 중학교 2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사전 검사지 및 설

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하

고 있는 현직 교사 3인과 대학원생 3인의 검토를 받아 실험 도구들의 미

비한 점을 수정·보완하였다. 

실험 연구에서는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 여부에 따라 학습 동기에 차

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학급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간섭을 최

소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학급 내에서 4개의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random assignment)되었다. 텍스트는 크게 자연

지리 주제(라트비아)와 인문지리 주제(벨라루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제

별 중립텍스트 자료와 유사텍스트 자료는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 내용의

유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참여자들은 학습자가 국가에 대해 학습을 할 때 어떤 학습 자료

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임을 안내받는다. 설

문지를 작성하는데 예상 소요시간은 5~10분이며 설문에 응답하지 않더

라도 성적 등에 불이익은 전혀 없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학

생만 지면을 넘겨 설문지 제시 순서에 따라 설문 문항에 답한다.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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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무작위로 자신이 할당받은 텍스트 유형에 따라 사회 수업 중 선생

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텍스트를 읽은 뒤 학습 동기를 측

정하는 문항과 제시된 국가가 위치한 대륙을 추측하는 문항에 응답한다. 

상술한 현장 연구 절차를 모식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교과서 분석을 통한 실험 주제 선정 실험 대상 선정

텍스트 및 설문지 개발 예비 실험

본 실험 실시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그림 2> 현장 연구 절차

현장 실험을 통해 설문지를 취합하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통계 처리

를 하였다. 실험은 2017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시의 지역이

다른 3개 중학교에서 진행하였다. 모은 설문은 통계 프로그램 SPSS v. 

23.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 29 -

4. 분석 방법

한국-외국 유사성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

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과 데이터 코딩(data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v.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

행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을 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

다. 

가설 1-1, 1-2는 t-검정(t-test)을 통해 한국-외국 유사 텍스트가 학습 동

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텍스트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한 문항은 반대로 점수를 환산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가설

2-1은 교차분석(crosstabs)과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통해 유사성

텍스트 그룹과 중립 텍스트 그룹의 심리적 거리감을 비교하고, 가설 2-2

는 t-검정(t-test)을 통해 심리적 거리가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

은 <표 5>와 같다.

연구 가설 연구 개요 분석 방법

가설 1-1

가설 1-2

자연지리/인문지리 주제별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 텍스트 → 학습 동기
t-검정

가설 2-1 한국과의 유사성 → 심리적 거리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

가설 2-2 심리적 거리 → 학습 동기 t-검정

<표 5> 연구 가설 별 통계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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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표본의 특성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설문지의 빈도분석을 시

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응답자는 총 611명이며 성별은 남자(59.6%), 

여자(40.4%)로 나타났고, 연령은 중학교 2학년(100%)으로 나타났다. 지역

은 강동구(39.9%), 송파구(36.7%), 중랑구(23.4%)로 나타났으며, 출생국가

는 한국(97.9%), 그 외 국가(2.1%)로 나타났다. 성장 국가는 한국(97.1%), 

그 외 국가(2.9%)로 나타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은 주로 긍정적(72%), 주

로 부정적(28%)으로 나타났다.

항목 세부항목 사례수(n) 비율(%)

성별
남자 364 59.6

여자 247 40.4

나이 15세 611 100

지역

강동구 244 39.9

송파구 224 36.7

중랑구 143 23.4

출생국가
한국 598 97.9

그 외 국가 13 2.1

성장국가
한국 593 97.1

그 외 국가 18 2.9

한국인식
주로 긍정적 440 72

주로 부정적 171 28

<표 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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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에 대한 검증

가.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측정에 앞서 학습 동기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 문항들의 개념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

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 검증을 위해 직교회전

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선택 기준은 고윳값

(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s)은 0.40 이상이다.

요인분석 결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

도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의 값은 0.960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11405.924이며 유의확률 값이 0.000이므로 요

인분석모형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습 동기는 선행연구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모든 문항

이 적합하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주의집중 8문항, 관련성 9문항, 자신감 8

문항, 만족감 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척도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크롬바흐 알파

(Cronbach’s αlpha) 값을 이용하여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인문

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주의집중

영역 0.72, 관련성 영역 0.73, 자신감 영역 0.67, 만족감 영역 0.64로 나타

났고, 전체는 0.82의 신뢰도를 보였다(김경희, 2002).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에 중랑구의 중학교에서 실험 집단 외의 두 학급을 선정하여 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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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투입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주의집중 영역 0.68, 

관련성 영역 0.82, 자신감 영역 0.67, 만족감 영역 0.82로 나타났고, 전체

는 0.93의 신뢰도를 보였다. 모든 영역에서 Cronbach’s α 계수가 0.60 이

상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문항들은 충분한 신뢰도

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동기 차이 비교

다음 <표 7>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이가 있

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t-test),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성별의 경우 남자(M=3.49)와 여자

(M=3.49) 사이의 학습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p > 0.05).

 지역의 차이는 강동구(M=3.42), 송파구(M=3.42), 중랑구(M=3.72)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3.372, p < 0.05), 사

후검정(Scheffe)을 실시한 결과 중랑구의 학습 동기가 강동구, 송파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국가와 성장 국가의 차이는 그 외 국가 집단이 30명 이하이므로

정규성 검증을 먼저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 < 0.05)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한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주로 긍정적(M=3.55)으로 생각하는 학생

들이 주로 부정적(M=3.34)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학습 동기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898,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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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세부항목 N 평균 SD 검정통계량 p

성별
남자 364 3.49 .63

t=0.141 .888
여자 247 3.49 .58

지역

강동구 244 3.42 .61

F=13.372 .000＊송파구 224 3.42 .65

중랑구 143 3.72 .48

Scheffe test 강동구, 송파구 < 중랑구＊

한국

인식

주로 긍정적 440 3.55 .61
t=3.898 .000＊

주로 부정적 171 3.34 .59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동기 차이 비교

＊p < 0.05

4. 한국-외국 유사 텍스트가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외국의 유사성을 강조한 텍스트가 외국 정보만을 중립적으로

서술한 텍스트보다 학습 동기를 증진할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연지리 주제와 인문지리 주제로 나누어 학

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유사·중립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가. 자연지리 주제 한국-외국 유사 텍스트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자연지리 주제 텍스트의 유사 집단과 중립

집단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이에 대해 t-test를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

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연지리 주제 유사·중립 집단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자연지리 주제 텍스

트에서 한국과 외국의 유사성을 강조한 텍스트가 중립적 텍스트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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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동기 유발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N 평균 SD t p

유사 152 3.70 .54
6.306 .000

＊

중립 156 3.31 .53

<표 8> 자연지리 텍스트 집단별 학습 동기 비교

＊p < 0.05 

집단 간 차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학습 동기의

하위 요인별 검증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학습 동기의

하위 요인에서도 유의확률이 .000으로서 p < .05이기 때문에 유사성 강

조 텍스트 집단과 중립 텍스트 집단이 학습 동기의 하위 요소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목 집단 N 평균 SD t p

주의집중
유사 152 3.61 .58

5.402 .000＊

중립 156 3.25 .59

관련성
유사 152 3.76 .62

5.525 .000
＊

중립 156 3.36 .63

자신감
유사 152 3.78 .56

7.240 .000
＊

중립 156 3.31 .56

만족감
유사 152 3.64 .64

4.802 .000
＊

중립 156 3.31 .59

<표 9> 자연지리 텍스트 집단별 학습 동기 하위 요인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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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문지리 주제 한국-외국 유사 텍스트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인문지리 주제 텍스트의 유사 집단과 중립

집단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이에 대해 t-test를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집단별로 평균을 비교했을 때 인문지리 주제 텍스트에서 유사성 강조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평균값은 3.75로 중립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평균

값 3.23보다 높았다.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서 p < .05이기 때문

에 유사성 강조 여부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항목 N 평균 SD t p

유사 146 3.75 .58
7.504 .000

＊

중립 157 3.23 .60

<표 10> 인문지리 텍스트 집단별 학습 동기 비교

＊p < 0.05

각 집단 간에 학습 동기의 하위 요인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별 t-test 분석을 시행한 결과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모든 요인에서 한국과 외국의 유사성을 강조한 텍스트

가 중립적 텍스트보다 학습 동기 유발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

다(p < 0.05)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부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교과서 텍스트를 통한 세계지리 학습에서 한국과

외국의 유사성을 강조하면, 학습 동기 유발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 주제를 불문하고 주의집중, 관련성, 자

신감, 만족감이라는 학습 동기의 하위 요소에서도 모두 고르게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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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집단 N 평균 SD t p

주의집중
유사 146 3.71 .64

7.224 .000
＊

중립 157 3.18 .61

관련성
유사 146 3.81 .36

6.913 .000
＊

중립 157 3.28 .69

자신감
유사 146 3.74 .58

7.270 .000
＊

중립 157 3.26 .57

만족감
유사 146 3.73 .67

6.592 .000＊

중립 157 3.21 .69

<표 11> 인문지리 텍스트 집단별 학습 동기 하위 요인

확인된 것에서 한국과의 유사성 강조가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는 점을 시사한다.

＊p < 0.05 

5. 유사성, 심리적 거리, 학습 동기간의 관계

가. 유사성이 심리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

실험 참여자들의 외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의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응답자 총 611명 중 텍스트

에 제시된 Hidden country가 아메리카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 학생은

5.9%, 아프리카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 학생은 9.2%, 유럽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 학생은 14.6%, 아시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 학생은 63.2%, 오세

아니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 학생은 7.2%로 나타났다. 송언근·김재일

(2002)의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대륙별 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아프리카가 가장 낮으므로, 대부분의 학습자가 Hidden country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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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대륙 사례수(n) 비율(%)

전체 통합

아메리카 36 5.9

아프리카 56 9.2

유럽 89 14.6

아시아 386 63.2

오세아니아 44 7.2

계 611 100

유사성 텍스트

아메리카 20 6.7

아프리카 22 7.4

유럽 39 13.1

아시아 193 64.8

오세아니아 24 8.1

계 298 100

중립 텍스트

아메리카 16 5.1

아프리카 34 10.9

유럽 50 16.0

아시아 193 61.7

오세아니아 20 6.4

계 313 100

<표 12> Hidden country가 위치한 대륙 예상

아프리카 대륙으로 생각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와는 다른 결과였다.  

Hidden country의 위치를 아시아 대륙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 텍스트 집단에서 64.8%, 중립 텍스트 집단에서 61.7%로 약

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집단에서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38 -

구분 아시아 그 외 x²/p

유사
빈도(%) 193(31.6%) 105(17.2%)

.632
a
/

.451

기대빈도 188.3 109.7

중립
빈도(%) 193(31.6%) 120(19.6%)

기대빈도 197.7 115.3

계 63.2% 36.8%

<표 13> 유사성과 심리적 거리 간 관계 분석

다음으로 가설 2-1을 확인하기 위해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주제의 참

여자를 통합하여 유사성과 심리적 거리 간의 관련성에 대해 교차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측정한 데

이터에서는 모두 611개의 표본이 설정되었고 카이제곱값은 .632이고, 유

의확률이 .451로 나타나 p > .05이기 때문에 유사성과 심리적 거리 간에

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과의 유사성은 심리적 거

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은 기각되었다.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109.74입니다.

이처럼 유사성과 심리적 거리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는 원인을

추측해 보면 두 개의 텍스트 그룹에서 한국과의 유사성 강조 여부의 차

이는 있지만, 중립 텍스트에서도 한국과의 유사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

에 그 효과가 약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Liviatan et al.(2008)은 유사성이

심리적 거리를 줄여줌을 밝혔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와의 개념 정의와 측

정에서 오는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도출한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

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 39 -

나. 심리적 거리가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Hidden country의 위치로 아시아 대륙을 선택한 집단과 그 외 집단 간

의 학습 동기 차이의 확인을 위해 t-검정을 시행하였다. <표 1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Hidden country의 위치로 아시아 대륙을 선택한 집단과 아

메리카·아프리카·유럽·오세아니아를 선택한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따라서 연구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항목 N 평균 SD t p

아시아 386 3.52 .61
-.815 .416

그 외 225 3.47 .61

<표 14> 대륙 선택 집단 별 학습 동기 비교

이는 가설 2-1이 기각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며, 주제와 상관없이 학

습 동기 전체뿐 아니라 하위 요소에서도 유사성과 학습 동기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가설 1-1, 1-2의 결과를 참조했을 때 심리적 거리

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단 1개뿐이며,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되고

측정된 설문 도구가 아니므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예

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외국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장 가깝게 할당된 집단

인 유사성 텍스트 집단 중 ‘이 국가는 한국과 비슷해서 배우기 쉬울 것

같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과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의 학습

동기 차이의 확인을 위해 t-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 15>와 같

이 긍정 답변 그룹의 평균값은 3.79로 부정 답변 그룹의 평균값 3.48보다

높았다. 검증 결과 t값은 4.023,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p < .05이기 때문

에 한국과 비슷해서 배우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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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 가설 2-1과 2-2가 기각된 상황에서 심리적 거

리가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하는 집단 내에서의 학습 동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심리적 거리의 측정에 있어 도구의

정밀성이 떨어진 탓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항목 N,(비율) 평균 SD t p

긍정 답변 234,(78%) 3.79 .55
4.023 .000＊

부정 답변 66,(22%) 3.48 .55

<표 15> 유사성 집단 내 난이도 인식별 학습 동기 비교

＊p < 0.0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계지리의 학습에서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심리적 거리와의 관계 연결은 실험 도구 보완 및 추가 실험을 통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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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및 결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상호 연계망 속에 작동되고 있다. 학습자들의 일

상은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세계지리는 핵

심적인 교육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지리 과목에서

학습한 개념은 지식의 전이를 이루지 못하고 이해를 단절시킨다고 생각

하고, 지리를 암기 과목이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송언근, 2003). 

세계를 비롯한 외부의 공간은 언어에 의해 체현되어 내부화 되며

(Shepard, 1984), 언어는 모든 교실에서 지리를 배울 수 있는 매체이다

(Butt, 1997). 다양한 교수 자료들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지리 교과서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텍스트이다(박복순, 2006). 지리

텍스트의 구성 및 활용 방식은 지리 교육의 효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학습 동기는 이러한 효과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사성이 높을수록 흥미와 관심 정도가 상승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심리학의 유사성의 법칙이 지리교육에도 적용되어 학

습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한국-외국의 유사성을 강조한 텍스트가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자연지리 주제-유사성 강조, 자연지리 주제-중

립, 인문지리 주제-유사성 강조, 인문지리 주제-중립의 총 4가지 유형의

텍스트로 실험을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중학교 2학년 6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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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변인인 텍스트상에서 국가의 이름은 이름에서 오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Hidden 

Country(숨은 나라)로 제시된 외국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설문에 답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이

를 검증해본 결과, 지역은 중랑구의 학습 동기가 강동구, 송파구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차이를 유발하나 성별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참여자의 72%가 한국을 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나, 한 번 형성된 국가 이미지는 변화가 어렵다(Jaffe and 

Nebenzahl, 2006)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쉽

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부

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학습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한국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유사성을 강조한 텍스트가 효

율적이라 하겠다.

둘째, 유사성의 강조 여부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학

습자는 자연·인문 주제에 상관없이 유사성이 강조된 텍스트 조건에서 높

은 학습 동기를 보여주었다. 또한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라

는 학습 동기의 하위 요인별 비교에서도 모든 요인에서 한국과 외국의

유사성을 강조한 텍스트가 중립 텍스트보다 학습 동기 유발에 있어 효과

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셋째, 유사성과 심리적 거리, 학습 동기간의 관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거리 측정 도구의 미비함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중립 텍스트에서 한국과의 유사성을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의 흐름을 보면 학습자들이 충분히 한국과의 유사성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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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수 있어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Hidden 

country가 위치한 대륙을 예상하는 문항에서 유사성 텍스트 그룹에서 아

시아를 선택한 비율(64.8%)과 중립 텍스트 그룹에서 아시아를 선택한 비

율(61.7%)이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온 결과가 근거를 제시해 준

다.

결론적으로 한국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 학습자에게 의미

를 부여하여 해석하게 하고, 이때 의미가 ‘내’가 사는 한국과 관계된 것

일 때 해석은 더욱더 의미를 가진다(송언근, 2003). 즉, 세계지리 학습에

있어 한국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외국을 해석하는 시각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연결 고리를 형성해주며 학습 동기를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한국-외국 유사성 강조 텍스트가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기존 중학교 사회 교과서 단원의 배치 순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Ⅰ단원 ‘내가

사는 세계’에서만 우리나라가 단원 상에 먼저 제시되고, 다른 단원에서

는 세계지리가 한국지리 단원보다 순서상으로 앞서 있다. 본 연구 결과

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먼저 학습하고 이와 연계하여 세계지리를

학습한다면, 단순 노출 효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동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송언근·김재일(2002)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불균형하다. 학습자들의 생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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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국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 내용 선정 및 조직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며, 전 세계의 고른 관심 분포를 위한 지리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적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표집 상의 한계 때문에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차이점만 있는 국가들에게는 방법 적용이 까다로

우므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유사성 텍스트와 차이점 텍스트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

구에서 검증하지 못한 유사성과 심리적 거리, 학습 동기간 관계에 대해

서도 후속 연구가 요구되고, Keller의 ARCS 모형은 본래 수업 전반의 설

계에서 동기 요소를 적용한 과정 모형이나 수업의 일부 상황인 교과서

텍스트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업

의 가장 대표적인 자료인 교과서 텍스트의 효과 검증은 수업 전반의 설

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지리 교육에서 연구가 미미한 유사성

연계를 통한 학습 동기의 고취 방법 검증을 통해 지리교육 교수·학습 방

법 개선에 시사점을 얻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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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사전 설문지

[사전 설문] 설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은 중학교 2학년 입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① 한국       ② 그 외 국가 

4. 여러분은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① 한국       ② 그 외 국가 

5. 여러분은 자신의 조국인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주로 긍정적이다(좋은 편이다)       ② 주로 부정적이다(싫은 편이다)

※ 이 설문지는 모두 동일함.



- 55 -

부록 2-1. 중립 텍스트 자료 : 라트비아-자연

◎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주의 깊

게 읽고 설문에 답해주세요.

  이 국가는 대체적으로 평탄한 저지와 그다지 높지 않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쪽은 대체로 평탄하고 중앙부는 높지 않은 기복이 있으며 동쪽은 고
지대여서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기후는 바다와 육지의 영향을 다 받으며 여름인 6-8월은 강수량이 가장 
많고, 겨울은 12월 중순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3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혼
합림지대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어 삼림이 발달하였는데 소나무, 잣나무, 자
작나무가 주요 수종이다.
  1980년대부터 사회운동단체 및 정치집단이 주체가 되어 환경운동이 전
개되었다. 주요 하천이 공장폐수로 많이 오염되었고 이 국가에 주둔해 있는 
외국 군대에 의한 오염도 심각하다. 강과 바다의 오염은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으로 더욱 가중되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숨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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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유사 텍스트 자료 : 라트비아-자연

◎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주의 깊

게 읽고 설문에 답해주세요.

  한국과 유사하게 이 국가는 대체적으로 평탄한 저지와 그다지 높지 않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쪽은 대체로 평탄하고 중앙부는 높지 않은 기복이 
있으며 동쪽은 고지대여서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한국처럼 기후는 바다와 육지의 영향을 다 받으며 여름인 6-8월은 강수
량이 가장 많고, 겨울은 12월 중순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3월 중순까지 계
속된다. 혼합림지대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어 삼림이 발달하였는데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가 주요 수종이다.
  1980년대부터 사회운동단체 및 정치집단이 주체가 되어 환경운동이 전
개된 것도 한국과 비슷하다. 주요 하천이 공장폐수로 많이 오염되었고 이 
국가에 주둔해 있는 외국 군대에 의한 오염도 심각하다. 강과 바다의 오염
은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으로 더욱 가중되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숨은 나라”

◎ 이 국가는 한국과 비슷해서 배우기 쉬울 것 같다.

   ① 예 ②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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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중립 텍스트 자료 : 벨라루스-인문

◎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주의 깊

게 읽고 설문에 답해주세요.

  전통적으로 흰 옷을 좋아하는 깨끗한 민족. 긴 하얀색 리넨 셔츠 위에 자
수를 놓은 사슈(sash)라는 넓은 벨트를 두르고, 흰색 리넨 바지를 입은 모
습이 민속의상으로 차린 전형적인 이 국가 남자의 모습이다. 여성들이 입는 
전형적인 민속의상은 헐렁한 흰색 드레스이다. 때로는 어깨부분에 자수가 
놓인 블라우스를 주름 장식한 스커트 위에 입기도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9년간의 의무교육이며 무료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 국가 사람들
의 문해율은 98%로, 대부분 읽고 쓸 줄 안다.
  총면적은 20만 7,600㎢로 천연 자원이 부족한데 비해 인적 자원이 풍
부해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과는 1992년에 수교
한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숨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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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유사 텍스트 자료 : 벨라루스-인문

◎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주의 깊

게 읽고 설문에 답해주세요.

  한국과 유사하게 전통적으로 흰 옷을 좋아하는 깨끗한 민족. 긴 하얀색 
리넨 셔츠 위에 자수를 놓은 사슈(sash)라는 넓은 벨트를 두르고, 흰색 리
넨 바지를 입은 모습이 민속의상으로 차린 전형적인 이 국가 남자의 모습이
다. 여성들이 입는 전형적인 민속의상은 헐렁한 흰색 드레스이다. 때로는 어
깨부분에 자수가 놓인 블라우스를 주름 장식한 스커트 위에 입기도 한다. 
  한국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9년간의 의무교육이며 무료이다. 고등학교
나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 
국가 사람들의 문해율은 98%로, 대부분 읽고 쓸 줄 안다.
  총면적은 한반도 크기와 비슷한 20만 7,600㎢로 천연 자원이 부족한데 
비해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과는 1992년에 수교한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숨은 나라”

◎ 이 국가는 한국과 비슷해서 배우기 쉬울 것 같다.

   ① 예 ②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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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지는 국가 학습 수업에 관한 여러분의 관심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읽은 자료로 국가를 학습했다고 생각해보고, 이 자료
를 나누어준 선생님과 수업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답
이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되는 
대답에 표시하세요.
  각 진술문은 그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러한가를 나
타내어 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진술문에 대답했던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마세요. 
질문지의 각 문항에는 틀리거나 맞는 답이 없습니다. 질문지를 자세히 읽고 자
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이 질문지에는 여러분이 그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5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⑤번, “그렇다”는 ④번, “보통이다”는 ③번, 
  “그렇지 않다(아니다)”는 ②번,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아니다)”는 ①번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35번은 해당 대륙에 체크(⋁)표시 하세요.)

번
호

질  문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매우
아니
다

1
선생님은 우리가 국가 학습 수업에 열중하도록 하신
다.

⑤ ④ ③ ② ①

2
국가 학습 수업에서 배운 것은 나에게 유용할 것이
다.

⑤ ④ ③ ② ①

3
국가 학습에 관련된 공부를 잘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4 국가 학습 수업에 주의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5 국가 학습 수업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⑤ ④ ③ ② ①

6
국가 학습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운이 
좋아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7
국가 학습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
도 잘 해낼 수 없다.

⑤ ④ ③ ② ①

부록 3. 학습동기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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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  문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매우
아니
다

8
국가 학습 수업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⑤ ④ ③ ② ①

9
국가 학습 수업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⑤ ④ ③ ② ①

10
선생님은 특정한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약간의 긴
장감을 조성한다.

⑤ ④ ③ ② ①

11 국가 학습 수업 내용이 나에게 너무 어렵다. ⑤ ④ ③ ② ①

12 국가 학습 수업이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13
국가 학습 수업에서 나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열
심히 노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14
수업시간에 받는 평가나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공정하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15 학생들은 국가 학습 수업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⑤ ④ ③ ② ①

16 나는 즐겁게 국가 학습 수업 내용을 공부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17
선생님이 나의 과제에 대해 몇 점을 줄 것인지 예측
하기 어렵다.

⑤ ④ ③ ② ①

18
내 스스로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 나의 국가 공부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가 기쁘다.

⑤ ④ ③ ② ①

19
나는 국가 학습 수업에서 내가 알게 되거나 얻는 것
에 대해서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20
국가 학습 수업 내용은 나의 기대와 목적에 관련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1
 선생님은 흥미를 끌기 위해 유별나거나 깜짝 놀랄만
한 행동을 한다.

⑤ ④ ③ ② ①

22 학생들은 국가 학습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 ④ ③ ② ①

23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학습 수업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24 선생님은 흥미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가르치신다. ⑤ ④ ③ ② ①

25
국가 학습 수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내가 살아가
는데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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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  문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매우
아니
다

26 나는 종종 국가 학습 수업 동안 공상에 잠긴다. ⑤ ④ ③ ② ①

27
국가 학습 수업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⑤ ④ ③ ② ①

28
국가 학습 수업은 나에게 필요한 이로운 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29
국가 학습 수업의 주어진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
들은 종종 나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⑤ ④ ③ ② ①

30
나는 국가 학습 수업의 수준이 너무 쉽지도, 너무 어
렵지도 않고, 적합하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31 나는 국가 학습 수업에서 다소 실망감을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32
나는 국가 학습 수업에서 성적, 선생님과의 대화, 충
고, 설명 등을 통해서 나의 공부에 대해 충분히 인정
받았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33 국가 학습 수업에서 내가 공부할 분량은 적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34
국가 학습 수업에서 선생님과의 대화나 행동 등으로
부터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느낄 수 있
다. 

⑤ ④ ③ ② ①

35 이 국가는 이 대륙에 있을 것 같다. 아메
리카

아프
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

아니아

 ☺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설문지는 모두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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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korea-Foreign Similarity 

Emphasis on Learning Motivation

Young mi Gwak

Geography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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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earning motivation, which is a major variable that changes human behavior 

at school, is essential for modern people to live as lifelong learners. At this 

time, similarity, which means that one attribute is similar to other ones, can 

reduce psychological distance and induce learning motiv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very few researches reported on similarity among geographic edu-

cation studies on learning motivation. Therefore, this study proved the effec-

tiveness of learning motivation in foreign country learning by presenting the 

text data emphasizing similarity with Korea which students have prior 

knowledge and as their living spac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4 types of texts: physical geography 

subject - similarity emphasis, physical geography subject - neutral, human 

geography subject - similarity emphasis, human geography subject - neutral. 

Participants in the study responded to questions that were randomly as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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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ne of the four text types and read texts about the hidden country that 

was not provided by the name of country and were measured the motivation 

to learn. Also they answered the question of guessing the country's location 

to measure the psychological distance to foreign countri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experiment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learning motivation according to gender, and students who 

think positively in Korea were more motivated to learn than negative 

students. Second, texts that emphasize similarity regardless of physical or 

human subjects were more effective in motivating learning than neutral text. 

Identical results were obtained in comparison of sub-factors of learning mo-

tivation such as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and satisfaction. Thir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imilarity, psychological 

distance, and learning motivati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or-

der of Korean geography and world geography in current middle school so-

cial textbooks.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content based on similarity 

with Korea can be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geography education for 

the distribution of even interest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he ver-

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textbook text, which is the most repre-

sentative teaching material, will be helpful in designing the whole course. 

Also enhancing learning motivation through similarity linkage will be a new 

indicator for the improvement of geograph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keywords : world geography learning, similarity, learning motivation, text, 

psychological distance

Student Number : 2016-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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