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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장소 스키마 참조가 

세계지리 경관인지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홍 태 완

본 연구는 학생들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장소를 학습할 때, 우

리에게 익숙한 장소 스키마를 참조함에 따라 경관을 인지하는 능력과 학

습 동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연구이다. 여기서 장소

스키마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한 사전경험, 사전지식, 준거 체

계를 의미하며, 학교 교육에서는 학습경험을 통해 갖추고 있는 장소에

대한 지식체계를 뜻한다. 지금까지 장소 스키마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사례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장소 스키마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해

야 하는지에 대한 실험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지심리학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험방법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

에게 익숙한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도록 ‘한국과 다른～’ 이라는 독립변수

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지리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경관 사

진을 인지하는 능력과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경관에 대한 인지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사진의 일

부 요소를 다르게 편집한 사진을 활용하여 경관 요소들에 대한 기억을

측정하였다. 학습 동기의 변화는 텍스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

았다. 실험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두 가지 유형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연구에서는 세계의 자연․인문 경관을 담은 7장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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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하도록 하였다. 이후 경관 요소의 위치나 속성을 변형한 사진들 속

에서 처음 감상한 사진을 찾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다른～’이라는

참조점을 통해 장소 스키마를 참조한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경관 사진을

회상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새로운 경관을 바라

볼 때, 익숙한 장소 스키마와 비교하고 대조하는 참조행위가 공간적 패

턴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경관에 대한 관찰력, 기억

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인문환경을 소개

하는 텍스트를 만들면서 장소 스키마 참조점을 반복적으로 삽입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글을 읽은 후, 학습동기(인지적 관여, 흥미, 학업

적 자기효능감)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다

른～’이라는 참조점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나라와 비교, 대조하면

서 읽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인지적 관여,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위의 실험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른 학생집단을 대

상으로 주제를 몽골의 자연환경으로 바꾸어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였다. 그 결과 ‘한국과 다른～’이라는 참조점을 통해 몽골을 우리나라와

비교, 대조하면서 읽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인지적 관여(engagement),

흥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지적 수

단으로서의 장소 스키마 참조가 인지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실험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학생들이 경험하지 않은 세계의 자연과

인문을 학습할 때, 익숙한 장소를 참조하는 전략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교과서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분

리하여 조직한 것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한국-세계를 연결하는 재구성 방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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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확대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 처방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네트워크적 장소인식, 다문화

이해, 여행 지리,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장소 스키마, 경관인지, 학습동기, 세계지리, 교육방법, 인지

심리실험, 한국과 다른

학 번 : 2018-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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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 따르면 우리는 여권만 있으

면 비자 없이 188개국을 여행할 수 있다1)(HPI, 2019).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많다는 것만큼 우리도 세계를 향해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다. 유튜브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정보

를 접하게 되면서 어린 학생들의 공간 인지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처럼

증가하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세

계관과 학생 수준에 따라 내용선정과 조직, 교육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류재명, 1991, 148; 이간용, 2016).

단순한 지리적 사실들을 백과사전처럼 열거하는 교과서의 세계지리 서

술에 대하여 유의미한 학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권정

화, 2015, 152; 조철기․이종호, 2017). 따라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

정에서는 최근의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지리교육의 내용선정, 조직 그리

고 교육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회 교과의 기본

적 내용조직방법인 환경확대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지리학의 본

질을 담아내는 구성방식의 전환에는 미치지 못했다(이간용, 2016).

최근 세계 지역 지리와 관련하여 떠오르고 있는 개념들2)에 따르면 우

리가 살아가는 장소를 구성하는 힘들은 마을-지역-한국-세계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들 사이의 네트워크 관계에서 발생한다(박배균,

2012). 학생들의 경험도 한국에서 세계로 방향성을 갖고 확장하는 것이

1) HPI는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IATA)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발행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다. 2019년 10월 1일 현재 대한민국의 여권으로는 188개국을 비자 없이 방

문할 수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일본(190개)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2) 글로컬시대(김다원, 2018), 관계론적 장소 인식(황규덕․박배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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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조철기, 2014, 121). 따라

서 세계 속에서 분리된 한국만을 다루거나, 한국과 동떨어진 세계만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글로컬(glocal)적 사고를 교육하기에 한계가 있다(황

규덕․박배균, 2019). 이와 같은 스케일의 분절은 자연지리를 교육하는

장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정한 지형형성과 발달과정의

범위를 우리나라에 국한하거나, 해외사례를 외국만의 자연적 특징으로

한정함으로써, 지형발달모형의 확장 및 적용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환경확대법이라는 관성(inertia)과

다른 사회 교과와의 차시 배분 등의 이유로 2015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

에서도 한국지리(5학년 1학기)와 세계지리(6학년 2학기)가 분리되어 구

성되었다(교육부, 2015; 2019a; 2019c). 물론 국가교육과정으로서 교과서

를 도외시할 수 없고 사회 교과 간의 시수 배분이나 교사의 준비 부담문

제 등 구조적인 제약이 있지만, 교과서 체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한

국지리와 세계지리를 연결할 수 있는 대안적 재구성전략은 여전히 유효

하다. 이에 대하여 지리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동시

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나 수업전략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김기남, 2012; 곽영미, 2018).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장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일이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따르면 장소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 감정을 형성하는 것은 학생의 내

적 심리과정이기 때문이다(Derry, 1996). 따라서 어린 학생들의 장소에 대

한 심리학적 발달과정을 고려한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가보

지 않은 장소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갖고 있다(Piaget and Weil, 1951). 이

에 장소 스키마 이론(place schema theory)은 우리가 새로운 장소들을 어떻

게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형성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다(한동균, 2016).

Kopel(2014)은 장소 스키마를 “개인의 사전경험으로 구성된 장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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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가보지 않은 미지의

장소로 요코하마(Yokohama, 横浜)라는 곳을 이해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인천이라는 총체적인 장소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조절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3). 이처럼 장소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이미

구성하고 있는 사전 지리 지식이나 장소 경험을 참조하여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스키마를 효과적으로 확장해나간

다(Caltling and Martin, 2011, 8-9). 이러한 접근은 재구성전략으로써 한

국지리와 세계지리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장소 스키마 이론을 실제적인 교육방법에 활용하는

현장 중심의 실험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한동균, 2016). 한편 획기적인

교육내용 조직이나 방법론이 개발되어도 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부

담을 느낀다면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 체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적어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장소 스키마 활용 방법이 오히려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전경험으로서의 장소 스키마를 쉽게 참조하는 전

략이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곽영미(2018)

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세계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전략으로 ‘한국과 비슷

하게～’라는 삽입 문구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론적 근거를 유사성을 선

호하는 심리학적 원리에서 찾았다는 점, 차이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병행

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상기 전략을 역설계하여 ‘한국과

다르게～’라는 언어정보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

조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소 스키마라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에서

유사성과 더불어, 차이성 강조 방법으로도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며, 이것

이 학습에 도움을 주는지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3) 두 도시 모두 한국과 일본의 수도에 인접한 항구도시이다, 외세에 의해 강제

개항되어, 해외문물의 통로가 되었다는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등 양국에서

의 사회적, 지리적 위상이 유사하며, 일부 요소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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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험에서 사진과 텍스트처럼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매체

를 활용한 점, 학습전략으로서의 독립변수를 최소화하고자 한 점은 기존

학교 지리(사회)교육 시스템에서도 교수자들이 유용하게 장소 스키마 이

론을 활용하도록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소 스키마의 관점에서 지리교육을 살펴보고, 지리교

육과정 구성원리인 환경확대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한

계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세계지리 학습 자료를 제시할 때, 자연스럽

게 한국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한국은 우리나

라 학생들에게 이미 경험하고 학습한 장소 체계이다. 따라서 ‘한국과 다

른～’ 이라는 참조점은 새로운 세계지리 학습 자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비교 준거 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 실험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학습적

대안이 인지적, 정의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지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대상으로서의 경관(landscape)을

인지하는 과정을 알아본 뒤, 인지 과정의 효율성이 장기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심리학적 근거하에 경관기억을 측정함으로써 인지적 효과를 검증

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학습 자료를 제

시할 때, 한국이라는 스키마와의 차이성을 강조할 때 유발될 수 있는 정

의적 변화를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과 능동성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여기서 감각추구성향이란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선호하는 심리

적 경향으로, 기존 지리적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 동기에 개선이 있

는지 알아보는 별도의 실험연구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6학년은 공간인지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본 실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만 10세부터 공간개념이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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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발달하면서 자기중심적 공간인식에서 벗어난다.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추상적인 공간 이해가 가능해진다(이경한, 1988). Siegel(1975)에 따

르면 유클리디안(Euclidean) 준거 틀을 갖추어서 공간을 종합화하여 인

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참여자에게 처음 보는 공간정보(사진, 텍스

트)를 제시할 경우 경관 요소, 지리적 개념과 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올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있다.

둘째, 본 실험의 내용과 목적이 초등학교 사회교육과정에 부합하기 때

문이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2학기 1단원에서 세계 여

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다루고 있다(교육부, 2019a; 2019b). 이러한 점

은 학교에서 세계지리를 학습하고 있는 시기인 9～10월에 본 실험 자료

를 실제 진도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실과 같은 인위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호손효과(hawthron effect)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독립변수인 한국적 장소 스키마(사전경험)가 학교 교육을 통해

동일하게 학습되었다. 실험참여자는 5학년 1학기에 국토와 우리 생활이

라는 단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 인문환경에 대해 학습하였다(교육부,

2019c; 2019d). 이처럼 학교지리(school geography)가 학생들에게 공통적

이고 집단적인 사전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 간의 있을 수 있는 사

전경험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나이이므로 교

육과정 외에도 장소 스키마 형성에 관여하였던 경험 기간을 같은 수준에

서 유지할 수 있다.

첫 번째 실험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진 자료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과

같은 시각적 공간정보를 받아들일 때, 인지적 준거 체계(reference of

frame)(김기남, 2012)나 맥락화(안종욱, 2002) 제공 여부가 인지능력에 영

향을 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세계지리 사진을 바라볼

때 어떤 방법으로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게 하는지, 학습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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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설계가 요구되었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인지적 능력의 변화를 측정한 선행연구사례를 참고

하였다(Brewer and Trewen, 1981; Masuda and Nisbett, 2006; Kim et

al., 2015). 이들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에게 사진을 제시할 때 장소에 대

한 기대지식, 문화적 배경, 지시 행동 등에 따라 공간인지능력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간인지능력을 측정하는 선행연

구들은 안구운동추적이나 fMRI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학교에서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방법이 많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담은

사진 자료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경험세계에서 익숙한 한국이라는 장소

스키마와 대조하도록 ‘우리나라와 다른’ 풍경을 감상하도록 문구를 넣었

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참조점(reference point) 으로 작용하도록 한 것이

다(Kulhavy and Stock, 1996). 이후 처음 제시한 사진과 일부 요소를 수

정한 사진 중에서 처음 제시한 사진을 정확히 선택하는지를 통제집단과

평균을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단순한 실험설계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서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1> 장소 스키마 참조에 따른 경관인지와 기억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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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사진을 활용하여 인지적 학습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과정

이다. 여기서 A는 통제집단, B는 실험집단으로 둘을 비교하는 상황을 보

여준다. 통제집단은 똑같은 경관을 감상하면서도 참조할만한 준거 체계

가 없어서 시각적 공간정보가 유의미하게 장기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반면 실험집단은 참고할만한 준거 체계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면서 공간정보를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조화하여

장기기억으로 전환한다고 예상한다.

두 번째 실험연구에서는 한국적 장소 스키마의 참조가 정의적 영역에

서 학습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의적 영역이란 학습이 일어

난 뒤 얻을 수 있는 정서나 감정, 가치관, 태도를 의미한다. 이를 알아보

기 위해 텍스트 자료를 사용하였다. Hendricks and Boroditsky(2016)의

연구에서는 실험용 텍스트를 만들면서, 비유 혹은 은유적 표현에 작은

차이를 주는 방법으로 읽는 사람의 정의적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

를 통해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게 하는 언어정보가 해당 지역에

대한 흥미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학습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의 특정 지역을 설명하는 텍스트에서

‘한국과 다른～’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지의

장소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적 장소 스키마와 비교하고

대조하는 심리적 조절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제재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각각 다른 주제로 자료를 만들

었다.

이 실험연구에서 통제집단은 새로운 장소 정보를 처리하면서 한 번에

많은 정보가 비구조적으로 입력된다. 이때 인지적인 과부하가 유발되어

흥미가 저하되거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

다. 반면 실험집단은 자신이 이전에 학습하거나 경험을 통해 형성한 장

소 스키마와 텍스트를 비교․대조하면서 능동적인 해석 과정이 가능하

다. 그렇다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흥미의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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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가 개발한

학습 환경에서의 학생동기척도(SMILES)4)를 학습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실험설계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관계를 보여준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실험도구 실험

한국적

장소 스키마

참조

(‘한국과 다른’)

인지적 효과

- 경관인지능력

(경관기억)

사진

-세계의 인문경관

-세계의 자연경관

실험

연구1

정의적 효과

- 인지적 관여

- 학습 흥미

- 학업적 자기효능감

텍스트

-인문지리 텍스트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

연구2

<표 1> 실험실계와 변수들의 관계 

3. 연구가설설정

본 연구는 세계지리를 학습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적 장소 스

키마를 참조하는 것이 공간적 패턴인지와 학습 동기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장소 스키마 참조’라는 독립변수

를 설계하면서 한국-외국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곽영미(2018)의 연구와는

반대로 한국-외국의 차이를 강조하는 일종의 거울상 변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소개하는 사진과 텍스트

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주목하게 하는 언어정보를 제시함으로

써 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한 평균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4) 봉미미 외 23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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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게 하는 전략이 학생들의 경

관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세계지리에 관한 사진을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풍경을 감

상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풍경을 감상하도록 하는 것보다 경관에 

대한 기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2> 인문지리 분야에서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게 하는 

언어 정보가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세계의 인문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인지적 관여를 향상

시킬 것이다.

 2-2. 세계의 인문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흥미를 향상시킬 것

이다.

2-3. 세계의 인문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3> 자연지리 분야에서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게 하는 

언어 정보가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세계의 자연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인지적 관여를 향상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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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계의 자연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흥미를 향상시킬 것

이다.

3-3. 세계의 자연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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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장소 스키마와 지리교육

1) 스키마 이론

스키마(schema)는 심리학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과거의 경험이나 반응

에 의해 생성된 생물체의 지식체계로 구조화된 사고나 행동패턴(pattern

of thought or behavior)을 의미한다(DiMaggio, 1997). 스키마는 사전 지

식에 대한 심상구조(mental structure), 새로운 세계를 해석하는 프레임

워크(framework), 인지의 준거체계(reference of frame), 사례도서관(case

library), 인지지도(cognitive map) 등 다양한 용어로 기술되고 있다

(Nickles, 2002; Gorman and Rentsch, 2009; 김기남, 2012).

이러한 스키마는 주의력과 새로운 지식의 흡수와 처리에 영향을 미친

다. 사람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와 모

순되는 것을 맞추기 위해 스키마를 조절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에만 예외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돌고래를 처음 보는 어린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 어린이는 처음에 돌고래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물 중

에서 형태가 비슷한 물고기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동화

(assimilation)라고 한다. 그러나 돌고래가 새끼를 낳는 등 물고기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를 알게 되면서 돌고래를 물고기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조절(accommod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지 도식을 일부 변

형하여 새롭게 돌고래의 범주를 생성한다.

이처럼 처음 접하는 외부자극들을 복잡한 사고과정을 통해 처리하기보

다는 스키마라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일부를 조

절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Nadkarni and Narayanan, 2007; Gre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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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의 선험적 도식이 스키마 이론의 초기 아이

디어로 평가되며(서태열, 2011), 심리학에서는 게슈탈트 심리학자와 피아

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념화되었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자인 바틀렛(F.

Bartlett)의 연구를 통해 현대적인 스키마 이론이 정립되었다(Brewer,

2000). 그는 모든 새로운 정보는 스키마라는 과거 정보와 상호작용한다

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스키마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에게 생소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야기인 ‘유령들의 전쟁(The

War of the Ghosts)’을 읽게 한 후, 몇 년 뒤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

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들만의 문화적 배경을 투영하는 방식

으로, 즉 스키마와의 상호작용으로 각자 이야기의 일부 요소를 각색하여

기억하였다(Bartlett, 1932). 그의 연구는 현대 인지심리학에서 재조명받

는다(Reed, 2006, p.326). 이들은 Bartlett의 기본가정을 받아들였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감각 자료를 해석하고, 장기기억으로 정보를 저장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스키마가 이용된

다고 보았다(Rumelhart and Norman, 1978).

한편 정보과학에서도 인지심리학의 스키마 개념을 빌려서 비슷한 의미

로 사용한다(Pezzulo and Calvi, 2007).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연산자, 데이터베이스구조, 제약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메

타데이터의 집합을 스키마5)라고 한다. 외부에서 입력된 새로운 변수를

스키마를 통해 저장, 인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다(Minsky, 2013).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분야에서도 스키마 이론을 근간으로 기계가 학습할 때 필요한

빅데이터를 다룬다(Janković et al., 2018). 지리학과 관련된 GIS에서도

공간정보를 다룰 때 스키마 매칭(schema matching)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 지명이나 도로와 같은 데이터를 의미적(semantic)으로 비교

(compared)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위계적으로 분류하여

공간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Partyka et al., 2011).

5)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12,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일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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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스키마와 지리교육

장소(place)는 인간의 모든 의식과 경험이 통합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

간(space)과는 다르다(Relph, 1976). 이처럼 장소는 인간 경험에 의해 공

간에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만들어진다(Tuan, 1977). 따라서 장소는 세상

에 존재하는 객체로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Cresswell, 2004). 메를로퐁티의 관점에서 사람은 능동적인 신체적, 정신

적 경험을 통해 장소를 기억한다(Sinha and López, 2000). 처음 보는 낯

선 장소는 경험을 통해 점차 익숙하고 친밀한 장소로 변화하며 이 과정

에서 장소에 대한 지각, 인지뿐만 아니라 감정도 만들어진다(Axia et al.,

1991). 이것을 장소감(sense of place)이라 하며 장소에 대한 사전경험인

스키마에 영향을 받는다(Jive´n and Larkham, 2003).

Kopel(2014)은 장소 스키마6)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전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장소에 대한 기대의 시스템이며, 지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장소적 지식”이라고 정의하였다. Axia et al.(1991)도 장소 스키마를 “개

인이 경험하는 장소에 관한 위계적이고 조직화된 지식체계”로 보았다.

이 밖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소개념도 체계적인 조

직을 갖춘 장소 스키마(place schema)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Imamoğlu, 2003; Imamoğlu, 2007, Scannell and Gifford, 2010). 장소 스

키마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같은 장소에 있

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장소 스키마는 개인적 차원으로도 존재하지만,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교육에 따라 의미가 형성되어 집단이 공유하는 사회적 장소 스키마도 존

6) Kopel(2014)은 원문에서 spatial schema(공간 스키마)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스키마가 인간의 사전경험이라는 점에서 공간(spatial)을 장소

(place)로 재해석한 한동균(2016)의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후

에서는 장소 스키마(place schema)라고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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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Bartlett, 1932).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강남이라는 장소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대중문화 등의 집단적 경험을 통해 소비적이고 상류계층의

공간으로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다. 한편 학교는 학생들에게 집단적 장소

스키마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이다. 학교에서는 표준교육과정을 운

영함으로써 공간과 장소에 대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갖추도록 한다

(NCGE, 2012).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적 장소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마을, 우리 고장, 우리나라, 세계에

대한 지식과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환경확대법 적용에

따른 스케일의 분절―한국지리(5학년 1학기)와 세계지리(6학년 2학기)의

지도 시기상의 간극―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장

소 스키마 간의 상호작용, 유기적 연결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지역적 장

소와 세계적 장소가 동시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최근 지리교육의 연구

의도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옥한석․서태열, 2009). 자연지리 측면에

서도 지형발달과정을 다른 지역으로의 적용과 확장을 어렵게 만든다.

3) 장소 스키마 연구방법

Davidson(1994)은 피험자들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반

적인 절차를 읽도록 하였다. 자신의 장소 스키마와 일치하지 않는 이례

적인(atypical) 일화가 추가되었을 때, 그 일화를 더욱 잘 기억해낸다는

점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식사를 주문하였다.’라는

진술보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식사를 주문한 것이 실수로 다르게 주문

되었다.’처럼 식당이라는 장소에서의 예상과는 다른, 즉 장소 스키마와

불일치한 사건들을 더 쉽게 기억(인출)하였다. 이는 식당이라는 장소에

서 기대되는 사전경험(스키마)과 일치하지 않는 사건이 기존 식당이라는

장소 스키마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더욱 잘 기억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

다(Matlin, 2009,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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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uda and Nisbett(2006)은 공항이라는 장소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영상을 편집하여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고 다른 부분을 찾게 하는

실험을 통해 동서양인 인식 차이를 규명하였다. 동양인들은 전체적인 맥

락을 통해 대상을 기억하는 경향이 강했고, 서양인들은 사물에 초점을

두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이들은 각자의

문화권에 익숙한 인지 양식 또는 인식의 틀(reference of frame)로 장소

경관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학습내용을 조직하거나 학습매

체를 설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임규혁, 2003, 188).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학습 자료는 교과서이다. 최근 디지털 교과

서를 포함하여 동영상,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수업 매체가 있지만,

그 뿌리는 텍스트다. 따라서 본 실험연구에서는 교과서라는 큰 체계를

조작하는 것을 지양하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텍스트를 조작하는 방법으

로 장소 스키마를 참조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텍스트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조작하고 그에 대한 학습 효과

를 알아보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지리교육연구에서는 텍스트의 내

용이나 구조, 순서, 맥락 등의 요소를 독립변수로 선정, 그것이 특정의

학습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보는 실험연구들이 다수 있다(이영경,

2010; 최재영, 2017; 곽영미, 2018). 최재영(2017)은 이타성을 유발하는 맥

락을 설계하면서 실제 ‘서울시 인터넷 민원접수 사이트 주소’의 유무만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실험용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곽영미(2018)도 ‘한국

과 유사하게～’라는 문구의 유무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그에 대한 학생

들의 동기 수준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두 가능한

텍스트의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실험 텍스트의 독립변수를 설계할 때 최소한의 변형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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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본 실

험연구에서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텍스트상의 변인들을 다중

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응용하여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수식과 같다(김우철 외, 2017, 371).

Y = β0 + β1χ1 + β2χ2 + β3χ3 + β4χ4 e

(Y: 학습동기, χ1: 어휘, χ2: 텍스트구조, χ3: 폰트, χ4 : 기타요인, e : 노이즈)

학생들이 지리적 텍스트를 읽은 후 생성된 학습동기를 Y라 할 때, 이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텍스트의 변수는 어휘, 텍스트구조 및 문체, 폰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변수들이 서로 독립이 아니라

면 이들 간의 상관관계 역시 학습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변수

를 고려할 경우 관계식이 복잡해져서 설명력이 희석되고 분석이 어려워

진다. 따라서 특정 어휘에 따른 학생들의 동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는 텍스트의 구조, 문체, 폰트 등 다른 요인들은 모두 통제하고 독립변수

로 선정한 어휘에만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실험목적과 의도를 살려야 한

다.

본 연구에서도 텍스트를 재구성할 때 텍스트 전반에 걸쳐 재구성하기

보다는 문장이나 구문 일부를 조작하여 독립변수를 순수하게 정제할 필

요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Hendricks and Boroditsky(2016)의

연구는 실험 자료의 독립변수를 설계하는데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

구는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환자들의 죄책감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암을 표현하는 ‘전쟁’과 ‘여행’이라는 단어를 독

립변수로 설정하고 문맥에 맞게 해당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처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텍스트상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독립변수의 효과만을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장소 스키마를 독립변수로

하여 텍스트를 제작할 때, 변수로 선정한 용어는 가능한 표준화하여 적

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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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 인지(landscape cognition)

1) 경관과 지리사진

경관(landscape)은 원래 화가가 그리는 농촌 풍경을 의미하는 네덜란

드어 ‘렁셔프(landschap)’에서 유래한 개념으로(류순호, 2004), 지리학에서

는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 또는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특정 지역이나 지표의 가시적인 특성을 뜻한다(박경 외,

2008). 블라쉬는 경관을 크게 자연경관(natural landscape)과 문화경관

(cultural landscape)으로 구분하였다(Akhil and Jayapal, 2019).

Lewis(1979)는 경관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공리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공리1. 경관은 문화의 단서이다. 

공리2. 문화의 통합성과 경관 요소의 등가성

공리3. 평범한 것이 어려운 것이다.

공리4. 경관은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공리5. 경관의 지리적(생태적) 맥락이 중요하다.

공리6. 자연경관은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리7. 경관은 모호하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물로 존재하는 경관이라도 보는 사람의

태도, 관점,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이정만 외,

2012). 인문적으로는 경관에 담겨있는 도상학적 상징을 이해하거나 정치

적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Amoore and Hall, 2010), 자연적으로는 지형

형성에 관여하는 기구(agent)를 읽을 수 있다(권혁재, 2007). 따라서 지

리교육은 경관에 대하여 상황과 맥락에 맞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

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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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관이라 하더라도 제시 방법이나 맥락에 따라 학생들이 경관을

둘러싼 자연적, 인문적 과정을 이해하는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서태열,

2005, 251). 경관을 바라볼 때, 사전경험이나 맥락이 없다면 경관은 유의

미하게 입력되지 않고 기억에서 쉽게 사라진다.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경관을 제

시한다. 지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사진은 지리적 개념을 전달하려는 교육

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범선규, 2009). <그림 2>는 사진이 교육자와 학

생 그리고 실제 경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종욱, 2002).

<그림 2> 지리 수업에서 경관-사진-학생의 관계(출처 : 안종욱(2002))

지리 수업에서는 사진을 통해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 사진에 담긴

사상에 대한 해석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하다(서태열, 2005,

252). 예를 들어 교사가 한 장의 경관 사진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관점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은 사진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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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문화적, 지형적 과정을 이해함으

로써 경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지리 수업에서 사진은 실

제 경관을 교실에서 재현하는 방법으로 경관과 학생을 연결하고, 현실

세계에서 경관을 마주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데 적합한 매

체이다.

2) 경관인지에 대한 정보처리적 접근

경관인지(landscape cognition)는 경관(landscape)과 인지(cognition)의

합성어로,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시각적 자극(경관)이 사람의 뇌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개념이다(Zigmunde et al., 2016). 토목, 건축,

환경, 인문지리 등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연구에서 사람이 경관

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양적,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Ohta, 2001; 황지욱

외, 2006; Wang et al, 2006; Joo and Kim, 2012). 이들 연구에서도 사람

이 경관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의미로 경관인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각(perception)과 인지

(cognition)를 구별하고자 한다. <그림 3>에서 사람의 눈으로 신호등에

서 빨간색이라는 색 자극을 탐지하는 것은 지각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빨간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호규칙을 기억해내는 과정은 인지에 해

당한다. 그리고 이 인지 과정에서 사람의 주의(attention)는 정보가 처리

되는 각 과정에 개입한다(오성주, 2019, 196).

<그림� 3>� 지각처리와�인지처리의�예(출처� :� 오성주(2019)에서� 재구성)



- 20 -

경관에 대한 인지처리 또한 개인의 사전지식이나 경험, 스키마에 영향

을 받는다(Zigmunde et al., 2016). 이 역시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의 주

의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개인이 사전에 가지고 있는 경험, 스키마를

통해서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인지 과정을 하향처리(top-down

processing)라 한다(이정모 외, 2013). 상향처리(bottom-up processing)와

비교하기 위해 Gregory(1970)는 R. C. James가 제작한 추상적인 이미지7)

를 예로 든다.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무엇이 보이는지 찾아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모든 시각정보를 종합하여 자신의 장기기억 속

에 무엇과 같은지 파악해야 한다. 이때 정보가 처리되는 방향은 감각기억

→장기기억이며 이를 상향처리라고 한다. 반면에 이 이미지에서 ‘개(dog)

를 찾아보라’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신의 장기기억, 사전경험 속에서

개의 형상을 떠올려 이미지와 관찰, 대조한다. 이때 정보는 장기기억→감

각기억으로 처리되며 이를 하향처리라고 한다(Reed, 2006).

하향처리는 과거부터 쌓아온 지식, 즉 스키마를 참조하여 이미지를 본

다. 이것은 사람에게 시각적 안내자(visual guidance) 혹은 시각적 주의

(visual attention)로 작용하여 모호한 이미지 속에서 대상을 빠르게 인지

하도록 돕는다(Oliva et al., 2003; Coco et al.,2014). 이처럼 하향적 인지

처리방식은 사전안내나 사전경험으로 선별적인 정보처리가 가능하여 빠

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경험이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향처리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상향처리와 함께 사용

하여 선입견이나 오류를 줄여야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는 인지 전략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는바 실험에서의 인지

과정은 ‘하향처리’에 한정된다.

Zigmunde et al.(2016)은 경관(사진)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지 과정을

<그림 4>과 같이 설명한다. 보기단계에서는 형태, 색 등의 시각적 특징

7) https://michaelbach.de/ot/cog-Dalmatian/index.html, 2019년 11월 26일 최종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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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각적 정보로 입력한다. 지각단계에서는 입력한 정보를 경관 요소로

구별하고 지리학적 지식으로 구성한다. 인지단계에서는 장소를 기억하고,

장소감(sense of place) 등이 형성된다.

<그림� 4>� 경관(사진)을� 처리하는�인지과정(� 출처� :� Zigmunde� et� al.,� (2016))

3) 경관인지 연구방법

인간이 사진이나 경관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연

구방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Ohta(2001)는 실험참여자에게 경관 사진

을 보여주고 난 뒤, 어떤 대상이 기억에 남는지, 어떤 대상이 인상 깊었

는지를 인터뷰하고, 질적 분석을 통해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지

과정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도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이나 사전경

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같이 현상학적 접근에 속

한다. 다만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의 안구운동추적장치와 그에 대한 대안적 연구방법을

알아보고 본 실험설계에 참고하였다.

사람의 눈의 움직임은 마음과 두뇌활동을 반영한다(Van Gompel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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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 p.3) 안구는 눈 주변 근육의 조합으로 움직이며, 이 움직임은

도약(saccade)과 고정(fixation)으로 구별한다(Yarbus, 1967). 사진을 바

라보는 안구운동에서 분석해야 할 것은 시선이 어떠한 경로로 움직이고,

머무르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응시하는지 대해서이다

(Castelhano and Henderson, 2008; Rayner, 1998). 안구운동을 역추적하면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내적 표상을 만드는지 추론할 수 있다(오성주,

2019, 204).

지리교육에서도 안구추적장치를 활용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학습자의

안구운동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연구가 있다(Kim et al., 2015).

그러나 안구운동추적장치는 학교현장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학교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

라 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 둘째, 통제된 실험공간에서 진행할 경우, 실험 상황임을 아는

참여자에 의한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인 실

험설계가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집단별로 경관 사진의 구성요소를 기억하는

테스트를 수행한 김기남(2012)의 연구가 안구운동추적장치의 경제적 대

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해안의 경관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뒤에 해안에서 바위나 배 등의 경관 요소의 방향이나

위치가 다르게 편집한 사진들과 원본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원본 사진

을 찾아내는 경관에 대한 기억력 테스트 과제를 부여하였다. 집단 간 평

균점수의 비교를 통해서 독립변수에 따라 경관 요소의 위치나 관계, 방

향을 인지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장기기억 측정을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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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 스키마와 학습동기

1) 학습동기와 감각추구성향

동기(motivation)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고 행동 수행과

정을 돕는다는 의미의 라틴어 ‘movere’에서 기원한다(Pintrich and

Schunk, 1996). 동기에 관련된 초기연구들은 사람의 내적 본능이나 특성,

실천 의지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목표 지향적 활동으로 유발

되는 심리적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Pintrich and Schunk,

1996). 이 연구들은 동기가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직접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로 표출된 행동빈도나 강도, 반응의 정도를 통해 유추한다

(남혜정, 2019).

학습 동기란 학습자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목표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

고, 내․외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학습과정에서 학습의 준비 또

는 지속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의미한다(박승호, 2000). 이 학습 동기는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서미옥, 2010). Harlen and Crick(2003)은 학습동기가 학

습자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같은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

는다고 주장하는바,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교육매체,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방법 중에서 유사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사람들이 대체로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출발한다(Zajonc, 1968). 다수의 연구사례에서 피실험자에

게 목표대상이 그들과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을 때,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아냈다(Ganer, 2005; Evans, 1963; Byrne, 1971;

Suedfeld et al., 1971). 지리교육에서는 라트비아라는 우리에게 상대적으

로 생소한 국가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유사한 점을 강조하는 맥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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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학습동기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곽영미, 2018).

반면 신기하고 기존 경험과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 심리적 경향도 존재

한다. 이것을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익

숙한 것을 좋아한다는 주장과는 대척점에 있다. 감각추구성향이란 사람

들이 다양하고 신기하고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추구하며, 이러한 경험을

얻기 위해 모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을 말한다(김영국․현용오, 2013). 예

를 들면, 익숙한 우리나라의 여행지보다 풍토나 경관이 완전히 다른 이

국적인 장소에 대하여 선호가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Lepp and

Gibson, 2008; Galloway, 2002)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젊은 사람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Pizam et al., 2004).

Zuckerman(1961)은 감각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

다. 감각추구성향척도(sensation seeking scale, SSS)는 스릴 모험 추구

(thrill and adventure seeking, TAS), 지루함에 대한 민감성(boredom

susceptibility, BS), 경험 추구(experience seeking, ES)라는 하위요인으

로 나뉜다. 스릴 모험 추구 척도는 새로운 경험,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말한다. 지루함에 대한 민감성 척도는 판

에 박힌 일상의 반복을 멀리하고 지루함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말한다.

경험 추구 척도는 일상에 순응하기보다는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이나 예

술 활동을 통해 강렬한 감각을 추구하기 원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감각추구성향을 새로운 장소에 대해 배우는 세계 지역 지리에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장소는 학습자들의 생활공간으로, 익숙함과 동시에 평범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여 새로운 장소가 어

떤 점에서 우리의 장소와 다른지 비교․대조하여 전달한다면 흥미나 학

습 효능감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

용하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다른 세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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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새로움과 비범함을 제공함으로써 감각추구성향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한다.

2) 학습동기 구성요인

본 절에서는 본 실험연구에서 정의적 학습효과를 측정할 때 활용하는

봉미미 외(2012)의 학습동기검사지 중에서 선정한 세 가지 요인을 중심

으로 그 특징을 알아보고 종속변수로 선정한 이유를 서술한다.

(1) 인지적 관여

학교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착석하고 있지만, 그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인지적 관여(cognitive

engagement)는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Newmann et al., 1992, 12). 인지적 관여란 학습

자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창조하려는 전략적인 노

력을 의미한다(Newmann et al., 1992, 12). Marks(2000)도 인지적 관여

가 학생들이 학습에 소비하는 관심이나 노력을 포함하는 심리적 과정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 두 가지 정의를 종합해보면 인지적 관여는 학습에

대한 학생의 심리적 투자와 노력을 의미한다.

이 심리적 투자와 노력에는 정도에 따라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별된다(Greene and Miller, 1996). 인지적 관여가 높은 수준에서는 학

습자료를 주의 깊게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신중하게 반응한다. 반면 인

지적 관여가 낮은 수준에서는 학습자료를 기계적으로 학습하고 암기하려

고 한다. 낮은 인지적 관여에서 높은 인지적 관여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

조직이나 학습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

적절한 상황이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함에 따라 학생들의 노력과 관심,

인지적 관여 행동이 높아진다(Marks, 2000). 이러한 차이는 교수학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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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또는 교육 경험에 따라 학생의 심리적 투자와 노력이 달라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지리교육의 경우 학습량이 많아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이경한, 2016, 9). 따라서 유의미하고 기존의 생활 경험과 지식을 연

결해보는 매체 설계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인지적 관여를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내가 이

미 알고 있던 것과 연관지어 본다.’라는 물음이 있다(봉미미 외, 2012).

이는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습

동기의 구성요소로 인지적 관여를 선정하였다.

(2) 흥미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과제에 대한 흥미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습자의 능동성(activity)에 주목하였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으

로 이케아 효과(IKEA effect)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은 완성된 가

구보다는 사용자 스스로 직접 조립한 가구를 더 가치 있다고 여기 경향

을 보였다(Norton et al., 2012). 아동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에서도 이

와 비슷한 경향을 발견하였다. 아동들에게 채소로 만든 간식을 직접 만

들어보는 직접 조작 활동은 채소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

으켰다(Raghoebar et al., 2017) 이처럼 능동적인 조작 활동은 사람들의

흥미와 효능감을 높인다.

이러한 조작 활동은 물리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신적인 조작

활동도 흥미와 효능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흥미는 심

리적 시계(psychological clock)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과제를 하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나 능동적으로 수행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낀다(Wilson, 2014; Bae and Kim, 2014). 이

는 텍스트를 독해하는 것과 같은 학습상황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

다(Danckert & Allm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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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능동

적으로 비교하면서 읽는 것은 능동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자

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하고 대조해보는 상호교섭 작용은 사람을 몰

입(flow)하게 해주며, 그 정도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 지각

에 차이를 만든다(Csikszentmihalyi, 1997). 흥미를 측정하는 질문 중에서

‘이번 학기 우리 과목의 수업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라는 질문은 텍스트

를 읽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전경험과 능동적으로 비교하며 읽는 과

정에서 흥미가 유발된 만큼 유의미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척도에서는 흥미를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로 분류한다. 상황적

흥미는 교실 상황에서 자극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발된 주의집중과 정서

적 반응이다(Hidi, 1990; Hidi and Harackiewicz, 2000; Hidi and

Renninger, 2006). 그리고 개인적 흥미는 학생들이 해당 과제나 과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속해서 관심을 두는지를 측정한다 (Krapp and

Fink, 1992; Renninger, 2000).

<표 2>는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

용한 하위요소별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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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적

관

여

나는 교과서를 읽을 때 중심내용과 세부항목을 구분한다.

나는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연관 지어 본다.

나는 공부할 때 다른 의견이나 해결책이 없는지 생각해본다.

나는 학습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려고 한다.

나는 연습문제를 풀 때, 배웠던 내용이나 방법을 응용해 본다.

나는 학습 내용을 외우기보다 이해하고자 한다.

학

습

흥

미

나는 사회 과목이 흥미롭다.

나는 사회를 공부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나는 수업시간 외에도 사회 과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나는 사회 과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사회 과목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될 때 기쁘다.

자

기

효

능

감

나는 사회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잘 기억할 자신이 있다.

나는 사회수업에서 복잡한 자료를 제시해도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사회수업에 배운 내용에 관한 문제를 잘 풀 자신이 있다.

나는 사회수업 내용 중 무엇이 중요한지 잘 구별할 수 있다.

나는 사회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2>� 학습동기�측정�문항� (출처� :� 봉미미�외(2012)에서�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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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및 결과

1. 실험연구1 : 경관사진 실험(인지영역-기억)

1) 연구설계

본 실험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P 초등학교에서 2019년 9월 24일 오

후 1시 30분부터 6학년 학생 4개 학급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남학생

48명, 여학생 45명으로 총 93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자

중에서 외국인은 없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 모두 성실하게 응답하여 예

외처리 없이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임의로 통제집단(A; N=46, 남=24,

여=22)과 실험집단(B; N=47, 남=24, 여=23)으로 배정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2019년 9월 3일 최미연(2004)이 개발한 공간인지검사를 실시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실험은 P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그림 5>과 같이 진행하였다. 학급

별로 A-1, B-1, A-2, B-2 순으로 진행하며 각각 20분을 배정하였다.

<그림� 5>� 경관사진실험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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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실에는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빔프로젝터(제조사 :

SANYO, 모델명 : PLC-XK460)가 설치되어있다. 천장에 설치된 빔프로

젝터와 바닥 사이의 길이는 235cm이다.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사이의 길

이는 580cm, 투사된 스크린의 종횡비는 16:9, 크기는 375 × 211cm이다.

시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은 커튼과 조명을 이용하여 통제하였

다. 실험진행자는 4회 모두 같은 사람이 수행하였으며, 선행연구방법을

참고하여 Microsoft Powerpoint 2016의 자동 화면 전환 기능을 적용하여

시간, 슬라이드의 순서 등 물리적 변수를 통제하였다(김기남, 2012; 유수

진, 2018).

실험과 동시에 세계지리 수업에서 학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6학년

교과서에서 소개된 지역을 기준으로 사진을 선정하였다. 사진에서 그 지

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자연

적, 인문적 특징이 명백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자연지리영역에서는 우리

나라에는 없는 건조기후나 빙하 등을 대표하는 사진을 선정하였다. 인문

지리영역에서는 이슬람 문화권, 키릴문자(Кириллица)를 담은 사진을

선정하였다. 선정 및 검토에는 지리교육 박사 1인과 대학원생 3인이 참

여하였으며, P 초등학교 6학년 지도교사 4인은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과

정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실험에 활용한 사진은 총 7

장이다. 제시한 사진의 개수는 사진을 활용한 유사선행연구를 참고하였

다(Otha, 2001; 김기남, 2012).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4장, 비영리적 활용을 조건으로 받은 2

장, 공개 소스 1장이다. 사진은 내용별로 사막, 유빙, 암석, 식생 등 자연

지리적 요소와 문자, 종교, 의상, 건축 등 인문 지리적 요소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사진들은 Adobe Photoshop CS5.5를 이용해 주요 경

관 요소의 속성, 위치, 방향 등을 편집하였다. 사진을 선정할 때 되도록

편집이 쉽도록 공제선(skyline)8)이 있는 사진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8) 공제선은 하늘과 지형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으로 산 능선과 같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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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관을 바라볼 때, 사람의 두뇌는 현저성(saliency)이 높은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청킹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Kilppel and

Winter, 2005). 따라서 사진선정과 편집과정에서 랜드마크나 지형의 특징

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제선 주변부의 색대비가 높아

서 랜드마크의 영역선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1개 사진은 문자

경관을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 공제선이 없는 사진을 사용하였다. 학생

들에게 처음 제시하는 사진과 편집된 선택지 사진, 촬영장소 등의 정보

는 <표 3>에서부터 <표 9>로 정리하였다.

경관사진19) 사진정보

주제 사막과 낙타

촬영장소 라자스탄, 인도

촬영자 Barabeke

선택지�구성

<표� 3>� 제시된�경관사진과�선택지�구성(문항1)�

점의 연속선이다. 시각적 대비가 뚜렷하여 서 있는 인원이나 기타 장비 등은 육

안으로 쉽게 발견되며, 군사적 용어로 사용된다(이태규, 2012).
9) https://www.flickr.com/photos/barabeke/4824347140, 2019년 11월 26일 최종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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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진210) 사진정보

주제 유빙

촬영장소 요쿠살론, 아이슬란드

촬영자 박진성

선택지�구성

<표� 4>� 제시된�경관사진과�선택지�구성(문항2)�

경관사진3 사진정보

주제 사막에서의 소풍

촬영장소 젯다, 사우디아라비아

촬영자 홍태완

선택지�구성

<표� 5>� 제시된�경관사진과�선택지�구성(문항3)�

10) https://earth1004.tistory.com/, 2019년 11월 26일 최종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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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진4 사진정보

주제 크렘린 궁

촬영장소 모스크바, 러시아

촬영자 홍태완

선택지�구성

<표� 6>� 제시된�경관사진과�선택지�구성(문항4)�

경관사진5 사진정보

주제 모스크

촬영장소 젯다, 사우디아라비아

촬영자 홍태완

선택지�구성

<표� 7>� 제시된�경관사진과�선택지�구성(문항5)�



- 34 -

경관사진6 사진정보

주제 러시아 버거킹

촬영장소 모스크바, 러시아

촬영자 홍태완

선택지�구성

<표� 8>� 제시된�경관사진과�선택지�구성(문항6)�

경관사진711) 사진정보

주제 낙타와 전통의상(thobe)

촬영장소 사우디아라비아

촬영자 Open source

선택지�구성

<표� 9>� 제시된�경관사진과�선택지�구성(문항7)�

11) https://www.nicepik.com/white-camel-in-front-of-two-man-in-white-th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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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A)과 실험집단(B)에게 같은 경관 사진 세트를 보여주었다.

순서효과(order effect)를 통제하기 위해 7장의 사진 제시순서는 두 집단

모두 같았다.

두 집단 동일하게 사진을 보여주기 전 세계의 문화와 자연을 담은 사

진을 제시한다고 안내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사진 속 장소에서 보이는 ‘우

리나라와 다른’ 풍경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는 이 표현을

빼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계 지역에 대한 경관을 감상할

때, 실험집단에만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

와 다른～’이라는 표현 외에 색상, 폰트, 음성, 굵기 등의 추가적인 강조

요소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후 사진 1장당 10초씩 순서대로 보여주었다. 경관사진 프레젠테이션

을 마치고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서 3분 동안 실험목적과 무관한 활동지

를 수행하였다. 사진을 본 직후에 바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중간에 휴지

기를 두는 것은 단기기억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의미기억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단기기억은 해마에 전달된 뒤 의식

작용을 통해 장기기억으로 전환된다(윤영화, 2001; Baar et al, 2003), 특

정한 시간 동안 의미기억으로 전환하지 못하거나 청킹(chunking)이 이루

어지지 않은 단기기억은 망각하게 된다(박태영․최성묵. 2017).

참여자들은 실험과 무관한 활동지를 작성한 후, 뒷면에 제목이 없는

답안지로 이동한다. 이 단계에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사진을 조금씩 편집

한 사진들 속에서 처음에 제시하였던 사진을 찾는 과제라고 안내한다.

비슷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문항당 풀이시간도 10초이며, 7개 사진에

대하여 총 소요시간은 70초이다. 집단실험의 특성상 문제가 제시되는 동

안 다른 참여자에게 영향을 주는 소리 및 행동은 일시적으로 통제하였

e-during-daytime-at-dessert-saudi-arabia-desert-free-photo-432130, 2019년 1

1월 26일 최종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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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 통제는 Microsoft PowerPoint 2016의 자동 시간 설정 기능을

이용하였다. 테스트를 마치고 참가자들의 질적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

여 자유 기술 형태로 소감을 적도록 하였다. 실험과정은 <그림 6>과 같

다.

<그림 6> 실험연구1의 진행과정과 단계별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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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Excel 2016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응답에 대한 데이터 코딩

(data coding)을 수행하였고, IBM SPSS Statistics 23.0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분석데이터 시각화는 JAMOVI 1.0.7을 사용하였

다(The jamovi project, 2019; R Core Team, 2018; Revelle, 2019). 통계

처리 과정에서 참가자의 일련번호와 성별을 제외하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수합 하지 않았다.

2) 연구결과

(1) 집단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증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간지각검사를

시행하고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우선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을 통해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t-test를 통해 공간지각능력에 대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를 검증하였다.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최미연(2004)이 개발한 공간지각능력 검사지

를 활용하였다. 본 검사는 초등학생의 일반적인 공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제작되었으며, 천문교육 등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구에서 사용되었다(이용섭⋅김순식, 2012). 검사 문

항은 시각적․작동적 조형, 도형 배경 지각, 지각의 일관성, 공간에서의

위치 지각, 공간 관계 지각, 시각적 변별, 시각적 기억, 밀기, 뒤집기, 돌

리기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있다. 그중에서 본 실험에서 주로 활용한 편

집기법인 경관 요소의 2D, 3D 이동과 좌우 반전에 관련된 문항을 사용

하였다(최미연, 2004).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 결과,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F = .690, p > .05). 평균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t-test 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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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지각능력에 관하여 두 집단 단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t = .862, p > .05). 따라서 두 집단이 동질하다고 가정하고 이후 본

실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장소 스키마 참조에 따른 경관인지 테스트 평균 비교

문항별 난이도와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 정답률을 확인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의 정답률이 높았다. 문항별 정답

률은 <표 10>과 같이 정리하였다.

항목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A

P 36 21 28 23 25 21 26

N 46 46 46 46 46 46 46

R 78% 46% 61% 50% 54% 46% 57%

B

P 38 30 30 28 31 23 33

N 47 47 47 47 47 47 47

R 81% 64% 64% 60% 66% 49% 70%

Note. P : 정답자수, N : 참가자수, R : 정답률(P/N)

<표� 10>� 실험� 1� 문항별�정답률�

본 테스트에서 성별 따른 평균점수를 <표 11>에 정리하였다. 남녀 모

두 통제집단(A)보다 실험집단(B)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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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M SD

A
남 24 3.92 1.64

여 22 3.91 1.51

B
남 24 4.42 1.38

여 23 4.65 1.27

<표� 11>� 실험1� 성별에�따른� 평균점수�비교

실험연구1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게 하는 전략이 학생들의 경

관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세계지리에 관한 사진을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풍경을 감상하도

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풍경을 감상하도록 하는 것보다 경관에 대한 

기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검증에는 집단의 평균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티 검정(t-test)을 활

용하여 <표 12>와 같이 정리하였다. 유의수준 (p < .05)에 따라, 세계의

문화와 자연을 담은 경관 사진을 제시할 때,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

한 집단 즉 ‘우리나라와 다른～’이라는 언어 정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

관과 비교하고 대조한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경관을 더 잘 기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항목 N M SD t df p cohen’s� d

A 46 3.91 1.56
2.07* 91 .021 0.429

B 47 4.53 1.32

Ha. A < B, *p < .05

<표� 12>� 실험연구1� 통계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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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지리교육연구의 양적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가설

유의성 검정이 p<.05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이라는 문제가 있었

다(김민성. 2012).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효과 크기(effect size)를 계산하

여 더욱 실제적인 유의성 판단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효과 크기는

특정한 통계치가 영가설에서 상정하는 기댓값과 얼마나 다른지, 그 정도

를 계량한 값이다(Cohen, 1997; Thompson, 2006). t-test와 같이 표준화

된 차이(standardized differences)에 대한 효과 크기로 인용되는 Cohen’s

d를 사용하였다. Cohen’s d 값의 해석기준은 ‘small, d = .2’는 작은 효

과, ‘medium, d = .5’는 중간 정도의 효과, ‘large, d = .8’은 큰 효과로 구

분한다(Cohen, 1988). 실험1의 경우 Cohen’s d가 .429로 중간 정도의 효

과 크기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후 유사 연구가 진행될 시 이 값을

직접 비교하여 효과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경관인지 테스트에 대한 인터뷰

양적 연구가 수치적 결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험참가자들의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최재영, 2017). 본 연구에서도 테스트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해 테스트에 대한 간단한 소감이나 난이도에 대하여 자유 기술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제집단�응답>� -� 풍경을�감상하기

A1� :� 기억을�떠올리기�힘들었다.

A2� :� 햇갈렸다.

A3� :� (사진에�대한)12)� 기억이�가물가물

A4� :� 사진이�너무�헷갈렸다.�

A5� :� 사진을�보면서�솔직히�정말�아무�생각�없이�보았다.�

12) 원문에는 ‘사진에 대한’이란 표현은 없었으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

해 문맥에 맞게 괄호에 삽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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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 무의식적으로�기억한�게� 별로�없었다.�

A7� :� 아무것도�안� 한� 느낌이었다.� 기억에�남지�않은�그림이�있었다.

<실험집단�응답>� -� ‘우리나라와�다른’� 풍경을�감상하기

B1� :� 재미있다.�

B2� :� 재미있고�다른�사회시간도�이랬으면�좋겠다.

B3� :� 문제�맞추는�게� 재미있다.�

B4� :� 게임�같아서�재미있었다.�

B5� :� 어렵지�않고�쉬웠다.�

B6� :� 생각보다�쉬워서�재미있었다.�

B7� :� 기억력이�더� 생생하게�느껴진다.

통제집단의 경우, A1, A2, A3, A4 등의 진술에서 경관 사진을 기억하

는 테스트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A5의 경

우, 참여자가 느끼기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진술은 통제집단처럼

참조점(reference point), 시각적 안내자(visual guidance)가 제시되지 않

을 경우, 경관 사진을 의미적(semantic)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B1, B2, B3, B4의 반응과 같이 참조

점이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인 목표로 인식되어 능동적인 게임활동처럼 느

껴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4) 논의

새로운 경관사진을 바라보면서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는 전략의 효과를

확인해볼 때, 실험결과가 지리교육에 전달하는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실험1은 경관사진을 제시하면서, 교사의 상세한 설명에 의존하지 않아도,

단순히 학생들에게 익숙한 장소와 비교해보는 것만으로도 능동적인 탐색

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Thaler and Sunstein(2009)의 넛지

(nudge)와 Stanovich(2009)의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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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들을 통해서 학습방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

다.

넛지이론(nudge theory)은 본 실험에서 적용한 독립변수 설계원칙과

일치한다. 넛지란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단순하고 유연한 방식의 행

동 유도를 뜻한다. 원래 ‘팔꿈치로 찌른다’ 또는 ‘주의를 환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교사가 ‘여기를 보세요.’, ‘이 경관에서 볼 수 있는 지

형적 특징은 이것입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상황이나 조

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목표를 달성하게 해준다. 따라서

본 실험은 경관 사진의 특징을 일일이 짚어가며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이

능동적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경관과 비교하며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된다.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에 의하면 학생들은 인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해하는 것을 싫어한다. 실험에서 경관사진을 10

초 동안 보여주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시각정보를 픽셀(pixel) 단위로

저장하기보다는 의미 단위로 묶어서 몇 가지 요소로만 기억하는 일종의

비용 최소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험결과는 한국적 장소

스키마가 경관을 입체적으로 압축하고 그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장기기억

으로 전환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실험연구2 :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

1) 연구설계

본 실험은 인천광역시에서 있는 Q 초등학교에서 2019년 9월 17일 6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57명(남=76, 여=81)의 학생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집단 내 외국인은 없었다. 임의로 통제집단(N=78, 남=37, 여

=41)과 실험집단(N=77, 남=37, 여=40)으로 나누었다. 2019년 9월 3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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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검사를 시행하였고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

다. 실험집단의 경우 독립변인의 재인(recognition)을 확인하는 문항을

통해, 필터링 된 학생(N=5, 남=2, 여=3)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적 장소 스키마 참조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업에 적합한 세계지리 텍스트를 제작하였다. 대

상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대륙별 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유럽이 가장 높다는 연구에 따라

(송언근․김재일, 2002; 이경한, 2016, 44)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를 지도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명은

알려져 있으나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정하였

다. 둘째, 2015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 및 해외에서도 중동지역의 대표적

사례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소개하고 있다(교육부, 2019; Held and

Held, 2018). 그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이 수입

국 기준 4위로 차지하고 있고(한국무역협회, 2019), 2019년 이후 관광비

자의 허용, 한국가수 BTS의 리야드 공연 등 점차 연결의 기회가 높아지

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험용 텍스트에서는 국가나 지역명에서 오는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중동지역’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내용은 우리나라와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별되는 문화적

요소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인사예절, 문자체계, 농업 경관을 선정하였

다.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지답사와 및 문헌 자료(외교부,

2018)를 참고하였고, 농업 경관의 경우 <그림 7>과 같이 위성사진을 통

해 경작지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하였다.



- 44 -

<그림 7> 사우디아라비아의 원형 관개시설로 주로 밀을 재배한다

(출처 : Google Earth)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도록

문맥에 따라 ‘한국과는 달리’, ‘한국과는 반대로’라는 문구를 만들었다. 그

리고 내용문단마다 반복적으로 문구를 삽입하여 독해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우리나라의 장소 스키마와 비교, 대조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통제집단

에 제공하는 텍스트의 분량, 내용 차이는 최소화 하였다. 지리교육전공

대학원생 3인 및 초등교사 2인에게 내용 적합성과 난이도 검토를 반영하

여 어휘 표현 일부를 수정하고,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용어는 설명

을 덧붙였다. 실험집단에 한하여 독립변수의 재인(recognition)을 확인하

기 위하여 ‘나는 이 나라를 한국과 비교하고 대조하여 이해하였다.’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참여자의 학습 동기 변화를 알아보고자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

소가 개발한 학생동기척도(SMILES)를 대상에 맞게 수정하였다(봉미미

외, 2012). 문헌연구를 통해 인지적 관여, 흥미, 학습적 자기효능감으로

하위요소를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약간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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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정말 그렇다’ 는 7점이다. 문항별 하위영역은

<표 13>와 과 같다.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인지적 관여 1, 2, 3, 4, 5, 6 6

상황적 흥미 7, 8, 9, 10 4

개인적 흥미 11, 12, 13, 14 4

학업적 자기효능감 15, 16, 17, 18, 19 5

<표� 13>� 학습동기�설문문항별�하위영역�분류�

두 집단에 각각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를 제시한다. 단, 실험집단(B)의

텍스트에만 독립변인으로써 ‘한국과는 달리’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문

자 표현 외에 색상, 폰트, 굵기 등의 강조는 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글을 읽고, 글에 대한 학습동기를 알아보는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Microsoft Excel 2016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응답에 대한 데이터

코딩(data coding)을 수행하였고, IBM SPSS Statistics 23.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데이터 시각화는 JAMOVI 1.0.7을 사용하였

다. 통계처리를 위해 참가자의 일련번호와 성별을 제외하고 신원을 특정

할 수 있는 다른 정보는 수합 하지 않았다.

2) 연구결과

(1) 집단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증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교과에 대

한 학습동기를 측정한 후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였다. 우선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을 통해 등 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



- 46 -

는지를 확인한 후, t-test를 통해 사회교과에 대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

이를 검증하였다.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 결과,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F인지적 관여 = .093, p > .05, F흥미 = .029, p > .05, F학업적 자기효능감 =

.600, p > .05, ). 평균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t-test 결과에서도 학습동기

의 세 가지 하위요인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t인지적 관여 = .077, p > .05, t흥미 = .624, p > .05, t학업적 자기효능감 =

.774, p > .05,). 따라서 두 집단인 동질하다고 가정하고 본 실험과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측정도구 검증

분석에 앞서 학습동기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 문항들의 개념 타당성 검

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 검증을 위

해 직교회전(Varimax)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선택 기준은 고

윳값(Eigen value) 1.0이상,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s)은 0.40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값은 .923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

수 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 χ2이

1880이며 유의확률이 p＜.001 이므로 요인분석모형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습 동기는 처음에 설계한 대

로 3개로 구분하였다.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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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인지적 관여를 측정하는 6개 문항

의 Cronbach’s α는 .871이고 Alpha if Item Deleted 값은 모든 문항에서

.871 이하로 나타나 문항의 제거 없이 모두 통계분석에 반영하였다. 흥미

를 측정하는 8개 문항의 Cronbach’s α는 .916이고 Alpha if Item Deleted

값은 13번 문항에서 .918 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반영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Cronbach’s α는

.911이고 Alpha if Item Deleted 값은 모든 문항에서 .911 이하이기 때문

에 모든 문항을 통계분석에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지적 관여 6문항,

흥미 7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5문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한국적 장소 스키마 참조에 따른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본 텍스트 실험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2> 인문지리 분야에서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게 하는 

언어 정보가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세계의 인문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인지적 관여를 향상시킬 

것이다.

  2-2. 세계의 인문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흥미를 향상시킬 것이다.

  2-3. 세계의 인문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것이다.

우선 두 집단 사이의 인지적 관여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티검정

(t-test)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M=4.56, SD=1.37)과 실험집단(M=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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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0.96)에 대한 t value는 2.55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p ＜ .05)에 따라, 세

계의 인문지리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한 집단 즉,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텍스트를 읽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인지적 관

여가 높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2-1은 채택되었다. 효과 크기(effect size)를

계산한 결과에서도 Cohen’s d = .427로 Cohen(1988)의 해석에 따라 ‘한국과

다른～’이라는 장소 스키마 참조전략은 인지적 관여를 중간 정도의 크기로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에 대한 통제집단(M=3.94, SD=1.41)과 실험집단(M=4.53, SD=1.30)

사이의 t value는 2.63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p ＜ .05)에 따라, 세계의 인

문지리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한 집단 즉,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텍스트를 읽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흥미가 높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2-2도 채택되었다. 효과 크기(effect size)를 계산한 결과

에서도 Cohen’s d = .438로 Cohen(1988)의 해석에 따라 ‘한국과 다른～’이

라는 장소 스키마 참조전략은 흥미를 중간 정도의 크기로 향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통제집단(M=4.34, SD=1.29)과 실험집단(M=4.68,

SD=1.21) 사이의 t value는 1.60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p ＞ .05)에 따라, 세

계의 인문지리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한 집단 즉,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텍스트를 읽은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교하여 학

업적 자기효능감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3은 기각되었다. 다만 효과크기(effect size)가 Cohen’s d = .267로 작은 규

모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 향후 실험에서 참

고가 되도록 하였다. 한국적 장소 스키마에 따른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표 1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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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M SD t p cohen’s� d

인지적�관여
A 78 4.56 1.37

2.55 .006 0.427
B 72 5.07 0.96

흥미
A 78 3.94 1.41

2.63 .005 0.438
B 72 4.53 1.30

학업적�

자기효능감

A 78 4.34 1.29
1.60 .056 0.267

B 72 4.68 1.21

<표� 14>� 실험연구2�통계분석결과�

(4) 논의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와의 교역규모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친

숙한 지역은 아니다. 6학년 사회 교과서의 경우 통계자료에서 세계 1위의 원

유수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중동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서

술은 발견할 수 없다(교육부, 2019a). 이동민(2014)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중동지역에 대한 관심과 우호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험2

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를 높이는 전략으로 우리에

게 익숙한 한국과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어떤 문화요소들이 다른지 비교하도

록 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관여(학습에 대한 적극성)와 흥미영역에서 유의

미한 학습효과가 있었다. 이는 이국적인, 색다른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감각추구성향과 연결할 수 있다. 최근의 여행관련 연구에서 평범한 프로그램

대신 색다른 체험 여행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다(정윤희, 2010, 변찬복,

2011). 이는 학습전달 측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략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본 실험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설2-3은 기각되었다. 그

러나 효과크기를 볼 때, 실험3에서 실험대상과 주제를 바꾸어 적용해보거나

후속연구에서의 보완을 통해 발전시킬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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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연구3 :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

1) 연구설계

본 실험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R, S 초등학교에서 2019년 10월 16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참가자는 229명(남=123, 여=106)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중에 외국인은 없었다. 집단은 임의로 통제집

단(N=115, 남=63, 여=52)과 실험집단(N=114, 남=60, 여=54)으로 나누고

2019년 9월 3일 사전에 사회 교과에 대한 학습동기검사를 실시하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험집단의 학생 중 필터링 문

항을 통해 독립변수를 재인하지 못한 학생(N=33, 남=16, 여=17)은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실험3(자연지리)은 실험2(인문지리)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하였기 때문

에, 본 절에서는 자연지리 학습 텍스트에 해당하는 특징만을 서술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몽골의 자연환경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

째, 현행 2015 개정 6학년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로 중국,

일본, 러시아는 독립주제로 자세하게 서술되었지만, 몽골에 대해서는 탐

구활동 주제로 예시하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보충자료가 필요했다. 둘째,

최근들어 몽골에 대한 교류과 활발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몽골을 찾

은 한국인 방문자 수는 8만 7천여 명을 넘었고, 같은 해 약 12만 5천여

명의 몽골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다(외교부, 2019). 2019년 몽골 직항노선

이 증편되는 등 교류가 점차 확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셋째, 우리나라와

자연지리 측면에서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지역이다. 내륙국가, 서

고동저, 건조기후에 따른 식생분포 등은 우리나라와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어서 문맥에 맞게 독립변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였다.

1차 실험용 텍스트를 작성하고, 지리교육전공 몽골인 연구생의 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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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과 같이 구글어스(Google earth)를 이용한 고도프로필 확인 등

을 거쳐 텍스트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그림� 8>� 몽골과� 한국의� 서-동� 고도프로필� 비교,� 동서� 방향의� 임의의� 두� 지점

의� 경위도� 값을� 특정하였다,� 두� 지점의� 최단� 거리는� 대권(great� circle)이다(김

민성․이상일․이소영,� 2016).

2) 연구결과

(1) 집단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증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교과에

대한 학습동기 측정한 후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였다. 우선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을 통해 등 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

는지를 확인하고, t-test를 통해 사회교과에 대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

이를 검증하였다.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 결과,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F인지적 관여 = .024, p > .05, F흥미 = 3.638, p > .05, F학업적 자기효능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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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p > .05). 평균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t-test 결과에서도 사회교과

에 대한 학습동기에서 두 집단 단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t인지적 관여 = 1.086, p > .05, t흥미 = 1.862, p > .05, t학업적 자기효능감 =

1.211, p > .05). 따라서 두 집단인 동질하다고 가정하고 본 실험과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측정도구 검증

요인 분석 결과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의 값은 .934로 나타나 요인분석

을 위한 변수 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 값 χ2이 2915이며 유의확률이 p<.001 이므로 요인분석모형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습 동기는 초기에

설계한 대로 3개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척도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요인별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인지적 관

여를 측정하는 6개 문항의 Cronbach’s α는 .892이고 Alpha if Item

Deleted 값은 모든 문항에서 .892 이하이기 때문에 문항의 제거 없이 모

두 통계분석에 반영하였다. 흥미를 측정하는 8개 문항의 Cronbach’s α는

.923이고 Alpha if Item Deleted 값은 모든 문항에서 .923 이하이기 때문

에 문항의 제거 없이 모두 통계분석에 반영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Cronbach’s α는 .937이고 Alpha if Item Deleted 값

은 모든 문항에서 .937 이하이기 때문에 문항의 제거 없이 모두 통계분

석에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지적 관여 6문항, 흥미 8문항, 학업적 자

기 효능감 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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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적 장소 스키마 참조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이

본 텍스트 실험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3> 자연지리 분야에서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게 하는 

언어 정보가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세계의 자연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인지적 관여를 향상시킬 

것이다.

  3-2. 세계의 자연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흥미를 향상시킬 것이다.

  3-3. 세계의 자연지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보다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것이다.

실험참여자의 응답을 학습동기 하위요인별로 분류하여 각각 평균값을

구하고 티 검정(t-test)을 활용하여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인지적 관여에서는 통제집단(M=4.15, SD=1.33)과 실험집단(M=4.73,

SD=1.32) 사이의 t value는 2.99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p ＜ .05)에 따라, 세

계의 자연지리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한 집단 즉,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텍스트를 읽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인지적 관

여가 높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3-1은 채택되었다. 효과 크기(effect size)를

계산한 결과에서도 Cohen’s d = .435로 Cohen(1988)의 해석에 따라 ‘한국과

다른～’이라는 장소 스키마 참조전략은 인지적 관여를 중간 정도의 크기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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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에서는 통제집단(M=3.57, SD=1.39)과 실험집단(M=4.07, SD=1.51)

사이의 t value는 2.32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p ＜ .05)에 따라, 세계의 인

문지리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한 집단 즉,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텍스트를 읽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흥미가 높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3-2도 채택되었다. 효과 크기(effect size)를 계산한 결과

에서도 Cohen’s d = .345로 Cohen(1988)의 해석에 따라 ‘한국과 다른～’이

라는 장소 스키마 참조전략은 흥미를 작은 정도의 크기로 향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통제집단(M=3.57, SD=1.39)과 실험집단(M=4.31,

SD=1.48)사이의 t value는 3.57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p ＜ .05)에 따라, 세

계의 인문지리 텍스트를 제시할 때,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한 집단 즉,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하는 텍스트를 읽은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교하여 학

업적 자기효능감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3-1은

채택되었다. 효과 크기(effect size)를 계산한 결과에서도 Cohen’s d = .519로

Cohen(1988)의 해석에 따라 ‘한국과 다른～’이라는 장소 스키마 참조전략은

인지적 관여를 중간 정도의 크기로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결과

는 <표 15>에 정리하였다.

항목 N M SD t p cohen’s� d

인지적�관여
A 115 4.15 1.33

2.99 .002 .435
B 81 4.73 1.32

흥미
A 115 3.57 1.39

2.32 .011 .345
B 81 4.07 1.51

학업적�

자기효능감

A 115 3.57 1.39
3.57 .000 .519

B 81 4.31 1.48

<표� 15>� 실험연구� 3의�통계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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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실험연구2(인문지리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실험연구3(자연지리 텍스트)에

서도 한국적인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게 하는 전략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제를 막론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생

소한 장소를 학습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 장소와 비교하여 바라보는 것

이 흥미와 호기심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일관된 결과로 보여준다. 그리고 실

험2에서 기각되었던 연구가설 2-3의 경우, 소재만 달리한 자연지리 텍스트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p <

.05)에 따라 연구가설2-3은 거짓이고, 연구가설3-3은 참이라 해석하기보다는

일상적인 교육현장에서 실행한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라는

한계를 고려하여, 두 실험에서 도출한 효과크기(Cohen’s d)값을 토대로 한국

적 장소 스키마 참조 전략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주

제에 따라 효과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태열(2011)은 스키마 전략을 적용하여 텍스트를 제작할 때, 구조 스키마

와 내용 스키마로 구분하였다. 구조 스키마는 ‘첫째’, ‘둘째’와 같은 지시어나,

중심문장과 뒷받침문장, 서론, 본론, 결론처럼 객체들을 엮어주는 관습적 구

조이다. 이에 비하여 내용 스키마는 특정한 영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인

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설명을 참고해 보았을 때, 본

실험2와 실험3의 독립변수로써 문단마다 ‘한국과는 다르게～’라고 적용된 문

구는 문단 앞부분에서 의미를 구분하게 하는 구조 스키마이다. 그리고 동시

에 글을 읽으면서 한국이라는 거시적 장소에 대한 배경지식을 끌어오는 수

있는 내용 스키마이기도 하다. 하나의 문구가 이처럼 두 가지 성격의 스키마

로 기능한다는 점은 스키마의 복합적 적용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따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전략들을 학습상황에 응용하여 적용해볼 수 있다.

본 실험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학습자에게는 흥미와 호기심을 끌어내

고, 연구자에게는 모델의 범용적인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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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교육이나 지리연구에서 세계지리와 한국지리라는 스케일 분리로 스

키마의 확장과 교류를 가로막기보다는, 상호 연결의 통로를 만들어 장소 스

키마를 세련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새롭게 히말라야-티벳 고원(Himalaya–Tibetan plateau)의

형성과정에서 고기후(paleoclimate) 조건변수와 의미(Zhisheng et al., 2001)

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개발된 우리나라와 한반도 태백산맥

의 지형융기사 모델링(변종민, 2011)에서 사용된 변수를 조절해서 적용하는

방법, 즉 한국의 장소 스키마(지형발달모델)를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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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 요약

최근 지리학계에서는 마을-지역-한국-세계를 분절하여 이해하기보다

는 다양한 장소들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

러나 학교에서는 세계와 분리된 한국만을 다루거나, 한국과 동떨어진 세

계를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른바 글로컬적 사회를 담

아내는 데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지리교육도 사회 환경에 맞게 내용선

정과 조직, 교육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에서는 환경확대법

의 일괄적용으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교과서 체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지

리와 세계지리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대안적 재구성방안이 필요하

다.

근래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소 스키마는 인지심리학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인간이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확장해나가는지 설명한다. 장

소 스키마란 사람이 사전에 가지고 있는 장소 경험으로서 새롭게 마주하

는 미지의 장소를 이해하는데 기준이 된다. 장소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장소 지식이나 장소 경험을 참조하여 새로운

장소 맥락에 이를 적용해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지 지도

(cognitive map)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 심리학, 건축학, 컴퓨터과학, 언

어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키마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리교육에서는 장소 스키마 이론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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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경험으로서의 한국지리와

미지의 장소로서의 세계지리를 연결하는 방법을 장소 스키마 이론에서

찾고자 하였다. 교육현장에서도 쉽게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는 방법을 설

계한 후 그 교육적 효과성을 실험심리학적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한국적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지의 장소와

미지의 장소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이에 ‘한국과 다

른～’이라는 참조점을 만들어 교육 매체에 적용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연구1에서는 6학년 학생들의 장소 스키마 참조에 대한 인지적 학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진 찾기 과제를 설계하였다. 세계의 자연․인문

경관을 담은 사진을 감상하고 난 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진 속

경관 요소의 위치나 속성 등을 변형한 사진들 속에서 처음 감상한 사진

을 기억하여 찾아내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다른’이라는 장소 스키

마 참조점을 제시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유의

하게 경관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추

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장소 스키마의 존재를 확인하고 참조에 대한 인

지적 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험연구2에서는 6학년 학생들의 장소 스키마 참조에 대한 정의적 학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인문적 환경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간 생활을 소재로 텍스트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텍

스트에 대한 학습 동기(인지적 관여, 흥미,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하였다. 그 결과, 텍스트에서 ‘한국과 다른～’ 이라는

장소 스키마 참조점을 반복적으로 삽입한 글을 읽은 집단에서 학습 동기

의 일부 항목(인지적 관여, 흥미)에서 유의한 개선이 관측되었다. 이 결

과는 인지적 수단으로서의 장소 스키마 참조가 학습자의 정의적인 변화

를 유발한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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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3에서는 실험2와 텍스트에 대한 정의적 학습효과를 알아보는 실

험이라는 점이 같지만, 장소 스키마 참조가 정의적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일

반화하고자 주제를 자연지리로 바꾸어서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

에서는 한국과 비교하여 자연적 환경이 명확히 구분되는 몽골의 지형과

기후를 소재로 텍스트를 제작하였다. 적용결과 실험3에서는 ‘한국과 다

른～’ 이라는 장소 스키마 참조점을 반복적으로 삽입한 글을 읽은 집단

에서 학습 동기를 구성하는 3가지 항목(인지적 관여, 흥미, 학업적 자교

효능감)에서 유의한 개선이 관측되었다. 이 결과는 장소 스키마 참조가

정의적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2의 가설을 지지하면서, 텍스트

의 주제 및 교육상황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 차이가 있

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장소 스키마 참조에 대한 일반적 특징

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 스키마 참조는 새로운 경관을 이해

하는데 인지적인 도움을 준다. 특히 시각적인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장소 스키마는 효율적인 시각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세계지리 수업에서처럼 미지의 장소를 소개하는 사진을 제시할

때, 인지적 도구로써 익숙한 장소와 비교하고 대조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관찰력과 기억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장소 스키마 참조는 새로

운 장소 정보에 대하여 매력적이고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도록 만들어 준

다. 익숙한 장소와 다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추구성향을 자극한다. 그리고 피동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

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장소 경험과 능동적으로 비교하는 데서 오는

자기 주도적 효능감 또한 학습 동기를 끌어내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장소 스키마는 인간의 새로운 장소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이

론적 설명을 제시함과 동시에, 경험하지 않은 장소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써 지리 교육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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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시사점

위의 실험결과를 통해서 장소 스키마 참조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효

과와 관련한 일반화된 논의를 끌어낼 수 있다.

첫째, 장소를 교육하면서 다른 장소들과 분리하여 전달하기보다는 다

양한 장소들과 연결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람이 장소

를 이해하는 인지적 과정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적 장소인식을 학습하기에 적합한 내용조직 방법이다. 논의를

조금 더 급진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다면, 초등사회에서 환경확대법이라

는 전통적 내용조직 방법의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학생

들이 공간인지 발달의 순서가 반드시 마을→지역→국가→세계 순으로 진

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학습 목표에 따라 공간

적 스케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다양한 스케일을 다중적으로 고려

하는 내용구성방법을 통해, 지리교육과정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장소 스키마는 세계시민교육에 적합한 이론이 될 수 있다. 다문

화 사회에서 나와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의사소통능력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는 어

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인문적 배경(예절, 언어, 종

교 등)과 타인의 자연적 배경(지형, 기후, 토양, 식생 등)을 이해함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한 한국적 장소 스키마 참조는 타자를 차별하고자 함이 아니라, 타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은 쉽고 간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학습효과가 우수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사가 이를 선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실에서 구현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습전략은 단순히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관점을 소개해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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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 및 학생의 입장에서 투입된 노력에 비해 얻

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작지 않다. 따라서 지리교육에서 너무 많은

장소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다양한 장소를 이해하기 위한

제대로 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미래

의 학생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장소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장소 스키마 이론은 여행의 본질을 더욱 충실하게 해주는 방법

으로서 의의가 있다. 최근 여행의 흐름은 단순히 목적지를 늘리기보다는

낯선 것들 속에서 새로운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면 한국과 다른

이국적인(exotic) 광경에 매료되곤 하는데 장소 스키마는 새로운 장소환

경과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 사이의 만남을 조직하는 상호작용의 도구이

다. 낯선 이국땅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 나뭇잎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의

그것들과 비교해본다면, 훨씬 더 여행의 의미는 깊어질 것이다. 이것이

지리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절에서는 실험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해 보완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과 시기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인천에 소재

한 초등학교 6학년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서는 구조적인 표집 방법을 사용하거나 실험 대상을 확대하여 수행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시간적 제한으로 실험에 따라 10분～20분 내외의 단발적 측정

인 점도 한계로 남는다. 현실 세계에서 학습결과란 장기적인 과정의 산물이

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측정 시기를 1시간 후, 1주일 후, 1개월 후와 같이 교

육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시간 범위로 확장한다면 장기적 인지 변화(장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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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학습 동기 지속력 등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독립변수 대상 설정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장소 스

키마 참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한국’과 다른’이라는 표현

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스키마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비단 ‘한국’

만이 아니며 ‘마을’이나 ‘도시’도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키마 참조의 대상

으로 ‘우리 마을과 다른～’, ‘인천과 다른～’이라는 표현으로 응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익숙한 장소가 반드시 한국이 아닐 수도 있다. 지평확대 역전모형

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학생들은 이미 여행과 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경험이 있다(류재명, 2003; 서태열, 2003). 따라서 한국지리 수업에서

스키마의 적용 방향을 반대로 하여 세계의 다른 장소와 비교하는 방법도 생

각해 볼 수 있다.13)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를 학습할 때, ‘일본과

는 다르게～’라는 표현을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에만 갖는 기후적 특징이나 문

화적 의미에 대해 더욱 관심 있게 학습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독립변수 표현방법에 대한 한계이다. 장소 스키마 참조는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방법처럼 익숙한 장소와 새로운 장소의 ‘차이점’을 대조하는 것뿐

만 아니라, 기지(known)의 장소과 미지(unknown)의 장소 사이에 ‘유사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표현방법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유사

하게～’를 사용한 곽영미(2018)의 연구가 본 연구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

로 보이지만, 양자 모두 한국이라는 기지의 장소 경험을 참조한다는 점

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두 연구를 종합하여 장소 스키마를 참조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일반화해보는 시도가 가능하다.

장소 스키마 관련 후속연구들이 우리에게 먼 땅(distant hemispheres)

과 이미 본 것들(already seen)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 그리고 그 연결

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장소

1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한국지리에 대한 학

습내용이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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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마를 더욱 다채롭게 확장 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한다.14)

14) Alain de Botton의 책, 『Art of Travel』의 마지막 문장을 빌렸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Xavier de Maistre was gently nudging us to try, before taking

off for distant hemispheres, to notice what we have already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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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완 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6학년 2학기 사회 <1.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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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지 않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지리교육 연구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

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홍태완

(e-mail : htwblue@snu.ac.kr, phone : 010-31**-****)

* 본 설문에 참여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① 네, 동의합니다.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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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험1 사전 동질성 검사
<공간 지각력 검사지>

본 검사지는 여러분의 공간지각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검사결과는 교

육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아래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 알맞은 답을

보기와 같이 V로 표시하세요.

6학년 ( )반 ( )번 - 반과 번호만 써주세요.

* 성별에 표시해주세요. ( 남, 여 )

<보기> 다음과 똑같은 것 찾기

① ② ③ ④

정답: ③

※ 돌려서 왼쪽 그림과 같아지는 그림 하나만 고르세요. (1~5)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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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네모 안의 도형처럼 왼쪽의 도형을 돌리면 어떤 도형이 되는지 하나만
고르세요.

<보기>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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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네모 안의 도형처럼 왼쪽의 도형을 돌리면 어떤 도형이 되는지 하나만

고르세요.

→
① ② ③ ④

8. 왼쪽 그림을 표시한 방면으로 뒤집기를 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하나만

고르세요.

① ② ③ ④

9. 왼쪽 그림을 표시한 방면으로 뒤집기를 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하나만

고르세요.

① ② ③ ④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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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실험1 프리젠테이션(통제집단은 ‘우리나라와 다른’ 만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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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험1 설문지 (실험과 무관한 활동-3분)

<설문조사>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각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니 질문지를 차분하게 읽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6학년 ( ) 반 ( )번 - 반, 번호만 적어주세요.

※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남 , 여 )

번

호

①-----②-----③-----④-----⑤

매우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매

우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소개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평소에 책상과 사물함 정리정돈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교실이나 집을 청소를 하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찍어먹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방학 계획표를 작성한대로 잘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들과 약속한 일을 잘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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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실험1 본 실험 설문지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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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실험2, 실험3 사전 동질성 검사

<설문조사>
이 설문지는 사회 단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각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니 질문지를 차분하게 읽고, 자신의 의견을 솔

직하게 답해주세요.

6학년 ( ) 반 ( )번 - 반, 번호만 적어주세요.

※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남 , 여 )

번
호

①-----②-----③-----④-----⑤-----⑥-----⑦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정말 그렇다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정
말
그
렇
다

1 나는 교과서를 읽을 때 중심내용과 세부항목을 구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연관 지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공부할 때 다른 의견이나 해결책이 없는지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학습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연습문제를 풀 때, 배웠던 내용이나 방법을 응용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학습 내용을 외우기보다 이해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사회 과목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사회를 공부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수업시간 외에도 사회 과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사회 과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사회 과목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될 때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사회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잘 기억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사회수업에서 복잡한 자료를 제시해도 잘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사회수업에 배운 내용에 관한 문제를 잘 풀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사회수업 내용 중 무엇이 중요한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사회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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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실험2 인문지리 A 활동지

6학년 ( )반 ( )번 (남 / 여)
- 반, 번호, 성별만 적어주세요.

※ 다음은 어느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사회 수업 중 선

생님이 나눠준 학습 자료를 주의 깊게 읽고 물음에 답해주세요.

이 나라에서는 어른에게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습

니다. 오직 종교의식을 할 때에만 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거

나 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인사할 때에는

서로의 볼이나 코를 친한 정도에 따라서 2~3번 부딪칩니다.

이 나라의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씁니다. 이

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전송할 때에도 마찬가

지입니다. 그래서 검색창의 오른쪽에서부터 문자가 입력되

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밭 모양이 동그란 원

형입니다. 그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 지하 깊숙한 곳의 화석

수를 끌어 올려서 식물에 물을 주는데, 스프링클러라는 장

치가 동그랗게 회전하며 물을 뿌리기 때문에 물이 닿는 범

위에만 식물이 자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농사법으

로 인해 한정된 화석수의 매장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

니다.

* 화석수 : 지하 2000m에 존재하는 지하수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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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실험2 인문지리 B 활동지

6학년 ( )반 ( )번 (남 / 여)
- 반, 번호, 성별만 적어주세요.

※ 다음은 어느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사회 수업 중 선

생님이 나눠준 학습 자료를 주의 깊게 읽고 물음에 답해주세요.

한국과는 달리 이 나라에서는 어른에게 인사할 때 고개

를 숙이지 않습니다. 오직 종교의식을 할 때에만 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거나 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인사할 때에는 서로의 볼이나 코를 친한 정도에 따라서

2~3번 부딪칩니다.

우리의 한글과는 다르게 이 나라의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씁니다. 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문자메시

지 전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인터넷 검색창의 오른쪽에서부터 문자가 입력되

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이 나라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밭 모

양이 동그란 원형입니다. 그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 지하 깊

숙한 곳의 화석수를 끌어 올려서 식물에 물을 주는데, 스프

링클러라는 장치가 동그랗게 회전하며 물을 뿌리기 때문에

물이 닿는 범위에만 식물이 자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러한 농사법으로 인해 한정된 화석수의 매장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 화석수 : 지하 2000m에 존재하는 지하수의 일종.

◎ 나는 이 나라를 한국과 비교하고 대조하여 이해하였다.

① 네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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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실험3 자연지리 A 활동지

6학년 ( )반 ( )번 (남 / 여)
- 반, 번호, 성별만 적어주세요.

※ 다음은 어느 나라의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 자료를 주의 깊게 읽고 물음에 답해주세요.

이 나라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입니다. 평균 해발고도가

1500m로 전반적으로 높은 지대입니다. 이 나라는 서부 지

역의 높이가 높고, 동부 지역의 높이가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서부지역은 주로 바위와 모래가 많은 사막으

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동부지역

에는 넓은 초원이 발달하여 가축의 먹이가 되는 풀이 자라

기 때문에 양이나 말을 방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건조기후로 연평균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1

년에 260일 이상 맑은 날씨를 나타내며 높은 지대에 습도

가 적어서 낮에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밤에는 별이 잘

보입니다. 이처럼 이 나라의 지형과 기후적인 이유로 천체

연구자와 별 사진가들이 이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 강수량 : 일정한 지역에 비나 눈으로 내린 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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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실험3 자연지리 B 활동지

6학년 ( )반 ( )번 (남 / 여)
- 반, 번호, 성별만 적어주세요.

※ 다음은 어느 나라의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 자료를 주의 깊게 읽고 물음에 답해주세요.

한국과는 달리 이 나라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입니다.

평균 해발고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1500m로 전반적으로

높은 지대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이 나라는 서쪽 지

역의 높이가 높고, 동쪽 지역의 높이가 낮은 특징을 지니

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이 나라의 서부지역은 주로 바위와 모

래가 많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

합니다. 동부지역에는 넓은 초원이 발달하여 가축의 먹이

가 되는 풀이 자라기 때문에 양이나 말을 방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이 나라는 건조기후로 연평균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1년에 260일 이상 맑은 날씨를 나타내며

높은 지대에 습도가 적어서 낮에는 한국보다 더 푸른 하늘

을 볼 수 있고, 밤에는 우리나라보다 별이 더 잘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다른 지형과 기후적인 이유로 천체연구자와

별 사진가들이 이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 강수량 : 일정한 지역에 비나 눈으로 내린 물의 양

◎ 나는 이 나라를 한국과 비교하고 대조하여 이해하였다.

① 네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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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실험2, 실험3 A․B 공통 설문지

이 설문지는 사회 학습 자료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

쪽에 나누어준 글로 어느 나라에 대한 학습을 했다고 생각하고 느낀 정도를 차분하고 솔직하

게 답해주세요. 각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6학년 ( )반 ( )번 ( 남/여 ) - 반, 번호 성별만 적어주세요.
문

항

번

호

①-----②-----③-----④-----⑤-----⑥-----⑦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정말 그렇다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정
말
그
렇
다

1 나는 이 글을 읽고 중요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 글을 읽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연관 지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 글을 읽고 이 나라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이 글을 읽을 때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이 글을 읽을 때,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응용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이 글을 읽고 내용을 외우기보다 이해하고자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이 글을 읽는 활동이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이 글이 나의 흥미를 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이 글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이 글을 읽는 동안에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이 글을 읽고 다른 나라가 흥미로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이 글을 읽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자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이 글을 읽고 다른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이 글을 읽고 다른 나라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이 글을 읽고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선생님이 이 글과 비슷한 다른 나라의 글을 제시해도 잘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이 글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문제를 제시해도 잘

풀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이 글의 내용 중 무엇이 중요한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이 글에서 배우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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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n experimental study to find out how landscape

perception and motivation of learning are changed by referring to the

place schema that we are familiar with when learning new places

that students have not yet experienced. The place schema refers to a

prior experience, prior knowledge, and reference system for the place.

There have been theoretical discussions and case studies related to

the place schema. However, there is a lack of experimental research

on how to use the place schema in the geograph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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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by referring to the experimental methods used in the

field of cognitive psychology, we set up an independent variable

called 'what is different from Korea' so that students naturally refer

to the place schema they are familiar with. And this study was

intended to unearth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bility to

recognize landscape picture and their motivation to learn world

geography.

In order to find out the improvement of landscape cognitive ability,

‘Spot the difference task’ was used, and the change of learning

motivation was examined through a survey on text. Participants were

6th grade students living in Incheon. The experim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d three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Experiment 1, after looking at seven original pictures of the

world's physical and human geography, found the pictures that

transformed the position or attributes of the landscape elements. As a

result, the group that referred to the place schema through the

reference point 'what is different from Korea' showed a higher ability

to recall landscape photography than the control group.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eference behavior comparing and contrasting with

the familiar place schema helps to improve spatial pattern recognition

ability when looking at the new world landscape.

In Experiment 2, a place schema reference point was repeatedly

inserted the text that introducing the humanities environment in

Saudi Arabia. And after reading this article, students conducted the

survey to measure motivation for learning (cognitive engagement,

interest, and academic self-efficacy). As a result, when comp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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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trasting Saudi Arabia with Korea through the reference point

of 'what is different from Korea ~',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higher cognitive engagement and interest than the control group.

Experiment 3 conducted the experiment in the same way by

changing the material to the physical environment of Mongolia for

generalize the results of Experiment 2. As a result, when comparing

and contrasting Mongolia with Korea through the reference point of

'what is different from Korea ~',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higher cognitive engagement, interest, and academic self-efficacy than

the control group. This result has experimentally verified that

reference to place schema as a cognitive means causes not only

cognitive effects but also affective attitude changes.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al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trategy of referring to a familiar place has an

educational effect when studying physical and humanities of the

world geography that students have not experienc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make the improved plan for learning World geography by

using comparing method so call Korean place schema.

The reconstruction method that applied in this study is an

alternative to solve this problem about the divorce between Korean

and World. And it can be a realistic teaching tip for teacher who

want to overcome the rigid expanding environments principle. This

study will help to reinforce the recently emphasized networked place,

multi-cultural society, travel geography,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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