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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세계인지의 종단적 발달 특성과 변화상을 분석하고, 그 지리교육적 함의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초등

학생의 세계인지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양적 및 질적 증가가 이루어지나 그 폭과 정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차 양적 팽창은 3학년에서, 2차는 6학년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양적 팽창의 시기가 4학년에서(2006년) 3학년으로 1개 학년 하향화

한 것이 주목된다. 대륙별 세계 인지 특성의 분석 결과, 인지도가 가장 높은 대륙이 유럽(2006년)으로부터 아시아로 변화되었고, 

동아시아와 러시아에 대한 인지쏠림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오류는 학년 변수보다는 개인 변수에 더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환경확대법의 재검토를 비롯하여 세계지리 학습을 위한 지역 선정 등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선정 및 조직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발달, 세계인지의 질적 및 양적 팽창, 대륙별 세계인지, 세계인지 오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world cogni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geography educ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gnition of the 

world generally increases in quantity and quality as the grade goes up, but the breadth and degree of the world 

cognition differ according to grade. The first quantitative expansion occurred in the 3rd grade and the 2nd in the 6th 

grade, which is noteworthy that the period of quantitative expansion was lowered by one grade from the 4th grade 

(2006) to the 3rd gra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world cognition by continent, the continent 

with the highest awareness changed from Europe (2006) to Asia, and the concentration of awareness on East Asia and 

Russia was very high. In addi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orld cognition errors were more affected by 

individual variables than by grade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he content 

selection and organizational method of the geographic domain of   elementary school, such as the reexamination of the 

Environmental Expansion Methode and the selection of regions for world geography learning. 

Key words: elementary world cognition developmen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world cognition, 

world cognition by continent, world cogni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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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세계에 대한 생애 초기의 인지는 그 관성을 유지하면

서 개인의 삶, 선택, 의사결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

친다. 그런 점에서 공통기본교육과정(교육부, 2015) 시기

의 학습자들의 세계지리 학습이 지니는 의의는 크다. 특

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 학생

들의 세계인지 특성은 초등학교 지리교육의 성과를 확

인하고, 그 내용 선정과 조직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언근･김재일(2002)는 대구시 초등학

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에 대한 인지 특성과 맥

락을 고찰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대륙별 나라에 대한 인

지 특성과 그 구성의 맥락, 세계 각 나라에 대한 호오(好

惡)의 특성과 그 구성의 맥락, 우리나라와 세계의 관계

에 대한 인지 특성, 대구시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인지 

특성 등 다차원적인 공간 스케일에서 초등학생의 세계

에 대한 인지 특성을 구명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바탕

으로 초등 세계지리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의미있는 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경한(2006)은 전주시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세계이해도 발달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초

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세계이해도가 발달했는

데, 특히 4학년 전후로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또한 대륙 

중에서는 유럽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자국이나 

중심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적으로 확대해 갔는데, 

여기에는 학습경험과 생활경험이 가장 큰 영향 인자였

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지리 학습은 4학

년 이상의 고학년, 동심원적 내용 구성 방식, 사회과부도

의 활용 등이 적절하다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가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세계인

지 현황과 그에 따른 가치 있는 지리학습적 함의를 제

공하고 있지만, 표집 집단의 선정 및 규모의 확대, 통계 

분석의 정교화 등을 보완하여 더욱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지난 15년간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초등학생의 세

계인지 변화 현황 및 특성에 대한 파악은 초등 지리학

습은 물론이고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이 모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의있는 연구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는 2020년 현재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특성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리교육적 함의

를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년(2∼6학년)에 따른 

종단적 발달 특성의 전모와 학년별 변화상을 세밀히 밝

히고, 2000년대 초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그 변화상

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초등 지리교육적 시사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초등 세계지리 학습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이

름을 아는 것은 인지의 초보적인 단계로 해당 국가에 대

한 관심도를 보여주고, 위치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담

보한다(이경한, 2006). 또한 대륙과 나라에 대한 인지도

는 세계에 대한 초등학생의 공간적 인지 범주를 이해하

는 지표(송언근･김재일, 2002)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세계인지를 ‘나라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초등학생의 ‘내가 알고 있는 나라의 이름’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구명해보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이해 파악을 위해 제시된 설문

문항은 그림 1과 같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 설문

지법과 양적 통계 분석법을 동원하였다. 먼저 설문 조사

의 경우, 대전 및 충남 아산 지역의 초등 2～6학년 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하였

다. 표본의 선정은 이들 지역이 대략 우리나라의 중앙부

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한 근접 지역으로서 표집 

집단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은 COVID-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1학기 등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아 한글 독해 및 설문 이해의 부담이 크다는 

일선 여러 초등교사의 전문적 의견을 받아들여 설문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 응답의 학년별 비중은 18∼

21%로 비슷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9% 정도 많

그림 1.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이해파악을 위해 설문지에 제시된 

설문문항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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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표 1). 

설문 조사에 대한 통계 분석은 SPSS+ 12.0을 활용하

여 처리되었으며, 기술통계, t-검증,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통계 분

석을 동원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도모하였다. 

II. 초등학생 세계인지 발달의 종단적 특성 분석 

1.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변화 특성 

표 2에서처럼 초등학생의 세계인지의 정도는 2학년에

서 5.3개, 6학년에서 22.5개로서 학년 승급과 함께 전반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3학년, 5-6학년 증가가 

다른 학년에 비하여 두드러졌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학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F = 24.69, p < .001)가 있었다. 이

어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학년에 따른 차이가 어느 집

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알아보았다(표 3). 

그 결과, 특히 5～6학년, 2～3학년 간 차이가 유의미하

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세계인지의 평균값이 급격히 

상승한 학년구간이었다. 학년과 세계인지 간 Person 상관

계수는 0.43(p < 0.01)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회귀분석 결과 그 설명력은 약 18%였다. 본 연구와 

이경한(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세계인지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경한(2006)

의 연구는 학년의 변화에 따른 양의 변화만 나타났다면

(그림 2), 2020년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양과 음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그림 3).

2000년 초 초등학생은 3∼4학년 사이에서 7.2개, 5∼6

학년 5.5개의 이해 국가수의 증가가 나타났다면 2020년에

는 3∼4학년에서 9.4개, 5∼6학년에서 6.9개의 증가가 나

타나 알고 있는 국가 수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 학년이 

4학년에서 3학년으로 1개 학년이 앞당겨졌고, 증가폭도 

커졌다. 이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2009개

정 교육과정 이후로 ‘슬기로운 생활’과에 적극적으로 도

입된 세계 지리 관련 내용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성별 세계인지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고자 독

립표본 t-검증 실시결과, 남학생은 평균 15.74개(SD = 

13.39), 여학생은 평균 14.82개(SD = 9.80)로서 5%의 통

계적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각 학년별 성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지 않아 성에 따른 내가 세계인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양자 간의 상관성 역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초등학생 세계인지 조사를 위한 표본 집단 

학교

학년

대전 A 대전 B 대전 C 아산 D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 16 9 25 24 17 41 40 26 66

3 39 29 68 38 28 68

4 8 10 18 23 23 46 31 33 64

5 11 12 23 25 23 48 36 35 71

6 42 33 75 42 33 75

계 24 19 43 39 29 68 34 35 69 49 40 89 145 122 269

표 2. 초등학생의 학년별 세계인지 정도

구분 사례(N) 평균(M) 표준편차(SD)

2 66 5.29 3.14

3 68 14.69 11.70

4 64 17.55 10.28

5 71 15.61 8.29

6 75 22.53 14.77

합계 344 15.32 11.87

표 3. 초등학생의 학년 간 세계인지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

학년 6 5 4 3 2

6 -6.93* -4.99 -7.84* -17.25* 

5  1.94 -0.91 -10.31* 

4 -2.85 -12.26* 

3 -9.40*

2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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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생의 대륙별 세계인지 변화 특성

초등학생의 대륙별 세계인지 변화 특성을 학년에 따

른 대륙별 이해 국가와 그 수, 인지의 누적비중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대륙은 2015개정 6학년 2학기 사회과 

교과서에 준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구분하였다. 대륙별 세계인지

는 각 대륙에 속한 전체 국가 수에 대한 응답 국가 수의 

비율로 산출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의 방

법론적 한계로 송언근･김재일(2002)와 이경한(2006)이 

사용한 응답한 나라와 나라에 대한 응답 수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의 대륙별 세계인지를 학년별 및 

성별에 따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

듯이 초등학생의 대륙별 세계인지의 평균값은 아시아

(6.39) > 유럽(4.45) > 북아메리카(1.77) > 아프리카(1.17) 

> 남아메리카(0.92) > 오세아니아(0.62) 순으로, 표준편

차는 아시아(4.20) > 유럽(4.04) > 아프리카(1.94) > 남아

메리카(1.30) > 북아메리카(0.62) >오세아니아(0.85) 순으

로 나타났다. 

표 4. 초등학생의 학년별 및 성별에 따른 대륙별 평균 세계인지

학년 성별
사례 

수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

남 40 3.05 1.85 1.38 1.88 0.93 0.53 0.08 0.27 0.05 0.22 0.03 0.16

여 26 2.85 1.74 0.92 1.06 1.00 0.69 0.08 0.27 0.08 0.27 0.04 0.20

합계 66 2.97 1.80 1.20 1.61 0.95 0.59 0.08 0.27 0.06 0.24 0.03 0.17

3

남 38 5.89 4.27 3.84 3.80 1.87 1.47 1.39 2.75 1.18 1.61 0.68 1.19

여 30 5.67 2.40 4.33 4.16 1.77 0.90 1.07 1.60 1.00 1.20 0.63 0.72

합계 68 5.79 3.55 4.06 3.94 1.82 1.25 1.25 2.30 1.10 1.44 0.66 1.00

4

남 30 7.23 3.65 5.27 3.73 2.03 1.07 1.77 2.21 0.97 1.10 0.57 0.97

여 34 7.38 4.08 4.85 3.03 2.00 1.02 1.50 1.61 1.00 1.18 0.56 0.66

합계 64 7.31 3.85 5.05 3.36 2.02 1.03 1.63 1.91 0.98 1.13 0.56 0.81

5

남 36 6.97 3.39 5.03 3.44 1.78 0.87 1.06 1.74 0.92 1.13 0.64 0.64

여 35 6.54 3.07 4.43 2.60 1.66 0.68 0.77 1.09 0.66 0.68 0.74 0.66

합계 71 6.76 3.22 4.73 3.05 1.72 0.78 0.92 1.45 0.79 0.94 0.69 0.65

6

남 42 9.36 6.04 7.60 5.76 2.50 1.82 1.90 2.68 1.76 1.82 1.12 0.86

여 33 8.09 3.96 6.00 3.70 1.97 1.05 1.91 1.93 1.36 1.50 1.03 1.05

합계 75 8.80 5.24 6.89 5.00 2.27 1.55 1.91 2.36 1.59 1.69 1.08 0.94

합계

남 186 6.49 4.62 4.62 4.46 1.82 1.36 1.22 2.21 0.98 1.42 0.61 0.90

여 158 6.27 3.64 4.25 3.48 1.71 0.94 1.11 1.55 0.85 1.14 0.63 0.78

합계 344 6.39 4.20 4.45 4.04 1.77 1.18 1.17 1.94 0.92 1.30 0.62 0.85

그림 2. 2006년 학년별 이해 국가 수의 변화(이경한, 2006)

그림 3. 2020년 학년별 이해 국가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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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계인지가 가장 높은 대륙은 아시아, 가장 

적은 대륙은 오세아니아였다. 그리고 2순위인 유럽과 3

순위인 북아메리카 사이의 차가 다른 순위의 차보다 컸

다. 곧, 아시아나 유럽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가 다른 

대륙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성별 

세계인지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아시아, 유

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여학생은 오

세아니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경한(2006)의 연구에서 세계이해가 가장 높았던 대

륙이 유럽이었다면 2020년 현재는 아시아로 확인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15년 전보다 아시아, 북아메

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세계인지는 증가, 유

럽, 남아메리카에 대한 인지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나는 점도 주목을 끈다. 한편, 학년에 따른 세계인지

의 평균 변화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대륙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였으며, 남아메리카와 오세

표 5. 학년에 따른 대륙별 세계인지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

대륙명 학년 6 5 4 3 2

아시아

6 2.04* 1.49 3.01* 5.83*

5 -0.55 0.97 3.80*

4 1.52 4.44*

3 2.82*

2

유럽

6 2.16* 1.85 2.84* 6.70*

5 -0.31 0.67 3.54*

4 0.99 3.85*

3 2.86*

2

아프리카

6 0.99* 0.28 0.66 1.83*

5 -0.71 -0.34 0.84

4 0.38 1.55*

3 1.17**

2

북아메리카

6 0.54 0.25 0.44 1.31*

5 -0.30 -0.11 0.76*

4 0.19 1.06*

3 0.90*

2

남아메리카

6 0.80** 0.60 0.48 1.53*

5 -0.20 -0.31 0.73*

4 -0.12 0.92*

3 1.04*

2

오세아니아

6 0.40 0.52* 0.42* 1.05*

5 0.13 0.03 0.66*

4 -0.10 0.53*

3 0.63*

2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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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아는 다소 다른 점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학년에 따른 대륙별 세계인지 차이를 분산분

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대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 F = 23.16, p < .001, 유

럽: F = 22.76, p < .001, 아프리카: F = 10.19, p < .001, 

북아메리카: F = 13.68, p < .001, 남아메리카: F = 14.70, 

p < .001, 오세아니아: F = 16.28, p < .001). Scheffe 사후

검증을 통해 학년에 따른 세계 인지의 대륙별 차이가 

어느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았다(표 5). 

분석 결과, 모든 대륙에서 2∼3학년 사이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5∼6학년 사이에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

카, 남아메리카만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륙별 세계

인지의 변화가 학년에 따라 발달적 양상을 보이지만, 그 

특성은 학년과 대륙마다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성에 

따른 대륙별 세계인지의 분산분석은 어떤 조합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 학년에 따른 세계인지의 발달적 특성을 대륙별

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시아 대륙에 대한 초등학생

의 인지 특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대륙에 대한 초등학생

표 6. 초등학생의 학년별 아시아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특성 

학년 나라종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지도
상위 5개국 및 누적 

비중

2 18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일본 48 필리핀 6 말레이시아 2 우즈베키스탄 1

중국 48 인도 3 인도네시아 2 파키스탄 1

대한민국 29 태국 3 캄보디아 1 레바논 1

북한 11 몽골 3 사우디아라비아 1

베트남 11 터키 2 스리랑카 1

계:174

순 나라이름 

1 일본

2 중국

3 대한민국

4 북한

5 베트남

누적비중: 84%

3 36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일본 64 필리핀 20 말레이시아 4 우즈베키스탄 3

중국 60 인도 22 인도네시아 6 파키스탄 2

대한민국 60 태국 10 캄보디아 4 레바논 1

북한 18 몽골 18 사우디아라비아 9 대만 8

베트남 22 터키 10 스리랑카 2 이란 7

이라크 7 싱가포르 10 네팔 7 미안마 3

방글라데시 2 몰디브 1 오만 1 예멘 1

동티모르 1 아랍에미리트 1 바레인 1 카타르 1

요르단 1 카자흐스탄 2 이스라엘 3 시리아 1

계:393

순 나라이름 

1 일본

2
중국, 

대한민국

3
인도,

베트남

누적비중: 58%

4 30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일본 57 필리핀 18 말레이시아 20 우즈베키스탄 2

중국 56 인도 35 인도네시아 20 파키스탄 3

대한민국 50 태국 12 캄보디아 3 레바논 2

북한 31 몽골 20 사우디아라비아 17 대만 12

베트남 34 터키 16 스리랑카 1 이란 5

이라크 4 싱가포르 6 네팔 13 미안마 1

방글라데시 3 부탄 2 카자흐스탄 4 이스라엘 17

라오스 2 브루나이 2

계:468

순 나라이름 

1 일본

2 중국

3 대한민국

4 인도

5 베트남

누적비중: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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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인지는 2학년 18개국, 3학년 36개국, 4학년 30개

국, 5학년 30개국, 6학년 43개국으로 학년에 따라 증가

하였다. 각 학년별 상위 5개국 순위로서 2∼6학년까지 1

순위 국가는 일본, 2순위 국가는 중국으로 동일하였으

며, 전 학년에서 베트남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해외 여행국이라는 점과 함께 베트남 배경의 다문

화 가정의 증가, 그리고 한류 현상에 따른 역관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위 5개국의 누적응답

수를 전체 응답수로 나누어 누적비중1)(인지쏠림)를 산출

표 6. 초등학생의 학년별 아시아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특성(계속)

학년 나라종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지도
상위 5개국 및 누적 

비중

5 30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일본 66 필리핀 29 말레이시아 6 우즈베키스탄 2

중국 65 인도 45 인도네시아 9 파키스탄 3

대한민국 53 태국 14 캄보디아 4 카타르 2

북한 16 몽골 35 사우디아라비아 12 대만 11

베트남 45 터키 20 스리랑카 2 이란 3

이라크 1 싱가포르 13 네팔 3 미안마 1

방글라데시 4 부탄 2 카자흐스탄 5 이스라엘 7

라오스 1 아랍에미리트 1

계:480

순 나라이름 

1 일본

2 중국

3 대한민국

4 인도, 베트남

누적비중: 57%

6 43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일본 69 필리핀 35 말레이시아 18 우즈베키스탄 3

중국 71 인도 42 인도네시아 12 파키스탄 13

대한민국 42 태국 29 캄보디아 7 카타르 1

북한 41 몽골 37 사우디아라비아 21 대만 17

베트남 46 터키 20 스리랑카 10 이란 13

이라크 4 싱가포르 17 네팔 13 미안마 8

방글라데시 6 부탄 6 카자흐스탄 10 이스라엘 14

라오스 6 아랍에미리트 5 아프가니스탄 3 레바논 1

몰디브 1 동티모르 1 요르단 1 브루나이 2

오만 2 바레인 1 팔레스타인 1 투르크메니스탄 3

예멘 2 쿠웨이트 1 시리아 4

계:659

순 나라이름 

1 중국

2 일본

3 베트남

4
인도, 

대한민국

누적비중: 41%

차이의 유의성 확인

그림 4. 아시아에 대한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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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2학년 84%, 3학년 58%, 4학년 58%, 5학년 57%, 

6학년 41%로 나타나 2학년에서 상위 5개국으로 응집되

었던 아시아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가 3학년에서 다양화

하여 5학년까지 유지되다 6학년에서 다시 한 번 더 다

양화한다는 점이 파악된다. 

평균값, 응답수, 상위 5개국의 누적비중(인지쏠림) 등

을 종합해 아시아 대륙의 학년별 세계인지 변화를 살펴

보았다(그림 4). 세계인지 변화를 살펴볼 때 국가 수의 

증가는 인지의 양적 팽창으로, 국가 수의 감소는 양적 

수축으로, 상위 5개국 누적비중의 증가는 질적 수축으

로, 상위 5개국 누적비중의 감소는 질적 팽창으로 해석

했다. 곧, 양적 팽창은 응답 수의 증가를 양적 수축은 응

답 수의 감소를 의미하고, 질적 팽창은 응답의 다양화

를, 질적 수축은 응답의 단순화를 의미한다.

그림 4에서처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인지 국가 수

는 증가했고, 상위 5개국의 누적비중은 감소해 학년에 

따라 아시아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는 양적 및 질적으로 

팽창한다고 볼 수 있다. 3학년에서는 국가 수가 증가하

고 누적비중이 감소해 인지의 양적 팽창과 질적 팽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4학년은 국가 수가 감소하고 누적비

중이 유지되어 양적 팽창과 상대적인 질적 팽창이 이루

어졌다. 5학년은 국가 수는 유지하고 누적비중이 매우 

작은 규모(1%)로 감소하여 규모면에서 4학년의 인지상

태가 유지되나 세부적인 면에서 인지하는 국가가 달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의 경우 국가 수가 증가하

고 누적비중이 감소하여 인지의 양적 팽창과 질적 팽창

이 동시에 나타났다. 아시아 대륙에 대한 2∼3학년, 5∼

6학년의 인지 국가 수의 차가 유의하였다는 것을 고려

한다면 3학년과 6학년에서 아시아 대륙에 대한 세계인

지의 양적 팽창과 질적 팽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유럽 대륙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지 특성이

다(표 7).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학년별 국가 인지는 2

학년 10개국, 3학년 36개국, 4학년 28개국, 5학년 23개국, 

6학년 37개국으로 나타났다. 각 학년별 상위 5개국을 살

펴보면 2학년에서 6학년까지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각

표 7. 초등학생의 학년별 유럽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특성

학년 나라종수 유럽 국가에 대한 인지도
상위5개국 및 

누적비중

2 10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러시아 30 프랑스 14 이탈리아 5 영국 18

스웨덴 1 독일 4 스위스 2 오스트리아 1

네덜란드 1 스페인 3

계:79

순 나라이름 

1 러시아

2 영국

3 프랑스

4 이탈리아

5 독일

누적비중: 90%

3 36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러시아 41 프랑스 37 이탈리아 17 영국 29

스웨덴 5 독일 18 스위스 17 오스트리아 6

네덜란드 12 스페인 19 룩셈부르크 4 핀란드 5

포르투갈 7 그리스 11 체코 9 폴란드 2

바티칸시국 2 노르웨이 6 헝가리 3 불가리아 1

아이슬란드 2 몰타 1 덴마크 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

크로아티아 2 세르비아 1 몬테네그로 1 아제르바이잔 1

아르메니아 1 아일랜드 2 키프로스 1 우크라이나 2

모나코 2 알바니아 1 조지아 1 벨기에 1

계:277

순 나라이름 

1 러시아

2 프랑스

3 영국

4 스페인

5 독일

누적비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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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초등학생의 학년별 유럽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특성(계속)

학년 나라종수 유럽 국가에 대한 인지도
상위5개국 및 

누적비중

4 28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러시아 34 프랑스 50 이탈리아 27 영국 40

스웨덴 13 독일 27 스위스 27 오스트리아 1

네덜란드 15 스페인 16 룩셈부르크 3 핀란드 12

포르투갈 6 그리스 17 체코 1 폴란드 2

바티칸시국 1 노르웨이 5 헝가리 1 불가리아 1

아이슬란드 2 벨기에 3 덴마크 12 슬로바키아 1

키프로스 1 아일랜드 3 산마리노 1 우크라이나 1

계:323

순 나라이름 

1 프랑스

2 영국

3 러시아

4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누적비중: 55%

5 23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러시아 57 프랑스 43 이탈리아 34 영국 65

스웨덴 9 독일 37 스위스 24 오스트리아 3

네덜란드 3 스페인 26 산마리노 1 핀란드 2

포르투갈 7 그리스 7 체코 1 벨기에 3

크로아티아 1 노르웨이 2 헝가리 1 우크라이나 2

아이슬란드 2 세르비아 1 덴마크 6

계:337

순 나라이름 

1 영국

2 러시아

3 프랑스

4 독일

5 이탈리아

누적비중: 70%

6 37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러시아 60 프랑스 59 이탈리아 28 영국 52

스웨덴 25 독일 45 스위스 33 오스트리아 13

네덜란드 19 스페인 23 룩셈부르크 7 핀란드 14

포르투갈 9 그리스 22 체코 6 폴란드 12

바티칸시국 10 노르웨이 12 헝가리 3 루마니아 2

아이슬란드 13 몰타 1 덴마크 1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

크로아티아 3 리투아니아 2 에스토니아 1 아제르바이잔 2

아르메니아 2 아일랜드 5 모나코 2 우크라이나 4

벨기에 9 산마리노 1 그루지아 1 라트지아 1

리히테슈타인 1

계:517

순 나라이름 

1 러시아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스위스

누적비중: 48%

그림 5. 유럽에 대한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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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순서를 달리하며 차지했으며, 4순위에서 5순위까지 

독일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들로 널리 알려져 온 것과 무관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러시아의 경우 인접 국가

이자, 광대한 영토와 관련하여 이른 시기부터 인지된 까

닭으로 보인다. 상위 5개국의 누적비중(인지쏠림)은 2학

년 90%, 3학년 52%, 4학년 55%, 5학년 70%, 6학년 48%

로 아시아와 동일하게 3학년과 6학년에서 국가인지의 

다양화가 나타났으나 아시아와 달리 5학년에서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인지의 쏠림이 나타났다. 

학년별 유럽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변화는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이 확인된 3학년과 6학년에서 인지 국가 

수의 증가와 누적비중 감소에 따른 인지의 양적 및 질

적 팽창이, 4학년과 5학년에서 인지 국가 수 감소에 따

른 양적 수축과 누적비중 감소에 따른 질적 팽창이 나

타났다(그림 5). 인지의 양적 및 질적 팽창 폭은 6학년보

다 3학년이, 수축 폭은 4학년보다 5학년에서 더 컸다. 

아프리카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 특성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학년별로 인지 국가 수는 2학년 4개국, 3학

년 26개국, 4학년 15개국, 5학년 13개국, 6학년 26개국으

로 나타났다. 각 학년별 상위 5개국의 경우, 2학년에서 6

학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케냐, 가나가 순위

를 달리하며 상위 4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국가는 아프

리카 각 지역, 즉 북, 서, 동, 남부 지역에 각각 위치한다

는 점이 이채로운데, 이는 위치뿐만 아니라, 역사, 자연

표 8. 초등학생의 학년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특성

학년 나라종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인지도
상위5개국 및 

누적비중

2 4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케냐 1 이집트 2 모로코 1
남아프리카 

공화국
1

계:5

순 나라이름 

1 이집트

2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누적비중: 100%

3 26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케냐 9 이집트 10
콩고민주

공화국
2

남아프리카 

공화국
15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 르완다 1 우간다 3 알제리 2

나이지리아 4 세네갈 2 모로코 3 가나 9

가봉 1 마다가스카르 1 수단 7 남수단 2

리비아 3 짐바브웨 1 소말리아 2 앙골라 1

말라위 1 레소토 1 나미비아 1 튀니지 1

차드 1 에티오피아 1

계:85

순 나라이름 

1
남아프리카 

공화국

2 이집트

3 케냐, 가나

4 수단

누적비중: 59%

4 15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케냐 24 이집트 22
콩고민주

공화국
2

남아프리카 

공화국
17

튀니지 3 기니 1 잠비아 7 알제리 1

나이지리아 2 리비아 2 짐바브웨 2 가나 17

소말리아 1 마다가스카르 2 수단 1

계:104

순 나라이름 

1 케냐

2 이집트

3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4 잠비아

누적비중: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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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치 현황의 학습과 관련하여 소개되는 나라인 까

닭에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순위 국가는 3학년

은 수단, 4학년은 잠비아, 5학년은 모로코, 6학년은 나이

지리아였다. 상위 5개국의 누적비중(인지쏠림)은 2학년 

100%, 3학년 59%, 4학년 84%, 5학년 80%, 6학년 62%로 

나타났다. 

학년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변화는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이 확인된 3학년과 6학년에서 인지 국

가 수 증가와 누적비중 감소에 따른 인지의 양적 및 질

적 팽창이, 4학년에서 인지 국가 수 감소에 따른 양적 

수축과 누적비중에 증가에 따른 질적 수축이, 5학년에서 

인지 국가 수 감소에 따른 양적 수축과 누적비중 감소

에 따른 질적 팽창이 나타났다(그림 6). 

북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특성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학년별로 인지 국가 수는 2학년 3개국, 3학

년 10개국, 4학년 6개국, 5학년 5개국, 6학년 12개국으로 

표 8. 초등학생의 학년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특성(계속)

학년 나라종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인지도
상위5개국 및 

누적비중

5 13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케냐 6 이집트 17 모로코 3
남아프리카 

공화국
11

나이지리아 2 알제리 3 탄자니아 1 에티오피아 1

마다가스카르 3 수단 1 소말리아 1 가나 15

튀니지 1

계:65

순 나라이름 

1 이집트

2 가나

3
남아프리카 

공화국

4 케냐

5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누적비중: 80%

6 26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케냐 10 이집트 26
콩고민주

공화국
4

남아프리카 

공화국
19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 라이베리아 1 우간다 1 알제리 3

나이지리아 7 세네갈 3 모로코 4 가나 26

말리 1 마다가스카르 4 수단 11 남수단 1

리비아 1 짐바브웨 2 소말리아 5 적도기니 1

토고 1 에리트리아 1 나미비아 2 기니 6

차드 1 에티오피아 1

계:143

순 나라이름 

1 이집트, 가나

2
남아프리카 

공화국

3 케냐

4 나이지리아

누적비중: 62%

그림 6. 아프리카에 대한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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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각 학년별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2학년에서 

6학년까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각 1, 2, 3순위로 동일

하게 나타났다. 상위 5개국의 누적비중(인지쏠림)은 2학

년 100%, 3학년 96%, 4학년 99%, 5학년 100%, 6학년 

93%로 다른 대륙보다 높았다. 이는 우리와 정치 및 경제

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일상적으로나 교육과정 

상에 노출 혹은 출현 빈도가 높기 때문임은 자명하다. 

학년에 따른 북아메리카의 국가 인지 변화는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이 확인된 3학년에서 인지 국가 수 증가

와 누적비중 감소에 따른 인지의 양적 및 질적 팽창이, 

표 9. 초등학생의 학년별 북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특성 

학년 나라종수 북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인지도
상위5개국 및 

누적비중

2 3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미국 53 캐나다 9 멕시코 1

계:63

순 나라이름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누적비중: 100%

3 10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미국 62 캐나다 31 멕시코 15 쿠바 9

코스타리카 2 온두라스 1
앤티카 

바부다
1

트리니다드 

토바고
1

니카라과 1 자메이카 1

계:124

순 나라이름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4 쿠바

5 코스타리카

누적비중: 96%

4 6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미국 60 캐나다 32 멕시코 30 쿠바 3

자메이카 3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

계:129

순 나라이름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4
쿠바, 

자메이카

누적비중: 99%

5 5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미국 65 캐나다 43 멕시코 12 파나마 1

자메이카 1

계:122

순 나라이름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4
파나마, 

자메이카

누적비중: 100%

6 12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미국 72 캐나다 44 멕시코 30 쿠바 8

코스타리카 4 온두라스 1
도미니크 

공화국
4 벨리즈 1

파나마 2 자메이카 1 과테말라 1 아이티 2

계:170

순 나라이름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4 쿠바

5

코스타리카, 

도미니크 

공화국

누적비중: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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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과 5학년에서 인지 국가 수 감소에 따른 양적 수

축과 누적비중에 증가에 따른 질적 수축이 나타났다. 그

러나 누적비중이 평균 98% 이상으로 인지의 팽창과 수

축 정도가 아시아나 유럽, 아프리카에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남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초등학생의 학년별 인지 특

성을 정리한 것이 표 10이다. 학년별로 인지 국가 수는 

2학년 3개국, 3학년 10개국, 4학년 6개국, 5학년 5개국, 6

표 10. 초등학생의 학년별 남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특성

학년 나라종수 남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인지도
상위5개국 및 

누적비중

2 2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브라질 2 아르헨티나 2

계:4

순 나라이름 

1 브라질

2 아르헨티나

누적비중: 100%

3 9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브라질 27 아르헨티나 14 칠레 16 멕시코 6

우루과이 2 콜롬비아 1 수리남 1 베네수엘라 1

에콰도르 1

계:69

순 나라이름 

1 브라질

2 칠레

3 아르헨티나

4 멕시코

5 우루과이

누적비중: 94%

4 8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브라질 26 아르헨티나 12 칠레 18 멕시코 1

우루과이 2 콜롬비아 2 파라과이 1 페루 1

계:63

순 나라이름 

1 브라질

2 칠레

3 아르헨티나

4
우루과이, 

콜롬비아

누적비중: 95%

5 7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브라질 22 아르헨티나 12 칠레 16 멕시코 1

수리남 1 에콰도르 1 페루 3

계:56

순 나라이름 

1 브라질

2 칠레

3 아르헨티나

4 페루

5

멕시코, 

수리남, 

에콰도르

누적비중: 96%

6 10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브라질 42 아르헨티나 18 칠레 31 멕시코 4

수리남 1 에콰도르 1 페루 7 우루과이 4

콜롬비아 5 베네수엘라 2

계:115

순 나라이름 

1 브라질

2 칠레

3 아르헨티나

4 페루

5 콜롬비아

누적비중: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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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12개국이었다. 각 학년별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2

학년에서 6학년까지 브라질이 1순위로 동일하고 칠레, 

아르헨티나가 2, 3순위의 순서를 달리하여 나타났다. 4, 

5순위로 멕시코, 우루과이, 콜롬비아, 페루가 순서를 달

리하며 나타났다. 상위 5개국의 누적비중(인지쏠림)은 2

학년 100%, 3학년 94%, 4학년 95%, 5학년 96%, 6학년 

90%로 평균 95%로 북아메리카보다는 낮지만 다른 대륙

에 비해서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브라질에 대

한 이른 시기부터 높은 인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학년별 남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변화는 집

단 간 차이의 유의성이 확인된 3학년에서 인지의 양적 

및 질적 팽창이, 4학년과 5학년에서 양적 수축과 질적 

수축이,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이 확인된 6학년에서 인

지의 양적 및 질적 팽창이 나타났다. 그러나 누적비중이 

평균 95%로 인지의 팽창과 수축 정도가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 국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

지 특성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학년별로 인지 국가 

수는 2학년 1개국, 3학년 7개국, 4학년 6개국, 5학년 2개

국, 6학년 6개국이었다. 각 학년별 상위 5개국을 살펴보

면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가 1순위, 뉴질

랜드가 2순위, 파푸아뉴기니가 3순위로 동일하게 나타

났다. 상위 5개국의 누적비중(인지쏠림)은 2학년 100%, 

3학년 96%, 4학년 94%, 5학년 100%, 6학년 100%로 평

균 98%로 매우 높았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

드에 대한 인지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계 깊다. 

학년에 따른 오세아니아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변화

는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이 확인된 3학년에서 인지의 

양적 및 질적 팽창이, 4학년에서 양적 수축과 질적 팽창

이, 5학년에서 양적 수축과 질적 수축이, 6학년에서 인

표 11. 초등학생의 학년별 오세아니아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특성 

학년 나라종수 오세아니아 국가에 대한 인지도
상위5개국 및 

누적비중

2 1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오스트레일

리아
2

계:2

순 나라이름 

1
오스트레

일리아

누적비중: 100%

3 7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오스트레

일리아
25 뉴질랜드 11 피지 4 파푸아뉴기니 2

나우루 1 미크로네시아 1 투발루 1

계:45

순 나라이름 

1
오스트레

일리아

2 뉴질랜드

3 피지

4 파푸아뉴기니

5

나우루, 

투발루 

미르코네시아, 

누적비중: 96%

4 6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오스트레

일리아
23 뉴질랜드 7 피지 1 파푸아뉴기니 3

나우루 1 미크로네시아 1

계:36

순 나라이름 

1
오스트레

일리아

2 뉴질랜드

3 파푸아뉴기니

4
피지, 나우루, 

미크로네시아 

누적비중: 94%



―29―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1), 2021. 2.

지의 양적 및 질적 팽창이 나타났으나 누적비중이 평균 

98%로 인지의 팽창과 수축 정도가 매우 적다고 하겠다. 

이상을 통하여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세계인지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대륙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국가 인지가 증가하였고, 일부 국가에 대한 인지 쏠림은 

약화하였다. 세계인지의 양적 팽창과 질적 팽창이 대부

분의 대륙에서 3학년에서 1차, 6학년에서 2차로 나타났

으며 팽창 정도는 6학년에 비해 3학년이 더 컸다. 아메

리카(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일부 

나라들에 대한 인지 쏠림 현상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

카에 비해 매우 큰 편이었다. 이는 이 대륙에 영토와 영

향 면에서 워낙 대국이 존재하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3.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오류 분석

만약 학년이 올라갈수록 세계인지가 높아진다면, 오

류 값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한다. 그렇지만 학

년에 따른 세계인지 오류의 평균은 2학년 1.30(SD = 

1.40), 3학년 1.38(SD = 3.60), 4학년 1.13(SD = 1.52), 5학

년 1.34(SD = 1.30), 6학년 1.93(SD = 2.19)로 전체적으

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세계인지 오류 간

의 분산분석 또한 F = 23.16(p = 0.231)로 유의하지 않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세계인지 오류가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세계인지의 정도와 세계인지의 오

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국가응답수와 오류응답수의 

Person 상관관계는 .18(P < .001),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

된 설명력은 3%(p < .01)로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오류는 

학년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개인의 인지 확장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분석에서 발견된 오류 사

례로는 대륙, 도시, 행정구역 이름을 국가로 인지한 경우, 

‘지구’를 비롯하여 ‘무인도’, ‘외국’, 사막’이라 쓴 경우, 혹

은 민족이나 사람 이름을 쓴 경우, 그리고 국가명을 잘

못 쓰거나 글자 해석이 어려운 경우 등이었다. 그 중에

서 대표적인 몇 가지 오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대

륙을 나라로 오해한 사례이다(표 12).

학년별 오인은 2학년 48건으로부터 6학년 40건으로 

모두 207건이 발견되었는데, 5학년 > 2학년 > 6학년 > 

3학년 > 2학년 순이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108건

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15년 전의 연구 결과와도(이

경한, 2006) 동일한 현상으로서 대륙에 대한 지리정보 

및 학습량의 빈약과 관계 깊은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대목으로 사료된다. 

한편,학년과 대륙명의 국가 명 오인 간 분산분석은 F = 

2.39(p = 0.051)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학년과 성별 

간 관계도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어 도시를 나라로 오

표 11. 초등학생의 학년별 오세아니아 대륙에 대한 세계인지 특성(계속)

학년 나라종수 오세아니아 국가에 대한 인지도
상위5개국 및 

누적비중

5 2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오스트레

일리아
44 뉴질랜드 5

계:49

순 나라이름 

1
오스트레

일리아

2 뉴질랜드

누적비중: 100%

6 6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나라이름 응답수 

오스트레

일리아
47 뉴질랜드 19 피지 4 파푸아뉴기니 6

팔라루 2 투발루 3

계:81

순 나라이름 

1
오스트레

일리아

2 뉴질랜드

3 파푸아뉴기니

4 투발루

5 팔라우

누적비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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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례를 학년별로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처럼 도시명을 국가명으로 오인한 사례는 3

학년 > 4학년 > 6학년 > 5학년 > 2학년 순으로 나타났

다. 그 중에서 빈도가 높은 도시는 홍콩(54) > 파리(17) 

> 두바이(9) > 뉴욕(8) > 런던(7) 순이었다. 분산분석을 

학년과 성별로 실시하였으나 역시 양자 사이의 관계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행정구역을 국가명으로 

오인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학년별로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류 사례는 6학년 > 3학

년 > 5학년 > 2학년 > 4학년 순으로 많았고, 그 빈도는 

그린란드(17) > 하와이(16) > 괌(13) > 제주도(7) > 알래

스카(6) 순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행정

구역명의 국가명 오인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F 

표 12. 초등학생의 학년별 세계인지 오류(대륙명의 국가명 오인 사례)

오인대륙

학년
아프리카

극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계

북극 남극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2 22 5 2 4 13 1 1 0 0 48

3 16 6 8 4 2 0 0 0 0 36

4 12 5 5 4 0 0 0 0 0 26

5 37 2 1 6 6 0 0 2 3 54

6 21 3 3 9 2 1 0 0 1 39

계 108 21 19 27 23 2 1 2 4 203

표 13. 초등학생의 학년별 세계인지 오류(도시명의 국가명 오인 사례) 

학년 도시명의 국가명 오인 사례 상위 3위 

2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파리 3 런던 1 부산 1 대구 1 서울 1

홍콩 3

도시 계: 6 응답 계: 10

순 도시 이름 

1 파리, 홍콩

2
런던, 서울, 

부산, 대구 

3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파리 3 런던 1 도쿄 1 홍콩 3 베이징 2

타이완 1 방콕 1 카투만두 1 뉴델리 1 하노이 1

마닐라 1 베를린 1 로마 1 베른 1 마드리드 1

아테네 1 프라하 1 모스크바 1 오타와 1 아바나 1

워싱턴DC 2 멕시코시티 1 브라질리아 1 산티아고 1 몬테비데오 1

리마 1 아크라 1 다카르 1 세부 1 마추픽추 1

두바이 2 사이판 1 캔버라 1

도시 계: 33 응답 계: 40

순 도시 이름 

1 파리, 홍콩

2

워싱턴DC, 

두바이, 

베이징

4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파리 2 런던 1
코타키나

발루
1 홍콩 9 바로셀로나 1

카이로 1 방콕 1 베네치아 1 로마 1 베른 1

워싱턴DC 1 뉴욕 3 캘리포니아 1 모스크바 1 암스트레담 1

두바이 1 캔버라 1 마추픽추 2

도시 계: 18 응답 계: 30

순 도시 이름 

1 홍콩

2 뉴욕

3
파리, 

마추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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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초등학생의 학년별 세계인지 오류(도시명의 국가명 오인 사례) (계속)

학년 도시명의 국가명 오인 사례 상위 3위 

5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파리 1 뉴욕 3 시드니 1 홍콩 15 레이캬비크 1

모스크바 1 방콕 1 이스탄불 1 두바이 1 하노이

도시 계: 9 응답 계: 26

순 도시 이름 

1 홍콩

2 뉴욕

6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도시이름 응답수 

파리 4 런던 4 비엔나 1 홍콩 24 시드니 1

타이완 2 방콕 2 이스탄불 2 뉴욕 1
샌프란

시스코
1

민스크 1 멜버른 1 로마 4 모스크바 1 스톡홀름 1

두바이 5

도시 계: 16 응답 계: 55

순 도시 이름 

1 홍콩

2 두바이

3
파리, 런던, 

로마

표 14. 초등학생의 학년별 세계인지 오류(행정구역명의 국가명 오인 사례) 

학년 행정구역명의 국가명 오인 사례 상위 3위 

2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캘리포니아 2 제주도 4 하와이 3 괌 1

행정구역 계: 3 응답 계: 10

순 행정구역

1 제주도 

2 하와이 

3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캘리포니아 1 제주도 1 하와이 3 웰링턴 1 괌 4

발리 1 티베트 1 알래스카 1 그린란드 2

행정구역 계: 9 응답 계: 15

순 행정구역 

1 괌

2 하와이

4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제주도 1 하와이 2 괌 2 발리 1 그린란드 2

스코틀랜드 1

행정구역 계: 6 응답 계: 9

순 행정구역 

1
그린란드, 

하와이, 괌

5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하와이 1 발리 1 알래스카 1 그린란드 1 아마존 1

갈라파고스 1
푸에르

도리코
1 시베리아 4

행정구역 계: 8 응답 계:11

순 행정구역 

1 시베리아

2 그 외 7구역

6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행정구역 응답수 

제주도 1 하와이 7 괌 6 발리 2 알래스카 4

그린란드 12 스코틀랜드 3 웨일스 2
푸에르

도리코
2 시베리아 1

네브라스카 1

행정구역 계: 11 응답 계:41

순 행정구역 

1 그린란드

2 하와이

3 괌



초등학생의 세계인지의 종단적 발달 특성 및 그 지리교육적 함의

―32―

= 5.93,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

후검증에서 6학년과 5, 4, 3, 2학년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III.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특성 종합 고찰 및 

지리교육적 함의

본 장에서는 II장의 초등학생 세계인지 분석결과를 

비교 종합하고 그에 따른 초등 지리교육에 주는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초등학생의 학년별 세계인지 

특성을 비교 정리하면, 먼저 2학년의 경우, 인지 국가의 

수가 적고 그와 관련하여 대륙별 특정 국가에 대한 인

지쏠림이 크게 나타났다. 세계 인지에서 국가 명 대신에 

지구, 무인도, 외국, 사막, 특정 민족명이나 제주도, 부산, 

대구, 서울 등 국내 도시(지역)명, 대륙 명 등이 등장함

으로써 장소나 지역 간의 관계를 병렬적으로 인지하는 

특성을 보였다(서태열, 2005, 130). 특히 다른 학년에 비

해 아시아를 나라로 알고 있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아시아와 대한민국을 나라란 동일한 공간위계로 이해하

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더라도 다양한 지리 개념이나 

지역 명칭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 학습에는 모

종의 긍정적인 기능과 의의도 있다고 여겨진다.

3학년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전 대륙

에 걸쳐 세계 인지, 곧 알고 있는 국가가 매우 다양하고 

풍요로워지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국내 행정구역을 국

가로 오인하는 경우가 사라졌으며, ‘아시아’를 국가로 오

인하는 정도가 6학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련화하여 국

가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구성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인지가 양적 및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는 만큼 세계의 도시나 행정구역을 나라로 오인

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4학년의 경우 인지 국가의 수가 소폭 증가하는 특성

을 보였다. ‘아시아’를 국가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대륙을 국가로 인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대륙-나라의 개념 위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인지는 3학년에 비해 증가하였

으나 인지 오류의 빈도는 줄어 세계인지에 대한 1차 개

념적 정련화가 정립되는 시기로 판단된다. 

5학년에서는 세계 인지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수축이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 나타났다. 대륙별 인지 국가수

면에서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는 4학년과 비교해 국가수, 

인지쏠림의 비중 변화가 거의 없으나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표집 집단 선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도 국토지리 중심의 초등 사회과 지리영역 학습에

따라 다른 학년에 비하여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 대한 

정보를 누적 혹은 확장할 기회가 축소된 탓으로 여겨진

다. 곧, 3학년이나 4학년에서는 고장과 시･도 단위 지역 

학습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가 제시되는 반면에 5

학년 과정에서는 그 같은 학습 내용이 부재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륙에서 

질적 수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과 유럽의 상위 5개

국(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대한 누적비

중이 4학년보다 오히려 15% 증가하는 질적 수축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6학년의 경우 3학년의 1차 인지팽창 

이후 대륙별 세계인지의 양적 및 질적 도약이 크게 나

타나는 2차 인지 팽창을 보이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상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특성을 종단

적으로 정리하면, 모든 학년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지 비중이 비록 근소한 차이였지만 가장 높았고, 오세

아니아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는 2005년의 연구에서

(이경한, 2006) 유럽 국가들에 인지가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해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

에 대한 인지도 전학년에 걸쳐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모

든 학년에서 동아시아(중국, 일본, 대한민국) 3국과 러시

아에 대한 인지쏠림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 인지 특성도 재확인되었다.

한편, 이경한(2006)의 연구에서는 4학년에서 인지적 

도약이 한번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세계인지의 급격한 양적 및 질적 팽창이 3학년에

서 1차, 6학년에서 2차로 두 차례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처럼 

2020년 현재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팽창이 1개 학년 하

향화하였고 팽창의 시기가 1회에서 2회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15년 동안 스마트폰의 저변화가 대신 말해주

듯 교통통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세계 각국에 대한 

정보량이 증대하고, 또한 가족 단위 세계 여행 활성화도 

그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



―3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1), 2021. 2.

육과정에서 탄력적 환경확대법이 적용된 결과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해석된다. 곧, 2009개정 교육과

정 이후로 이루어진 ‘슬기로운 생활’과의 세계지리 관련 

내용의 도입과 3, 4학년 과정의 지리 학습에서 이른바, 

탄력적 환경확대법의 본격적인 적용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세계인지 팽창의 1, 2차 시기에 세계인지 

오류도 크게 증가한다는 점은 지리 학습에서 보다 정확

한 지리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곧, 3

학년에서 세계지리 관련 내용을 제시할 때 최소한 국가

와 대륙에 대한 간략한 위치 정보와 정확한 명칭을 제

시하고, 6학년 과정에서 공간의 위계적 관계와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초등학생의 세계인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학습과 실제 삶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의 산

물이다. 그런 까닭에 교육과정이나 시대의 변화, 그리고 

여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 것임

은 분명하다. 여기에 최근 COVID-19의 전 세계적인 유

행으로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 경로, 국가별 감염 현황 

등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실시간 전달되

면서 세계 각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세계지리 정보 획득의 기회와 양이 큰 폭으로 늘

어났다.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 구현된 환경확대법의 

탄력적 적용은 세계 여러 곳에 대한 학습을 학년군마다 

가능하게 했고, 국제이해교육 등의 범교과학습은 교육 

전반에 걸쳐 세계 여러 곳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노출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가족 단위 세계 여행 활성화

도 보이지 않게 초등학생의 세계 인지에 무시 못할 영

향을 주었음은 물론일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의 

결과 초등학생의 세계인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

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가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선정 

및 조직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 세계인지의 도약이 4학

년에서 3학년으로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이는 초등 3학

년 학생들의 세계 이해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말하

고, 그에 따른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초등 사회과의 전통적인 내용 조직 방식

인 환경(지평)확대법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간 초등 지리교육 분야의 연구에서는 환경(지평)확대법

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대안이 모색되어왔다(류재

명, 1998; 남호엽, 2002; 서태열, 2003; 김재일, 2007; 임용

덕･이동원, 2011; 이간용, 2019). 곧, 환경이나 지역의 공

간 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리 내용의 구성 방

식으로서 지역 스케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지평확대 방

식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동심원적 방식, 곧 다양한 공간 

규모의 지역을 사례로 지리 내용을 주제 통합적으로 구

성하는 방식으로서 지역 스케일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조

직 방식이(서태열, 2005, 346-350)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

다. 이 경우 3학년 첫 주제로서 ‘세계와 우리 고장’으로 

잡고, 현행 6학년의 ‘지구, 대륙, 나라들’ 내용의 일부를 

내용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세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바탕을 마련한 상태에서 고장 및 

지역 학습을 전개하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초등 통합교과 지구 주제에 도입된 지평

확대 역전모형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줌인

(Zoom In) 방식의 내용 조직은 전체를 조망하고 망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속에서 자신과 장소를 위

치시키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자칫 자기중심

적 세계관을 지니게 할 개연성이 높은 환경확대법보다

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왜냐

하면 부분은 항상 전체 속에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간용, 2019). 물론 독일의 경우 지평확대 역전모형을 

강제한 것은 아니고 양자택일로 맡겨 놓았지만, 교육과

정이란 공식 문서에서는 역전 모형 방식으로 진술해 놓

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표 15).

한편, 학년별 세계인지 오류의 다양한 사례와 대륙별 

표 15. 독일 2017/18 교육과정 초등 ｢통합교과｣ ‘지구’ 주제의 

학습 내용

학습 내용의 계열

1) 우리의 지구는 우주 공간의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 지구상에서 어떤 환경을 발견할 수 있는가?(전 세계의 환경)

3)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유럽-독일-우리 주: 베를린 혹은 

브란덴부르크)

4)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정치와 행정)

5)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옛날과 오늘날의 이야기)

6) 옵션 주제: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보이고, 왜 생겼을까?(경관과 

생태)

자료: LISU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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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지에서 인지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모종의 지리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는 교육과정의 특성에 선택

적 집중이 필요한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측

면이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지역에 대한 편견과 편향적 

인지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확한 지리 개념과 용어의 구사와 함께 

지리 탐구 혹은 조사 활동을 구성할 때 학생들로 하여

금 다양한 지역을 선정하여 자기주도적인 탐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프

리카 대륙에 대한 균형잡힌 정보와 시각을 기를 수 있

도록 유의해야할 필요성도 재확인 되었다. 이는 세계화 

시대의 미덕이자 바람직한 지리 학습의 과제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경한(2006)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 모두

에서 초등 중학년(3～4학년) 과정에서 세계 지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이 재확인되었고, 이는 의미있는 변화

상으로서 교육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엔 의심

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IV. 결론 및 제언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특성과 그 변화상 연구는 초등 

지리학습의 내용 선정 및 조직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주

제로서 초등 지리연구의 지속적인 관심사이자 숙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현재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에 대한 종단적 발달 특성을 고찰하고, 아울러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면서 초등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발달 특성

을 요약하면, 첫째, 초등학생의 세계인지는 학년이 올라

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그 폭과 정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세계인지에 대한 1차 인지팽창은 3

학년에서, 2차 팽창은 6학년에서 나타났으며 2006년에 

비해 인지팽창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4학년에서 3학년으

로 1개 학년 하향화하였고, 인지팽창 횟수는 1차례에서 

2차례로 증가하였다. 둘째, 대륙별 세계인지 특성의 분

석 결과, 인지도가 가장 높은 대륙이 유럽(이경한, 2006)

으로부터 아시아로 변화되었는데, 특히 동아시아와 러

시아에 대한 인지쏠림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초

등학생의 세계인지 오류는 학년 변수보다는 개인 변수

에 더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세계인지의 양이 많아질수

록 인지 오류도 증가하였다. 인지 오류의 빈도가 가장 

높은 대륙은 아프리카, 도시는 홍콩으로서 이는 2005년

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이후 비약적인 정보통신 기

술의 발달에 대한 세계에 대한 정보량의 증대, 가족 단

위 세계 여행의 증가, 세계화의 일상적 경험 등 사회경

제적 영향과 함께 무엇보다도 초등 사회과 지리영역의 

학습 주제에서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이른바 탄력적 지평확대법의 본격 적용 등

이 그 요인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2020년 현재 초등학생의 세계인지는 학

년 승급과 함께 증대하는 가운데 인지 팽창의 시기가 4

학년으로부터 3학년으로 앞당겨 졌고, 세계인지가 가장 

높은 대륙이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 변화되었는데, 특

히 동아시아에 대한 인지쏠림이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와 교육과정의 변화

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지리 교육에 주는 함의

는 첫째, 세계인지에 대한 인지팽창 시기의 하향화와 국

가인지도 증대는 사회과 지리 영역의 전통적인 조직 원

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에 따

라 환경확대 역전법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면 3학년 과

정에서 세계와 고장 단원을 재설정함으로써 학습자의 세

계인지와 이해의 토대를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두 차례 인지팽창기의 발달적 특성을 존중하여 세

계지리 지식을 정련화할 수 있는 내용 선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초등학

생의 세계인지는 단순히 ‘알고 있는 나라 이름’만으로 규

명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계인지는 공간인지를 기반으

로 하는데, 공간인지에는 ‘위치’와 ‘공간계열’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의 세계인지를 ‘위치’ 인식과 관련

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년에 따라 세계인지가 상승한다

고 알려졌으나 그 세부적인 발달 특성을 구체적으로 상

세히 밝혔으며, 그에 따라 초등 지리학습의 내용 선정과 

조직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울러 기존 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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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다른 학년이 표집되어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라는 점도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

구로서 세계 인지에 영향을 준 요인의 구명과 세계 인

지에 대한 공간인지적 측면의 연구 등 보완 작업이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

1) 누적비중은 상위 5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위순위에서 동

순위가 나타날 경우 다음 순위에서 빼고 순위를 매겼다. 동순

위가 4순위 이하에서 나타날 경우 누적비중에 모두 포함시켰

으나 5순위 동순위가 나타날 경우 5순위 국가 중 한 국가만 누

적비중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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