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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글쓰기 앱을 활용하여 지리 주제의 시(詩) 쓰기와 지리 시각자료를 결합하는 형태의 활동인 디지털 

지오포엠이 지리 수업 방식으로서 갖는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 진행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지형 개념을 주제로 한 디지털 지오포엠을 창작하는 형태의 한국지리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수업 후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 분석 및 성찰일지의 현상기술학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은 연구참여

자들의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 자신감의 향상, 지리 개념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절차적 이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지오포엠을 유용하고 의미 있는 지리 학습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지리 학습의 개선 및 발전 방안과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를 제시한다. 

주요어: 디지털 지오포엠, 문학지리, 지리 개념, 절차적 이해, 글쓰기, 모바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tential of digital geo-poems, a synthetic activity of 

geography-themed poem writing and visual representation of geographic content using smartphone apps, as a 

method of geography teaching and learning. To proceed with the research, the corresponding author instructed 

12th-grade students to construct digital geo-poems on geomorphology themes in Korean geography lesson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urveys and reflective journals, and the analysis was done through survey analysis and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journals. As a result, digital geo-poem meaningfully encouraged the participants. 

Digital geo-poem helped develop their interests, motivation, and confidence in learning geography and enhanced 

their in-depth, contextual, and procedural understanding of geographical concepts. Consequently, most of the 

participants recognized digital geo-poem as an effective method for learning geography. These results suggest 

meaningful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geography learning.

Key words: digital geo-poem, literary geography, geographic concept, procedural understanding, writing,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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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리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터전인 지표공간과 인간 생활의 패턴 및 문화 간의 관

계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인문사회 현상을 공

간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

는데 있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Heffron and Downs, 2012). 

따라서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공간적 관점과 역량 함양

을 위한 수업 방법 및 전략이 모색 및 연구되어 왔다. 

지도, 답사, 공간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지리 수업 방안

의 모색이 바로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

다(Egiebor and Foster, 2019).

지표공간은 인간 생활과 문화의 공간적 배경인 만큼, 

지리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결된다(Buckle, 2018; 

Holt-Jensen, 2018).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지정학, 사

회지리학, 기후학, 지형학 등 사회 ‧ 자연과학 분야를 아

우르는 지리학의 다양한 분과 학문들의 존재와 그 내용

은 이 같은 지리학의 속성을 잘 보여 준다. 단적으로 지

질학과 지형학을 비교해 보면, 지질학이 지질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지형학은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

는 배경으로서의 광대한 지형 및 그 분류 체계를 중시

한다. 경제지리학을 예로 들어 보면, 경제지리학은 경제

학적 원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면서도 경제적으로 중요

성이 높은 입지요인, 로컬리티 등과 같은 경제 관련 지

리적 요인을 다룬다. 아울러 문화지리학의 한 분야인 문

학지리학은, 문학 텍스트가 장소와 경관을 지리적으로 

재현하는 양상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다(심승희, 2001: 

Saunders, 2009).

지리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리 수업은 지표 공간

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 자연적 요인들에 대한 이

해 및 이와 관련된 역량 신장에 초점을 맞춘다(Heffron 

and Downs, 2012). 예를 들면 세계지리 교육은 세계시민

성 함양, 다문화 시민성 함양 등과 관계되며, 한국지리 

교육은 국가시민성 교육, 통일교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리교육이 사회과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우리나

라나 미국, 일본 등의 사례, 사회과 체제를 취하지는 않

지만 지리와 역사를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하여 접근하

는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는 이 같은 지리교육의 속성

을 잘 보여 준다(Egiebor and Foster, 2019).

상기한 사실은, 지리교육이 다양한 교과와의 연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과 가능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어, 역사, 수학, 과학, 체육 등 인접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지리 수업 방안의 모색도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 왔다(김다원, 2015; 김현주, 2014; 김민성, 

2019; 심승희, 2012). 더욱이 융합적 ‧ 통합적 역량 함양과 

인재 육성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교육적 ‧ 사회적 요구

로 인해,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과와의 연계를 

통한 수업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더욱 증가

하고 있다(김민성, 2019). 

한편으로 ICT, 인터넷, 모바일 기술 등과 같은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기술에 기반을 둔 지리 수업 

방안과 전략을 탐색할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

다. 오늘날 GIS를 비롯한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리

교육 방안은 세계, 특히 영미권 지리교육학계의 주된 연

구주제로 부상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스마트폰 앱과 

ICT를 활용한 지리교육 방안에 대한 이론적 모색은 국

내외 지리교육학계에 널리 이루어져 왔다(송언근 ‧ 이동

민, 2014; Egiebor and Foster, 2019).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지리 개념을 

주제로 한 시(詩)와 해당 개념을 재현한 사진을 결합하

는 활동인, 디지털 지오포엠의 지리교육적 의미를 분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지오포엠 기반 지리 수업을 실시한 다음, 그 효과를 통

계적 방법 및 질적 방법(현상기술학)으로 분석한다. 연

구결과는 문학과 시각자료, 모바일 기술의 결합에 토대한 

효과적인 지리 수업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학과 지리교육의 접점

문학지리학이라는 지리학 연구의 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과 지리학은 의미 있는 접

점을 가진다. 왜냐 하면 문학은 문자 언어에 토대한 내

러티브적 표현을 통하여 지표 공간을 재현하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문학은 지리 현상과 지리 이론에 대한 이

해와 분석을 제공하는 장치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Luchetta, 2018; Moretti, 1998). 이를테면 기행문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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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통한 장소와 지역의 체험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와 지역에 대한 시선과 인식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

어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텍스트로서의 중요성

을 지닌다(이동민, 2018; 정희선, 2018). 시, 소설 역시 지

리적 텍스트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례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

계관과 지리 인식을 잘 보여 준다(Sedikides et al., 2004; 

Walford, 2001). 그리고 19세기에는 지리학의 발달과 더

불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리적 특성

을 재현하고 이를 서사 구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시

키는 이른바 ‘지역 소설(regional novel)’이 등장하기도 하

였다(심승희, 2001; Duncan, 2002).

문학 텍스트의 지리학적 가치는, 인문 ‧ 자연경관의 

재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접근될 필요성도 있다. 왜냐 

하면 문학 작품의 장소 ‧ 경관 재현은 해당 장소나 경관, 

지역 등의 환경적 ‧ 문화적 ‧ 정치적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 

1783-1859)의 소설 �알함브라 이야기(Tales of the 

Alhambra)�는 16세기말 이후 방치되다시피 했던 에스파

냐의 알함브라 궁전이 8-15세기 간 이베리아 반도를 지

배했던 이슬람 문화의 정수를 재현한 관광명소이자 문

화유산으로 재발견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de Klerk, 2001).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정지용, 

이태준, 이효석, 김사량 등의 문인들은 한반도의 전통적

인 문화경관을 문학적으로 재현함으로써, 한반도를 ‘식

민지배를 받아 마땅한 미개한 장소’로 규정하려는 일제

의 식민정책에 대한 문학적인 저항을 실천하기도 하였

다(박진숙, 2006; 이동민, 2020). 아울러 조세희의 �난장

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

트� 등의 문학 작품들은 도시 빈민가라는 장소의 문학

적 재현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문학적 저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김묘정, 

2007; Bertland, 2017). 

이 같은 문학 작품의 지리적 속성은 지리학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물론, 지리 교수-학습 방법으로서도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 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지리적

인 문학 작품은 문학적 서사 구조를 통해서 해당 장소

나 경관을 맥락적으로 재현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

금 지리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 역시 고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 작품의 지리교육적 의의는, 문학 텍스트의 

지리교육적 가치와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한 지리교육 연

구가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져 왔다는데서 잘 드러난

다(Bailey, 1925). 오늘날에도 지리교육 연구자들은 문학

의 지리교육적 의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김다

원, 2015; 심승희, 2012; 이희상, 2008; Luchetta, 2018). 일

례로 이희상(2008)은 쥘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일

주�를 지리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19세기 세계의 지리 

지식 발전상 및 서구인들의 세계관에 대한 맥락적이면

서도 탈식민주의에 입각한 비판적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 그리고 Luchetta(2018)는 문학 작

품을 지표 공간 및 장소, 경관 재현 양상과 결부지어 비

판적 ‧창의적으로 읽도록 지도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지

리적 독해를 토대로 다양한 지리 현상과 개념, 이론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창의적 이해와 안목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리교육 연구자들은 문학 작품의 강독뿐만 아니라, 

문학적 창작 활동의 지리교육적 의미에도 주목한다. 지

리를 주제 또는 소재로 한 글쓰기 및 문학 창작 활동을 

통하여, 지리 현상의 형성 과정 및 인간과 지표 공간 간

의 관련성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

리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이면서도 맥락적 ‧절차

적인 탐구와 지식 형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민

성 ‧ 류재명, 2019; 전재원, 2019; Luchetta, 2018; Moretti, 

1998). 예를 들어 김민성 ‧ 류재명(2019)은 세계 여러 지

역의 부정적인 지리적 요소(예: 빈민가, 혹한 등)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 관광 자원으로 재접근하는 

역발상적 글쓰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 변혁

적 지리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다는 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전재원(2019)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장소를 

Google Earth상에 표시한 다음 문학 텍스트가 지역과 

장소를 재현하는 양상에 대한 글을 창작하는 북매핑

(book mapping) 기법을 바탕으로, 지리적 상상력과 이해

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리 수업 방식을 구안

하였다. 그리고 Luchetta(2018)은 지리 현상과 관련된 내

러티브 글쓰기 내용을 지도화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내

러티브에 토대한 지리교육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과 지리는 의미 있는 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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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문학은 지리적 재현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소, 지역, 자연환경 등 지리적 요인

은 문학 작품의 배경을 이루면서 내러티브의 구조 또는 

전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학과 지리의 연관성은, 문학이 지리교육적으

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시사한다. 문학과 지리의 결

합은, 상술한 바와 같이 지리교육적으로도 다양한 의의

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 작품의 독해와 문학적 

내러티브의 창작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접

근의 중요성은, 지리교육 연구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간

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정보화 시대 이후의 문학과 디지털 지오포엠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이로 인한 다양한 매체의 발달

은, 글쓰기와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라디오와 

TV가 보급된 20세기 중 ‧ 후반부터 이미 시청각 매체에 

의해 문학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문학의 위기론이 

제기되었으며, 인터넷, SNS,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일상화된 오늘날에는 이 같

은 매체로 인해 문학이 설 자리를 잃고 몰락하리라는 

위기의식이 더한층 팽배하고 있다(김명숙, 2012; Ekelund, 

2002). 문학지, 소설, 시집 등의 발간 부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문학단체의 영향력 역시 예전에 

비해 쇠퇴하였음을 자성하는 문학계의 목소리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권남희, 2000).

하지만 디지털 ‧ 사이버 매체의 발달과 종이책 형태의 

문학지, 시집, 소설 등의 판매량 감소를, 문학의 축소 ‧

퇴보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발달이 종이책 형태의 기존 문학 매체의 판매량

을 축소시킬 수는 있지만, 내러티브라는 문학의 고유한 

속성을 없애지는 않기 때문이다(Alexander, 2017). 인터

넷 시대, 디지털 시대의 문학 창작은 온라인 및 디지털 

창작 환경 속에서, 활자와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 음

악, 게임, 가상현실 등 다양한 유형의 매체와 결합된 디

지털 내러티브라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Alexander, 

2017; Parsayi and Soyoof, 2018). 나아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문학 작품의 세계관 및 정보 공유는, 저자들 

간 및 저자-독자 간 소통과 세계관 공유, 나아가 작가와 

팬덤(fandom) 간의 소통에 기반을 둔 창작 및 팬픽션

(fanfiction)을 통한 2차 창작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창작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김용희, 2020; 

Samutina, 2016). 블로그, 웹사이트, SNS 등과 같은 온라

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보화 ‧온라인 시대에 부응하는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시청각 매체, 하이퍼링크 등

을 활용하여 문학적 표현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문학계

의 노력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공광규, 

2019; 권남희, 2020; 김용희, 2020). 일례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사진과 시를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인 디카

시는, 시의 공감각적 표현 가능성 제고, 시문학 감상 및 

창작의 지평 확대 등의 측면에서도 주목받을 뿐만 아니

라 2000년대 이후 시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도 하다(공광규, 2019; 최호영, 2019). 러시아의 소설

가 드미트리 알렉세예비치 글루홉스키(Дмитрий Алек

сеевич Глухо́вский, 1979- )의 소설 시리즈인 메트로 유

니버스(Вселенная Метро 2033, Metro Universe)는 디지

털 ‧ 정보화 시대의 문학 창작 방향을 잘 보여 준다. 핵전

쟁 이후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

기를 담은 이 소설 시리즈는 저자의 블로그에 연재된 소

설 �메트로 2033�을 근간으로 한다(Parsayi and Soyoof, 

2018). �메트로� 3부작(2033, 2034, 2035)은 온라인 매체

를 통해 재창작된 팬픽션과 2차 창작물들과 더불어 ‘메

트로 유니버스’라는 문학적 ‧ 내러티브적 세계관을 구축

하였다(Kozak, 2017). �메트로� 3부작은 비디오 게임으로 

각색되어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기도 하였다(Kozak, 2017; 

Parsayi and Soyoof, 2018). 

이처럼 오늘날의 문학 창작과 독해는 종이와 활자의 

틀을 벗어나, 문학적 내러티브와 다양한 디지털 ‧온라인 

매체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창작 및 독해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디지털 문학 창작은 문

학 ‧ 어문교육 뿐만 아니라, 지리교육에도 의미 있는 함

의를 제공할 가능성을 적지 않게 가진다. 디지털 문학 

창작 환경을 통하여, 하여금 지리 정보 및 지리 콘텐츠

와 글쓰기를 결합한 효과적인 지리교육 방안을 모색, 수

립 및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지털 매체와 

내러티브, 글쓰기를 결합한 지리교육 방법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북매핑 기반 지리

교육은 이러한 지리교육적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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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공간정보기술(narrative-based geospatial technologies: 

ESRI Story Maps, MapStory 등)의 지리교육적 의미와 가

능성에 대한 연구 또한, 이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내

러티브와 지리의 결합이 갖는 지리교육적 의의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Egiebor and Foster, 2019; 

Lee, 2020). 예컨대 Lee(2020)는 Story Maps를 활용하여 

예비지리교사들로 하여금 지리를 주제로 한 내러티브를 

온라인 GIS 상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재현하게 함으로써,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다양한 인문 ‧

자연 현상을 지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르고 

지리 현상에 대한 맥락적 ‧절차적 이해를 제고할 수 있

다는 논의를 제기하였다. 이 같은 논의는 정보화 ‧온라

인 ‧ 디지털 사회에서 지리와 문학을 결합할 수 있는 방

안 및 그 의의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디지털 지오포엠(digital geo-poem)

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지리를 주제로 하는 시, 그

리고 시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지리 사진이나 동영

상, 지도 등의 시각 자료를 결합한 형태의 시 창작 활동

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만들

어낸 것이다. 지리를 주제로 한 시쓰기와 시각 자료를 

스마트폰 글쓰기 앱을 활용하여 결합한다는 지리 수업 

아이디어는 지리교사들 사이에서 이미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교신저자는 강원지리연수회를 통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소개받은 뒤에 2019년부터 ‘지리적 시 쓰기’

라는 명칭의 활동으로 수업에 적용해 왔다. 그런데 ‘지

리적 시 쓰기’라는 명칭은 지리적 글쓰기를 스마트폰 앱

을 통하여 시각 자료와 결합한다는 본 활동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어려운데다, 이 같은 수업 아이디어

의 지리교육적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시 

쓰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어 온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

털 지리 시 쓰기 활동을, ‘디지털 지오포엠’이라고 명명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지오포엠의 지리교육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리

와 시 쓰기의 결합이 지리교육적으로 가지는 의의와 가

능성에 대한 논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학년도 1학기에 강원도 소재 J여자고

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교신저자가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지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연구대상자들은 교신저자가 소속된 학교의 재

학생들로, 학교 특성상 전원 여학생이다. 

2. 디지털 지오포엠 기반 지리 수업의 설계

디지털 지오포엠 기반 지리 수업은 지형 단원을 다루

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박철웅 외, 2020) 

2단원의 학습에 적용한다. 해당 단원은 한반도의 지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의 형성

과 산지지형, 하천지형, 해안지형, 카르스트지형 등의 특

징과 형성과정, 그리고 이러한 지형과 한반도의 문화 및 

한국인의 생활 간의 관련성을 다룬다.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은 2단원 학습을 마친 다음인 

2020년 7월 2-3일에 대면수업 형태로 실시하였다(<그림 

1>, <그림 2> 참조). 대단원의 학습을 모두 마친 다음 

그림 1.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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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지

형 관련 개념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지형학에 대한 통

합적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한반도의 지

형은 한반도의 사회 ‧ 문화 및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밀접

한 관련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지표 공간과 인간의 삶 

간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지리 교과의 특성과

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송언근, 2002; 송언근 ‧ 이동

민,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 관련 단원은 그 내

용의 특성상 학생들이 ‘자연 환경과 인간, 사회, 문화 간

의 관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지도하기가 쉽

지 않은 측면도 있다(김민성, 2020; 이민부 ‧ 김정혁 ‧최훈,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통

하여, 학생들이 지형 관련 내용을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지형, 나아

가 한국지리를 ‘지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1)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지형의 

형성 과정 및 작용에 대한 절차적 ‧맥락적 안목을 제고

하도록 하는데도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표 1> 참조).

3.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최종 종료한 다음, 연구참여

자들이 지오포엠 활동을 의미 있는 지리 학습 방안으로 

인식하는가의 여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표 2>의 문항들로 구성

되며, 문항별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5점=매

우 그렇다, 1점=전혀 아니다). 문항의 구성체타당도 확

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항 구성 과정

에서 전문가 4인(지리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 3

인, 석사학위 소지 전문가 1인)의 자문과 검토를 받았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뒤에는, 지오포엠 활동이 학생들

의 지리에 대한 흥미, 자신감, 성취도 등의 향상 및 지리 

개념의 절차적 이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어떻

게, 왜 주었는가를 심층적 ‧맥락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이 작성한 성찰일지 내용을 질적 자료로 수집 및 

분석한다. 성찰일지 작성은 학습자의 변화나 발전 등에 

대한 질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Stenfors-Hayes et al., 2013). 그리고 질적 자료 분석은 학

습자의 주관적인 학습 경험을 해석하는데 적합하다고 

알려진 질적 연구 방법론 현상기술학(phenomenography)

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현상기술학은 학습과정 및 학

습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지리교육적으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Bradbeer et al., 2004; Egiebor and Foster, 2019; Lee, 

2019). 현상기술학은 질적 연구의 다른 방법론과 마찬가

지로, 연구 질문에서 출발한다(Egiebor and Foster, 2019; 

Lee, 2019). 본 연구의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설문 

문항을 통해 수집 및 분석한 자료의 요인, 과정, 맥락 등

그림 2. 디지털 지오포엠 예시 작품(개인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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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데 있는 만큼, 설문 문항의 내용

을 토대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은 3개의 연구 질문

을 구성하였다.

연구 질문을 토대로, <표 4>와 같은 질문들로 이루

어진 성찰일지 양식을 구성하였다. 성찰일지 대상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문항별 질문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고 구체적인 글쓰기를 하는 방식으로 1쪽 전후의 

분량2)이 되도록 성찰일지를 작성케 하였다. 성찰일지 역

시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구성체 타당도 확보를 위해 전

문가 4인의 자문 및 검토를 받아 구성하였다.

현상기술학의 구체적인 절차는 연구자마다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현상기술학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7단계 분석 기법(Dahlgren and Fallsberg, 1991; Egiebor 

and Foster, 2019; Lee, 2020; Stenfors-Hayes et al., 2013)을 

적용하여 성찰일지를 분석하였다. 현상기술학의 7단계 

분석 절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디지털 지오포엠에 대한 지리 학습 자료로서의 인식 

양상: 설문지 분석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지오포엠에 대한 지리 학습 

자료로서의 인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의 문항

별 평균 점수를 <그림 3>과 같이 분석하였다.3) 분석 결

과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한 문항들의 평균 점수는 

3.5-4.0점으로 확인되었다. 문항들 가운데 지리 개념의 

효과적 이해에 관한 문항 2의 점수가 4.0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지리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관련된 문항 6이 3.5

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리커트 5점 척도를 통한 교육적 태도, 흥미, 인식 등

의 조사 연구에서는 통상 평균값 3점 이상을 기록한 항

목을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항목으로 간주한다는 점(박현

애 외, 2014; Józsa and Morgan, 2017)에서, 이 같은 결과

표 1.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의 절차

단 계 주요 활동 및 내용

1. 주제 및 핵심어 선정
- 주제 선정: 디지털 지오포엠의 주제로 삼고 싶은 지형 개념 및 형성 과정 및 관련 핵심어 선정

- 교사의 역할: 오개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지도 및 피드백할 것

2. 지형 관련 사진 탐색
- 지형 관련 사진 검색(스마트폰 활용)

- 인상적인 사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

3. 주제 및 소재의 확대
- 선정한 지형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 탐색(기후, 환경문제, 취락이나 도시의 형성‧발달 등)

- 지형 사진을 통해 연상되는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 등 정리

4. 짧은 문장 만들기

- 지형 사진과 관련된 짧은 문장 만들기

- 자신의 경험 또는 관심사와 관련된 짧은 문장 만들기

- 지형 사진과 자신의 경험/관심사를 연결 지어 짧은 문장 만들기

5. 디지털 지오포엠 작성
- 짧은 문장들과 사진을 결합하여 한 편의 시로 발전시키기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사진과 시의 결합→디지털 지오포엠 완성

6. 공유 및 피드백
- 작성한 디지털 지오포엠의 공유(교과학습공유 SNS 활용)

- 디지털 지오포엠 감상 및 의견 공유, 피드백 실시

표 2. 설문지 문항 구성안

1.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통해서 나는 지리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

2.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통해서 지리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3.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통해서 지리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4.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해 보면서 지리를 통해 나의 언어 능력까지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5.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통해 지리가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6.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통해서 지리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7. 지리 시에 지리 사진을 스마트폰 앱으로 결합시켜 보니, 그냥 시만 써 보는 것보다 지리 시가 지리 수업에 더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8. 지리를 주제로 한 시를 써 보니, 지리 사진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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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 질문

1.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은 학생들의 지리 개념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왜 미치는가?

2.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은 학습자의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왜 주는가?

3. 디지털 지오포엠이 지리 수업으로서 갖는 특징적인 의의 및 한계는 무엇인가?

표 4. 성찰일지 양식

1.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통해서 지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나요? 지리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달라졌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은 지리 개념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다른 수업 방법에 비해서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이 지리 공부를 하는데 어떤 점에서 유리했나요? 그리고 지오포엠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은 없었나요?

표 5. 현상기술학의 7단계 분석 단계

분석 단계 주요 내용

친숙화(Familarisation)
 - 원자료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 및 숙지

 - 원자료로부터 오류, 왜곡 등을 확인 및 교정 ‧제거

편집(Compilation)
 - 원자료의 세부 내용을 유사성, 상이성에 따라 대강 분류

 - 원자료의 중요한 내용 확인 및 식별

압축(Condensation)
 - 분절되고 파편화된 내용들을 큰 묶음이나 단위로 묶기

 - 유사하거나 관련성있는 내용들끼리 같은 단위로 분류

군집화(Grouping)
 - 여러 단위들을 관련지어 잠정적인 범주 선정

 - 잠정적 범주들의 나열을 통한 대략적인 의미 탐색

정련(Articulating)
 - 잠정적 범주들의 핵심적인 의미 파악

 - 잠정적 범주들의 수정‧보완을 통한 범주 확정

명명(Labelling)
 - 범주들의 핵심적인 의미 파악

 - 범주들의 의미와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범주명 명명

대조(Contrasting)
 - 범주들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한 현상기술학 연구의 결론 도출

 - 의미있는 논의의 도출

출처: Khan(2014, 38-39); Stenfors-Hayes et al.(2013, 266)(내용 일부 재구성)

그림 3. 설문 문항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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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지털 지오포엠 기반 수업이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지리 수업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가짐을 시사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2>의 설문 문항 

분석 결과만으로는 디지털 지오포엠 기반 수업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왔으며 어떤 

사고나 인식, 변화 등을 어떻게, 왜 야기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찰일지의 현상기술학적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지오

포엠의 지리교육적 의의와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

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2. 디지털 지오포엠의 지리교육적 의의와 가능성, 한계: 

현상기술학적 분석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성찰일지를 MS Word 파일로 

전사한 다음, 질적 연구 분석 소프트웨어(computer- aid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의 하나인 NVivo 12 Pro

를 활용하여 현상기술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원자료

를 3회 이상 숙독하여,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

로 파악하였다(친숙화 단계). 그런 다음 전사된 자료로부

터 NVivo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들을 총 131개의 노드

(node)로 도출하고, 유사하거나 관련성있는 노드들을 28

개의 1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1차 범주들을 또다시 11개

의 2차 범주로 범주화한 다음, 이들을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4개의 최종 범주로 유목화하였다(편

집-정련 단계). 최상위범주를 토대로 디지털 지오포엠의 

지리교육적 의의와 가능성, 한계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4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참

여자들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오포

엠의 지리교육적 의미와 한계에 대한 논의를 도출하였다

(명명-대조 단계). 현상기술학적 주제의 도출 과정은 <표 

6>4)에 정리하였으며, 각 주제의 상세한 내용과 특성은 

이어지는 소절 1-4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1) 주제 1. 지리 개념에 대한 심층적 ‧ 맥락적 ‧절

차적 이해 제고(→연구질문 1)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한국지리 수업에 참여했을 때에 비해 지리 개념

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절차적 이해를 한층 효과적으

로 제고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지

오포엠이 지리를 주제로 한 시 창작이라는 점과 밀접하

게 연관된다. 연구참여자들은 피상적인 지리 개념의 이

해나 암기만으로는 디지털 지오포엠을 제대로 창작하거

나 의미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자

료와 정보, 사진 등을 탐색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리 

개념을 심층적 ‧맥락적 ‧절차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자신의 시, 자신의 글로 

지형 개념을 재구성하여 창작하는 과정은, 학습자들의 

지리 개념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절차적 이해로 이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습은 지리 지식과 내용에 대한 피상적

인 암기나 이해의 수준을 넘어 그 특성과 맥락, 형성 과

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Bradbeer et al., 2004; Lane et al., 2019), 이 같은 결과는 

디지털 지오포엠의 지리교육적 효과와 의미, 가능성을 

잘 뒷받침해 준다고 판단된다.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통해서, 지리 개념의 특성과 형성 

과정을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 시간

에 배운 내용을 시로 표현하려면 지형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충 감만 잡는 수준이 

아니라, 지형이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전문가처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리를 소재로 한 시 쓰기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활

용한 지리 시 쓰기와 사진의 결합이라는 디지털 지오포

엠만의 특징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지리 개념에 대한 심

층적 ‧맥락적 ‧절차적 이해에 의미있게 기여하였다고 판

단된다. 연구참여자들이 모바일 앱과 기기를 활용해서 

시쓰기 주제와 관련된 정보와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

를 바탕으로 시를 쓰는 과정은, 이들이 지형의 구체적인 

형태와 위치, 특징, 형성 과정 등에 대해서 한층 분명하

게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지형의 사진을 찾아 시를 쓰면서,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한 

지형이 어디에,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지형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한 귀로 흘

려보내는 대신,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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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기할 사안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지오

포엠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및 

협동 또한 지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시 쓰기, 사진 찾기, 시와 사진 어울리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 ……. 친구

들과 디지털 지오포엠을 돌려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가 잘 몰랐던 부분도 이해할 수 있었고 친구들의 다양한 생

각도 알 수 있어 좋았다.

표 6. 디지털 지오포엠의 지리교육적 의미에 관한 현상기술학적 분석 결과

주제 2차범주 주요 내용 노드 개수

1

지형 개념에 대한 구체적, 맥락적, 심층적 이해 

심화

- 지형 개념을 시로 창작하는 과정에서 지형 개념의 구체적인 특성을 

심도있게 이해함

- 지형 사진의 탐색 및 지오포엠과의 결합은 지형의 특성, 위치, 맥락 

등의 이해를 제고함

- 친구들과 지오포엠을 돌려보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형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교화됨

21

지형 개념에 대한 절차적 이해 제고

- 지형 개념을 시로 창작하는 활동은 지형의 형성‧변화 과정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음

- 지형의 형성 과정을 시로 표현하면서, 그 과정과 요인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음

15

2

디지털 지오포엠은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였음

- 모바일로 자료, 사진 조사를 하고 시를 쓰는 활동이어서, 즐겁게 지리 

학습에 임할 수 있었음

- 창의적으로 시를 쓰는 과정에서, 지리 공부를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인식함

14

디지털 지오포엠을 통해서 지리 학습이 

연구참여자 자신에게 의미있고 중요한 일임을 

인식함

- 내 이야기를 디지털 지오포엠으로 창작하니, 지리 공부는 내 삶과도 

밀접히 관계됨을 인식함

- 지형 주제의 디지털 지오포엠를 창작하면서 지형에 대한 이해가 내 

삶에 주는 의미를 이해함

12

디지털 지오포엠은 지리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켰음

- 자료와 사진을 찾아서 디지털 지오포엠을 창작하면서, 지리 전문가가 

된 듯한 자신감이 배양되었음
10

3

디지털 지오포엠은 지형 개념의 

심층적‧맥락적 이해에 효과적임

- 자기주도적인 자료, 사진 조사를 통해서, 지형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 지형 개념을 디지털 지오포엠으로 표현하는 활동은 지형의 학습에 

의미있는 도움을 줄 것임

16

디지털 지오포엠은 지형 개념의 절차적 이해 

제고에 효과적임

- 일반적인 수업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지형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지도하는데 효과적임
13

디지털 지오포엠은 특히 지리 내용의 복습에 

효과적인 방법임

-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자료 조사, 시 쓰기 등을 통해서 심도있고 

다각적으로 공부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특히 복습에 효과적임
11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이 지리 시간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기를 희망함

- 디지털 지오포엠이 지리 수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리 학습이 더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앞으로도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지리 시간에 적극 활용하기를 

고대함

10

4

지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딱히 

변화히지는 않음

- 디지털 지오포엠으로 인해 지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음

- 이미 지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지오포엠이 흥미, 

관심을 제고하지는 않았음

6

디지털 지오포엠이 지리 학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않았음

- 시 쓰기 활동이어서 글쓰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리 학습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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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2.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학습 

동기 향상(→연구질문 2)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통하여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학습 동기를 

향상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디지털 지오포엠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시 쓰

기 활동이라는 점과 일차적으로 관계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

감, 학습 동기의 향상을, 단순히 스마트폰 앱으로 자유

롭게 시를 쓰거나 ‘신기한 활동’을 해본데서만 찾는 것

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 하면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지오포엠을 통해서 지형 개념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와 사진을 찾아보고, 이를 자신의 시로 창작하는 과

정에서 지리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흥미, 자신감, 

동기를 발전해 갔기 때문이다. 이는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은 단순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

을 넘어, 지리 개념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지리 수업 시간에는 책에 있는 내용 따라가고 선생님 설명 

듣는 식으로만 공부했는데, 이번 활동을 해 보면서 나 자신

이 독도의 지형에 대해서, 지리를 공부하는 이유와 중요성

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디지털 지오포엠을 작성하면서 지리

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흥미, 자신감, 동기를 발전시켜 갔다는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학습자의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을 넘어 이들이 지리 학습이 

자신에게 의미있고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지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지리가 우리 삶과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생

각했었는데,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위해서 지리와 관련

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내 생각과는 달리 나의 삶,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지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서였다.

지리 공부를 더 깊이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확실히 느꼈다 

……. 내가 잘 알게 된 내용을 시로 표현하니 시를 잘 쓸 수 있

었고, 재미도 있었다. 그저 수업 시간 따라가고 문제 풀이하

는 정도를 넘어서, 지리를 제대로 깊이있게 이해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자료와 사진을 조사하

고 이를 활용하여 지형을 주제로 한 디지털 지오포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

라 지리 전문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를 통해 지

리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도 했지만, 배운 내용

을 또 배우는 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료와 배경사진을 

찾고 배운 내용을 시로 표현하면서 정말로 전문적으로 지

리를 배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진도를 나간 느낌이 아

니라, 지리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지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나도 지리 공부를 정말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

3) 주제 3. 디지털 지오포엠을 효과적인 지리 학습 

방법으로 인식(→연구질문 3)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지오포엠을 지리 

학습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디지털 

지오포엠은 기존의 수업 방식에 비해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자신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

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디지털 지오포엠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지형 개념 조사와 탐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서 지형 개념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절차적 이해의 제

고는 물론 지리 학습과 관련된 창의력, 그리고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까지도 향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디

지털 지오포엠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개념의 파지와 심화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특히 복습하

는데 적합성이 큰 방법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지리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시를 제대로 쓸 수 있고, 시를 통한 의미 전달도 확실

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공부를 제대로, 깊이

있게 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배운 내

용을 확실 하게 다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복습에 적합한 방법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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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지오포엠을 

일회적인 활동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한국지리 수업

을 하면서 다양한 지리 주제 및 내용을 다룰 때 반복적

으로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지오포엠은 학생들에게 지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심어 주고 지리 공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이어

서, 지리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

각한다. 앞으로도 한국지리 시간에 이런 활동을 계속 했으

면 좋겠다.

4) 주제 4. 디지털 지오포엠의 한계(→연구질문 3)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디지털 지오포엠을 통해서 

지리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고 언급했지만,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지오포엠이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심층적 ‧

맥락적 이해를 제고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는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 지오포엠의 한계를 언급한 연

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디지털 지오포엠이 지리 학습에 

의미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리에 대한 흥미나 

관심, 자신감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지오

포엠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

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또다른 일부 참여자들은 디지

털 지오포엠의 지리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

응을 보였다.

디지털 지오포엠을 통해서 지리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특별

히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오포엠과 실제 

지리 교과 내용 사이의 관련성은 소재 말고는 없었고, 지리

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쓰기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디지

털 지오포엠 활동은 지리 공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

다. 지리의 특징, 형성과정과 시의 내용 사이에는 지리에 대

한 깊이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3. 연구참여자들의 유형 분석

현상기술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지오포엠 

학습이 연구참여자들의 지리 학습에 대한 관점이나 태

도, 학습 양상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유형화하였

다(표 7). 분석 결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유형 A, 

N=13)은 디지털 지오포엠을 지리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유형 B, N=2)은 디

지털 지오포엠이 지리 학습에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이

미 본인들이 지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많이 갖고 있

었기 때문에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으로 인해 지리에 대

한 관심, 흥미, 학습동기 등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

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또다른 일부 참여자들(유형 C, 

N=2)은 디지털 지오포엠의 지리교육적 의미에 대해 부

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디지털 지오포엠이 지리교육적으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또한 간

과할 수 없으며 모든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

으로 다가갈 수는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지오

포엠이 보다 효과적인 지리 학습 방법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학습자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

고 이들이 디지털 지오포엠을 통한 지리 학습을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

성이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의 지리교육적 의미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

은 지리교육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의의와 가능성을 가

진다고 확인되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지오

포엠 창작을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지리 개념에 대한 심

도있는 조사를 하였고, 이는 참여자들의 지리 개념에 대

한 심층적 ‧맥락적 ‧절차적 이해의 제고로 이어졌다(→

연구질문 1).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지오포엠을 

창작하면서 지리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밀접하게 연관됨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서 지리 학습

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학습 동기를 향상하였다(→연구

질문 2).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지오포엠을 지리 

학습을 즐겁고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한 지리 학

습 방법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지리 개념의 파지 및 심

화에 적합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연구질문 3). 넷째, 대

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디지털 지오포엠을 통해 지리에 

대한 흥미, 자신감, 심층적 ‧맥락적 이해를 제고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지리 학습 방법으로 인식했지만, 일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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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 참여 뒤에도 지리 학습과 

관련된 의미있는 변화나 발전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의 연구참여자들(유형 A, B)은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을 

하면서 지리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제고하였고, 디지털 지

오포엠을 지리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 제고 및 지리 

학습 촉진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그 

중 일부(유형 B)는 디지털 지오포엠이 지리 학습에 도움

을 주기는 했지만, 그들이 본래 갖고 있던 지리에 대한 

높은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았

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연구참여자들(유형 C)은 디지

털 지오포엠 활동의 지리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부정적

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지리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

와 자신감, 학습 동기의 제고는, 지리가 자신의 삶과 밀

접하게 관련된다는 학습자의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지오포엠을 통한 지리에 대한 흥미, 

자신감, 학습동기 제고는, 단순히 스마트폰 앱이나 시 

쓰기 활동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지형 개념을 자신의 생활, 경험, 정서 등과 

연결지으면서 지리가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됨을 

인식한데 따른 결과, 그리고 지형 개념의 특징과 형성 

과정, 맥락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었던

데 따른 결과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리 학습의 의미와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리 

지식과 개념, 이론에 대한 자기주도적이면서도 심도있

는 학습을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자기주도적인 지리 학습 

자료 및 시각자료의 탐색과 지리 개념의 문학적 창작의 

결합 및 적용은, 매체 활용 및 교과간 통합을 통한 지리 

수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사실 시청각 자료, 

문학 작품의 독해나 창작 및 내러티브, 공간정보기술을 

비롯한 ICT 등의 지리교육적 적용이 갖는 의의와 가능

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들이 활발하게 제기해 

왔다(김다원, 2015; 심승희, 2012; 이희상, 2008; Egiebor 

and Foster, 2019; Luchetta, 2018). 하지만 이 같은 논의

를 교실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그 의의와 가능

성,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론적인 접근 및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 

지오포엠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교실에서 손쉽게 지

리 자료 및 사진 탐색, 지리 개념을 주제로 한 시 창작, 

시와 시각 자료(사진)의 결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

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서로 함께 시를 

창작하고 감상하면서 개별 학습자들의 창작 및 학습 활

동을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이러한 점에

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지리 학습 및 지리 글쓰기 활동

의 방법, 가능성, 의의는 앞으로도 지리교육 연구자들 

및 실천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과 탐색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디지털 지오포엠을 통해서 대다수의 연구참여자

들이 지리 개념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절차적 이해를 

제고했다는 연구결과는, 지리 지식 및 개념 학습의 방향

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지오포

엠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인 자료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지형 개념을 자기 언어로 창작 ‧ 표현하게 함

으로써, 앞서 언급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 지식과 개념의 심층적‧맥락적 ‧절

차적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지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

으려면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자신의 언어와 논리, 방식

표 7. 연구참여자의 유형별 분석

주제 내용
유형

A B C

1 지리 개념에 대한 심층적‧맥락적‧절차적 이해 제고 ○ ○ ×

2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학습 동기 향상 ○ × ×

3 디지털 지오포엠을 효과적인 지리 학습 방법으로 인식 ○ ○ ×

4
지리 학습에 대한 흥미, 동기 등에 별다른 변화 없음 × ○ ○

디지털 지오포엠이 지리 학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않았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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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리 

수업 및 학습을 구상 및 계획할 때에는, 학습자들이 학습

한 내용을 자기화하여 표현할 기회 및 방법에 대해서도 진

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필

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지리 교

과목 중에서도 지형 단원을 주제로 하는 디지털 지오포

엠의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즉, 세계지리라든가 기후학, 

인문지리 등의 내용과 관련된 의미나 효과에 대한 탐색 

및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서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이 다양한 지리적 주제와 관련

하여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지며, 지리적 주제나 내용에 

따른 교육적 효과의 차이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한층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17명

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

후 보다 많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함

으로써,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 전과 활동 후의 차이, 다

양한 유형의 학습자가 디지털 지오포엠을 받아들이는 

양상 및 이에 따른 학습 효과의 차이 등에 대한 더욱 심

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디지털 지오포엠이 지리교육적 의의 뿐만 아니

라, 학습자에 따라서는 지리 내용이나 개념과는 무관한 

단순한 글쓰기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다는 한계도 가진

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지오포엠을 비

롯한 내러티브나 글쓰기 등을 접목한 지리 수업 방법이 

갖거나 가질 수 있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

선이나 보완 방안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애초에 지리에 흥미

가 있어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에 딱히 지리 학습에 대

한 흥미를 제고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반응도 보였는데,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이 기존에 가졌던 지리에 대한 흥

미를 더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에 대한 접근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지리와 

시 쓰기의 결합이라는 지리교육 방법은 디지털 지오포

엠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

면 전통적인 글쓰기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ESRI Story 

Maps와 같은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도 이루어질 수 있다. 모바일 기술이라는 특성에 주목해 

보면, 시 쓰기가 아닌 Twitter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단

문 형태의 글쓰기와 지리 개념 및 사진의 결합이 갖는 

지리교육적 가능성 또한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글쓰기 방법 및 플랫폼 간의 특징과 의의, 한계 등을 비

교함으로써, 시 쓰기와 지리교육의 결합에 대한 다각적

인 이해를 도출할 필요성도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시 

쓰기는 글쓰기의 한 유형이다. 시 외에도 논술문, 일기, 

여행기, 답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가 지리교육에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온 만큼,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

가 지리교육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며 어떤 의의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

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주

1)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년도에 교신저자가 지형학 수업을 진행

하면서 디지털 지오포엠 기법을 활용한 까닭이기도 하다. 그리

고 본 연구는 이 같은 교육적 문제의식 및 실천이 가지는 의미

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사실 또한 밝혀 둔다.

2) 이러한 성찰일지 분량은 성찰일지의 현상기술학적 분석을 통

해 자료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Lee, 2020). 

3) 본 연구를 당초 기획할 때에는 설문 문항의 사전-사후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지오포엠 활동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 연구자의 참여자를 17명밖에 모을 

수 없는 상황-교신저자의 한국지리 과목 수강 학생이 17명이

었음-이어서 이 같은 통계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설

문 문항 분석은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문항별 평균 

점수만 살펴보는 정도로 진행하였음을 밝혀 둔다.

4) 지면 관계상 <표 6>에는 1차 범주의 목록까지 구체적으로 수

록하지는 않았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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