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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정보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과학적

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크게 발달하고 있다. 수없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가공하여 지식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은 시대의 중요한 사명이 되고 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문해력을 키워주고, 이를 위해 양질의 자료를 개발하는 것

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도는 지리교과에서 공간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이다.

공간 정보를 함축적으로 시각화하여 지리적 분포와 패턴을 한눈에 보여

주기 때문에 텍스트로 설명할 때보다 효율적인 교수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양한 기호와 공간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상황

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문해력을 갖추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지도 지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도 문해력을 갖추

는데 효과적인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심리적으로 지

도 문해력의 의미를 정리하고, 정보처리 이론에 기반하여 지도 지각의

원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극-반응 부합성(SRC)에 근거하여 지도 지각의 효과성

을 검증하였다. 3가지의 실험(시선과 정보처리 방향, 색상 배열방식, 정

보 매개 방식)을 통해 지도 지각의 원리가 지도 해석에서 구체적으로 어

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나아가 시선 추적기를 통해 지도 지각의

원리에서 밝혀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1(시선과 정보처리의 방향) 결과 범례의 위치는 흔히 사용하는 우

측 하단보다는 좌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는 시선 방

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시선 이동 경로 상 좌상단 범례가 효과적이라기보

다는 정보 처리 방향의 문화적 맥락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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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색상 배열 방식) 결과 단계구분도에서 정보를 색과 매개할 경우 나열

형 색상배열 방식보다 발산형 색상배열이 효과적이었다. 시선추적 데이

터 분석결과 범례에서 부호화하는 과정보다 지도에서 색상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더 큰 차이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실험3(정보 매개 방식) 결과

도형표현도에서 인지부하가 적을 때는 도형 옆에 직접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지만, 인지 부하가 커질수록 색과 매개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효과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각 도식의 정보 처리 방식이 다르

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본 논문은 2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정보처리 모형에 따라 지

도 지각의 원리를 분석한 후 가설을 세워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선 추적기 분석을 통해 기존에 알 수 없었던 지도 지각의 숨

겨진 원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견을 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 지각의 원리에 따른 지도 해석의 효과적 교

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범례의 위치, 단계 구분도의 색상배열, 인지

부하에 따른 도형 표현도의 정보 제시 방법 등을 응용하면 큰 비용과 시

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지도 문해력을 높일 수 있다.

지도는 인간이 발명한 도구라는 점에서 인간의 확장물이지만, 다시 지

각과 사회적 관계를 공간적으로 확장시킨다. 향후 지도는 스마트 기기와

연계되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지도

문해력 교수 학습법과 정보처리 기반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결과들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 지도 문해력, 지도 지각, SRC, 시선 추적기, 범례, 단계구분

도, 색상배열, 도형표현도

학 번 : 2015-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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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공간 문해력(spatial literacy)은 공간 사고와 추론의 결과물(Goodchild,

2010)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돕는 기

능이다(Alsina, 2000). 건축, 스포츠, 무용, 길찾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

수적으로 요구되며(Deborah et al., 2010), 특히,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현대인의 삶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Bednarz & Kemp,

2011). Lange(2003)은 공간 대상과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 공간 문해력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고, Deborah et

al.(2013)은 공간 문해력의 3대 주요 요소로 시각화(visualization), 추리

(reasoning),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리 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다양한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

간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여러 역량을 개발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2015개정교육과정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 총론(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15)에서는 다양한 지리 정보를 선정, 수집, 분석ㆍ종합하여

생활공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지리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의

지리 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과 도표화, 지도화 작업을 바탕으로 지리적

속성 및 공간적 특징을 비교하고 평가할 것을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두 교과 모두 추구하는 역량과 교육목표가 공간 문해력과 밀접하게 관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교과에서 공간 문해력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지도일 것

이다. Masden & Rump(2012)에 따르면 지도는 지리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공간적 사고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뿐

만 아니라 지도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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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수많은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다(Gökçe,

2015). 그래서 지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도 문해력(map literacy)은

공간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다.

한편, 최근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자료에서 지도 문해력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Malik, 2015). Rhoda &

Clinton(2016)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지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

는 지도 문해력과 공간 인지력(spatial cognition)은 지리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이 되었다고 평가하

였다. 지도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심리학적인 연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

한 상황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지도는 이미지로 형상화된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으로 유용한 공

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구이다(심혜경. 정인철, 2007). 또한, 공간

속성을 가진 자료와 비공간적 자료가 융합해 시각화됨으로써 지표상의 공

간 관계 및 지리적 현상을 한눈에 해석 가능하게 해준다(박가인비. 정재

준, 2013). 하지만, 지도는 해석해야 하는 정보가 많고 내용이 복합적이어

서 학습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일정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학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지도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는 매우 더딘 편이다. 강창

숙(2005)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 읽기 연구에서 학생들이 사회과

부도를 잘 보지 않거나 학습 활동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사회과 부도의 복잡한 구성과 내용’, ‘구성 자료의 작은 크기’, ‘기호나 범

례의 복잡성과 애매함’ 등을 지적하였다. 지도 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크게 변

화된 것은 없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도 문해력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적 접근 방법으로는 크게 인지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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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이 있다(Wiegand, 2006). 인지적 접근 방법은

시각 자료의 특수성과 인지 반응 체계에 주목한다. Weeden(1997)은 지도

에 표시된 다양한 공간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 부호화에 쓰인 지도의

언어를 익히고 연습해야 한다고 하였고, Wilmot(1999)는 지도 위에 그려

진 공간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부호화하고 해석하는 공간

지각기술과 그 개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공간 인지력에 의

해 뒷받침되지 않는 지도 해석 능력은 덜 효과적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

라고 하면서 공간 인지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도

해석 기술의 향상을 위해 양질의 자료 제작과 학습자의 많은 지도 읽기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근 연구 경향은 정보처리모형에 입각해 장

기기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 구성적 접근 방법은 비고츠키(Vygotsky)의 교육심리학 이론을 바

탕으로 한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철학적 근거가 되고 있는

이론으로 개인이 갖는 지식의 기원을 사회적인 환경에서 찾는다(진보교육

연구소 비고츠키교육학실천연구모임, 2015). Wretch(1985)에 따르면 지

도는 상호 합의된 정보의 표현으로 기호를 통해 현상을 매개하는 인류의

오랜 문화가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본다. 지도 문해력 향상을 위해 개인적

인지능력 개발보다는 지도가 가지는 특수한 공간적 맥락성을 이해하고 총

체적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egara

et al.(2018)는 지도 문해력 교육에 있어 교사와 지원시스템의 역할이 중

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도와 관련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의 사회성, 학습자들의 상호 작용

등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연구는 더딘 편이다.

지도 문해력 향상을 위한 최근 연구 경향은 인지 심리학의 연구에 기반

을 두고 사용자의 시공간 인지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김우리 외, 2018 ; Meneghetti et al., 2018). 특히, 인지 맵

(cognition map)을 통해 공간 사고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으로 공간을 재

구성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하는 인지 과학적 방법의 연구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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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Coluccia, 2008 ; Meneghetti et al., 2012 ; Meneghetti

et al, 2015). 하지만, 인지 과정의 첫 단계이며 학습자들의 공간 인지력과

지도 문해력을 학습하는 데 가장 필수적 단계인 지도 지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시선 추적, 뇌파 분석 등 첨단 과학 장비의 사

용으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제기되는 시점에 지각 수준에서의 연구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시각자료인 지도는 일반 텍스트와 전혀 다른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어 특수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Dong et al, 2018). 지도를 해석하

는 과정은 독특한 기호 해석뿐만 아니라 스케일, 방향, 네트워크 등 공간

정보까지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변인이 매우 많

다. 지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변인 통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연

구에 비해 보다 좁고 정밀한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

합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도 지각 이론의 발달과정과 기본 원리를 정리한다.

2. 지도 지각 이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3가지를 실험으로 구성하여 효

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증한다.

3. 가설 검증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도 문해력 향상을 위

한 방안을 추론한다.

4.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교과서, 교육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 지각의 효과성에 대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3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실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실험 목적은 다음과 같

다.

1. 범례 위치에 따른 지도 해석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추론한

다.

2. 단계 구분도에서 제시하는 색상 배열의 차이에 따른 지도 해석의 효율

성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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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형 표현도에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제시할 때, 색상과 매개하

여 제공하는 것과 수치를 직접 표기한 것의 지도 해석 효율성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추론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

지도 지각1)을 하나의 심리 작용으로 이해하면 과제를 부여받고, 이에 필

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과제와

필요한 정보를 연결시켜 부호화(encoding)한 후 지도에서 필요한 다른 정

보를 찾아 해독(decoding)하는 작업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다. 이

때 부호화 할 정보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과 해독할 정보

를 시행착오 없이 찾는 것이 지각 단계에서 갖추어야할 가장 핵심적인 기

능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 해석과 관련된 심리적 단계 중 가장 초반에 해당하

는 지각 단계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 하였다. 지도 도식과 시각적 찾기를

통해 지도 해석을 하는 과정까지가 연구 범위인 것이다. 그 이후 나타나는

지도 정보의 구성, 장기기억에서의 저장과 인출, 도식의 조절과 동화 등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1) 인지(cognition)는 기억, 생각, 언어, 문제해결, 집중, 지각 등 인간의 모든 정신활
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지각(perception)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인
감각 정보를 식별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인지 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Daniel
et al., 2016) 지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지도 지각’이라는 용어보다는 ‘지도 인지’
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인지라는 개념 속에 지각이 포함되어 있고, 지
각 수준에서 연구된 논의점이 다른 인지 영역까지 확장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선추적기를 활용하여 지각 부분에 초점
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분석 역시 지각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SRC를 활용하였다. 인지 수준으로 논의가 확장될 경우 시선 추적기 데이터 해석
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SRC를 통한 의미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각
영역으로 논의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에서
지각 부분만 집중하여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지도 지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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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도 지각을 통한 문해력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 연

구, 실험, 통계적 추론을 병행하였다. 먼저, 지도 해석의 교육적 의미를 밝

히기 위해 지도 문해력과 지도 지각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찾아 정리

하였다. 단지, 지각 심리학적인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인 의미까

지 논의를 확장시켜 보았다. 다음으로 실험의 기초가 되는 정보처리 이론,

SRC, 시선 추적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이론을 통해 실험 설계와 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론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이론을 바탕으로 지도 지각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3가지 실

험을 설계한 후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 방법은 인지

심리학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보처리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실험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각 심리학에서 자극-반응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SRC이론을 활용하였다. 실험 과제는 좁고 단순하게 제작하여 반응 시간

(reaction time)을 기반으로 과제 수행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시선 추적

기를 통해 분석된 시선고정시간, 이동거리 비교를 통해 지각의 효과성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시선 추적기에 저장된 원(raw)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였다. 관심영역(AOI) 분석, 그리드AOI분석, 포커스 맵 분석, 히트 맵 분

석 등을 통해 지도 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을 찾았고, 이를 바탕으

로 시선의 첫 고정점, AOI고정 시간, 평균 고정 시간, 재방문 횟수 등을

분석하였다. 시선 추적기를 활용한 심층 분석은 기존 연구 방법으로 분석

하기 어려운 지도 지각의 쟁점들을 추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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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지도 문해력

1. 지도 문해력의 의의

지도 문해력은 지도에 표시된 정보를 식별, 해석, 분석, 조작하는 것이다

(Burton & Pitt, 1993). Xie et al.(2018)은 정량 지도 문해력에 대한 연

구에서 지도 문해력을 맥락에 따라 지리 정보를 정확하게 읽고, 사용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과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지도 문해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Servet(2005)은 디지털 지도 문해력에 대한 연구에서 문화ㆍ미학적

차원(시각적 지각), 기술적 차원(기능적 지각), 지리ㆍ사회적 차원(지도

지각)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KOÇ et al.(2014)은 개인의 지

도 사용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도 읽기 및 해석, 지도 사용, 지

도에서 절차 수행, 지도 스케치 등 4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Segara et

al.(2018)은 지도 문해력 학습 모델에 대한 연구에서 기호 이해, 항공관 인

식, 방향 결정, 컴퓨팅 거리, 지도상의 장소 찾기, 규모에 익숙해지는 것,

고도 지도 읽기 등 7가지 항목을 지도 사용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표로 설

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도 문해력에서 공통적인 구성 요소로 인정

되는 것은 ‘지도 해석’이다. 하지만, 지도 문해력을 넓게 보는 관점에서는

사용자가 지리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지도를 직접 구성하고 제작

하는 능력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나아가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사소통도 지도 문해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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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고찰

지도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은 지도 읽기 기술(map skill)

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항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중

심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① 교수 학습 과정 및 교사의 역할

첫 단계는 지도의 기초 지식을 쌓는 과정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지도를

제시하고 ‘무엇을 볼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이 단계의

질문은 지도 제목, 위치, 지도 기호와 같이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

해야 한다(Golledge, 2008).

두 번째 단계는 지도 사용 목적을 인지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기호를 읽고 공간적 분포를 파악한 후 실제 공간적 맥락과 연계하여 사고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제를

구성하며, 지도에 존재하는 공간 정보를 다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평가, 일반화, 지식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학

습자는 지도에서 얻은 데이터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지식으로 재구성한다

(Bednarz & Metoyer, 2010). 교사는 개인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 어

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멘토 역할을 한다.

마지막 단계는 다른 그룹의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룹 별로 생산한

연구 결과물들을 전체 모임에서 논의한다(Yousaf et al., 2012). 학습자들

은 각 그룹의 의견, 비판, 정당성을 상호 피드백 하며, 교사는 개념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바르게 정의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보다 높은 수

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비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Segara et al.,

2018). 또한, 단계 별로 학생들의 근접발달영역을 결정하고, 학습자의 상

태에 따라 모둠을 나눈 후 각 모둠의 코치가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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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촉진자가 되어 학습자들

이 토론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논쟁하도록 한다.

② 지원 시스템 및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

학습자가 지도를 통해 공간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도 문해력 교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 자료는 지도이다. 특히, 수업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지도의

제작이 필수적이다. 세계 지도 같은 일반도 뿐 만 아니라 수업 목적을 담

아낼 수 있는 좋은 주제도 제작이 필요하다. 지도 이외에 미디어, 워크시

트, 평가시트 등 보조 학습 도구도 수업 목적에 맞춰 개발되어야 한다

(NCSS, 2016).

지도 문해력은 단순히 기호를 읽고 공간 분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제

작자의 의도와 문화적 맥락에 따른 의미를 읽어내는 작업이다. Uttal(

2000)에 따르면 지도 해석은 자연, 인간, 추상화된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

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지리적 의사소통을 만든다고 하였

다. 특히, 사회적 구성주의관점에서는 지도 해석을 통한 공간과 타인에 대

한 이해가 고등정신을 발달시키는데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Cohen, 2010).

③ 최신 연구 동향

과거와 달리 지도 활용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화면을 보고 손쉽게 스케일을 조절하고 몇 번의 화면 터치로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과거 종이

지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가 컴퓨터, 스마트 기기에 대한 연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에서 지도 지각, 정보 수집 및 인지 체

계와 연계, 사용자 간 의사소통 등은 향후 지도 문해력 연구의 큰 흐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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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도 지각

지각(perception)은 감각 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이다. 우리

감각 체계는 매 순간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지만, 처리되는 정보

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수많은 자극 중 일부만 선별하는 주의집중 과정

을 통해 불필요한 자극은 미리 걸러 내고 중요한 자극에만 집중함으로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윤가현 외, 2008). 그 과정에서 자동

처리되는 지각과 통제처리2)되는 지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동처리가 통

제 처리를 간섭하고 방해하여 지각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 수

있다(차인호, 2016).

1. 지도 지각에 대한 연구

지도 지각(map perception)은 지도에 그려진 다양한 색, 모양, 크기, 방

향을 읽고 정보를 이해하는 것으로 지도 문해력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

다(Robinson et al, 1978). 지도 지각은 18세기 후반부터 연구되기 시작

하였으며, 직관단계, 정신물리학단계, 인지단계, 인지-디지털단계 등 총 4

단계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Wieslawa, 2015).

직관단계(intuitive stage)는 195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 방법으로

직관과 경험에 의한 지각 분석이 이루어졌다.

정신물리학 단계(psychophysical stage)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본격

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각 학문 분야에서 계

량화의 바람이 불면서 주로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이 이

루어졌다. Robinson(1952)은 지도 기호의 디자인 원리를 만들기 위한 실

험을 진행하였고, Grohmann(1975)은 색, 크기, 기호 등에 대해 실증적

2) 의식적 주의를 요구하는 정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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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였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리에 따라 자극은 자동화된 반

응을 가져온다는 패러다임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 후반 지도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연구의 큰 흐름이 인지 단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인지 단계(cognition stage)는 정보 처리 모델에 근거하여 연구가 진행

되었다. 지각 경험을 자극에 대한 단순 반응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

처리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정보 처리 모형에 의해 사용

자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디자인, 위치, 정보 제시 방식 등 기존 지

도 지각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단계의

연구는 크게 이론적 연구, 정보 처리 모형에 근거한 연구, 실험을 통한 연

구로 나누어진다(Wieslawa, 2015). Keates(1982)의 연구는 지도에 의해

수행하는 인지 공간적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공간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는 평가를 받는다. Materska et al.(1997)는 지도 이용자의 경험에 근거

하여 지도가 지각된다고 보았다. Grosser(2002)는 범례를 왼쪽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Brewer at el.(1997)은 색상 배열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인지- 디지털 단계(cognitve-digital stage)는 2010년대부터 디지털 기

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나타나기 시작되었다. 장비에 기반하여 새로

운 연구가 시작되었고, 19세기부터 제시된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도

하였다. 미시적으로는 시선 추적기, 뇌파, 근전도 등 컴퓨터 장비를 이용해

서 정보, 기억, 이미지 처리 과정을 연구하며, 기존의 밝힐 수 없었던 심리

적 기제를 찾거나 기존 지도 지각의 내용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거시적으로는 프로토콜 및 데이터 분석에 의한 의사구조와 상호 소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와 연계한 지

도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2. 지도 지각의 단계

① 시각적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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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의 한정된 범위 때문에 지도를 볼 때 눈은 지속적으로 이동한다. 시

각적 찾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70~1980년대에 이루어졌다(Everyren

1995). 어떤 수행 과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시선 고정과 움직임에 큰 차

이가 나타난다. 이는 시각적 찾기가 사전 과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능동적

활동임을 의미한다(Montello, 2002).

Dobson(1985)은 시각적 찾기를 시각적 검색과 인지적 검색으로 나누었

다. 시각적 검색은 명확한 목적 없이 지도를 읽는 경우로 특정 패턴이나

눈을 사로잡는 독특한 기호를 주로 본다. 인지적 검색은 강한 주의를 기울

이는 작업으로 장기기억까지 사용되기 때문에 지도 사용자의 경험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Jenks, 1973; Lucia, 1976; Castner & Lywood, 1978;

Dobson, 1977, 1979, 1985).

② 지각적 도식

도식은 정보를 체제화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개념이다. 시각 정보 처리 중

나타나는 지각 인식 과정의 방향에는 하향식 관점과 상향식 관점이 있다

(Materska et al., 1997). 하향식 관점은 인식 과정이 국지적 수준에서 전

체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감각에 의해 이미지 정보를 받아들이면 먼

저 영상 정보는 시각적 인상과 지식으로 나뉘고, 시각적 인상은 다음 단계

에서 집합 형태로 변형되거나 기존의 지식과 대치된다. 이 관점은 지도 지

각에서 특정 기호 요소를 먼저 본 다음 집단화와 공간 시스템에 대한 정

보가 구축된다고 본다(Ratajski, 1978; Head, 1984; Czerny, 1994).

상향식 관점은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 인지적으로 지각이 안내된

다고 본다. 첫 번째 짧은 단계에서는 전체 시야의 기본 형상에 대한 동시

식별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긴 단계에는 후속 단계가 포함되는데, 특징과

그 분석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의 잠재적 2차적 연관성을 복합적으로

재분배한다. 이 이론은 게슈탈트 심리학과 관련이 있다. 게슈탈트 이론에

따르면 이미지의 해석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형상에 대한 전체 형태와 배

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다. 지도상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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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 관계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Bertin, 1967;

Arnheim 1976).

Cave & Wolf(1990)는 두 가지 접근법을 결합한 안내 검색 이론을 주장

하였다. 지도 해석 과정에서 ‘활동지도(active map)’를 작업 기억에 띄워

기존 도식과 현재 찾은 정보를 대조하는데, 이때 일치하지 않거나 주의를

해야 하는 정보의 경우에 시선의 고정(fixation)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각 정보 처리에서는 두 가지 방식(상하 처리 기능)을 동

시에 수행한다.

③ 기호 식별

기호는 실제 현상과 심리적 작업을 매개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인간은

이를 이용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통제할 수 있다

(김형숙 외, 2015). 한편, 기호 식별(identification of signs)은 범례를 참

조로 지도상 표시된 기호와 대상의 특징을 연관시키는 지적 과정으로 학

습자의 경험,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경험이 많은 지도 사용자는 경험이

없는 사용자보다 덜 명확한 차이까지도 인지할 수 있다. Ratajski(1971)

에 따르면 공간 시스템에서 기호 식별은 대부분의 이웃 대상과의 위상 관

계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Wiesława(2017)는 물체를 식별하는

순간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은 표시의미 뿐만 아니라 지리적 의미까지도 함

께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지도 해석은 기호 식별 과정에서 기억에 저

장된 지식과 지도에서 얻은 정보가 일치할 경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④ 해석

해석(interpretation)은 지도에서 얻은 초기 정보를 파생 정보로 변환하

는 과정이다. 언어를 매개(mediation)로 지도 정보에 대한 잠재적 개념을

형성하고 추상화한다. Czerny(1994)는 이 단계에서 지도 내용을 바탕으

로 일반화하고 규칙성을 발견하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만들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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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한다고 하였다. Nęcka et al.(2013)은 지도 해석에 추론의 기본 유형

인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지도

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 형성되며, 구조화 과정을 거쳐 장기

기억에 저장된다고 보았다.

3. 지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시지각의 특징

지도 지각은 시지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도의 투명도, 가독성,

대비, 시각적 균형 등은 사용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Robinson et

al, 1978). 시각 인지에 대한 연구는 각 학문에서 인지과학과 연계하여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도 지각 분야에서는 2010년 이후 시선 추적기를

활용한 연구로 사용자의 시각 검색 전략과 시선 고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Li et al., 2010; Çöltekin et al., 2010).

시지각은 명암, 색상, 형태의 순으로 위계를 갖는다. 인간은 단순한 색채

의 변화보다 강한 명암 대비를 더 잘 감지한다(김영주, 2005). 명암은 시

각적으로 배경과 주체를 분리시켜 대상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시각 처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지각 인지

에서는 명도대비가 무엇보다 우선하지만 명도대비가 비슷할 경우 색상 차

이가 작용될 수 있다(차인호, 2016). 명도 차이가 미약하여 불분명한 명도

대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상체의 민감도에 따라 Red, Green, Blue의

순서대로 위계가 형성되며 혼합색의 경우에도 RGB가 어떤 비율로 섞였

는지에 따라 위계가 형성된다.

차인호(2016)에 따르면 1단계 명도 대비 단계 이후 2단계로 색채 간 위

계가 적용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명도 대비 색채

비율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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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정보 처리 모델

우리는 정보를 이해하고, 저장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그림2-1>과 같이

감각 기억(sensory memory), 작업 기억(working memory), 장기 기억

(long-term memory)을 사용한다(윤가현 외, 2008). 감각 기억은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아주 단시간 저장한다. 작업 기억은 현재 우리

머리 속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의미하며 빠르게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지

만, 기억 용량에 제한이 있다. 작업 기억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영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에 저장되

어야 한다.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리허설

(rehearsal)을 거친다. 장기 기억은 무한한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단시간

에 떠올릴 수 없고 단기 기억으로 인출(retrieval)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Cowan, 2001).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사건, 상황 등을 장기기억으로

부호화(coding)해서 저장하는 데에는 도식(schemas)을 사용한다(Downs

& Stea, 1997).

감각 기억
부호화

→

작업 기억

(시공간 인지력)

부호화

→
장기 기억

←

인출

[SRC] [schemas]

<그림2-1> 정보처리 모형

지도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시공간 인지력(visual-spatial cognition)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Sjölinder, 1998). 시공간 인지력은 작업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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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중요한 3가지 영역(언어, 시공간, 중앙 집행영역) 중 하나이다

(Baddeley & Hitch., 1974). 시공간 인지력은 시각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자극을 인식, 식별하고 머릿속에서 변형하여 회전할 수 있으며, 거리를 지

각하고 추적하는 능력을 포함한다(National Academy of Science, 2006;

김우리 외, 2018).

지도 지각과 시공간 인지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Coluccia et al.(2007)은 지도 학습을 통해 시공간 작업 기억력

을 측정한 결과, 지도를 그리는 학습 능력은 시공간 작업 기억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Meneghetti et al.(2018)은 지도를 자유롭게

기억하여 그리거나 지도에서 주요지점을 알아맞히는 등의 활동을 분석하

여 나이별로 시공간 작업 기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김우

리 외, 2018). Oto(2015)는 지도를 읽은 후 기억에 의존하여 거리를 연상

하도록 과제를 부여한 후 시공간 인지력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시공간 인지력에 따라 정답률에 차이가 났으며,

작업 기억이 늦은 사람들은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간단히 메모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종합할 때 시공간 인지력이 높은 경우 이에 비례하여

지도 지각 능력과 지도 문해력이 높아지게 되며, 창의적인 공간적 해석도

가능해진다. 최근 스마트 기기와 연계된 멀티테스킹 작업이 증가하며 시

공간 인지력의 개발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시공간 인지력은 작업 기억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억 용량이 크지

않다. 인지 부하가 생길 경우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지도 지

각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공간 인지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지도 자체에서 인지 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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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극-반응 부합성(SRC)

자극-반응 부합성(stimulus- response compatibility)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준비된 연관 정도를 의미한다. 1953년 Fits와 Seeger가 발견3)한

이래로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지 행동 실험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최준식. 지혜수, 2015).

자극-반응 부합성(SRC)은 자극과 반응의 세트 조합이 총체적 수준에

서 일어나는 효과로 그 상호작용이 과제 수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김예리와 이재식(2005)에 따르면 SRC는 정보 처리의 여러 단계 중 일반

적으로 반응 선택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 SRC는 반응시간

에 반비례(Hülür et al, 2019)하며, 부합성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수행 효

율성이 증가한다(강현민 등, 2016).

<그림2-2> 자극 반응과 반응 패널(Fitts & Seeger, 1953)

3) <그림2-2>와 같이 반응 패널과 자극 패널의 공간적 일치성에 따라 반응 시간이
달라짐을 발견하였고, 이를 자극-반응 부합성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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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는 지각 심리학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초기에는 자극의 방향과 반

응하는 키의 방향이 일치하는 지 여부에 따라 반응속도가 얼마나 차이나

는 지를 비교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민윤기. 김보성, 2005). 이후 초

기 이론을 응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대표적

으로 Chapanis & Lindenbaum(1959)은 4개의 스토브 버너와 스위치의

공간적 배열에 대한 연구에서 제어 장치와 관련 디스플레이가 인접하거나

공간적 배열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Protor & Dutta(1993)는 왼쪽

반응이 왼쪽 자극에 배정되고, 오른쪽 반응이 오른쪽 자극에 배정되었을

때가 그 반대로 배정되었을 때보다 반응시간이 더 빠르다고 하였다.

현재 SRC는 공학, 경영학, 인지과학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4)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민윤기. 김보성, 2005). 컴퓨터에서 커서의 움직임과 마우스의 움직

임을 일치시키는 것(Card et al., 1978)부터 각종 계기판의 자극과 인간의

반응이 부합되도록 설계(Roscoe, 1992)하는 것까지 많은 부분에서 SRC

이론이 활용된다. 강현민 외(2016)는 청각 경고로 제시되는 경고 신호가

운전자의 보행자 충돌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SRC를 통해 비교

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SRC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교육 분야에서는 이와

연계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학과 연계된 실습 위주의 교

과에서 제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수많은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SRC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자들에

게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작업 기억에 인지 부하를 줄여 보다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시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지리 교과에서 적절한 반응을 위해 어

떤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방법으로 SRC를 활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SRC는 기계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자극으로 보고, 기계를 제어하는 사
람의 선택된 행위를 반응으로 인식하여 두 가지가 부합되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Wang & Procto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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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시선 추적 연구

시선 추적 기법은 대상을 관찰하는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Holmqvist et al., 2011). 사람은 특정 대상을 인지하기 위해 계

속적으로 눈동자를 움직이기 때문에 안구 움직임을 추적하면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Brooks & Melzoff(2005)에 따르면

시선은 두뇌에서 감각기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적

행동으로 무의미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변정호 외(2011)는 안구 움직임과

관련된 근육의 조절은 목적 지향적인 인지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였

다.

시선추적 장비는 1950년대 실험심리학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

시각적 주의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연구되어 비행기 항법, 교통, 광고, 예

술 분야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변정호 외, 2011). 1980년대 이후 안

구운동 추적기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시각자극에 대한 인간의 시각정보처

리과정(visual information processing)을 분석하기 위한 지각ㆍ인지심

리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 이후에

는 교육 분야에서도 텍스트 읽기와 시선 경로 파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

1. 시지각과 시선추적기의 원리

① 시지각의 특징과 눈의 구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지각하고, 인식체계를 만들

어 간다. 심혜경과 정인철(2007)에 따르면 감각 정보의 대부분은 시각

(83%)을 통해 받아들여지며, 교육적 경험의 80% 이상이 시각에 의존한

다고 한다.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 세포들은 <그림 2-3>과 같

이 망막(retina)에 자리 잡고 있다. 망막에는 중심와(fovea)로 불리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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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2mm의 작은 영역이 존재한다.

중심와 주변은 시신경의 분포 밀도가 높고 원추 세포5)가 분포하기 때문

에 이곳에 상이 맺힐 경우 대상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해부학

적 구조의 한계로 인해 시각적 주의는 중심와 영역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심와 밖의 주변 영역에 상이 맺히게 되면 대상들의 인식 가능성은 상대

적으로 낮아진다. 즉, 특정 시각 정보가 명확하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대상

에서 반사된 빛이 중심와에 정확히 맺혀야 한다(Kalawsky, 1993 ;

Solso, 2003).

<그림2-3> 눈의 구조(출처 : 위키 백과)

② 시야각

사람은 자극이 탐지되면 눈동자나 머리를 움직여 그 대상의 초점이 중심

5) 세밀한 것을 보는 능력이 뛰어나며 노랑-녹색의 파장 영역인 550nm에서 가장 민
감하게 반응한다. 황반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며, 황반의 중심인 중심와에 밀집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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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에 맺히도록 한다. 이때, 중심와 시야각 2°에 포함된 영역만 감지가 가

능하고 그 주변 시야는 감지해 낼 수 없다(박선명 외, 2015). 따라서, 물체

의 높이를 H, 거리를 D라고 할 때 시야각은 <그림2-4>와 같다.

<그림2-4> 시야각(오성주, 2019)

즉, 실험 영상을 주시할 경우 중심와 2°를 포함할 수 있는 높이(H)는

tan(v)×D(mm)가 된다. 실험환경에 시선 추적기에 사용가능한 모니터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공식과 같다(오성주, 2019).

tan(v) = H /D

V= 2arctan(H /2D)

공식에 따라 MS Excel에 함수를 넣어 사용자와의 거리(D)와 크기(H)

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리(D)가 600mm라면 모니터 높이(H)

20.9mm의 범위에 들어온 특정 공간 요소만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시선

추적기에서 과제를 제시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대상의 크기도 이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③ 시선 추적 장치의 원리

시선 추적 장치는 사람이 지각하지 못하는 적외선을 눈에 투사하여 수정



- 22 -

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시선의 움직임을 읽어낸다(변정호 외,

2011). 과거에는 실험 참가자에게 불편을 주는 장치들로 실제 상황을 똑

같이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최근에 개발된 기기는 사람이 지각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받아 눈의 위치, 움직인 거리 등을 계산할

수 있어(이소라. 서혁, 2012),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

황이다.

<그림2-5> 적외선 방식의 아이트래킹(서은선, 2017)

2. 시선추적 산출자료

시선추적기는 동공의 위치와 크기를 측정해 즉각적인 생리반응을 추적할

수 있고, 시각적 주의와 관련된 데이터를 산출해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선 추적기는 60Hz로 시선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가 의
식하지 못하는 수준까지도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Karatekin, 2007).

시선 고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처리를 위하여 정보입력을 받기 때문

이다. 즉, 특정 지점에 시선이 멈추었다는 것은 그 지점에서 인지처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Olsen et al. 2010). 시선고정시간은 시선 추적 연

구에서 가장 많이 측정되는 자료로 학습자가 특정 물체나 지점에 주시한

시간이다. 시선고정시간은 인지처리 작업으로 간주(정선영. 황세일, 2014)

되며, 학습과 양(+)의 상관이 있다고 본다(Nesbit, 1981; Wang, 2011).

시선 고정 빈도는 특정 부분에 시선 고정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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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것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주목도가 높거나 혹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Poole & Ball, 2005). 특히, 두 번째 이후 시선 고정은 관심 영

역에서 이탈되었다가 다시 진입한 것으로 이를 ‘재방문’이라고 부른다. 텍

스트를 읽다가 해당 부분으로 돌아와서 다시 읽는 회귀가 일어났기 때문

에 주목되는 데이터이다(류수경 외, 2016).

도약은 현재 주시하고 있는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시선을 신속하게 옮

기는 것이다. 주위환경을 탐색하거나 책을 읽고,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일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구운동이다(김지수, 1999). 도

약은 의도(voluntary) 도약, 반사성(reflexive) 도약, 자발(spontaneous)

도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시선 추적기를 통해서는 그 종류를 직접 구분할

수 없다.

시선 추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시선 추적기

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연구를 설계

하고 데이터를 얻는 것 못지않게 시각화시켜 보여주는 것에도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Blascheck et al. 2014).

3. 시선 추적 연구 사례

시선 추적 기법을 통한 시공간 인지력 분석은 학습자들의 반응을 객관적

으로 관찰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인간 행동에 대한 분석으로 높은 타당

도를 가지고 있다(Wilkinson & Mitchell, 2014). 이소라. 서혁(2012)은

시선추적기를 활용하면 지금까지 가설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론 연구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① 교육

시선 추적에 대한 연구는 비침습적이고 시간 해상도가 높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적용하기에 안전성과 접근성 면에서 적합하다(신원섭.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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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이미진과 이광호(2015)는 시선 추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

습과 주의집중을 연구하는 방법은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학습자를 파악하는데 큰 강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김기남(2013)은 지리 교과에서 시선 추적과 관련하여 행동 유발성, 조망

관점에 따른 시선 경로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AOI의 시선고정 빈도, 비

율, 반응 시간 등을 측정하여 행동 관계(자극)가 공간 정보 지각(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기범 외(2013)는 과학 교과

서 삽화를 제목, 강조, 실험 결과 방식 등으로 나누어 제시한 후, 최초 진

입 시간, 시선의 흐름, 응시시간, 점유도 등을 비교하였다. 이용진 외

(2017)는 동영상 강의 시청 시 주의집중과 분산에 대해 연구하면서 2초

간격으로 화면을 분할하여 히트 맵에서 차지하는 시선 응시 지점의 면적

비율 통해 주의 집중도를 계산하였다.

② 커뮤니케이션

시선추적 연구에 활용되는 연구 도구가 점차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커뮤

니케이션 관련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소라. 서혁,

2012). Just(1996)의 방법론에 따라 고정 시간과 빈도 값이 클 경우 의미

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류지헌 외(2013)는 긴 줄 조건과 짧은 줄 조건에서 시선고정 시간의 평

균 및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긴 줄로 제시한 경우 시선 고정 시간이 길어

진다는 것을 밝혔다. 유수형 외(2016)는 한자어의 난이도에 따른 시선 고

정 빈도와 고정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서혁 외(2015)는 공무원이 일

반인에 비해 공문서를 읽을 때 고정 빈도와 고정 시간이 낮다는 것을 비

교 분석하였다.

③ 지도 인지

최근 지도 인지를 연구하는 데에도 시선 추적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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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melse et al.(2008)은 시선 추적을 통해 사용자의 관심 영역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요소에 관심을 가지며, 어떻

게 인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Ooms et al.(2012)은 시선 추적기를 통해 숙련자와 비숙련자 사이의 지

도 해석 능력 차이를 연구하였다. 지도 왼쪽에 표시된 지명이 지도에 나온

25개의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빠른 속도로 찾도록 함으로써 시각적 찾기

속도와 시선 추적의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Kim et al.(2015)은 도로 지

도에서 중요한 목표 지점을 찾을 때의 시공간 인지력을 연구하였는데, 과

제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의 시선 이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Brychtova et al.(2016)은 지도 읽기에서 색 거리와 글자 크기가 어떤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해 시선 추적기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Behnke(2016)

는 지리 교과서의 5가지 레이아웃을 시선 추적기로 비교하였다. Frake et

al.(2017)은 랜드 마크 기호를 이용하여 길찾기 하는 과정을 연구하였고,

이를 시선 추적기를 통해 분석하였다. Liao et al.(2018)은 라벨 밀도가

지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시선 추적기로 분석하였다. Dong et

al.(2018)은 지리학자와 비지리학자의 공간 분석 능력을 지도 읽기를 통해

비교하고, 시선 추적기를 이용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Edler(2018)는

지도 범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시선 추적기를 이용하여 지도 범례의 좌, 우 위치가 단

기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4. 논의 사항

지금까지의 시선 추적 연구를 종합해보면 결과 분석에 대한 몇 가지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시선 추적 장치는 무의식적인 시선과 의식적인

시선을 변별하지 못하고 안구의 움직임만을 시간 단위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선 추적 데이터만을 분석해서 실험 참가자의 인지 상태에 대한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 또한, 결과 분석에 통일된 기준이 부족한 편

이다. 시선 고정 시간과 빈도가 높은 것이 인지과정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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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면 그 원인은 관심(interest)과 어려움(difficulty)를 모두 나타낼

수 있고, 같은 데이터로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김평원(2017)은 시선 이동으로 피험자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뇌파

(EEG)나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fMRI) 분석과 같은 인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선 추적기만을 활용해 결과를 도

출해 보고한 선행 연구들이 후속 연구자가 재현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Grant & Spivey(2003)은 시선추적

기만으로 인지적 영역에 대한 결과를 직접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선

추적기를 활용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를 정리하면 <표2-1>과 같다.

모델1 시선추적 →
일반

과제제시
→

지각 O 

인지 X

모델2 시선추적 →
문제-해결

과제제시
→

지각 O

인지 O

모델3
시선추적

뇌파분석
→

일반

과제제시
→

지각 O

인지 O

<표2-1> 시선추적기와 결과 도출 모형

본 연구는 시선 추적기만을 이용해 일반 과제를 제시한 연구로 모델1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지 수준에서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제시하는 과제의 범위를 최대한 좁혀 지각 수준에서 유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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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설계 및 결과

제 1 절 실험 설계

1. 전제 조건

① 지도 지각의 효율성은 SRC로 측정한다.

② SRC는 반응시간(reaction time)에 반비례한다.

③ 시선 고정 시간과 빈도는 인지적 어려움(difficulty)에 비례한다.

2. 독립 변인 및 실험 집단 설계

본 연구는 <표3-1>과 같이 3개의 개별 실험으로 구성된다. 실험1은 시

선 정보 처리 방향에 따른 효과성 검증이다. 이를 위해 지도 상 범례의 위

치를 바꿔 과제 수행 시간을 비교하였다. 실험2는 색상 배열 방식에 따른

효과성 검증이다. 이를 위해 단계 구분도에서 나열형, 발산형 색상 배열을

제공한 뒤 과제 수행 시간을 비교하였다. 실험3은 정보 매개 방식에 따른

효과성 검증이다. 이를 위해 도형 표현도에서 직접 수치를 제공한 경우와

색을 매개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과제 수행 시간을 비교하였다.

독립 변인 대조군 실험군

실험1
시선 정보 처리 방향에 따른 

SRC(반응시간)의 차이

우하단에 

범례 제시

좌상단에 

범례 제시

실험2
색상 배열 방식에 따른 

SRC(반응시간)의 차이

나열형 

색상 배열

발산형 

색상 배열

실험3
정보제시 방법에 따른

SRC(반응시간)의 차이 

직접 수치로 

정보 제시 

 색상을 매개로

정보 제시

<표3-1> 실험별 독립 변인과 집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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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진행 절차

실험도구 개발 ￭ 지도 제작, 과제(문항) 개발 

⇓

예비실험 ￭ paradime 2.5를 활용하여 예비 실험

⇓

장비 점검 ￭ SMI사 Experiment 3.7 설치 및 실험 환경 조성 

⇓

본 실험   
￭ 대학생 50명  

￭ SMI사 Experiment 3.7(반응 속도 측정 및 시선 추적) 

⇓

실험 결과 분석 BeGaze 3.7을 이용한 통계 분석

<표3-2> 실험 진행 절차

① 지도 제작, 과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지각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총 36장의 지도가 사

용되었다. 1/1000초 단위의 빠른 반응속도와 시선 추적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 목적에 맞춰 지도 제작 전문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제작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 사용된 지도는 지도상 위치를 정확히 그릴 수 있는 프

로그램인 캐나다 52 Stairs Studios사의 Scribble Maps를 이용하였다.

선행 연구(Edler, 2018)를 참고로 디자인하였으며, 도시의 배치는 중심 도

시와의 거리가 신뢰 구간 95%(z-score =–1.96~ 1.96)를 만족하는 구간

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단계 구분도의 색상 배열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

는 독일 Datawrapper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지역에

대한 선지식을 가질 수 없는 곳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지도에 그려

진 각 지역의 면적은 Image Color Summariz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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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율을 계산하였다. 각 지역의 면적 비율은 신뢰도 95%(z-score =–

1.96~ 1.96)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작하였다.

세 번째 실험은 두 번째 실험과 같은 독일 Datawrapper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도형 표현도의 크기가 면적에 비례하여 정확하게 구현되며,

색상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② 예비실험

예비실험은 실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을 두고 진행되었다. 실험 참가

자의 입장에서 휴식 시간 및 반응 인터페이스의 위치가 편리하게 구성되

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SRC에 대한 실험은 주어진 자극에 대해 피험자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반응하는지를 측정한다. 예비 실험은 실험 설계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도

록 심리 실험 전문 프로그램 paradime 2.5를 사용하였다. 각 실험별로

1/1000초까지 반응 시간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과제 해

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예비실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험(trial)의 구성을 <표3-3>과 같이 진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과제를 읽은 실험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눌러

과제를 시작한 후 정답을 파악하면 다시 키보드를 눌러 과제를 종료시키

고 정답을 얘기하도록 하였다.

 

과제 제시 

(encoding, rehearsal)
→

시

행

과제 해결 

(encoding, decoding)
→ 

시

행

마무리

짧은 OX형 질문

실험 참가자가 버튼을 

눌러 시작

실험 참가자가 버튼을 눌러 종료 
Trial의 

종료 알림
반응 시간 측정, 시선 추적 자료 수집 

<표3-3> 시행 별 실험 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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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비 점검

예비실험 이후 실험에 실제 사용할 시선 추적기, 모니터, 키보드, 책상을

점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선 추적기는 독일 SMI사의 RED-m 모델

로 모니터 기반 리모트 형이다. 시간 해상도(sampling rate)는 60Hz, 공

간 해상도(precision)는 0.01°, 정위(calibration) 면적은 1600×900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니터는 LG Platron ex2041 모델로 크기 20인치, 해상도

1600×900, 반응 시간 5ms였다.

실험 참가자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모니터의 위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

도록 <그림3-1>과 같은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상하좌우로 모니터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으며 실험 참가자가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칸막이 형태로 제작하였다. 사람은 중심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머리와

몸을 많이 흔들게 되는데, 이때 시선 추적기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턱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턱 받침을 만들었

다. 하지만, 실제로 장비와 연결시켜 시행한 결과 시선 추적기에서의 인식

률이 떨어져 본 실험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림3-1> 시선 추적을 위한 실험 장치(인천대 융합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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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시선 추적기 제작 회사인 SMI

사의 Experiment Center 3.7이었다. 모든 실험 설계와 통제는 이 프로그

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험 참가자가 키보드를 누

르는 시간으로 반응 시간을 기록하였고, 적외선 감지를 통해 학생들의 눈

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그에 대응되는 위치 데이터와 해당 위치에서 의

미를 갖는 27가지 추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였다.

④ 연구 참여자 모집

본 연구에는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50명이 참가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국어교육과 학과 게시판을 통해 공개 모집되었으며 모두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지도 해석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지명에 대한 선 지식을 가진 경우 실험

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교과(지리, 역사, 일반사회, 윤리) 전공

자는 제외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정상이거나 교정시력이 정상이었고, 연구

참여자는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해 실험 진행 시간과 내용에 대한 안내는

받았지만 실험의 목적을 알지는 못했다. 모집된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평

균 연령은 <표3-4>와 같다.

성별 남 여

인원 24명 26명

평균 연령 21.1세 20.5세

<표3-4> 연구 참여자 현황

⑤ 실험의 진행 방법

연구 참가자 한 명에 대한 실험 절차는 ‘실험 설명(introduction)→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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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시선 추적기) 보정 및 검증(calibration, validation) → 실험 자료

제시(present experimental data)’의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전체 실험은 3개의 개별 실험으로 구성되며, <표3-5>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IRB에서 승인 받은 문서로 실험의 목적과 진행 과정

에 대해 설명하였고, 대기실에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실험실로 이동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전 실험1

안내

→

휴식

실험2

안내

→ 

휴식

실험3

중성자극

+

연습시행

(일반도에서)

범례 위치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

(단계 구분도에서)

색상배열 방식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

(도형표현도에서) 

정보제시 방법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 

<표3-5> 전체 실험의 진행 방식

실험은 안구 운동의 정확한 추적을 위해 먼저 눈의 위치 정위를 완료한

다음 본 검사에 들어갔다. 안구 위치의 개인적 차이와 monocular

system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매 측정 시 마

다 정위 과정을 거쳤다. 정위가 끝난 후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중성 자

극으로 영화 ‘스타워즈’의 주요 장면을 1분간 시청 하였다. 이후 기기의

작동 방법과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2~3회 예비 과제로 연습하며 과

제 수행에 대한 적응도를 높였다.

연구 진행은 참여자가 진행 방법을 읽은 후 직접 진행하였다. 모니터를

통해 주어진 질문을 읽고 이해한 후 스스로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눌러

지도 슬라이드로 이동하였다. 모든 시행에는 풀이에 제한 시간을 두지 않

았으며, 지도를 보고 학생 스스로 답을 이해하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정

답을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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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실험 진행 장면

개별 실험(study)은 <표3-6>과 같이 각각 2개의 과제와 6개의 시행

(trial)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실험에서 과제1(시행1~3)은 ‘범례→ 지도’

순서로 정보 처리가 진행되었고, 과제2(시행4~6)는 ‘지도→ 범례’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같은 과제의 1~3번 시행과 4~6번 시행은 계급수를 늘려

SRC를 측정하였다.

과제1(시행 1~3)
→

휴식

과제2(시행 4~6)

과제 수행 순서 : 범례 → 지도

(계급 수 증가)

과제 수행 순서 : 지도 → 범례

(계급 수 증가)

<표3-6> 실험 별 진행 방식

연구 참여자는 각 6개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3개의 실험에 참여하였다.

총 18개의 시행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

참여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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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 분석 방법

모든 결과는 실험과 동시에 시선추적기를 제작한 SMI사에서 개발한 실

험 프로그램인 SMI Experiment Cneter 3.7에 저장되었다. 프로그램에는

모든 연구 참여자의 시선 추적 데이터가 60ms 단위로 실시간으로 기록,

저장되었다.

SMI experiment Cneter 3.7에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실험 직후 간단한

코딩을 거쳐 Microsoft Excel 파일로 데이터를 변환하여 통계 분석을 진

행하였다. 27개의 데이터 중 SRC와 직접 관계가 있는 반응 시간, 인지처

리에 관여하는 시선 총 고정 시간, 얼마나 정보를 반복적으로 응시했는지

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선 이동 거리에 대해서는 모집단과의 동일성 검

증 이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위해 SMI BeGaze 3.7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용해 총 27개 항목을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시선 경로 추

적, 포커스 맵 분석, AOI분석, 그리드AOI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시선 데이터를 60ms 단위로 저장하였기 때문에 그 양이

방대하였다. 이를 필요한 시간대별로 시각화하여 특이점을 추적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원(raw)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⑥ 특이사항

실험군 중 남학생 1명의 시선 추적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49명(대조군 25명, 실험군 24명)에 대해 데이

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 35 -

제 2 절 실험1(범례 위치와 SRC)
 

1. 실험 배경 및 진행과정

① 실험 배경

Nachson et al.(1999)에 따르면 글자를 오른쪽으로 읽고 쓰는 러시아 사

람들은 얼굴과 몸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한 그림을 볼 때 더 아름답다고

평가한 반면, 왼쪽으로 읽고 쓰는 아랍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쪽으로 놓

여 있을 때 더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즉, 언어 습관

에 따라 공간에 따른 기억과제, 주어진 그림 내에서 문자 시작을 찾는 시

각 주의, 공간에서 연속되는 사건의 배열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Chan,

2005). 이는 언어 방향 습관이 일상적 지각과 움직임의 과정에 깊이 관여

해 공간과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019, 이하정). 지도

를 읽는 과정 역시 언어 읽기 방향이라는 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차이가 지도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② 실험 설계

지도 정보를 검색할 때 우리 지각에서는 ‘부호화’ →‘해독’의 과정이 나타

나며, 이 과정에서 과제 수행 방향에 따라 지각의 효율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지각이 시선의 자동화된 처리로 진행된다면 읽기 방향과

과제 수행 방향이 동일할 때 SRC가 높아질 것이다. 반면, 글 읽기 방향이

하나의 문화적 맥락으로 자리 잡아 지도 도식을 만들어 영향을 준다면, 과

제 수행 방향과 관계없이 그 문화에서의 읽기 방향과 일치할 때 SRC가

높아질 것이다. 지도에서 정보를 가장 먼저 읽고 부호화하는 영역은 범례

이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주어진 과제의 방향에 따라 범례의 위치가 달

라져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글읽기 문화에 따라 범례가 지도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고정되어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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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험 진행

본 실험에서는 정보 해석 과정에서 과제 처리 방향이 지도 지각에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 밝히기 위해 지도에서 범례의 위치를 바꿔가며 SRC

를 비교하였다. 시행1, 2, 3에서는 범례를 먼저 읽고 지도에서 정보를 찾

는 것이고, 시행 4, 5, 6에서는 지도의 정보를 먼저 읽고 범례에서 내용을

찾는 질문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질문에 따라 정

보를 기억한 후 지도를 읽고 O, X로 대답할 것을 주문 받았다. OX에 대

한 판단이 되면 바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대답하였다. 실험군은 범례가

좌상단에 위치한 지도를 보고 과제를 수행하였고, 대조군은 우하단에 위

치한 지도를 사용하였다.

④ 예상 결과 및 가설

첫 번째 과제는 범례를 읽고 부호화한 후 지도를 읽으며 판단(해독)하는

순서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두 번째 과제는 지도에서 위치

를 확인하고 범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자동화된 시선 방향으로

만 반응이 나타난다면 지도 중앙에서 우하단에 배치된 범례를 읽는 두 번

째 과제에서 대조군의 SRC가 높게 나타나야 한다. 반면, 문화적 패턴에

영향을 받아 지도 도식에 따라 지각이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면 실험군의

SRC가 더 높게 된다.

생각건대, 우리가 지도 정보를 해석할 때 자동적으로 정보를 인지하기 보

다는 여러 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때 지도 지각을 활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지도 해석은 단순히 방향에 따라 자동 처리되기보다는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통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좌횡

서의 읽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 좌상단부터 우하단으로 읽기 방향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본 실험1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범례를 좌측 상단에 제시하는 것이 우측 하단에 제시하는 것

보다 SRC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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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분석

① 과제1

첫 번째 시행에서 세 번째 시행까지는 범례 정보를 먼저 읽고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과제이다. 첫 번째 시행과 세 번째 시행은 <표3-7>과

같이 유의확률(P)<0.05로 가설을 만족시켰다. 하지만, 두 번째 시행에서

는 약간의 차이로 유의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비록 두 번째 시행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다른 2번

의 시행에서 실험군의 반응 시간이 유의미하게 빨랐고, 시선 고정 시간도

실험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짧아 정보를 판단하는데 인지

작용이 보다 적게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선 이동거리의 경우

3번의 시행 모두 확연하게 실험군이 짧았다.

따라서, ‘범례를 먼저 읽는 과제를 제시한 경우 좌상단에 범례를 제시하

는 것이 우하단에 제시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② 과제2

네 번째 시행에서 여섯 번째 시행까지는 지도에서 과제 제시 지역의 위

치를 확인하고 범례에서 그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제였다. 모든 시행

에서 실험군의 반응 시간이 짧았고, 유의 확률(P)<0.05로 유의 수준을 충

족하였다. 따라서 실험군의 SRC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다섯 번째 시행에서 고정 시간, 네 번째, 여섯 번째 시행에서 이동거리가

약간의 차이로 유의 확률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일부 시행에서 고정시

간과 이동거리의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시행의 반응

시간에서 실험 군이 빨랐다. SRC의 차이에 대한 판정은 반응 시간을 기

준으로 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정시간, 이동거리 데이터도 반응 시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험 군의 SRC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도 중앙을 먼저 읽는 과제를 제시한 경우 좌 상단에 범례를

제시할 때 우 하단에 제시하는 것보다 SRC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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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행

대조군

(N=25)

실험군

(N=24)
F검정 t통계량

유의확률

(P-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반응

시간

(ms)

1 3256.936 1962.509 2475.070 650.528 0.000 1.886 0.034

2 3482.248 1518.575 2899.096 1093.373 0.06 1.537 0.065

3 3746.708 2496.399 2816.346 1078.83 0.000 1.705 0.049

반응

시간

(ms)

4 3113.336 1099.354 2484.896 1257.66 0.000 1.856 0.034

5 3198.856 1958.936 2465.8 769.182 0.000 1.737 0.046

6 3706.852 1665.272 2794.308 811.2681 0.001 2.453 0.009

고정

시간

(ms)

1 2214.456 1552.217 1620.746 752.728 0.001 1.714 0.048

2 2348.304 1185.252 1946.154 990.3325 0.196 1.28 0.10

3 2693.188 2066.882 1894.642 1104.724 0.002 1.67 0.05

고정

시간

(ms)

4 2239.736 943.0837 1698.175 1108.148 0.219 1.844 0.035

5 2352.776 1643.177 1739.888 894.505 0.024 1.630 0.056

6 2581.568 1802.183 1301.099 945.321 0.065 2.390 0.01

이동

거리

(px)

1 3442.32 1233.677 2172.208 1014.568 0.176 3.927 0.0001

2 3901.4 1754.295 2539.917 1136.535 0.021 3.237 0.001

3 3347.36 3317.339 2028.292 1020.433 0.000 1.897 0.034

이동

거리

(px)

4 3743.92 1744.495 2751.167 2440.223 0.054 1.64 0.053

5 3117 2205 1785.774 805.027 0.000 2.319 0.013

6 3794.72 1589.791 3054.208 1592.27 0.496 1.629 0.055

<표3-7> 실험1 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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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2(색상배열과 SRC)

1. 실험의 배경 및 진행 과정

① 실험 배경

지도 해석에서 색은 의미와 매개되어 심리적으로 작용한다. 지도 정보는

명도, 색상으로 표현되는데(Wieslawa, 2017), 정성 자료의 경우 주로 색

상으로 표시하는 반면, 정량 자료의 경우 시각 대상과 높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명도로 표시하는 것이 선호된다(조현주, 2000). 하지만, 사

람이 구분할 수 있는 명도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계급 수가 많아질 경우 구

분이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있다(Harris & Jenkin, 2003). 유채색의 명도

는 N2~N9까지 8단계로 구분되며, 6, 7단계의 명도차이를 계급별로 정확

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② 실험 설계

지도 지각에서 색을 구분하는 자극과 반응이 자동처리 된다면 시지각에

서 가장 높은 위계를 갖는 명도로만 자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색 지각을 언어가 매개된 능동적인 기호 식별 과정으로 본다면 이웃 대상

과의 위상 관계를 통해 의미가 정해질 것이다. 이 경우 색을 하나의 기준

인 명도로만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대상과 비교하기 쉽도록 두 가지 이상

의 기준(명도+ 색상, 명도+ 채도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실험 진행

본 실험에서는 지도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매개된 색상이 어떻게 인

식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단계 구분도에서 다른 색상배열 과제를 제시

하고 SRC를 비교하였다. 시행 1, 2, 3은 범례를 먼저 읽고 지도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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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찾아 정보를 판별하는 것이고, 시행 4, 5, 6은 지도에서 제시 지역

정보를 읽고 범례에서 내용을 찾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질

문에 따라 정보를 기억한 후 지도를 읽고 판단하여 O, X로 대답할 것을

주문 받았다. OX에 대한 판단이 되면 바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대답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색상 배열은 <표3-8>과 같다. 나열형 색상 배열은

보라색을 바탕으로 명도를 조절하여 제작하였고, 발산형은 보라/녹색으로

제작하였다.6)

나열형 색상 배열

발산형 색상 배열 

<표3-8> 색상 배열의 두 가지 방식(자료 출처 : datawrapper)

④ 예상 결과 및 가설

색을 지각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면 정보와 색의 연관성이 높은

나열형 색상배열의 SRC가 높을 것이다. 하지만, 색과 정보를 연합하는 능

동적 과정이라면 발산형 색상 배열의 SRC가 높을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는 하나의 색을 보고 그 색을 바로 식별해내기보다는 다른

색과의 비교해 색의 의미를 부호화하는 일이 많다. 지도를 해석하는 과정

에서 색상은 언어 정보와 매개되어 복합적인 부호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 간 비교가 보다 용이한 경우 지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본 실험2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발산형 색상배열이 나열형 색상 배열보다 SRC가 높다.’

6) 보라/녹색은 Brewer et al.(1996)이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 읽기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명되었던 색상 배열이다(조현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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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분석

① 과제1

첫 번째 시행에서 세 번째 시행까지는 범례 정보를 먼저 읽고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과제이다. 시행이 진행되며 단계 구분도의 계급을 4개, 6

개, 8개로 늘렸다.

통계 분석 결과 <표3-9>과 같이 모든 시행에서 실험군(발산형 색상배

열)이 대조군(나열형 색상배열)보다 반응시간, 시선 고정시간, 시선 이동

거리 모두 짧았고, 통계적 유의 확률(P)<0.05로 유의 수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가설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범례를 통해 색상을 매개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하나의 기준으

로 제공하는 것보다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사용하는 것의 효과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② 과제2

네 번째 시행에서 여섯 번째 시행까지는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범례

의 정보를 읽는 과제이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행에서는 <표3-9>와

같이 실험군이 반응 시간, 시선 고정 시간, 시선 이동거리 모두 짧았고, 유

의확률(P)<0.05로 통계적 유의 수준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네 번째 시행의 경우 반응 시간과 시선 고정 시간에서 대조군이

미세하게 빠르게 나타났다. 매우 이례적인 수치가 나와서 전체 데이터를

검토하였지만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보이지 않았다. 가설은

다섯 번째 시행(6단계)과 여섯 번째 시행(8단계)에서만 채택되었다.

따라서, ‘지도 정보를 읽고 색상과 매개된 범례를 볼 경우 인지 부하가

큰 경우(계급 6개 이상) 하나의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두 가지 기준

을 함께 사용하는 것의 효과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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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행

대조군

(N=25)

실험군

(N=24)
F검정 t통계량

유의확률

(P-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반응

시간

(ms)

1 4268.6 1332.485 3428.608 1024.835 0.106 2.466 0.009

2 6007.34 3760.682 3945.238 1916.309 0.000 2.289 0.014

3 9240.444 4921.26 5033.867 2174.337 0.000 3.896 0.000

4 3120.316 896.19 3150.479 1045.798 0.228 -0.109 0.457

5 5930.408 2668.176 3778.029 1802.016 0.032 3.321 0.001

6 6729.136 3094.098 3731.046 2081.371 0.031 3.994 0.000

고정

시간

(ms)

1 2567.467 1135.725 3120.516 916.141 0153 -1.871 0.034

2 4387.068 2424.686 2976.292 1793.679 0.076 2.308 0.012

3 6316.872 3708.801 3668.058 1893.212 0.001 3.167 0.002

4 2285.172 680.156 2380.479 963.11 0.005 -0.399 0.346

5 4431.496 22.37.104 2827.254 1610.108 0.058 2.87 0.003

6 4779.352 2574.846 2692.508 1810.398 0.048 3.262 0.001

이동

거리

(px)

1 4972.24 1658.878 3535.125 1680.748 0.473 2.383 0.011

2 6437.12 3424.47 4005.625 1950.018 0.000 3.069 0.002

3 9042.64 4346.816 5998.875 2845.739 0.023 2.911 0.003

4 3206.64 1042.129 3362.875 1473.883 0.049 -0.430 0.33

5 5451.76 3122.898 3546.917 2214.289 0.051 2.453 0.009

6 5911.68 2848.699 3738.458 2477.326 0.25 2.845 0.003

<표3-9> 실험2 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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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3(도형의 정보 매개 방식과 SRC)

1. 실험 배경 및 진행 과정

① 실험 배경

사람은 대상의 ‘길이’를 중심으로 양을 지각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데이

터가 표현될 경우 정보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김현정(2008)은 도형의

크기로 정보를 추정할 경우 인식론적 문제로 과소 추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Flannery(1971)는 원의 크기가 커질수록 과소 추정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관상 크기로 척도화 하는 방법을 제시7)하였다.

따라서 도형 표현도에서 면적에 비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다른 방식

으로 정보를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보를 도형에 인접하여

직접 표시하는 방법과 색상을 매개로 표현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② 실험 설계

도형 표현도에서 색상과 매개하여 정보를 제시할 경우 범례에서 정보를

부호화하는 데 인지 부하가 크지만, 효과적인 상향식 관점의 지각적 도식

이 사용될 수 있다. 반면, 도형에 인접하여 데이터를 병기할 경우 하나의

대상을 처리하는 인지 부하는 적지만 반드시 하향식 관점의 지각적 도식

이 사용되어야 한다. 하향식 정보 처리는 정보가 많아지면 식별해야 하는

기호가 비례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SRC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 색상

을 매개로 정보를 처리할 경우 지각적 도식 중 상향식 정보처리가 가능하

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질수록 SRC가 증가할 것이다.

7) 그가 제시한 0.8747이라는 지수는 실제 원의 면적이 A라면 그보다 작은 A0.8474
만큼의 크기로 인식됨을 의미한다.(심정복. 손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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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험 진행 과정

본 실험에서는 도형 표현도에 대한 2가지 대안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

해 정보량에 변화를 주면서 SRC를 측정하였다. 실험군은 범례를 통해 색

상으로 정보를 제시하였고, 대조군은 도형에 근접하여 직접 수치를 적어

정보를 제시하였다. 변인 통제를 위해 계급은 4단계로 고정하고, 제시 지

역의 개수를 4개, 6개, 8개로 증가시켰다. 시행 1, 2, 3에서는 질문에서 계

급값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도록 하였고, 시행 4,

5, 6에서는 지역과 계급값을 질문으로 함께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역

을 지도로 찾아보며 확인하도록 하였다. 시행 1, 2, 3에 비해 시행 4, 5, 6

에서 기억해야 하는 요소(지역+ 계급 값)가 많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에게

보다 큰 인지 부하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주어진 질문에 따라 정보를 기억한 후 지도를 읽고 정

보의 O, X를 판별할 것을 주문 받았다. OX에 대한 판단이 되면 바로 스

페이스바를 누르고 대답하였다.

④ 예상 결과 및 가설

실험군은 범례를 읽고 지역명과 색상을 부호화한 후 지도를 보면서 해독

하는 반면, 대조군은 지역명과 색상을 비교하면서 지도에서 직접 대조하

게 된다. 실험군은 지각적 도식 중 상향식 관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작업 기억에서 차지하는 인지부하가 큰 반면, 대조군은 하향식 관점을 사

용하기 때문에 인지 부하가 커질수록 인지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다. 따라

서, 본 실험3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도형 표현도에서 정보를 제시할 때 인지 부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대상 옆에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SRC가 높고, 인지 부하

가 클 경우에는 색상과 매개하여 전달하는 것이 SRC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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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분석

① 과제1

첫 번째 시행에서 세 번째 시행까지는 수치를 제시하고 지도에서 이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는 과제이다. 첫 번째 시행은 4개의 지역 중 1개의 지

역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 시행은 6개의 지역 중 2개의 지역을 찾는 과제

이며, 세 번째 시행은 8개의 지역 중 2개의 지역을 찾는 것이었다. 통계

분석 결과 대조군이 모든 시행에서 실험군(색상 제시) 보다 반응시간, 시

선 고정시간, 시선 이동거리가 모두 짧게 나왔고, 유의확률(P)<0.05로 통

계적 유의 수준을 충족시켰다. 가설과 반대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부합

성이 높았다.

따라서, ‘도형표현도에서 인지 부하가 높지 않을 때 제공되는 정보는 도

형에 인접하여 직접 제시하는 것이 색상과 매개하여 제시하는 것보다 효

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② 과제2

네 번째 시행에서 여섯 번째 시행까지는 지도 위에 제시된 각 지역의 수

치가 일치하는 지를 찾는 과제였다. 지역과 수치를 모두 기억해야 하기 때

문에 앞의 과제보다는 인지 부하가 컸다. 네 번째 시행은 4개의 지역 중 1

개의 값을 기억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었고, 다섯 째 시행은 6개의 지역

중 2개, 여섯 번째 시행은 8개의 지역 중 3개를 기억해야 했다. 통계 분석

결과 <표3-10>과 같이 대조군이 모든 시행에서 실험군보다 반응시간, 시

선 고정시간, 시선 이동거리 모두 짧게 나왔다. 가설은 맞지 않았으며, 네

번째 시행에서는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부합성이 높았다. 네 번째 시행에

서만 유의확률(P)<0.05로 통계적 유의 수준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도형표현도에서 정보를 제시할 때 인지 부하가 적으면 정보를

직접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인지 부하가 커지면 색상을 매개로 제

공하는 것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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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행

대조군

(N=25)

실험군

(N=24)
F검정 t통계량

유의확률

(P-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반응

시간

(ms)

1 2481.1 849.226 3168.467 716.091 0.206 -3.078 0.004

2 3321.84 1004.531 3977.183 1612.181 0.012 -1.699 0.048

3 3678.008 777.819 4430.408 1408.718 0.003 -2.301 0.013

4 1972.64 594.2652 2898.375 937.804 0.015 -4.145 0.000

5 3117.416 2040.078 3696.996 1433.981 0.047 -1.15 0.128

6 7611.104 3989.236 8145.283 2853.994 0.056 -0.64 0.261

고정

시간

(ms)

1 1896.708 679.219 2367.838 806.304 0.204 -2.216 0.015

2 2481.264 935.856 3088.767 1544.345 0.009 -1.824 0.038

3 2823.516 637.775 3394.883 1495.428 7.33E-05 -1.763 0.038

4 1406.332 416.009 1880.378 902.755 0.0002 -2445 0.010

5 2015.704 979.743 2498.588 998.782 0.462 -1.708 0.005

6 5449.588 3195.407 6144.188 2708.472 0.216 -0.819 0.208

이동

거리

(px)

1 1469.24 670.784 2833.917 1214.393 0.003 -4.841 0.000

2 2921.2 1163.931 4572 2268.162 0.0009 -3.185 0.002

3 2610.16 990.97 4175.958 1854.539 0.002 -3.664 0.000

4 1406 608.3052 3397 1727.247 1.5.E-06 -5.338 0.000

5 2777.28 1144.147 4824.583 1430.614 0.142 -5.544 0.000

6 6073.24 3629.907 7715.125 3529.907 0.425 -1.39 0.059

<표3-10> 실험3 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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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분석 및 논의 사항

제 3장에서는 3가지 실험을 통해 지도 지각과 관련되는 가설을 입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실험 과정에서 생성된 시선 추적 자료

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도 지각의 원리를 귀납적으로 추론하고, 이

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결과를 재해석 하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행

교과서에서 사용된 자료와 교수 학습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교육적 문

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 1절 통계적 고찰

1. 최초 시선 고정 지점

우리의 시지각에서는 대상을 보면 모서리 탐지(edge detection)와 영역

분절(region seregation)이 먼저 일어난다. 모서리 탐지는 대상의 내부와

외부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으로 폐쇄된 영역을 찾아 연결하는 과정이다.

윤곽의 모서리들이 연결되면 요소들의 방향, 크기, 농도 차이에 따라 영역

분리가 나타난다(오성주, 2019).

안구의 움직임은 급속한 이동을 하는 단속 운동(sacades)과 한 곳에 머

물러 있는 고정(fixat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고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Rayner, 1998). 특히, 최초 시선의 고정 지점은 시각

적 검색을 위해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찾는 능동적인 지각 작용이다(Dong

et al., 2018). 지도의 경우 언어, 색, 위치와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

려되기 때문에, <그림4-1>과 같이 모서리 탐지 단계에서도 지도 중앙을

응시를 하며 다양한 주변 요소들을 함께 읽는다(Edl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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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시각 정보의 처리 과정(Edler, 2018)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부여 받은 후 최초 시선이 고정되는 시간과 고정

되는 지점을 분석해 지도 지각의 첫 단계가 어떻게 구성되는 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최초 시선 고정까지 걸린 시간은 각 고정지점에 최초로

시선이 진입한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실험1에서는 모든 시행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빠르게 최초 시선 고정

지점으로 진입하였다. 즉, 범례의 위치에 따라 최초 시선 고정 시간이 달

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범례가 우하단에 위치할 때보다 좌상단에 위치할

때 정보 탐색이 먼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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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최초 시선 고정점 진입까지 걸린 시간(ms)

<그림 4-3> 최초 시선 고정점 진입까지 걸린 시간(ms)

실험2에서는 모든 시행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최초 시선 고정까지

걸린 시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실험3에서는 모든 시행에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빠르게 최소 시선 고정

지점으로 진입하였다. 대조군, 실험군 모두 지도를 응시하였으나 범례가

없는 대조군에서 정보 검색이 빠르게 시작된 것이다. 시행이 거듭되면서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반복 실험에 따른 학습 효과로 보인

다. 시행5의 대조군에서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 경향을 보였는데 AOI 분

석 결과 14명(전체 56%)이 지도가 아닌 빈 곳을 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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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지 부하가 증가하면 리허설(rehearsal)을 위해 빈 곳을 보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그림4-4> 최초 시선 고정점 진입까지 걸린 시간(ms)

<그림4-5> 최초 시선 고정점 진입까지 걸린 시간(ms)

모든 실험의 첫 번째 시행에서 최초 시선의 고정 점은 <그림4-6>과 같

다. AOI를 지도와 범례에 설정해 분석한 결과 최초 시선 응시 지점은 모

두 지도였다(N=49).

범례를 먼저 읽고 지도를 보는 순서로 과제가 설계된 경우에도 실험군,

대조군 모두 지도를 먼저 응시하였다. 이는 시각이 지도의 윤곽을 먼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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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정보가 있는 지점을 탐색한다고 보는 기존 이론과 일치한다. 시행

을 거듭하며 학습효과 때문에 최초 시선이 범례로 고정되는 비율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군 대조군

<그림4-6> 최초 시선 고정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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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탐색 과정

우리의 시각 정보 탐색 과정은 모서리 탐색 이후 영역 분리가 뒤따르며,

이후 사전 도식과 주변 맥락과의 관계에 의해 능동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오성주, 2018). 지도 지각 역시 지도 윤곽을 파악한 이후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위한 시선 이동이 이루어진다.

시선 고정 시간은 시각 정보 처리의 깊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얼마나 시

각 자극에 관심을 느끼고 있는 지를 나타낸다(Goldberg & Kotval,

1999).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 시간이 길수록 정보 처리의 어려

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Just & Carpine, 1976). 모든 실험은 과제

수행 이후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선 고정 시간은 정보

탐색의 어려움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본 실험에서는 과제 수행을 위해 반드시 범례를 읽는 정보 탐색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림4-7>과 같이 범례에 AOI를 설정하고 AOI 영

역에 시선 고정이 이루어진 평균 시간을 분석하였다. AOI 시선 고정은 정

보 탐색 중 부호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시간과 비율에 비례해 난이도가 높

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7> 범례에 AOI가 설정된 모습(실험1-1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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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험1

실험1의 경우 모든 시행에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범례에 고정한 시간이

길었고, 전체 진행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길었다. 이는 범례의 위치가

정보를 탐색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우하단에 범례가 위치할 경우 좌상단

에 위치했을 때보다 정보의 부호화와 해독에 어려움을 느꼈음을 의미한

다.

<그림 4-8> 실험1 시행1,2,3 AOI 평균시선 고정 시간(ms)

<그림 4-9> 실험1 시행4,5,6 AOI 평균시선 고정 시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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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은 전체 수행 과정 중 범례에 시선이 고정된 비율이다. 모든 시

행에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정보 탐색

과정에서 범례에서 정보를 부호화하는데 큰 차이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시행1 시행2 시행3 시행4 시행5 시행6

대조군 9.4% 16.6% 20.3% 15.2% 22.4% 20.9%

실험군 7.8% 8.4% 12.6% 9.2% 13.1% 13.7%

<표4-1> 실험1 AOI영역 시선 고정 비율

재방문 횟수는 정보 탐색에 어려움을 겪은 중요한 지표가 된다(류수경

외, 2016). 범례에 시선이 재진입하는 것은 도약과 고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정보 탐색의 어려움과 일치하는 경우만을 선별하기 위해

AOI 설정 범위에 시선이 고정된 경우만 재방문 회수로 분류하였다.

<표4-2>는 실험1에서 AOI 설정 범위에 시선이 재방문한 횟수를 나타

낸 것이다. 실험1에서는 최소 0.1회에서 최대 0.7회까지 범례를 재방문하

여 정보를 재부호화하였다. 모든 시행에서 대조군의 재방문 횟수가 더 많

아 대조군이 정보의 부호화에 보다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행1 시행2 시행3 시행4 시행5 시행6

대조군 0.3 0.5 0.7 0.7 0.5 0.7

실험군 0.1 0.5 0.2 0.5 0.4 0.4

<표4-2> 실험1 AOI영역 재방문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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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험2

실험2의 경우 시행4를 제외하고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범례에 고정한 시

간이 길었고, 전체 진행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길었다. 이는 색상배열

이 정보 해석에 영향을 미쳤고, 발산형 색상 배열에 비해 나열형 색상 배

열이 정보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10> 실험2 시행1,2,3 AOI 평균시선 고정 시간(ms)

<그림 4-11> 실험1 시행4,5,6 AOI 평균시선 고정 시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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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은 전체 수행 과정 중 범례에 시선이 고정된 비율이다. 범례에

시선이 고정된 비율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전체

시간에 비례하여 범례를 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다.

시행1 시행2 시행3 시행4 시행5 시행6

대조군 20.4% 22.1% 24.8% 19.3% 21.5% 24.3%

실험군 21.5% 18.9% 25.8% 25.2% 21.3% 24.1%

<표4-3> 실험2 AOI영역 시선 고정 비율

실험2에서는 1.0~2.4회까지 범례를 재방문하여 정보를 재부호화하였다.

계급수가 6이었던 시행 2, 5와 계급수가 8이었던 시행 3, 6에서는 대조군

의 재방문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실험군은 평균 2.05회(첫 방문+

재방문) 범례에 시선을 고정한 반면, 대조군은 3.1회 범례에 시선을 고정

한 것이다. 계급 6개가 넘어가면 나열형 색상 배열이 발산형에 비해 1회

범례를 더 봐야 할 정도로 정보 부호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시행1 시행2 시행3 시행4 시행5 시행6

대조군 1.2 2.1 2.4 0.6 1.9 2.1

실험군 1.0 1.0 1.2 1.1 1.0 1.0

<표4-4> 실험2 AOI영역 재방문 횟수

시행 4의 경우 본 실험에서도 대조군의 SRC가 높았고, 재방문 횟수도

실험군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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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AOI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행4는 4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4-12>를 보면 과제 대상 지역(311.5 값을 갖는 노란색)과 범례가 그리드

2개 차이로 매우 가까워 다른 지역으로는 시선 고정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보 부호화와 해독이 가까운 시간, 거리에서

일어날 경우 탐색 없이 빠르게 과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림 4-12> 실험2 시행4 그리드AOI 분석 (대조군 위, 실험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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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험3

실험3에서는 정보를 두가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실험군은 범례로

제시한 반면, 대조군은 직접 도형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대

조군에 범례가 없기 때문에 도형과 그 정보를 나타내는 영역에 AOI를 설

정하였다. 하지만, AOI를 설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실험군과 대조군 간

AOI 영역 시선 고정 시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추론할 수 없었다.

<표4-5>는 전체 수행 과정 중 AOI에 시선이 고정된 비율이다. 모든

시행에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범례보

다는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부호화와 해독이 보다 쉽게 나타

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시행1 시행2 시행3 시행4 시행5 시행6

대조군 14.7% 11.7% 7.9% 26.5% 6.9% 5.1%

실험군 20.8% 15.3% 10.4% 18.8% 15.3% 8.8%

<표4-5> 실험3 AOI영역 시선 고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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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결과 분석

1. 실험1 결과 분석

실험1에서는 범례를 좌측 상단에 제시하는 것이 우측 하단에 제시하는

것보다 SRC가 높게 나왔다. 첫 번째 과제(시행1~3)는 범례를 지도보다

먼저 읽는 과제였고, 두 번째 과제(시행4~6)는 지도를 먼저 읽어야 했다.

단순히 우리가 읽는 방향과 자료 배치가 연계되어 SRC가 결정되는 것이

라면, 첫 번째 과제는 실험군(좌상단에 범례 위치)이 두 번째 과제는 대조

군(우하단에 범례 위치)이 높은 SRC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두 과제 모두 실험군의 SRC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복합적 관점

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보를 처리할 때 한 번에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번 지각적 도식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지도 해석 역시

눈으로 읽으면 자동으로 이해되는 무의식적 작업이라기보다는 뇌에서 강

한 주의를 기울여 정보를 찾아내는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Sanford, 1980).

최초 시선 고정 시간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빠르게 중앙을 응시하

며 정보 탐색을 시작했고, 정보 탐색 과정에서도 범례에 시선이 고정된 시

간과 재방문 횟수가 적었다. 이는 실험군이 지도를 해석하는 지각적 도식

과 일치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정보 읽기 방향이 지각적 도식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1의 결과는 우리의 정보 읽기 방향(좌횡서)이 정보의 부호

화, 해독에 영향을 주며 지각적 도식을 형성했고,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지도 해석의 SRC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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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2 결과 분석

실험2에서는 단계 구분도에서 정보를 제시할 때 발산형 색상배열로 제시

하는 것이 나열형 색상 배열로 제시하는 것보다 SRC가 높게 나왔다. 실

험은 시행을 거듭하면서 4, 6, 8단계로 계급을 증가시켜 범례를 읽기 어렵

도록 설계되었다. 우리가 색을 보고 자동적으로 정보를 부호화 할 수 있다

면 나열형 색상 배열의 SRC가 높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지각이 명도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정보의 부호화에 영향을 준다면 계급값이 적을

때는 나열형, 높을 때는 발산형 색상배열의 SRC가 높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특이점을 갖는 시행4를 제외한 모든 시행에서 발산형 색상배열

의 SRC가 높게 나왔다. 이는 우리가 지도를 해석할 때 단순히 색 지각에

의존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매개하여 보다 능동적인

차원으로 정보를 연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계구분도의 범례에서 정보

를 파악하는 과정을 언어와 매개된 기호를 식별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이웃과의 위상 관계를 통해서 식별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존의 학설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Ratajski, 1971).

자료 분석을 통해 최초 시선 고정시간은 큰 차이가 없지만, 범례에 시선

을 고정한 시간과 범례 재방문 횟수는 모두 나열형 색상배열이 발산형 색

상배열 보다 높았다. 이는 색상 차이가 최초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에 영향

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며, 범례에 제시된 색상을 읽고 정보를 부호화하는

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즉, 언어와 매개하여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주변

계급과의 색 분리 인식이 용이한 발산형 색상배열이 나열형 색상배열보다

효과적인 부호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실험2의 결과는 지도 지각에서 색상 배열은 정보를 파악하는 일

종의 기호를 식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언어와 매개

되어 주변 계급과 구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구분이 용이

한 발산형 색상배열이 나열형 색상배열에 비해 SRC가 높게 나타난 것이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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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3 결과 분석

실험3에서는 도형 표현도에서 정보를 제시할 때 인지 부하가 적은 경우

에는 직접 대상 옆에 수치를 제시하는 것의 SRC가 높았고, 인지 부하가

클 경우에는 색상과 매개하여 전달하는 것의 SRC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

었다. 색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 부호화에 효과적이라면 실험군

의 SRC가 높아야 하고, 도형 옆에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면 대조군의 SRC가 높아야 한다.

인지 부하에 따라 정보 부호화의 속도 차이가 달라지는 것은 지각적 도

식을 처리하는 상향식, 하향식 처리와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최초 시선 응시 지점은 지도의 가운데 지점으로 전체 윤곽을 잡

고 정보 탐색을 시작하는 상향식으로 처리되었다. 상향식 처리는 많은 정

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aterska et al., 1997).

하지만, 실험3의 대조군은 하향식 처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조군

의 최초 시선 응시점은 지도에서 도형 주변에 몰려있었다.8) 이는 도형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의 자동처리 지각이 통제 지각에 앞서 반응했다는 것

이다. 최초 시선 응시 이후 여러 도형을 이동하면서 정보를 국지적 수준에

서 탐색하였다. 하향식 처리는 정확한 정보 처리가 장점이지만, 정보가 많

아질 경우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다. 즉, 대조군에서 검색해야

할 도형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SRC가 떨어지는 경향은 지도 도식을 활용

한 정보 처리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험3의 결과는 도형 표현도의 대안으로 자료를 제공할 때 인지

부하에 따라 직접 수치로 제시하거나 색상 배열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좋음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도형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하향식 처리가

나타나는 기재 등은 본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8) 그리드AOI분석 시 실험 3-1에서 대조군은 67%, 실험군은 50%가 도형과 같은
그리드에 최초 시선 응시점이 분포하였다.



- 62 -

제 3절 교육적 논의

1. 교과서 고찰

① 범례 위치에 대한 고찰

오래 전부터 좌횡서를 기본으로 했던 서구의 경우 시각 자료의 범례가

대부분 좌측에 자리잡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우종서 읽기에서 근

대화와 더불어 좌횡서로 바뀌었다(안정배,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에서 범례는 여전히 우측 하단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사용되는 지도 범례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에 사용

되는 교과서 8종과 영국 교과서 5종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4-6>과 같

다. 영국 교과서는 좌측에 범례가 위치한 비율이 60%가 넘는 반면, 한국

교과서는 우측에 위치한 비율이 60%에 근접하였다. 특히, 외국 지도를 그

대로 옮겨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세계지리 교과서를 제외하면 우측 하단

에 범례가 위치하는 경우가 56.8%에 이르렀다.

좌상 상 우상 좌 우 좌하 하 우하 합계

한국 

8종

56 0 21 6 6 101 26 200 416

13.5% - 5% 1.4% 1.4% 24.3% 6.3% 48.1% 100%

영국 

5종

15 2 14 2 0 38 5 12 88

17.0% 2.3% 15.9% 2.3% - 43.2% 5.7% 13.6% 100%

<표4-6> 범례 위치 교과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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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1에 따르면 우측 하단에 범례가 위치할 때에 비해 좌측 상단에 위치

할 때 SRC가 높았고, 지각의 효율이 향상되었다. 최초 시선 고정점에 대

한 분석에서도 좌측 상단에 있는 경우 시선 고정 시점이 빨라져 보다 빠

르게 정보 검색을 시작할 수 있었다. 범례를 읽고 정보를 부호화하는 것

역시 좌측 상단에 있는 경우 보다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도의 범례가 우측 하단에 많이 위치하는 것은 우종서

읽기를 했을 때의 잔재로 보이며, 전면적인 가로 읽기가 시행된 이후 문화

적 패턴이 바뀌었음에도 범례의 위치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

제라고 생각된다. 향후 제작되는 자료의 경우 좌측 상단으로 범례를 옮겨

학습효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② 단계 구분도의 색상 배열에 대한 고찰

지도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단계 구분도 제작 시 순서 배열의 원리는 정

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단계 구분도에서 가장 일반적인 색

상배열 원리는 데이터 값이 순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적용되

는 순서배열과 특정 임계치를 경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분포를 보이는

경우 적용되는 분산배열이 있다(김감영, 2013).

우리나라 교과서는 이 원리를 충실히 반영해 순서배열(나열형 색상 배

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 교과서에서는 특정 임계치

를 중심으로 증가, 감소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분산배열(발산형 색상 배

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도 인정되고 있다(Wexler et al.,

2017).

현재 단계 구분도의 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에 사용되

는 교과서 8종과 영국 교과서 5종을 <표4-7>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교과

서는 나열형 색상 배열의 비중이 84.5%로 압도적인 반면, 영국의 경우

55.6%로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영국 교과서의 경우

정량 자료에서 사용하지 않는 범주형 색상 배열을 사용한 비율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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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의 3.6%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나열형 발산형 기타 합계

한국 8종

93 13 범주형 4 110

84.5% 11.8% 3.6% 100%

영국 5종

21 12 범주형 5 38

55.3% 31.6% 13.2% 100%

<표4-7> 단계 구분도 유형 교과서 분석

실험2에 따르면 나열형 색상배열에 비해 발산형 색상배열의 SRC가 높

게 나타났다. 특히, 시선 고정 시간과 재방문 횟수에서 큰 차이가 날 정도

로, 범례를 부호화 하는 과정에서 발산형 색상 배열의 효율성이 높았다.

특히, 계급이 많아질수록 그 효율성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이는 단계 구

분도의 색상 정보를 직접 부호화하기보다는 언어와 매개하여 비교하는 방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계급이 잘 구분되도록 하는

것이 학습 효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과서 제작에서 정확성과 학습의 효율성은 모두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지

도를 제작하는 원칙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

지는 한도 내에서 단계 구분도의 범례를 제작 시 이웃 계급과 구분이 조

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색상을 조절하는 점 등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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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형표현도의 정보 제시 방법에 대한 고찰

도형 표현도는 기호의 크기를 통해 수량을 표현하는 지도이다. 수량에 비

례해 도형의 객체 또는 아이콘의 크기가 결정된다(Cairo, 2016). 도형표현

도는 항목 간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 구분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다(김감영, 2012). 하지만, 제작상의 어려움과 판독의 난해함 때문에 영국

의 중학생용 아틀라스에서는 도형 표현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심정

복, 2007).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도형표현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 정확한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교과서 8

종과 영국 교과서 5종을 분석하였다. <표4-8>과 같이 영국의 경우 도형

표현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된 2개의 지도 역시 계급이 3단계로

간단하여 그 크기를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

형 표현도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았고, 그중 87%가 도형의 크기로 데이터

수량을 나타낸 것이었다.

크기 수치 기타 함계

한국 8종
51 6 색채로 제시1 58

87.9% 10.3% 1.7% 100%

영국 5종
1 1 0 2

50% 50% - 100%

<표4-8> 도형 표현도 유형 교과서 분석

실험3에 따르면 도형 표현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지 부하가 적

을 때는 직접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이, 인지 부하가 클 경우에는 색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학습 자료로 도형 표현도를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활용할 때 위에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면 학습 능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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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에 결과의 적용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강의 중심의 수업보다 성취 기준에 바탕을 둔 역

량 위주의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현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사회

적 구성주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

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지도 지각 관련 실험은 매우 미시적인 수준에 진행

되었다. 범례의 위치를 바꾸고, 색상 배열 방식을 바꾸고, 도형 표현도의

정보 제시 방법을 다르게 하면서 1/1000초 단위에서 나타나는 작은 지각

현상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양의 지도 정보를 훨씬

적은 시간 내에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Edler, 2018). 이를 통해 학습자

의 심리적, 인지적 부담을 줄여 주변의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단계 구분도에서 계급의 차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

거나 시선의 최초 진입 지점이 제목이나 강조점에 영향 받는 것(신원섭.

신동훈, 2013)을 이용하여 적절히 색이나 기호로 표시하는 것은 효과적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결과 지도를 읽고 해석하는 활동은 의식적인 활동으로 사회적 맥락

하에 이루어졌다. 시각적 찾기, 지각적 도식, 기호 식별, 해석 등 지도읽기

의 모든 단계에서 지각의 의식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자극에 대한 반

응의 능동성이 지각 도식, 기호 식별 등 여러 부분에서 지지되었다. 비고

츠키에 의하면 교수와 학습은 하나의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복잡하게 연

결되어 있다(Smagorinsky, 2011). 즉, 심리적 토대가 준비되어 지도 지

각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 지각을 통해 심리적 토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지도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 모든 지도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학습자의 근접 영역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도 지각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문화 역사적 관점을 고려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학습자에게 맞는 적절한 비계를 설정하고, 발달의 잠재력과 가능

성을 파악한다면 좋은 학습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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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도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 지도 지각의 원리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SRC에 근거해 자료를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논의 초

점을 맞추었다. 지도 문해력, 지도 지각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3

가지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실험 결과는 SRC로 가설을 판정하였

고, 추가로 시선 경로 추적, 포커스 맵, AOI, 그리드AOI 분석을 실시해

보다 심층적인 지도 지각의 기제를 알 수 있었다. 각 실험을 가설과 관련

지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실험1

가설1. ‘범례를 좌측 상단에 제시할 경우 우측 하단에 제시하는 것보다

SRC가 높다.’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범례를 좌측 상단에 제시한 집단

이 우측 하단에 제시한 집단보다 SRC가 높았다.

심층 시선추적 분석 결과 실험 참여자들의 최초 시선 응시 지점은 지도

의 중앙이었고, 이후 범례로 이동하여 정보를 부호화(encoing)하였다. 이

후 부호화된 정보와 각 지점 정보를 지도 도식에 맞춰 해독(decoding)하

였다. 과제 제시 내용과 관계없이 우측 하단에 범례를 제시했을 때 집단의

수행 능력이 항상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과제의 처리 방향이 단순히 시선

의 이동 방향과의 관계있는 것 아니라 문화적 맥락(읽기 문화)과 관계있

음을 보여준 것이다.

② 실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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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발산형 색상 배열이 나열형 색채 배열보다 SRC가 높다’를 검증

하였다. 실험 결과 발산형 색상 배열이 나열형 색상 배열보다 SRC가 높

았다.

심층 시선 추적 분석 결과 두 집단의 과제 수행 차이가 발생한 것은 범례

를 읽고 부호화하는 과정이 아닌 지도에서 정보를 찾고 판단하는 해독 과

정이었다. SRC 분석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시행4의 결과 역시 심층 분

석을 통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범례와 제시 지역의 위치가 매우 가까

울 경우(그리드 2개 차이) 정보를 해독하기 쉬운 조건이 되어 차이가 발

생하지 않았다.

③ 실험3

가설3. ‘인지 부하가 적을 경우에는 직접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SRC가

높고, 인지 부하가 클 경우에는 색상을 매개로 제시하는 것이 SRC가 높

다.’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인지 부하가 적은 과제는 수치를 직접 제시

할 때 반응 시간이 짧아 SRC가 높았지만, 인지 부하가 많은 과제는 색상

과 매개하여 제공한 것과 SRC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층 시선 추적 결과 부호화 시간의 차이가 확연히 남에도 불구하고 상

향식 검색을 할 경우 시각적 찾기에 매우 유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

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크기로 정보를 제시하는 형태’의 도형 표현도는

인지 부하가 작을 때는 ‘직접 수치를 적어주는 형태’로, 인지 부하가 클 경

우 ‘색상 배열로 제시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심층 시선 추적 분석 결과 최초 시선 지점이 이전 실험과 다르게 나타났

다. 중앙을 응시했던 다른 실험과 달리 도형 주변에 집중되었는데, 도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처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지 부하가 큰

경우 빈 여백을 응시하는데 이 경우 시각적 검색을 하면서도 과제를 리허

설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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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15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지리 수업을 하면서 느낀 안타까움

에서 시작되었다. 지도를 읽고 세상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문제 풀이 식으로 지도를 접하는 학생들의 긴장한 모

습이 마음 아팠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행 교육과정

은 과거에 비해 훨씬 적은 학습량을 제시하지만 스스로 성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역량을 중심으로 지식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행 중심, 토론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을 권장한다. 지리 교과는 공간에 대한 이해, 다른 문화에 대한 공감

등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교과이다.

지도 문해력 교육은 지리 교과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를 익히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 과정이며, 효과적 교수 학습 방법을 위해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와 지원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지도 지각은 지도 문해력 교육의 첫 단추이다. 지도 지각의 원리

에 맞춰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습자의 인지 부하를 낮춰 보다 많은

사고와 판단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지리적, 공간적 사고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각 수준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에 지도 문해력 교

수학습과 관련하여 완성된 연구가 되려면, 인지 단계의 연구(지식▪기억

의 구조화, 도식의 사용 등)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점을 갖는

다. 특히, 현행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른 실험과 그

효과성의 입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먼저, 기존

지리교육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다수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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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인지 심리학의 정보처리 이론을 지도 지각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를 설계하는 시점부터 기억의 종류(감각,

작업, 장기)에 따라 어떤 요소들이 작동하는지를 예측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가설을 세워 검증하였다. 향후 자료 제작이나 배치 등을 설계할 때 어

떤 지점에서 인지가 부호화하고, 연합하고, 해독하는지를 미리 예측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자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존 제작자 중

심의 지도의 문법을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효과성

을 검증하는 교육적 관점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RC는 지각 심리학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자동화된 반응의 효과성을 검

증하는 이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념이 확장되며 활용되었다. 인지 단

계에서의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 분야에만 SRC에 근거한 연구

가 미진한 편이다. 학습자가 어떤 자극을 가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에 대한 연구는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효과적인 연구 방법론이다.

향후 지리 교재 및 지리 정보의 제시 방안으로 SRC에 근거한 연구가 획

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SRC에 대한 연구는 고

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쉽게 진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선 추적기 연구의 활용 방안이다. 그 동안 시선 추적기 연

구는 텍스트 읽기, 동영상 시청 등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과제를 좁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시선의 고정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와

같이 실행 과제가 좁게 형성될 경우 시선 추적기를 통해 지도 지각의 원

리와 SRC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시선추적기를 통해 가설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지도 지각

에 대해 그 동안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다. 이번 연

구에서는 시선추적기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27개의 분석 도구 중 단 4

개만을 매우 얕은 수준에서 사용하였다. 향후 시선 추적기 데이터 분석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리 교재 개발에 풍부한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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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설문지

1. 대조군 시행 1-1~ 시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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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조군 시행 1-4 ~1-6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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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조군 시행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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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조군 시행 2-4 ~2-6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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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조군 시행 3-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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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조군 시행 3-4 ~ 3-6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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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험군 시행 1-1~ 시행 1-3



- 95 -

8. 실험군 시행 1-4 ~1-6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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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험군 시행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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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험군 시행 2-4 ~2-6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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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험군 시행 3-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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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험군 시행 3-4 ~ 3-6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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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최초 시선 고정 지점(First fixation)

1-1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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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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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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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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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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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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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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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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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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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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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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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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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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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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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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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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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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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조군 /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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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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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Percep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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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w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apid

increase in the amount of information consumption have resulted

in significant developments in data science, a field dedicated to the

scientific analysis of information consumption. With this,

meaningfully processing the endless deluge of generated data,

improving information literacy in preparation for the society of the

future and developing high-quality materials for this process have

become imperative.

In the field of geography, maps are tools that can effectively relay

spatial information. Because they present information like

geographic distribution and patterns in a visualized and condensed

form, they allow for much greater efficiency in teaching compared

to text-based descriptions. However, maps present information

through a complex combination of symbols and spatial information.

Therefore, learning to read maps and interpreting and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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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 information according to specific contexts are not

simple skills.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identify effective methods in

building spatial literacy by analyzing map perception processes,

provide an overview of map perception through educational

psychology, and analyze the principles of map perception through

information processing theories.

Based on these foundations, the study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map perception through stimulus-response compatibility (SRC).

Three experiments (eye-track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

directions, hue arrangement methods, and information mediating

methods) were used to examine how the principles are applied in

concrete ways through the process of map interpretation.

Furthermore, an in-depth examination of points that were not

covered in principles of map perception was examined through

eye-tracking.

The results of the eye-track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

directions experiment showed that legends were more effective

when placed on the upper left-hand side of the map, as opposed to

placing them on the upper right-hand side. This is consistent with

gaze directions, and this advantage arises from cultural contexts

related to the direc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not from eye

movement paths. The hue arrangement methods experiment

revealed that when mediating information with colors in choropleth

maps, colors were more effective when arrayed in a diverging

manner, rather than sequentially. Analysis of eye-tracking data

revealed that prominent differences were sometimes observed

while interpreting colors on the map instead of during the legend

encoding process. Meanwhile, the information mediating methods

experiment showed that when the symbol map had lower leve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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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load, it could effectively present information directly next

to figures. Conversely, when the cognitive load was greater, the

symbol map’s effectiveness of presenting information with color

grew proportionally, which was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different information processing methods among cognitive

schemat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wo areas. First, this study

uses information processing models to analyze the principles of

map perception and verifies their effectiveness. During this

process, the study discovered the hidden principles of map

perception using an eye tracker. Second, the results present an

effective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spatial literacy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p perception. Utilizing the location of legends,

choropleth map color arrangements, and various methods of

presenting information according to cognitive load enhances map

reading skills without significant monetary or time investments.

Although maps are extensions as they are human-made tools,

they also expand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social relationships. Maps will continue to evolve into greater

varieties through their synchronization with smart devices, making

the need for studies on new and updated methods of teaching

spatial literacy and information processing-based studies more

essential. This study hopes that its results will help facilitate

future research in this direction.

Keywords: Map reading, Map perception, Stimulus-response

compatibility(SRC), Eye tracker, Map legend, Choropleth map,

Color arrangement, Symbo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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