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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한 방편

으로 여행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더 나아가 여행자만 행복한 여

행이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여행지와 여행지의 주민

을 고려한 대안 여행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리교육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등장한 ‘여행지리’ 교과서 중, 대안 여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Ⅴ.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

한 여행 단원의 텍스트를 프레이밍 효과와 생생함 효과를 적용하

여 그 효과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경기도 소재의 두 개의 남녀 공학 공립 고등학

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실험 연구 1은 프

레이밍의 유형 별로 부정일반, 부정생생, 긍정일반, 긍정생생 텍스

트를 제시하며 대안 여행을 학습하는 데 있어 효과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1차 실험의 결과 긍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적용된 집단에

서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적용된 집단보다 유의미한 효과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조건과 생생 조건을 비교하였을

때는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아 2차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연구 2는 실험 연구 1에서 긍정적 프레이밍이 우세하다는 결

론을 얻어 모두 긍정적 프레이밍으로 구성하였는데 긍정 일반 텍

스트, 긍정 생생 텍스트, 긍정 생생 텍스트와 상상해보기, 긍정 생

생 텍스트와 그림그리기 집단으로 나누어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였

다. 2차 실험의 결과, 긍정 일반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상위 항목

별, 하위 항목별 차이는 있지만, 나머지 세 비교 집단 모두 효과성

이 유의확률의 범위로 일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 여행과 관련된 학습을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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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긍정적인 프레이밍과 함께 생생함 효과를 적용하여 학습자가

대안 여행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도움

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 대안 여행, 프레이밍, 생생함 효과, 상상해보기, 그림그리기

학 번 : 2020-22221



- iii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 절차 ················································································· 5

II. 이론적 배경 ··························································· 7

1. 대안 여행 ··············································································· 7

1) 대안 여행의 개념 ····························································· 7

2) 지리 교육과 대안 여행 ··················································· 8

2. 프레이밍(framing) ································································ 13

1) 프레이밍의 개념 ······························································· 13

2) 지리교육과 프레이밍 ······················································· 18

3)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 ················································· 18

① 생생함 효과(vividness effect) ································ 18

② 지리교육과 생생함 효과 ·········································· 22

Ⅲ. 연구 방법 ······························································ 25

1. 연구 가설 ············································································· 25

2. 연구 변인 ············································································· 28

3. 연구 대상 ············································································· 34

Ⅳ. 결과 분석 ······························································ 35

1. 표본의 특성 ··········································································· 35

2. 실험 결과 분석 ····································································· 35

Ⅴ. 결론 ········································································· 52

1. 요약 및 결론 ········································································· 52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55

참고문헌 ········································································ 57



- iv -

부록 ················································································· 64

Abstract ········································································ 74



- v -

표 목 차

[표 1] ‘여행지리’ 교과서 단원 구성 ············································ 9

[표 2] 텍스트의 정보성 측정 항목 ············································· 29

[표 3] 지역에 대한 흥미도 측정 항목 ········································ 30

[표 4] 대안 여행에 대한 인식과 행동 의지 측정 항목 ············· 31

[표 5] 대안 여행 학습에 대한 가치 평가 ·································· 32

[표 6] 실험 회차별 연구 대상 ····················································· 33

[표 7]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 35

[표 8] 정보성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실험 연구 1) ··· 38

[표 9]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지역 흥미에 미치는 영향 ····· 38

[표 10] 지역 흥미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9

[표 11]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대안 여행 의지에 미치는 영향 ····· 39

[표 12] 대안 여행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40

[표 13]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대안 여행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41

[표 14] 가치 평가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41

[표 15]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 44

[표 16] 정보성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실험 연구 2) 45

[표 17]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지역 흥미에 미치는 영향 ·············· 45

[표 18]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인터넷 찾아보기’에 미치는 영향 ···· 46

[표 19] 지역 흥미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실험 연구 2) ··········· 47

[표 20]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대안 여행 의지에 미치는 영향 ······· 47

[표 21]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대안 여행 권하기’에 미치는 영향 ·· 48

[표 22] 대안 여행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실험 연구 2) ··········· 49

[표 23]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대안 여행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49

[표 24] 대안 여행 가치 평가 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실험 연구 2) ·· 50



- vi -

그 림 목 차

[그림 1] 교사가 경험한 단원별 학생들의 반응 ························· 3

[그림 2] 실험의 절차 ··································································· 5

[그림 3] 생생함의 조작 ······························································· 20

[그림 4] 긍정적 프레이밍과 일반 텍스트 ·································· 26

[그림 5] 부정적 프레이밍과 일반 텍스트 ·································· 27

[그림 6]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 텍스트 ····················· 27

[그림 7] 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 텍스트 ····················· 28

[그림 8] 2차 실험에서 사용된 생생함 텍스트 ··························· 29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2007년 11월 14일은 세계 최초로 ‘책임여행의 날’이 만들어진 날이다

(Goodwin and Font, 2007). 공정여행은 불합리한 관광산업의 현실을 직

시하고 1970년대 대두한 사회적 책임여행, 생태관광 등에서 시작되었고

(새가정사편집부, 2010.3; 양승훈・김민철, 2010), 1999년 9월 27일부터 1

0월 1일까지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관광기구(WTO)총

회에서는 세계관광윤리강령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또, 2002년에는 책임

있는 관광에 관한 케이프타운 선언을 통해 책임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의

하고 행동 강령을 만들기도 하였으며(Responsible Tourism1) , 2002) 우

리나라에서는 2013년 6월, 아시아 최초로 ‘세계 관광 윤리 강령(The Glo

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서약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안 여행에 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실

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 관련 연구가 활발했다. 1999년과 2001

년 사이에 윤리적인 휴일을 위해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를 열망

하는 영국의 휴가 여행자들의 비율은 45%에서 52%로 7% 증가했다는

내용과 함께 책임 있는 관광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Goodwin and Francis, 2003)하는 등 책임 있는 여행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거나 관련 서적 집필이 활발하나 (예 : Bramwell et al. 2008, Spe

nceley, 2012; Mihalic, 2016) 대한민국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1) https://responsibletourismpartnership.org/ic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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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

적으로 윤택해지면서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워라벨2)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성취 못지않게 개인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행복과 여유를 찾는 방법의 하나로 여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

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여행보다는, 우리가 누리는 여

행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대안 여행’

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교과서도 등장하였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 ‘여행지리’라는 교과목을 도입하였으며,

그 안에서 대안 여행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

여행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을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습

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

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교육부, 2015, 3).

또, 교육과정에서 여행 지리는 “지리 교과가 추구해 온 지식, 기능, 가

치 및 태도와 더불어 여행이라는 주제와 형식을 빌려 현재 및 미래의

직･간접적 여행자가 될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 우리나라, 다른 문화권,

전 지구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변화하고 있는

2)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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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공

동체를 성찰하고 개인 및 공동체의 행복과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

하여 필요한 공감 능력, 탐구력, 비판적 사고력, 상상력, 소속감, 사회참

여 능력, 진로 탐색 능력 등을 기르고자 한다.”라고 말한다. (교육부, 201

5:257)

본 논문에서는 특히 대안 여행을 학습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교육과

정 상의 인재상과 역량을 기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안 여행의 학습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변혁적 역

량’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르기 위해 강조되어야 할 지식, 기능, 태

도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이상은・소경희, 2019), 그중 본 논문에서

는 ‘기능’ 영역 중 공감력, 자기효능감, 협동심 등이 포함된 사회적 · 정

서적 기능과 동기, 신뢰, 다양성에 대한 존중, 덕성 등이 포함된 ‘태도와

가치’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안 여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학습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능력들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구체적

인 교수 학습 방안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여행 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원에

대한 흥미는 낮은 편이다. 2021년도 하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포스

트 코로나 시대 개정 교육과정 제안이라는 특별 세션에서는 여행 지리와

관련하여 전국의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행지리 수업

을 통해 여행지리 교과에 대한 흥미를 갖는 이유를 주로 힐링이 되고 자

연환경이 신기하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하였으며, 더불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V.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

행 단원의 흥미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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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대안 여행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단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또한 가장 저조하다. 김지수(2020)는 고등학교 여행지리 과목의

학교 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여 여행지리 수업 운영과정, 과목

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중점을 둔 과목의 정체성과 차별화 전략, 제약요

인 등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 논문에서 제시한 자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안 여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V.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

이 모두 행복한 여행 단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교사가 경험한 단원별 학생들의 반응(단위: 명)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행지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안 여행과 관

련한 교과서 내용 및 텍스트에 대해 발전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

며, 그 해결책으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를 활용하는 방법을

실험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대안 여행을 학습하는데 있어 긍정적, 부

정적 프레이밍을 활용해보고, 더불어 ‘생생함 효과(vividness effect)’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대안 여행에 대한 흥미,

대안 여행 실천 의지 등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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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framing)과 생생함 효과(vividness

effect)가 적용된 텍스트를 제공했을 때 학습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함이며 실험은 총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실험은 2×2의 형태로 조작하였고 그 내용은 긍정적 프레이밍,

부정적 프레이밍, 생생함 효과 없음, 생생함 효과 있음의 조건을 조합하

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2021년 5월 17일부터 5월 21일에 걸쳐 경기도 안

산시에 있는 남녀 공학 공립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텍스트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 중인 1종

의 검인정 여행지리 교과서(박종관 외, 천재 교과서)의 본문을 실험의 의

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생생함 효과를

더욱 강화 했을 때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확인하기 위해 진행

되었다. 2021년 6월 24일에서 6월 25일에 걸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남

녀 공학 공립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1

차 실험에서 부정적 프레이밍 집단보다 긍정적 프레이밍 집단에 효과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두 긍정적인 텍스트를 사용하되, 1차 실험 연

구에서 사용한 텍스트에 생생함 효과를 수정 및 보완한 긍정 생생 텍스

트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긍정 일반 텍스트와 비교하기 위해 긍정 생생

텍스트, 긍정 생생 텍스트+상상해보기 활동, 긍정 생생 텍스트+그림그리

기 활동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용 텍스트의 내용

과 실험 과정은 본 연구자와 같은 소속의 대학원생 1인, 현직 지리 교사

3인, 지리교육을 전공한 현직 대학교수 1인의 검토를 거쳐 완성되었다.



- 6 -

현장에서 실험한 후 설문지를 취합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25.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험 절차의 개요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실험의 절차

연구 주제 및 대상 선정

　 　

　 　

교과서 텍스트 수정 및 설문지 개발

　 　

　 　

1차 실험 :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

　 　

　 　
2차 실험 : 긍정적 프레이밍과 

다양한 생생함 효과
(텍스트, 상상해보기, 그림그리기)

　 　 　

　

통계 처리 및 분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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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대안 여행

1) 대안 여행의 개념

대안 여행은 “기존의 여행 형태를 대신하는 새로운 여행으로, 여행자

의 대량 이동과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행이다.”(박

종관 외, 2018, 181)라고 말한다. 책임 있는 관광은 ‘사람들이 살기에 더

좋은 장소와 사람들이 방문하기에 더 좋은 장소를 만드는 것’이며, 운영

자, 정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이 책임을 지고 관광을 보다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포함된다.(Cape Town Declaration, 2002)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행지리 교과서에는 대안 여행에는 대표적으로

생태 여행, 농촌 여행, 공정 여행 등이 있지만, 여행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행이라면 모두 대안 여행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대안 여행’이라는

용어는 생태 여행, 농촌 여행, 공정 여행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여행지리

교과서의 조작적 정의를 따른 것이다.

다른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안 여행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

면 박미혜(2010)는 공정 여행은 책임여행으로도 불리며 윤리와 인권에

바탕을 둔 여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Genevi(2015)는 저서에서 공정

여행을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즐기는 여행이라고 정의하였

다. 또한 어린 학생들이 공정 여행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

도록 설명하였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어떻게 여행하면 공정 여행에

동참할 수 있는지 과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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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박선아(2015)는 공정 여행을 ‘착한 성장 여행’이라고 부르

며 가족들과 함께한 공정 여행기를 소개하고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

생히 묘사하여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여행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기도 하는 등 공정 여행은 다양하게 정의

되고 연구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대안 여행이 더욱 관심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전창석(2015)은 여행이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소비가 아닌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가는 행위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라고 했으며, 윤리성 혹은 공정성이라는 의미에서 현지 주민의 사회 문

화적 존중, 경제적 이윤과 여행자의 소비가 현지인에게 돌아가는 시스템

과 노력, 지역의 관광자원 훼손 방지 및 보호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대안 여행의 불편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 수용할 필요성을 역설하였

다.

기존 여행 방식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 중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해 분

석하고 대안 여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자들이 있다. 대안 여행이 등

장하게 된 여행 산업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Cole and Morgan(2010)은

관광업과 불평등에 관한 저서에서 관광에서의 불평등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며, 관광산업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논하였고, 불합

리한 가난을 줄이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데 공정한 관

광이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또한 Nowicka(2013)는 여행 산업의 시작부터 현 실태까지 이어져 오

는 과정을 객관적인 사실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여, 개발로서의 관광

이익이 실제로는 낙수효과(落水效果)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정치학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여행들이 신식민주의적인 관점을 갖

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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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Mann and Ibrahim(2013)

은 대안 여행 가이드라는 책을 통해 대안 여행이 현지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남겨주고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방법이자, 친환경적이

고,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대체 수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리조트와 평범한 투어에 지친 사람들에게 아마

존의 토착 부족들과 함께 놀아보거나, 북극의 이누이트와 함께 개 썰매

를 타고, 가나에서 아프리카 드럼을 배우거나, 쿠바에서 원주민에게 살사

춤을 추는 등의 구체적인 여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구 사례 중 임영

신・이혜영(2018)은 여행의 불공정한 사례들을 인권, 경제, 환경, 정치 등

의 분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들과 행동에 옮길 수 있

는 관련 사이트들을 함께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공정 여

행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대안 여행의 세부 분야인 봉사 여행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 Hartman

and Blache-Cohen(2014)은 국제 자원봉사 관광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자원봉사 관광 프

로그램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

다.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관광이 아닌 자원봉사 여행에 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한 논문

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리 교육과 대안 여행

앞서 언급한 2015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기를 수 있

는 교과목 중 하나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지리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인 ‘여행지리’라는 교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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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여행지리’ 교과의 등장과 함께 관련한 연구들도 다양하

게 진행되어 이동민(2016)은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구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으며, 전보애 외(2018)는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여행지리 교수 학습자료 개발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여행지리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습자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발행된 검인정 교과서는 천재 교과서 1종이며 2022년부터 씨마스

출판 1종의 교과서가 추가되어 총 2종이 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

는 교과서의 단원은 총 6개의 단원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은 [표 1]과 같다.

[표 1] ‘여행지리’ 교과서 단원 구성

본 논문에서는 앞서 말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인 및 공동체

의 행복과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개인의 만족을 위한 여행뿐

‘여행지리’ 교과서 단원 구성

Ⅰ.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Ⅳ.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① 여행의 의미, 종류와 영향

②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

③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

④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

① 기념물 여행

② 봉사 여행

③ 미래 지향적인 지역 여행

Ⅱ.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Ⅴ.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① 지형 지리 여행

② 기후 지리 여행

③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지리 여행지

④ 우리나라 자연 지리 여행지

① 여행 산업과 지역

② 세상을 바꾸는 여행

③ 지속 가능한 여행

Ⅲ.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Ⅵ.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

① 축제 여행

② 문화 여행

③ 도시와 촌락 여행

④ 우리나라의 문화 여행

① 미래 여행 산업의 변화

② 여행 산업과 직업 체험

③ 여행과 진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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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희생된 약자들을 배려하자는 여행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는 Ⅴ.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단원의

‘대안 여행’이라는 개념의 학습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최근 여행에 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대안 여행 혹은 공정여행의 가치에 관한 연구 또한 활

발해져 관광, 인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있

다. 하지만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대안 여행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여행지리라는 교과목이 생기며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안 여행을 학습함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목표

하는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

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인재상을 실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대안 여행과 이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경한(2018)은 지리 과목은 타자의 처지에서 다양성을 관조하게 만들

고 지나치게 객관화하고 있으며, 여행 지리에서는 여행의 불공정과 부정

의도 살펴보도록 유도하고 여행자의 책무성, 공정과 대안을 강조하지만,

여행의 특성상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비판적 관점

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학습자가 비판적 문제의식을

느끼고 현 여행의 문제점을 인지하며 참된 의미의 대안 여행을 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여 참여 의지를 향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

고자 한다.

이에, 수업 시간에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이두현(2019)이 한국지리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ESD)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우리 마을 공정여행 코스 찾아보기, 공정여행 코스 지도 디자인,

공정여행 UCC 제작 등을 수업 활동으로 활용하고자 한 내용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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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연구의 결과 이러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인간의 보편

가치, 다양성 존중, 세계 문제를 향한 관심과 참여의식, 세계 지향적인

태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세계 시민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공정여행의 성공 사례들을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

면 김이재(2015)는 베트남의 부온마투옷을 예를 들며 커피 체험 및 커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베트남 현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커피 홍보 및

판매와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이 지역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라 말하고 있으며, 이재민(2018)은 부산지역의 공정여행 사례를 발굴하

여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여행 상품 및 기념품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정여행의 수익은 지역으로 되돌아가도록 하였으며, 지역예술가들의 예

술가로서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또한 그는 공정

여행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고,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

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런 구체적인 지역 사례

학습을 통해 공정여행의 장점을 알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

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안 여행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과정상에서도 대안 여행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인재

상을 기르기 위해 지리교육에서 대안 여행을 가르치는 데 있어 프레이밍

효과와 생생함 효과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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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이밍(framing)

프레이밍은 그 효과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됐다. 본 논문

에서는 학습자가 대안 여행을 학습하는 데 있어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

밍을 적용하여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

였고, 더불어 생생함 효과 유무에 차이를 두어 2 × 2의 형태로 1차 실험

을 진행하였다. 이에 우선, 프레이밍의 의미와 구체적인 관련 연구 사례

를 알아보고자 한다.

1) 프레이밍의 개념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란 같은 정보를 주더라도 다른 틀에 맞

춰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개념이다(Kahne

man and Tversky, 1982).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프레이밍 효과의 영향을 받아 반드시 객관적인 판단

에 따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Tversky and Kahneman(1981)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 상

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근거하여 긍

정, 부정적 프레이밍을 제시하여 실험하였다. ‘전망이론’은 Tversky and

Kahneman(1979)이 위험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설명 모델로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대안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불확실한 상

황 속에서 사람들이 완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내

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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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을 바탕으로 Tversky and Kahneman(1981)은 전염병에 대한

설명을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한 경우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한 경우로

나눈 뒤 실험하여 의사결정의 결과를 비교하고, 그 결과 같은 문제가 다

른 방식으로 틀에 짜여질 때 선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

다. 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프레이밍이 의사결정 문제 및 합

리적인 선택 이론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Kahneman and Tversky(1984)는 의사결정 문제는 합리적인 선택

의 기준과 반대로 서로 다른 선호도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

명되거나 틀(frame)로 짜여질 수 있으며, 이러한 틀이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프레이밍

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시장 경제와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프레이밍 중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한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의 효과가 사용된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의학 분야의 연구 사례들을 보면 Maheswaran and Meyers-Le

vy(1990)은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긍정 혹은 부정, 저관여 혹은 고관여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상세한 처리 과정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을 때는 긍정적인 프레임의 메시지가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

만, 상세한 처리 과정이 강조될 때는 부정적인 프레임의 메시지가 더 설

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혼합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Chang(2007)

은 의료 제품의 인쇄 광고에서 긍정적인 프레임의 메시지는 부정적인 분

위기의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사람들이 긍정적

인 기분에 있을 때,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하면 설득력이 커진

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의학 이외의 분야에서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이 적용된 연구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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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Gamliel and Peer(2006)이 교육기관 혹은 기업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절반을 선발한다는 긍정적인 프레이밍과 지원자의 절반을 제외

한다는 부정적인 프레이밍의 문구를 제시했을 때 실험 참가자들은 선발

상황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을 때(지원자 중 절반 수용) 선호도

를 높게 나타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Chang and Lee(2009)는 아동 빈곤과 관련한 자선 광고 실험에서

자선적 호소에 대한 메시지 프레이밍(긍정과 부정), 이미지 균형(일치도)

및 시간적 프레이밍(장기와 단기)의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미지가

프레이밍 메시지와 일치할 때, 특히 이미지와 메시지가 부정적으로 표시

될 때 이미지가 자선 광고 효과에 대한 프레이밍 효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Teng et al.(2019)은 음주운전 방지 홍보물을 두 종류의 프레이밍을 사

용하여 만들었다. 운전자가 다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경찰이 화를 내는

모습이 들어간 광고와, 음주하지 않고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모습과 경찰관이 웃고 있는 모습이 들어간 광고를 비교하여 효

과성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음주운전 방지 메시지는 예방에 중점을 둔

운전자보다 홍보에 중점을 둔 운전자에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

기도 하였다.

긍정적 ‧ 부정적 프레이밍 이외의 다른 형식의 프레이밍을 적용한 연

구 사례들도 있다. Wadhwa et al.(2019)은 UV차단 제품의 광고를 ‘Une

xpectedly(예기치 않게)’라는 단어의 유무 여부로 프레이밍 하여, 제품의

판매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예기치 않게’라는 단어가 들어

간 제품이 판매량이 많다는 결과를 얻기도 하는 등 프레이밍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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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프레이밍 효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용되어

사용되었으며 그 효과 또한 검증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

루고자 하는 지리교육 분야의 프레이밍 효과 적용 사례를 확인해보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연구 중 다른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관련

연구 사례가 있는지 더불어 알아보고자 한다.

2) 지리교육과 프레이밍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프레이밍 효과는 의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며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레

이밍 효과가 지리교육과 환경 교육 및 여러 교육 분야에서 적용된 연구

사례들이 많지는 않다. 비록 연구 사례는 적지만 그 효과성은 다양한 분

야의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고, 프레이밍 효과를 적용해 학

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되며, 이에 기존에 프레이밍 효과를 학습자에게 적용한 사례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리교육에서 프레이밍 효과를 적용하여 실험한 연구 사례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을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수진(2010)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 및 세계문화이해 관

련 주제들로 프레이밍을 적용해 실험해 본 결과, 환경 보호의 경우 부정

적 프레이밍이, 세계문화이해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우세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하였다. 이는 환경 보호는 고관여 문제로 인식하여 본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세계문화는 낯선 것이기 때문에 정적

단서가 많은 긍정적 프레이밍에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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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기령(2012)은 학생들에게 공정무역과 빈부 격차 해결에 관한 텍

스트를 제시하며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이미지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효과성을 비교하였는데, 국제적 빈부 격차 문제

참여 및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공정무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긍

정적 인식,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하거나 주위에 홍보하려는 실천 의지

와 태도 형성에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한 경우가 더 효과적이었다.

긍정적‧부정적 외의 프레이밍을 적용한 사례로는 송주림(2018)이 지리

교육에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일화적 프레임의 텍스트가 주제적 프레임의 텍스트보다 감정적

반응, 상황적 흥미, 재해 대비 행동 의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환경 교육에서도 프레이밍 효과를 활용한 연구 사례들이 있다. 그 중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환경태도

함양은 긍정적인 자연환경 이미지 사진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힌 박

소연(2015)의 연구와 메시지 프레이밍과 조절초점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

가 있어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환경 행동 의도에 효과적인 메시지 프레

이밍의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김아람(2020)의 연구가 있다.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 이외의 형식의 프레이밍을 적용한 사례로는

강진영(2018)이 환경비용 정보를 환경 프레임과 경제 프레임의 두 종류

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제시하였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는

데, 환경비용 정보의 환경 프레임과 경제 프레임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 프레임이 환경 프레임만큼 효과가

있거나, 환경 프레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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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지리교육과 환경 교육 관련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긍정

적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듯이, 프레이밍 효과를 지리교육의 내용 중

대안 여행을 학습하는데 적용한다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

로 생각하여 본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3)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

본 연구에서는 프레이밍으로 인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긍

정적・부정적 프레이밍이라는 변인과 함께 생생함 효과의 유무의 변인을

고려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에 먼저, 생생함 효과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고 생생함 효과가 활용된 연구 사례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① 생생함 효과(vividness effect)

‘생생함(vividness)’이란 상상력을 자극하고 확장하며 감정적으로 흥미

롭게 만드는 구체적이며, 주목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Nisbe

tt and Ross, 1980).

Taylor and Thompson(1982)은 생생함 효과(vividness effect)란 무엇

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추상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더욱 생

생하고,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비디오로 녹화되는 정보는 시각적 도움이

없는 정보보다 더 생생하다고 말하였다. 직접적인 경험은 대리 경험보다

더 생생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례 정보는 통계 정보보다 더 생생하다고 생각되는

데, 사실성과 이미지 향상 때문이다. 이러한 메시지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조작하면 결과적인 생생한 메시지는 창백한 상대와 비교하여 인식 자의

판단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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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isbett and Ross(1980)는 생생함이 (1) 정서적으로 흥미롭고,

(2) 구체적이고 이미지를 유발하며, (3) 감각적, 시간적 또는 공간적 방

법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고 상상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

고 있다. 더불어 생생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하고 있다. 더불어 생생하게 쓰인

언어는 그렇지 않은 언어보다 설득력이 있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Kisielius and Sternthal(1984)은 생생함은 구체적 혹은 추상적

묘사로 조작되거나, 소리, 시청각, 글로 작성된 문구로 조작되기도 하며,

메시지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지시의 존재 혹은 부재로 조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설득의 효과는 메시지의 광고성에 대한 태

도 변화에 관한 판단을 물어보는 것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생생함 효과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왔다.

먼저 의학 및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Keller

and Block(1997)은 논문에 세 가지 실험을 소개했는데, 피부암, 흡연,

HPV와 관련하여 생생함 효과를 주었을 때의 효과성을 비교하였고 제공

되는 정보의 양이 적거나 중간 정도일 때는 생생함 효과를 준 집단이 설

득력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

는 생생함 효과가 없는 집단이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결과를 제시하

기도 하였다.

Myers(2014)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건강 관련 메시지에서 "생생

함 효과"의 효력과 영향 요인을 탐구하였고 메시지의 생생함이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조정 역할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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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Lauren and Keller(1997)는 성병(실험 1)과 피부암(실험

2)을 실험한 결과, 참가자들이 메시지의 권장 사항(고 자기 효능)을 따를

수 있다고 믿을 때 생생한 안내가 생생하지 않은 안내보다 더 높은 선호

도를 보여준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Ophir et al.(2019)에 따르면 [그림 3]과 같이 담뱃갑의

경고 문구의 생생함의 정도를 다르게 하여 실험한 결과, 더 생생한 경고

라벨이 금연에의 참여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금연 의지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림 3] 생생함의 조작

출처 : Ophir et al.(2019)

또, Jérôme and Fabien(2018)은 생생한 그림과 흐릿한 그림이 건강 메

시지에 미치는 효과성을 비교하여 창백한 위협보다 생생한 위협에 노출

되었을 때 실험 참가자들이 인지적 반응, 태도 또는 행동 권고에 대해

더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더불어, 위협의 정도가 높을

수록 생생함의 효과는 커지고, 덜 위협적인 경우는 생생함의 효과가 낮

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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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lard and Main(2013)의 연구에서는 대장암 검진을 받을 예정인 노

인들이 이전에 검진을 받은 노인들의 증언이 포함된 메시지를 읽고 생생

함을 느낀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메시지의 식별성과 생생성은 모

두 다음 해에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 의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났다.

의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생생함 효과가 적용된 연구 사례는 매우 다양

하다.

Kim et al.(1991)은 전문성 및 생생함이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

지 연구하기 위해 피실험자들을 컴퓨터와 관련한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

단으로 나누어, 컴퓨터에 관한 자료를 주고 이를 활용한 사람들의 호의

적/비호의적 후기를 생생한 버전과 비 생생한 버전으로 나누어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또 Pham et al.(2001)은 실험자들이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하고, 자

신이 가진 복권과 비교하여 생생함 효과를 주어 자세히 설명한 다른 복

권과 교환할 수 있다고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각 복권에 대한 매력도와

바꾸고자 하는 의도를 7점, 9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이미지

에 대한 민감성이 큰 사람일수록 생생한 표현에 따라 복권을 교환하려는

경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 중에는 서정채(2005)가 생생함(Vividness)이 광고 설

득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생생함 효과와 설득과의 관계를 조

절하는 변수를 연구하였고, 색채 광고는 흑백 광고보다 효과적이고 구어

광고가 그림 광고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고관여도 하에서 생생함

효과는 광고 설득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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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종범(2013)은 석사 논문 실험에서 리뷰의 생생함이 상품 태도

및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개인주의 소비

자에게 생생한 리뷰가 주어지면 더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실험하고자 한 변인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를 함께 적용하고, 더불어 같은 수치를 다른 비

율로 나타낸 통계 수치를 사용하여 자선 광고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실험

을 한 Chang and Lee(2010)의 연구 등,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는 다양

한 방면에서 연구되고 효과가 검증되며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지리교육과 생생함 효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생함 효과에

대한 실험이 시행되었고, 효과성 또한 입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리교육

에서도 생생함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미치는

효과성을 실험해 보고자 한 연구 결과물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묘사가 포함된 ‘생

생한 텍스트’의 활용뿐 아니라, Kisielius and Sternthal(1984)의 연구에서

와같이 메시지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지시의 존재로 생생함 효과를

더하기 위해 ‘상상해보기’, 구체적인 조작과 함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

는 ‘그림그리기’ 등을 조작 변인으로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에,

상상해보기와 그림그리기 활동을 교육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생함 효과를 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상상해보기’를 지리교

육에 활용한 사례를 들어보면, 최수나(2004)는 지리교육에서 학습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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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지리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상상하며 글쓰

기의 방법을 도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자연환경 대상으로의 감정이

입을 통해 학생들이 친환경적인 감수성을 증진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

식이 민감해질 수 있었다는 결론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한성희(2018)는 상상 접촉 활동이 학습자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학생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슬

람 친구와 함께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글쓰기 활동을 했을 경우 감정적인

측면의 이슬람 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 또한

상상 활동이 생생한 체험 장면 속에 있는 듯 느끼게 하는 효과를 주기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을 활용한 지리교육 관련 연구로는 최재영(2013)이 지리교육에서

만화의 학습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삽화 텍스트,

설명식 학습만화와 내러티브 학습만화의 학습 효과성을 비교하였는데 학

습만화가 다중 표상 학습에서의 문제 해결 및 상황적 흥미로 인한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현하여 흥미도와 이해도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생생함 효과를

주는 한 방법의 일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리교육에서 생생함 효과를 더할 수 있는 활동 중 ‘그림그리기’를 통

한 교육적 효과를 확인한 연구 사례로는 신리행・이정애(2016)가 지리

그림책의 삽화를 활용한 문학적 활동이 유아의 지리 개념과 언어표현력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유아를 대상으로 지리와 관련한 동화책에

나오는 동네의 상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책 속의 등장인물과 내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림책 읽기, 그림책

삽화에 관한 생각 나누기, 미술 활동, 역할 놀이, 재구성 활동, 토의 활동

등 다양한 표현 활동을 시행하고 그림책의 삽화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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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방향과 위치, 지도, 유아가 사는 지역, 지리적환경과 대처방식에

서 발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환경 교육 분야에서 ‘그림그리기’ 관련 연구 사례로는 Shepardson(200

5)이 환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여

개념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논문을 원용하여 이리나(2

010)는 그림그리기를 통해 본 환경 인식을 확인하고 인식 변화에 관한

실행 연구를 시행하기도 하는 등 글로 표현되지 못한 부분의 환경에 대

한 인식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도구로 그림그리기를 활용하였다.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해당 주제를 좀 더 생생하게 다

룰 수 있을 것이다. 김민성(2019)은 인지과학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는 ‘체화된 인지’ 이론이 지리교육에 활용되었을 때의 효과성을 예상하

며 사례를 들어 지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기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조작 혹은 신체적 활동을 통한 지리적 체화 경험, 효과적인 체화

경험을 이끄는 지리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비록 직접적으로

지리적 주제와 관련이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그리기 활동을 병행한 상

상하기는 주어진 과제 속의 사례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행 장면과 봉사활

동 장면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깊은 성찰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안 여행’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구체적인 사례를

학습하는 데 있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할 때 ‘프레이밍 효과(fram

ing effect)’를 사용하며 더불어 ‘생생함 효과(vividness effect)’를 함께

적용할 경우의 효과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생함 효과를 강

조하여 드러내는 방법은 ‘생생한 텍스트의 활용’, ‘상상해보기’, ‘그림그리

기’ 등을 활용하였고, 변인을 조작하여 그 효과성을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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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행지리 교과서의 대안 여행과 관련된

학습 내용의 텍스트를 수정, 보완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와 ‘생생함 효과(vividness

effect)’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주제를

학습하게 하면 더 유의미한 학습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하였다.

유의미한 학습 결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텍스트의 정보성, 흥

미도, 인지, 심각성, 행동 의지, 가치 부여 등으로 세분화하여 확인해보고

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실험 연구 1>

• 가설 1-1.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텍스트는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텍스트보다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 가설 1-2. 생생함 효과가 있는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보다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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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연구 2>

• 가설 2-1. 긍정 일반 텍스트보다 긍정 생생 텍스트가 대안 여행 학습

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 가설 2-2. 긍정 일반 텍스트보다 긍정 생생 텍스트에 상상해보기 활

동이 더해졌을 때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 가설 2-3. 긍정 일반 텍스트보다 긍정 생생 텍스트에 그리기 활동이

더해졌을 때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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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변인

1) 독립 변인

(1)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텍스트와 부정적으로 프

레이밍 된 텍스트를 제시했을 때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긍정적・부정적이라는 독립 변인이 적절하게 투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hang and Lee(2009)의 논문 실험에서 글의 분위기를 리커트 7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한 방법을 활용하여 점검을 시행하였다. ‘매우 부정

적’ 1점에서부터 ‘매우 긍정적’ 7점까지 표기하도록 했을 때 평균을 비교

하여 부정적으로 조작한 프레임은 평균 2.095점, 긍정적으로 조작한 프레

임은 평균 6.025점으로 나와 조작 변인이 적절하게 처치가 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그림 4] 긍정적 프레이밍과 일반 텍스트

만약, 대안 여행을 한다면!

 대안 여행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여행자
들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매년 
900만 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몰리는 곳이어서 부자 마을이 되었지만, 여행자의 소비가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대형 리조트가 아닌 현지인의 
집에 머물며, 현지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발리의 해변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치우지 않고 떠난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에 참여하여 자연을 보
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전망이 밝다. 대규모의 해변 정화 작업은 연중 수차례 이
상 발리 및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
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트레킹으로 지치고 다친 동물들을 보살피는 봉사를 하는 
여행자들이 늘어나는 등 대안 여행에 관심이 커지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28 -

[그림 5] 부정적 프레이밍과 일반 텍스트

(2) 생생함 효과

본 연구에서는 프레이밍 효과에 이어 생생함 효과(vividness effect)가

학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두 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1차 실험에서의 생생함 효과는 텍스트의 변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6]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 텍스트

만약, 대안 여행을 하지 않으면!

 대안 여행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여행자
들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매년 
900만 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몰리는 곳이어서 부자 마을이 되었지만, 여행자의 소비가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리조트 개발로 이익은 그들이 대부분 가져갔으며, 대
형 리조트에서 물을 많이 끌어다 쓰는 바람에 마을에서 사용할 물이 부족해지기도 했다. 발리의 
해변은 관광객들이 와서 아무데나 버리고 치우지 않고 간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로 덮여 환경오
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발리 주 정부는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각종 플라스틱
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1회용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트레킹으로 다치거나 과로로 쓰러지고 야위어가는 동물들이 늘어나며 환경이 파괴
되는 등 우리가 대안 여행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여행? 대안 여행!

 대안 여행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여행자
들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매
년 900만 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몰려 부자 마을이 되었지만, 여행자의 소비가 원주민에게 돌아
가는 혜택은 미미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대형 리조트 대신 야자수로 엮은 
지붕 밑 이끼 낀 돌계단에 앉아 새소리 협주곡을 들을 수 있는 낡았지만 정겨운 현지인의 집에 
머물며, 현지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여행이 눈길을 끈다. 지구상의 푸른색을 다 모은 듯 
빛나는 해변을 치우며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도 늘어 전망이 밝다.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수만 
명의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함께 1년에 3번 이상 발리 등 인도네시아 해안을 대청소한다. 또한, 
트레킹으로 다친 코끼리를 보살피는 봉사를 하며 구슬 같은 눈과 교감하고 코코넛 껍질처럼 단
단하며 축축한 회갈색 코와 악수하는 여행자가 느는 등 대안 여행에 관심이 커지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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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 텍스트

[그림 6]과 [그림 7]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생생함 효과가 들어간

텍스트의 작성은 Taylor and Thompson(1982)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

럼, 텍스트의 내용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 사례로 나오면서, 시각적

인 상상을 도울 수 있는 묘사가 포함되도록 기존의 일반 텍스트를 수정

및 보완 하였다.

2차 실험에서의 1차 실험에서 부족했던 생생함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텍스트 문장을 수정 보완하여 변형시켰다. Chang and Lee(2009)의

생생함 프레이밍을 활용한 논문처럼, 구체적인 등장인물의 생생한 증언

을 포함하고 다양한 상황을 시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문구들을 삽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Ophir et al.(2019)의 연구

에서 생생함의 정도를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효과

성을 비교했던 실험을 참고하여, 긍정 생생 텍스트에 ‘상상해보기’, 와

‘그림그리기’라는 구체적인 활동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이를 수행하게 하

고 그 결과 생생함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여행자만 행복한 여행? 여행의 그늘

 대안 여행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여행자들
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매년 
900만 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몰리는 곳이어서 부자 마을이 되었지만, 여행자의 소비가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리조트 개발로 이익은 그들이 대부분 가져갔으며, 대
형 리조트에서 농사와 생활에 필요한 물을 많이 써 농작물이 누렇게 변하고 마을 주민들은 마실 
물이 부족해 목이 타는 고통을 겪는다. 발리의 해변은 관광객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발 디딜 틈 없
이 덮이거나 시커멓게 썩어 악취가 나기도 한다. 발리 주 정부는 바다 속 생물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스티로폼 등 각종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트레킹으로 종일 사람을 등에 얹고 걷다 과로로 쓰러지거나 몹시 야위어가
는 코끼리가 느는 등 우리가 대안 여행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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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차 실험에서 사용된 생생함 텍스트

2) 종속 변인

(1) 대안 여행에 대한 텍스트의 정보성

본 연구에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종속 변인 중 첫 번째는 대안 여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정보성이다. 정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선행 연구 실험에서 활용한 텍스트의 정보성 설문 문항 5가지

(Smith 1996; Chang, 2007) 중에서 4가지 항목을 활용하여 이번 실험에

서 적용하였으며 이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의 문항은 [표 2]의 1-1～

1-4번 문항에 해당하며, 리커트 8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 2] 텍스트의 정보성 측정 항목

정보성 측정 세부 항목

1-1. 대안 여행 소개 글이 좋았다. 좋음(good)

1-2. 대안 여행 소개 글의 내용이 유익했다. 정보성(informative)

1-3. 대안 여행 소개 글의 내용이 흥미로웠다. 흥미로움(interesting)

1-4. 대안 여행 소개 글의 내용이 매력적이었다. 매력적(appealing)

모두가 행복한 여행? 대안 여행!

대안 여행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여행자
들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야. 인도네시아 발리는 많은 관광객들로 부
자가 되었지만, 원주민 I Made Arya Palguna(이 마데 아리아 팔구나)씨 집은 여전히 가난해. 
외국인이 투자한 대형 리조트가 이익을 거의 가져갔기 때문이래. 대안 여행자인 나는 낡았지만 
야자수로 엮은 지붕 밑 이끼 낀 돌계단에 앉아 “삐로롱”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당의 과일쯤
은 무료료 나누어 먹는 인정 많은 팔구나씨의 집에 머물러 그들에게 수입을 보태 주었어. 어떤 
날은 팔구나씨의 아이들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푸르른 하늘 아래 그보다 더 푸르게 빛나는 
발리 해변을 청소하기도 했지. 그들은 “당신 같은 여행자들이 늘어서 정말 기뻐요” 라고 땀 흘
리며 웃으며 말했어. 트레킹으로 다친 Tikiri(티키리)라는 코끼리를 돌보기도 했는데, 눈이 구슬
처럼 빛나고 얼굴에 표정이 있는 듯 하더라. 코를 내밀기에 쓰다듬어 보니 축축하고 단단한 나
무껍질 같았어.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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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에 대한 흥미도

본 연구에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종속 변인 중 두 번째는 텍스트 속에

등장한 지역에 대한 흥미도이다. 지역에 대한 흥미도를 측정하는 도구

(정원영, 2011; 남혜정, 2019)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

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위 항목을 세분화하여 관심도, 이야기 듣기, 인터

넷 조사하기, 여행 의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리커트 8점 척도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표 3]의 2-1～2-4번에 해당한다.

[표 3] 지역에 대한 흥미도 측정 항목

(3) 대안 여행에 대한 인식과 행동 의지

본 연구에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종속 변인 중 세 번째는 대안 여행에

대한 인식과 행동 의지이며 세부적인 해당 내용은 [표 4]와 같다. 각 조

작 변인에 해당하는 텍스트 및 활동을 접하였을 때 대한 여행에 관한 내

용이 인지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되었는지를 리커트 8점 척도

로 평가하고, 현행 일반여행의 심각성을 느낀 정도를 Rothman et

al.(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논자가 활용한 방법을 바탕으로 리커트 8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도는 종종 행동의 강력한 예측자로 밝혀진다.’ (Fishbein and

Ajzen, 1975; Eagly and Chaiken, 1993; Chang, 2007)라는 말의 의미처

지역에 대한 흥미도 세부 항목

2-1. 발리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관심도

2-2. 발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 이야기 듣기

2-3. 발리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더 찾아보고 싶다. 인터넷 자료 찾기

2-4. 발리에 여행을 가 보고 싶다. 여행 의지



- 32 -

럼 대안 여행에 대한 행동 의지를 측정하는 것은 대안 여행을 실행에 옮

기려는 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안

여행에 대한 행동 의지를 리커트 8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3-3

과 3-4번 문항(Bagozzi and Warshaw, 1990; Batra and Stephens, 1994;

Maheswaran and Meyers-Levy, 1990)은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

하였다.

3-5번 문항의 대안 여행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측정은

Banks et al. (1995)과 Rothman et. al.(1999)의 논문을 참고하였고, 리커

트 8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표 4] 대안 여행에 대한 인식과 행동 의지 측정 항목

대안 여행에 대한 인식과 행동 의지 세부 항목

3-1. 대안 여행이 무엇인지 알겠다. 인지

3-2. 일반 여행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심각성

3-3. 대안 여행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 참여 의지

3-4. 대안 여행을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권하고 싶다. 권하기

3-5. 대안 여행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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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여행 학습에 대한 가치 평가

본 연구에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종속 변인 중 네 번째는 대안 여행 학

습에 대한 가치 평가이며 그 측정 항목은 [표 5]와 같다.

[표 5] 대안 여행 학습에 대한 가치 평가

학습자가 해당 텍스트와 활동을 접한 후 대안 여행 학습을 어떻게 판

단하는지에 관한 확인이며, 이는 공정 무역에 관해 실험을 진행한 이기

령(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설문 문

항은 3-6～3-7에 해당하며, 대안 여행에 참여할 때 약자를 도울 수 있다

고 생각하는지, 대안 여행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

고 생각하는지 등을 리커트 8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대안 여행 학습에 대한 가치 평가 세부 항목

3-6. 대안 여행에 참여하면 약자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자 돕기

3-7. 대안 여행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학습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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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실험은 경기도에 있는 2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실시되었다. 각 학급은 모두 남녀합반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

실험은 140명(남 77명, 여 6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차 실험은 142명

(남 74명, 여 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 6] 실험 회차별 연구 대상

현행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고등학교 2

학년 혹은 3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여행지리’ 교과의 대안 여행 관련 텍

스트를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1학년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1차 실험은 2021년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S고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 실험은 2021년 6월 24일에서

6월 25일에 걸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S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종이로 된 설문지에 설문을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소요 시간

은 약 15분 정도 걸렸고, 학급 담당 교사의 임장 하에 수행되었다.

실험 회차 학교 연구 대상

1차 실험
경기도 안산시

S고등학교

1학년 4학급

(남 77명, 여 63명)

2차 실험
경기도 수원시

S고등학교

1학년 4학급

(남 74명, 여 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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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논문과 관련한 모든 실험은 공통으로 여행지리 수업을 들어보지 않

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실험은 남녀 공학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을 140명, 2차 실험은 남녀 공학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42명을 무작위로

편의 표집 하여 실시하였다.

발리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학생이 1차 실험에서 2명, 2차 실험

에서 3명 있었으나 포함 여부에 따라 실험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총인원에 포함해서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실험 결과 분석

본 실험 연구의 목적은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가 학

생들이 대안 여행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실험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실험 연구 결과의 분석은 4개 집단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사용하였다. 항목별 설문 문항은 중

간 점수로 무의미하게 연속적으로 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커트 8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쉐페

(Scheffe)의 후속 검사(Scheffe post-hoc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데

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25.0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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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연구 1>

<실험 연구 1>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처치된 텍스트와 부정적인 분위

기로 처치된 텍스트, 그리고 생생함 효과가 없는 일반적인 텍스트와 생

생함 효과가 처치된 텍스트의 조건을 결합하여 2×2의 형태로 실험이 진

행되었다. 그리고 각 처치 변인에 따른 효과성은 정보성, 지역에 대한 흥

미, 대안 여행 의지, 대안 여행 학습 가치 평가로 나누어 결과를 확인하

였으며, 이 효과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결과

를 측정해보았다. 그리고 긍정적 프레이밍과 부정적 프레이밍의 비교는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기 위해 일반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끼리, 생생 텍

스트는 생생 텍스트끼리 결과를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 가설 1-1 :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텍스트는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텍스트보다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먼저, 프레이밍의 방식에 따라 대안 여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텍

스트의 ‘정보성’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실험의 결과

[표 7]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7]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p<0.05, **p<0.01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정보성

부정일반(a) 35 4.30 1.75

9.217** a,b<c*
a,b<d**

부정생생(b) 35 4.42 1.81
긍정일반(c) 35 5.61 1.77
긍정생생(d) 35 5.9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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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정일반(a)과 긍정일반(c)을 비교하고,

부정생생(b)과 긍정생생(d)을 비교한 결과 정보성에 대한 척도는 부정적

으로 프레이밍 된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집단에서 유의확률

의 범위로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정일반(a)과 긍정일반(c)의 효과성

의 차이는 p<.05로, 부정생생(b)과 긍정생생(d)의 효과성의 차이는 p<.01

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성과 관련된 하위영역은 기존의 정보성 측정 문항(Smith

1996; Chang, 2007)에서 다룬 5가지 영역 중 4가지를 추려서 선호도, 유

익성, 흥미도, 매력도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8]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8] 정보성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실험 연구 1)

또한, 프레이밍의 방식에 따라 대안 여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텍

스트로 인한 지역에 대한 흥미도를 측정한 결과 [표 9]와 같은 결과를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

보

성

선

호

도

부정일반 35 4.23 1.90

9.219 0.000
부정생생 35 4.29 1.69
긍정일반 35 5.57 1.82
긍정생생 35 5.89 1.21

유

익

성

부정일반 35 4.60 1.97

6.940 0.000
부정생생 35 4.66 1.95
긍정일반 35 5.74 1.72
긍정생생 35 6.11 1.08

흥

미

도

부정일반 35 4.40 1.93

7.159 0.000
부정생생 35 4.60 2.06
긍정일반 35 5.77 1.86
긍정생생 35 6.09 1.52

매

력

도

부정일반 35 3.94 1.86

8.341 0.000
부정생생 35 4.14 2.18
긍정일반 35 5.34 2.01
긍정생생 35 5.89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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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할 수 있었다.

[표 9]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지역 흥미에 미치는 영향

*p<0.05, **p<0.01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 흥미에 대한 척도로 집단별 비교를

해 본 결과 부정일반(a) 조건은 긍정일반(c) 조건과 비교했을 때는

p<.05로 효과성이 검증되었고, 부정생생(b) 조건을 긍정생생(d) 조건과

비교했을 때는 p<.01로 효과성이 검증되어 부정적 프레이밍보다 긍정적

프레이밍이 지역 흥미를 유발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더불어 이 실험의 결과로, 긍정일반(c)과 긍정생생(d)를 비교했을 때는

유의확률로 나타날 만큼의 효과성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일반

과(a)의 상대적인 효과성을 비교해 볼 때 긍정일반(c)보다 긍정생생(d)이

더 큰 차이로 유의확률(a<c*,d**)이 나타나 채택되지 못한 가설 1-2에서

예상한 생생함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추후 2차 실험에서 재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의 [표 10]는 지역 흥미를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항목별 효

과성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지역

흥미

부정일반(a) 35 3.81 2.00

8.155** a<c*,d**
b<d**

부정생생(b) 35 4.04 2.22
긍정일반(c) 35 5.16 1.68
긍정생생(d) 35 5.75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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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역 흥미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그리고, 프레이밍의 방식에 따라 대안 여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가 ‘대안 여행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실

험의 결과 [표 11]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11]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대안 여행 의지에 미치는 영향

*p<0.05, **p<0.01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대안여행

부정일반(a) 35 4.39 1.52

6.031** a<c*,d*
b<d*

부정생생(b) 35 4.55 1.87
긍정일반(c) 35 5.45 1.33
긍정생생(d) 35 5.69 1.41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지

역

흥

미

관심도

부정일반 35 3.74 2.03

8.096 0.000
부정생생 35 3.91 2.31
긍정일반 35 5.23 1.75
긍정생생 35 5.69 1.86

이야기

듣기

부정일반 35 3.77 2.04

6.783 0.000
부정생생 35 4.03 2.41
긍정일반 35 4.97 1.82
긍정생생 35 5.71 1.78

인터넷

찾기

부정일반 35 3.26 1.93

6.961 0.000
부정생생 35 3.66 2.26
긍정일반 35 4.49 1.88
긍정생생 35 5.26 1.88

지역

여행

의지

부정일반 35 4.37 2.51

7.124 0.000
부정생생 35 4.57 2.46
긍정일반 35 5.94 1.94
긍정생생 35 6.3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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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안 여행에 대한 인지와 실천 의지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 부정일반(a)보다 긍정일반(c) 조건이

p<.05의 유의미한 차이로 효과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정생생(b)와 긍정생생(d)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p<.05의 유의미한 차이로 효과성이 나타났다.

[표 12] 대안 여행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그리고 대안여행 인지와 실천 의지와 관련한 하위 항목들의 분산 분석

결과는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대안

여행

인지

부정일반 35 4.57 2.20

4.997 0.003부정생생 35 5.14 2.22
긍정일반 35 5.94 1.55
긍정생생 35 6.06 1.26

심각성

부정일반 35 5.46 1.82

0.811 0.490부정생생 35 5.09 1.77
긍정일반 35 4.94 1.63
긍정생생 35 5.43 1.44

참여

부정일반 35 4.34 2.14

5.589 0.001부정생생 35 4.29 2.31
긍정일반 35 5.63 1.66
긍정생생 35 5.71 1.66

권하기

부정일반 35 3.69 1.91

8.389 0.000부정생생 35 4.29 2.38
긍정일반 35 5.31 1.69
긍정생생 35 5.77 1.70

봉사활동

부정일반 35 3.71 2.05

6.687 0.000부정생생 35 3.97 2.48
긍정일반 35 5.43 1.96
긍정생생 35 5.46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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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프레이밍의 방식에 따라 학습자가 대안 여행에 대한 가치 평

가를 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실험으로 [표 13]와 같은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13]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대안 여행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p<0.05, **p<0.01

[표 13]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안 여행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항목들에 관한 결과를 보면, 부정일반(a)보다 긍정일반(c) 조건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 p<.05로 효과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부정생생(b)과 긍정생생(d)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05가 나타났다.

그리고 가치 평가를 측정하는 항목은 기존 이기령(2012)의 연구에서

활용한 세부 항목을 참고하여 약자 돕기와 학습 가치로 평가하도록 했으

며, 그 하위 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가치평가

부정일반(a) 35 4.36 1.70

8.547** a<c*,d**
b<d*

부정생생(b) 35 4.51 2.37
긍정일반(c) 35 5.60 1.34
긍정생생(d) 35 6.17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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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가치 평가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는 Ⅱ장의 프레이밍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선

행 연구들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확인해보면 긍정적인

프레이밍이 부정적일 때 보다 효과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예 : Gamli

el and Peer, 2006; Chang, 2007; 이기령, 2012; 박소연, 2015)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많은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설 1-1과 같이 긍정적 프레이밍이

적용된 텍스트에서 부정적 프레이밍이 적용된 텍스트에서보다 더 긍정적

인 효과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가

치

평

가

약자

돕기

부정일반 35 4.57 1.82

10.873 0.000
부정생생 35 4.60 2.42

긍정일반 35 5.91 1.34

긍정생생 35 6.57 1.33

학습

가치

부정일반 35 4.17 1.96

4.648 0.004
부정생생 35 4.43 2.49

긍정일반 35 5.29 1.74

긍정생생 35 5.77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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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2 : 생생함 효과가 있는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보다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앞선 가설 1-1의 결과 분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정적 프레이

밍과 긍정적 프레이밍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효과성의 차이가 유의확률의

범위 내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지만, 생생함 효과가 있는 텍스트와 일

반 텍스트의 차이는 긍정적 프레이밍과 부정적 프레이밍의 경우 모두 효

과성의 차이가 유의확률 범위 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1차 실험

연구에서의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생함 효과를 더욱 가중하기 위해 본문을 수정하

고, 생생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진행하여 생생함 효

과 유무에 따른 결과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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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연구 2>

앞선 <실험 연구 1>에서 설정한 가설 1-1과 가설 1-2 중에서 기각된

가설 1-2에 적용된 생생함 효과에 대한 검증을 다시 진행해 보기 위해

<실험 연구 2>를 진행하였다.

<실험 연구 1>에서 활용한 텍스트의 내용을 조금 더 수정 및 보완하

여 생생함의 효과를 강화하였으며, 긍정 일반 텍스트와 비교하기 위해

긍정 생생 텍스트, 긍정 생생 텍스트에 상상해보기, 긍정 생생 텍스트와

그림그리기 활동을 추가하여 상호 효과성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증을 실시할 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설 2-1 : 긍정 일반 텍스트보다 긍정 생생 텍스트가 대안 여행 학

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 가설 2-2 : 긍정 일반 텍스트보다 긍정 생생 텍스트에 상상해보기 활

동이 더해졌을 때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 가설 2-3 : 긍정 일반 텍스트보다 긍정 생생 텍스트에 그리기 활동이

더해졌을 때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대안 여행 학습은 크게 정보성, 지역 흥미, 대안 여행, 가치평가의 항

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5] 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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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p<0.05, **p<0.01

분석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텍스트에 생생함 효과를 준 긍정생생(f)

조건에서는 유의확률의 범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생생 텍스트

에 상상해보기(g)가 더해진 조건과 그림그리기(h) 활동이 더해진 경우에

는 p<.05 의 범위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선 <실험 연구 1>에서와 같이 또한 정보성과 관련된 하위영

역은 기존의 정보성 측정 문항(Smith 1996; Chang, 2007)에서 다룬 5가

지 영역 중 4가지를 추려서 선호도, 유익성, 흥미도, 매력도로 나누어 측

정하였으며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16]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정보성

긍정+일반(e) 36 4.65 1.31
6.724*

* e<g*,h*
긍정+생생(f) 35 4.82 1.18

긍정+생생+상상(g) 35 5.64 1.74
긍정+생생+그리기(h) 35 5.9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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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정보성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실험 연구 2)

다음으로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가 지역 흥미에 미치는 영향

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7]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7]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지역 흥미에 미치는 영향

*p<0.05, **p<0.01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

보

성

선

호

도

긍정+일반 36 4.75 1.36

5.832 0.001긍정+생생 35 4.83 1.40
긍정+생생+상상 35 5.77 1.73
긍정+생생+그리기 35 5.86 1.31

유

익

성

긍정+일반 36 4.67 1.43

4.815 0.003
긍정+생생 35 4.83 1.38

긍정+생생+상상 35 5.60 1.79
긍정+생생+그리기 35 5.80 1.43

흥

미

도

긍정+일반 36 4.64 1.40

6.498 0.000
긍정+생생 35 4.89 1.32

긍정+생생+상상 35 5.60 1.75
긍정+생생+그리기 35 6.03 1.46

매

력

도

긍정+일반 36 4.53 1.34

6.661 0.000
긍정+생생 35 4.74 1.31

긍정+생생+상상 35 5.57 1.90
긍정+생생+그리기 35 5.91 1.46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지역흥미

긍정+일반(e) 36 4.12 1.32
6.812*

* e<g*,h*
긍정+생생(f) 35 5.04 1.35

긍정+생생+상상(g) 35 5.23 1.90
긍정+생생+그리기(h) 35 5.6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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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생생함 효과를 준 긍정생생(f) 조건에서는 유의확률의 범위

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생생 텍스트에 상상해보기(g)가 더해진

조건과 그림그리기(h) 활동이 더해진 경우에는 p<.05 의 범위로 유의미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위 항목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

역 흥미의 세부 항목인 ‘인터넷 찾아보기’의 하위영역에서 긍정+생생(f)

조건이 긍정+일반(e) 조건보다 p<.05의 유의확률로 효과성이 검증되어

텍스트를 생생하게 변형하는 긍정+생생(f) 집단이 효과가 있음을 [표 18]

과 같이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8]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인터넷 찾아보기’에 미치는 영향

*p<0.05, **p<0.01

그리고 지역 흥미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이야

기 듣기’, ‘인터넷 찾아보기’, ‘여행 의지’ 항목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19]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인터넷

찾아보기

긍정+일반(e) 36 3.64 1.33
5.149

* e<f*,h**
긍정+생생(f) 35 4.83 1.56

긍정+생생+상상(g) 35 4.69 1.97
긍정+생생+그리기(h) 35 5.06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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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지역 흥미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실험 연구 2)

이어서,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가 대안 여행 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0]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대안 여행 의지에 미치는 영향

*p<0.05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대안여행

긍정+일반(e) 36 4.40 1.03

2.739* -긍정+생생(f) 35 4.59 1.34
긍정+생생+상상(g) 35 4.85 1.62
긍정+생생+그리기(h) 35 5.27 1.38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지

역

흥

미

관심도

긍정+일반 36 4.11 1.43

5.702 0.001긍정+생생 35 4.89 1.53
긍정+생생+상상 35 5.37 2.13
긍정+생생+그리기 35 5.66 1.59

이야기

듣기

긍정+일반 36 3.92 1.25

6.275 0.001긍정+생생 35 4.80 1.43
긍정+생생+상상 35 5.06 1.95
긍정+생생+그리기 35 5.51 1.69

인터넷

찾아보기

긍정+일반 36 3.64 1.33

5.149 0.002긍정+생생 35 4.83 1.56
긍정+생생+상상 35 4.69 1.97
긍정+생생+그리기 35 5.06 1.70

지역

여행

의지

긍정+일반 36 4.81 1.74

5.521 0.001긍정+생생 35 5.63 1.68
긍정+생생+상상 35 5.80 2.25
긍정+생생+그리기 35 6.5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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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항목에서는 각 집단별 차이가 유의 확률의 범위에서 나타나지 않

았으나 하위 항목인 ‘대안 여행 참여 의지’, ‘대안 여행 주변에 권하기’

항목에서는 긍정+일반(e) 조건과 비교했을 때 긍정+생생+그리기(h) 조건

이 유의확률 p<.05 범위 내에서 효과성이 검증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 21]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대안 여행 권하기’에 미치는 영향

*p<0.05

그리고 대안 여행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의 하위 영역인 ‘대안 여행

에 대한 인지’, ‘대안 여행의 심각성 인식’, ‘대안 여행 참여 의지’, ‘대안

여행 주변에 권하기’, ‘대안 여행 봉사활동 의지’ 항목들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2]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대안 여행

참여 의지

/

권하기

긍정+일반(e) 36 4.19 1.21

3.294
* e<h*

긍정+생생(f) 35 4.54 1.70
긍정+생생+상상(g) 35 4.80 1.91

긍정+생생+그리기(h) 35 5.3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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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대안 여행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실험 연구 2)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가 대안 여행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은 [표 2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3] 긍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이 대안 여행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p<0.05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가치평가

긍정+일반(e) 36 4.75 1.23

3.361* e<h*
긍정+생생(f) 35 4.89 1.13

긍정+생생+상상(g) 35 5.21 1.59
긍정+생생+그리기(h) 35 5.71 1.56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대

안

여

행

인지

긍정+일반 36 5.08 1.44

1.539 0.207긍정+생생 35 4.91 1.74
긍정+생생+상상 35 5.17 1.85
긍정+생생+그리기 35 5.74 1.80

심각성

긍정+일반 36 4.42 1.30

0.048 0.986긍정+생생 35 4.54 1.65
긍정+생생+상상 35 4.43 1.72
긍정+생생+그리기 35 4.43 1.74

참여

긍정+일반 36 4.25 1.48

4.693 0.004긍정+생생 35 4.60 1.74
긍정+생생+상상 35 4.97 1.77
긍정+생생+그리기 35 5.66 1.61

권하기

긍정+일반 36 4.19 1.21

3.294 0.023긍정+생생 35 4.54 1.70
긍정+생생+상상 35 4.80 1.91
긍정+생생+그리기 35 5.37 1.61

봉사

활동

긍정+일반 36 4.06 1.53

3.125 0.028긍정+생생 35 4.37 1.54
긍정+생생+상상 35 4.86 1.83
긍정+생생+그리기 35 5.1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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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텍스트에 생생함 효과를 준 긍정생생(f)

조건과 생생 텍스트에 상상해보기(g)가 더해진 조건에서는 유의확률의

범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생생 텍스트에 그림그리기(h) 활동이

더해진 경우에는 p<.05 의 범위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안 여행 가치평가의 하위영역인 ‘대안 여행으로 약자 돕기’ ,

‘대안 여행 학습 가치’ 항목들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4]에

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24] 대안 여행 가치 평가 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실험 연구 2)

실험 결과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실험 연구 2>에서 설정한

가설 2-1, 2-2, 2-3은 상위 항목별, 하위 항목별로 각기 다른 효과성을

보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기에 <실험 연구 2>의 세 가설은 모두 부

분 채택되었다.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가

치

평

가

약자

돕기

긍정+일반 36 4.86 1.51

2.581 0.056긍정+생생 35 5.00 1.37
긍정+생생+상상 35 5.31 1.76
긍정+생생+그리기 35 5.83 1.67

학습

가치

긍정+일반 36 4.64 1.36

2.864 0.039긍정+생생 35 4.77 1.29
긍정+생생+상상 35 5.11 1.71
긍정+생생+그리기 35 5.60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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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가 학생들이 대안

여행을 학습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관광 혹은 여행으로 인한 소외된

계층에 관한 관심으로 대안 여행에 관한 관심은 높아져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도 점차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생기고

대안 여행을 다루는 교과서가 생겨 학생들이 학습하기도 하는데, 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행지리’ 과목 교과서의 텍스트를 수

정・보완하여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효과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생생함 효과가 학생들이

대안 여행을 학습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 라는 연구 문

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실험 연구 1>에서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으로 프레이밍 된 텍스트는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텍스트보다 대안 여

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둘째, 생생함 효과가 있는 텍

스트는 일반 텍스트보다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

다. 이 가설은 각각 다시 네 개의 하위 가설로 나뉘는데 대안 여행 학습

에 관한 내용을 정보성, 지역 흥미도, 대안 여행에 대한 의지, 대안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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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로 나누어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해당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경기도에 있는 한 남녀 공학 인문계 고등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 1>을 진행하였는데, 부정일반, 부정생

생, 긍정일반, 긍정생생 텍스트의 총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시행

하였으며, <실험 연구 1>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텍스트는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텍

스트보다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본 실험 연

구에서는 일반은 일반텍스트, 생생은 생생텍스트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이 적용된 텍스트에서 부정적 프레이밍이 적용

된 텍스트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

의 내용을 전달할 때 부정적, 비극적 요소를 도입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 보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

여줄 때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서 텍스트의 내용을 구

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험 연구 1>에서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생생함 효과를

여러 단계별로 처치를 추가하고 바꾸어 실험한 <실험 연구 2>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둘째, 긍정 일반 텍스트보다 긍정 생생 텍스트가 대안 여행 학습에 부

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부분적이기는 하나 대안 여행 지

역에 대한 흥미 중 인터넷 검색을 해 보고 싶다는 내용에서 효과성을 입

증할 수 있었다. 다른 항목에서는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균의

차이는 존재하며, 일부이지만 유의확률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텍스

트의 생생함으로 대안 여행을 학습하는 데 있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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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긍정 일반 텍스트보다 긍정 생생 텍스트에 상상해보기 활동이

더해졌을 때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대안 여

행 학습과 관련된 항목 중 정보성, 지역 흥미 부문에서 생생 텍스트에

상상해보기 활동이 더해진 경우에 일반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생생 텍스트만 주어질 때 보다 더 많은 부

문에서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안 여행과 관련된 학습을

함에 있어, 단순히 텍스트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 해당 텍스트의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상해보기 활동을 병

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넷째, 긍정 일반 텍스트보다 긍정 생생 텍스트에 그리기 활동이 더해

졌을 때 대안 여행 학습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일반 텍스트

와 비교하여 생생 텍스트에 그리기 활동이 더해진 경우에 대안 여행 학

습과 관련된 항목 중 정보성, 지역 흥미, 가치평가 부문에서 효과성을 검

증할 수 있었다. 역시, 대안 여행과 관련된 학습을 함에 있어 생생함 효

과가 처치된 텍스트와 함께 해당 텍스트의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그리기 활동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종합하면, 실험 연구 2에서는 긍정 일반 텍스트와 비교하였을 때, 긍정

생생 텍스트에서는 지역 흥미의 하위 항목인 인터넷 찾아보기에서 유의

확률의 범위로 유효성이 검증되었으며, 긍정 생생 텍스트와 상상해보기

조건에서는 정보성, 지역 흥미에서, 긍정 생생 텍스트와 그림그리기 조건

에서는 정보성, 지역 흥미, 대안 여행 의지 하위 항목인 ‘대안 여행 참여

의지’, ‘대안 여행 주변에 권하기’ , 대안 여행 학습 가치 평가에서 효과

성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생생함을 더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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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의 활용이 늘어나고 활동이 많아져 자극이 늘어나면, 구체적으로 그

림을 그려보는 행위로 감각을 자극하고 생생함을 더했을 때 더 많은 종

속변수에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본 연구는 두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기도 남부에 있는 두 지역 이외에,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대안 여행을 학습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뿐 아니라 중학교 혹

은 초등학교 급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텍스트의 수준을 학습자에게 맞

게 변형하여 실험해 보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본 실험에서는 1차 실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실험 연구

에서는 긍정적인 텍스트만을 활용하여 상상해보기, 그림그리기 등의 변

인을 처치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부정적인 텍스트에 상상해보기, 그림그

리기 등의 변인을 처치하거나, 일반적인 텍스트에 상상해보기, 그림그리

기 등의 변인을 처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생함 효과로 인한 효과

성을 검토해보는 연구 또한 제안하는 바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제나 상황 혹은 대상에 따라 부정적 프레이밍이 적

용된 경우가 더 유리한 사례도 있어 이와 관련한 새로운 실험 및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셋째, 해당 연구 대상 지역이 교과서에 사례로 등장한 ‘발리(Bali)’로

국한되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 해외의 사례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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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동

참할 수 있는 국내의 대안 여행 관련 사례를 활용하여 연구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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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사전 설문

< 설 문 지 >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 설문지는 지리 교육 방법 발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리 수업, 특히 ‘대안 여행’ 이라는 개념과 내용에 대한 수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설문은 성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떠오르는 대로 정성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분은 ‘연구 참여 동의란’에 체크 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는 차후 고등학교 지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5장이며,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 예상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홍원영

(전화 : 010-4373-1853, E-mail : hong102@snu.ac.kr)

본 설문에 참여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해당란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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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질문의 해당하는 곳에 체크(√) 표시를 해 주세요.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자 □ 여자

2. ‘대안 여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대안 여행’에 대해 학습해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6.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과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7. 발리에 여행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7-1. 발리에 가 본 적이 있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써 보세요.

( )

☞ 다음 페이지의 글을 잘 읽고 질문 3개에 답을 한 뒤, 이어지는 설문에 응답해 주세요. 

※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시험이 아니니 부담없이 편안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

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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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부정적 프레이밍 일반 텍스트

♠ 일반 여행의 단점에 집중해서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적절하게 써 보세요.

2. 윗 글은 다음 중 어떤 내용에 가까운지 (가), (나) 에 각각 체크(√) 해 보세요.

3. 윗 글의 분위기는 어느 쪽에 가깝다고 느껴지나요?

1 2 3 4 5 6 7
매우부정적 중립적 매우긍정적

대안 여행을 (가) ( 했을 때 □ / 하지 않았을 때 □ ) 의 (나) ( 장점 □ / 단점

□ ) 에 관한 것이다.

대형 리조트에서 물을 많이 써 마을에 물이 (가)□□해졌고, 해변이 (나)□□□로

덮였으며, 트레킹으로 (다)□□로 쓰러지고 야위어가는 동물들이 늘고 있다.

☞ (가) ㅋㅋㅋㅋㅋ   , (나) ㅋㅋㅋㅋㅋㅋㅋ, (다) ㅋㅋㅋㅋㅋㅋㅋ

만약, 대안 여행을 하지 않으면!

 대안 여행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인
도네시아의 발리는 매년 900만 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몰리는 곳이어서 부자 마을이 
되었지만, 여행자의 소비가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리조트 개발로 이익은 그들이 대부분 가져갔으며, 대형 리조트에서 물을 많이 끌어다 
쓰는 바람에 마을에서 사용할 물이 부족해지기도 했다. 발리의 해변은 관광객들이 와
서 아무데나 버리고 치우지 않고 간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로 덮여 환경오염 문제
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발리 주 정부는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각종 플라
스틱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1회용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
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트레킹으로 다치거나 과로로 쓰러지고 야위어가는 동
물들이 늘어나며 환경이 파괴되는 등 우리가 대안 여행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들
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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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부정적 프레이밍 생생 텍스트

♠ 일반 여행의 단점과 생생한 묘사에 집중해서 글을 읽고, 설문에 답해주세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적절하게 써 보세요.

2. 윗 글은 다음 중 어떤 내용에 가까운지 (가), (나) 에 각각 체크(√) 해 보세요.

3. 윗 글의 분위기는 어느 쪽에 가깝다고 느껴지나요?

1 2 3 4 5 6 7

매우부정적 중립적 매우긍정적

대안 여행을 (가) ( 했을 때 □ / 하지 않았을 때 □ ) 의 (나) ( 장점 □ / 단점 □

) 에 관한 것이다.

대형 리조트에서 물을 많이 써 마을에 물이 (가)□□해졌고, 해변이 (나)□□□로

덮였으며, 트레킹으로 (다)□□로 쓰러지거나 야위어가는 코끼리가 늘고 있다.

☞ (가) ㅋㅋㅋㅋㅋ   , (나) ㅋㅋㅋㅋㅋㅋㅋ, (다) ㅋㅋㅋㅋㅋㅋㅋ

여행자만 행복한 여행? 여행의 그늘

 대안 여행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인
도네시아의 발리는 매년 900만 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몰리는 곳이어서 부자 마을이 
되었지만, 여행자의 소비가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리조트 개발로 이익은 그들이 대부분 가져갔으며, 대형 리조트에서 농사와 생활에 필
요한 물을 많이 써 농작물이 누렇게 변하고 마을 주민들은 마실 물이 부족해 목이 타
는 고통을 겪는다. 발리의 해변은 관광객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발 디딜 틈 없이 덮이
거나 시커멓게 썩어 악취가 나기도 한다. 발리 주 정부는 바다 속 생물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스티로폼 등 각종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을 금지
하는 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트레킹으로 종일 사람을 등에 얹고 걷다 과로
로 쓰러지거나 몹시 야위어가는 코끼리가 느는 등 우리가 대안 여행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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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긍정적 프레이밍 일반 텍스트

♠ 대안 여행의 장점에 집중해서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적절히 써 보고,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 보세요.

만약, 대안 여행을 한다면!

 대안 여행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
어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
시아의 발리는 매년 900만 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몰리는 곳이어서 부자 마을이 되었지
만, 여행자의 소비가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이
익을 가져가는 대형 리조트가 아닌 현지인의 집에 머물며, 현지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발리의 해변에 관광객들이 버
리고 치우지 않고 떠난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에 참여하여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
들도 늘어나고 있어 전망이 밝다. 대규모의 해변 정화 작업은 연중 수차례 이상 발리 
및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트레킹으로 지치고 다친 동물들을 보살피는 
봉사를 하는 여행자들이 늘어나는 등 대안 여행에 관심이 커지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인에게 (가)□□이 돌아가게 하고 자연을 (나)□□하며, 다친 동물들을 보살피

는 (다)□□를 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의 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다.

☞ (가) ㅋㅋㅋㅋㅋ   , (나) ㅋㅋㅋㅋㅋㅋㅋ, (다) ㅋㅋㅋㅋㅋㅋㅋ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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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긍정적 프레이밍 생생 텍스트와 상상해보기

♠ 대안 여행의 장점에 생생한 묘사에 집중해서 글을 읽고, 상상을 해본 후 답해주세요.

 

☞ 글에서 묘사한 상황을 잘 읽고 상상하여,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모두가 행복한 여행? 대안 여행!

대안 여행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야. 발리의 으리으리
한 리조트와 넘치는 관광객들. 그 수익은 고스란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원주민 ‘마데’씨 집은 여전히 가난해. 대안 여행자인 
나는 야자수 지붕 밑 이끼 낀 돌계단에 앉아 새소리,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쏟아질 
듯한 별을 보며 마루에 누워있으면 조용히 베게를 주고 가시는 정겨운 마데씨의 집에 
머물며 수입을 더해드렸어. 마데씨 어머니와 함께 향긋한 채소 반찬을 만들어 친환경 
바나나 잎 그릇에 식사도 했지. 그리고 마데씨의 아이들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푸
르게 빛나는 발리 해변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했어. 그들은 “당신 같은 여행자들이 
늘어서 정말 기뻐요”라고 땀 흘리며 웃으며 말했어. 트레킹으로 다친 ‘티키리’라는 코
끼리도 돌보았는데, 어린아이와 지능이 비슷하고 감정 표현도 할 수 있데. 단단하고 
축축한 코를 내미는데, 내게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대안 여행자들이 늘어나며 달라져가는 발리! 그 소식을 마데씨의 아이가 편지로 전한  
 날, 꿈에서는 코끼리 ‘티키리’가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을 건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을까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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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긍정적 프레이밍 생생 텍스트와 그림그리기

♠ 대안 여행의 장점과 생생한 묘사에 집중해서 글을 읽고,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 주세요.

☞ 글에서 묘사한 상황 중 한 장면을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리고, 제목을 붙여 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여행? 대안 여행!

대안 여행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
어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야. 발리의 으리으리한 
리조트와 넘치는 관광객들. 그 수익은 고스란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
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원주민 ‘마데’씨 집은 여전히 가난해. 대안 여행자인 나
는 야자수 지붕 밑 이끼 낀 돌계단에 앉아 새소리,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쏟아질 듯
한 별을 보며 마루에 누워있으면 조용히 베게를 주고 가시는 정겨운 마데씨의 집에 
머물며 수입을 더해드렸어. 마데씨 어머니와 함께 향긋한 채소 반찬을 만들어 친환경 
바나나 잎 그릇에 식사도 했지. 그리고 마데씨의 아이들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푸르
게 빛나는 발리 해변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했어. 그들은 “당신 같은 여행자들이 늘
어서 정말 기뻐요”라고 땀 흘리며 웃으며 말했어. 트레킹으로 다친 ‘티키리’라는 코끼
리도 돌보았는데, 어린아이와 지능이 비슷하고 감정 표현도 할 수 있데. 단단하고 축
축한 코를 내미는데, 내게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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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공통 설문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세요.

1-1. 대안 여행 소개 글이 좋았다.

1-2. 대안 여행 소개 글의 내용이 유익했다.

1-3. 대안 여행 소개 글의 내용이 흥미로웠다.

1-4. 대안 여행 소개 글의 내용이 매력적이었다.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세요.

2-1. 발리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2-2. 발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

2-3. 발리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더 찾아보고 싶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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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리에 여행을 가 보고 싶다.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세요.

3-1. 대안 여행이 무엇인지 알겠다.

3-2. 일반 여행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3-3. 대안 여행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

3-4. 대안 여행을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권하고 싶다.

3-5. 대안 여행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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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안 여행에 참여하면 약자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 대안 여행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 설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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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ext framing on high

school students' alternative

travel learning

: Focusing on the vividness effect.

Won Young HONG

Geography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interest in quality of life increases, interest in travel increases as a 

way to practice it, and furthermore, interest in alternative travel considering 

residents of travel destinations and destinations where only travelers can be 

happy together. V, which deals with the contents related to alternative travel 

among the 'travel geography' textbooks that reflect these contents in geo-

graphic education.The effectiveness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framing ef-

fect and vividness effect to the text of the travel unit where both travelers 

and residents were happy.

 The experiment of this study was conducted on first graders of two co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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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al public high schools in Gyeonggi-do. Experimental Study 1 presented 

negative general, negative general, positive general, and positive life texts 

for each type of framing,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alternative travel. As a result of the first experiment, it was possi-

ble to derive a significant effect compared to the group to which the neg-

ative framing effect was applied in the group to which the positive framing 

effect was applied. However, when comparing general conditions and vivid 

conditions, the effectiveness did not appear, so the second experiment was 

conducted. 

Experimental Study 2 concluded that positive framing prevailed in 

Experimental Study 1, and all consisted of positive framing, divided into 

positive plain text, positive vivid text, positive vivid text and imagination, 

and positive vivid text and drawing groups to compare and analyze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the second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effectiveness partially appeared in all three comparative groups as a range of 

significance probability,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by upper item and 

lower item compared to positive plain tex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positive framing and 

vividness effects can be applied to learning related to alternative travel to 

help learners learn actively with interest in alternative travel.

keywords : alternative travel, framing, vividness effect,

imagenation, drawing

Student Number : 2020-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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