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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자발적 지리정보인 오픈스트리트맵(OpenStreetMap, OSM)을 활용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지도 수업과 학생

활동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도 수정과 편집이 자유로운 오픈스트리트맵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지도 편집을

수행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 활동 및 수행 평가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총 8차시의 주제선택

활동을 계획하였고, 지형지물의 위치, 굴곡, 형태, 크기, 면적에 대해 학생들은 점, 선, 면의 지도 기호를 사용하여 지도 입력과

수정. 편집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 활동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지도 정보 입력 및 편집 활동 결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다섯

단계의 지도 습득 수준으로 분류하여 각 활동 수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지도와 모바일

기기의 지도 활용 환경을 감안하여 학생 주도의 디지털 지도 학습과 지도 교육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주요어 : 오픈스트리트맵, 지도학습, 자발적 지리정보, 자유학기제, 학생참여

Abstract :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mapping application and practice class of OpenStreetMap (OSM), a 
representative volun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the free semester system of middle school. From the
results of a performance assessment of activities undertaken by students such as editing and modifying OSM
with point, line, and area cartographic elements for delineating topographic features, this research analyzes two
factors: the level of OSM editing ability and map learning comprehension of each student, and the characteristic 
contents of each level. Being accustomed to using the Internet maps and their contents on mobile devices in
their daily lives provides a robust background for supporting OSM practices in  student-led instructional practices.
From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ducational application and its potential for increasing educational 
outcomes of OSM will contribute to teaching and learning with maps, emphasizing student-led instructional 
practice being to be increased.
Key Words : OpenStreetMap, Map learning,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Free semester system, Stud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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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도는 지리 교육과 학습에서 중요한 대상이자 학생들

의 공간 인식을 학습하는데 유용한 교육 도구이다. 지도의 

활용은 지도 그 자체의 교육적 목적 뿐만 아니라 지도를 통

한 학생들의 생활공간의 이해와 사고력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Wiegand, 2006). 현재 초중고 학생들은 모바일 기기

와 인터넷 등 웹기반 지도 서비스와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

이다.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넘어 직접 디지

털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세대이다(강영옥, 2008; 오충원, 2013). 이

러한 상황 변화는 학교 수업에서도 학생이 직접 지도를 편

집하고 편집된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도 학습과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리정보시

스템과 디지털 지도 교육,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활동 등 

이다(Wiegand, 2006).

오픈스트리트맵(OpenStreetMap, OSM)은 이용자가 직

접 지도를 편집하고 수정, 갱신까지 가능한 자발적 지리정

보 기반의 지도 플랫폼이다(Haklay, 2010; Neis and Zielstra, 

2014; Arsanjani, et al., 2015). 이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 다

양한 지도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쌍방향에서 공유하는 오

픈스트리트맵이 주목받고 있다. 지도 학습과 지도 교육 측

면에서도 지도 정보의 입력과 수정, 편집이 가능한 오픈스

트리트맵과 학교 수업과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Shiau 

et al., 2018). 비록 많은 연구들이 오픈스트리트맵의 데이

터와 분석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STEM교육과 지리

정보 개방성에 기반 한 지도 교육적 접근과 수업 활용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지도 기반의 지도 학

습과 지도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오픈스트리트맵을 

통한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의 지도 교육 사례가 종이 지도 기반인 반면, 상대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지도 기반의 지도 교육과 지도 

학습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러한 상황을 보

완하고 앞으로 디지털 지도 기반의 지도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에서 학생이 직접 지도를 수정하고 편

집하는 지도 학습의 실천적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도 수정과 편집이 자유로운 오픈

스트리트맵을 활용하여 학생이 직접 지도 편집을 수행하

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 활동 및 

수행 평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생은 다양한 축척에

서의 지도 요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디

지털 지도의 교육적 활용성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이

는 이전까지 종이지도 방식의 지도 학습과 지도 교육에서 

벗어나 인터넷 지도 기반의 교육적 가능성을 실제 학교 현

장에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연구 방법

학생들이 직접 지도를 수정하고 편집하기 위해서는 학

생 주도 수업활동이 필요하고 관련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도 사전 수업 활동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생이 특정한 지

도 편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시간과 시수 확보

도 필요하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사전 

활동이 가능한 수업 환경이 될 수 있어, 연구자(교사)는 학

생에게 오픈스트리트맵의 기본 기능을 소개하고 실습에 

필요한 사전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후 학생들은 수업

과 과제물 활동에서 오픈스트리트맵의 지도 수정 기능을 

익힌 후 지도 수정과 편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중학교 1학

년 5개 반 114명을 대상으로 총 8차시의 주제선택 활동 방

식으로 자유학기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2인 1조의 

모둠을 구성하고 차시별로 수업 진행 과정을 계획하고 컴

퓨터 활용이 가능한 정보화 실습실에서 진행하였다. 8차

시 동안 학생은 오픈스트리트맵에서 제공하는 ‘연습하기’

와 ‘편집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지도 제작 및 편집 실습을 

진행하였다.

수업 계획은 단원의 성취기준을 참고하여 중학교 1학년 

‘내가 사는 세계’ 단원을 선정하였다. ‘내가 사는 단원’의 성

취 기준은 위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예: 경위도 좌표, 

랜드마크 활용 등)과 이를 활용한 공간 스케일 개념을 담

고 있다. 또한 이 단원은 일상 생활의 다양한 지리정보 기

술 활용 사례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실생활과 연

결되는 지도 활용성을 학생이 인식하고 디지털 지도를 통

해 지도 수정과 편집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화된 

지도 정보를 직접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실습은 사전 수업과 수업 후 실습으로 나누어 진행하였

다. 사전 수업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지

도의 핵심 내용을 학습하고 수업 후 실습에서는 오픈스트

리트맵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실습 내용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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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차시별 오픈스트리트맵 활용 수업의 주요 내용이다.

‘연습하기’를 끝낸 후 학생들은 4차시부터 6차시까지 실

제 자신이 익숙한 지역의 지도를 편집하는 실습을 수행하

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오픈스트리트맵에서 자

신의 동네와 학교 주변 지도를 직접 수정하였다.

마지막 차시인 8차시에는 학생의 지도 인식 변화와 오

픈스트리트맵 활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총 11개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

고 주요 내용은 오픈스트리트맵 평가, 지도 제작 및 수정, 

편집 과정에서 습득한 지도 지식, 교과서 내용과의 연계 등

으로 구성하였다.1)

II. 선행 연구 고찰

지도는 인터넷 발달과 활용 영역의 확대, 디지털 지도 제

작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그 어느 때 보다도 친

숙한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대중성에 비해 교육 

현장이나 학교 수업에서의 디지털 지도 활용과 그 과정에

서의 학생들의 체험과 인식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드

물다.

전통적 의미에서 지도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는 ‘도해력

(graphicy)’ 측면에서 주요 연구 대상이지만(Balchin and 

Coleman, 1973), 디지털 지도와 연관한다면 여러 주제와 

내용이 제시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업에서 GIS의 시각

적 효과와 도구로서 활용성(정인철·김지희, 2006), 지도 

도해력과 교수-학습적 의미(이종원, 2011), 지역학습의 도

구적 측면(이간용, 2007), 초등사회과의 학습주제(윤옥

경·한정혜, 2014), 디지털 지도를 통한 증강현실의 교육

적 적용(박정환·김영훈, 2012, 2013)등을 들 수 있다. 이

후 공간정보와 컴퓨터를 통한 지도 제작 및 지도 콘텐츠 서

비스가 확산되면서 웹 기반 지도를 활용한 교육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김정아·고병오, 2005; 배선학, 2008; 윤옥

경·한정혜, 2014).

지리정보시스템이 교육 분야와 수업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그 중요성이 이미 검증받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

털 지도는 그 자체로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도구로 인정받

고 있다(Forer and Unwin, 1999; Green, 2001; Wiegand, 

2001, 2006; Alibrandi, 2003). 또한 디지털 지도는 다른 교

과와 학문적 융합 측면에서도 교육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Baker, 2012; Ercan et al., 2016; Shiau et al., 2018).

나아가 웹 2.0 환경과 지도 콘텐츠 확장성(강영옥, 2008)

은 디지털 지도의 사용자 측면의 쌍방향을 반영한 지리정

보시스템의 필요성(오충원, 2013)과 함께 디지털 지도와 

관련한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강영옥·손세린, 2016) 역시 오픈소

스 기반의 디지털지도의 교육적 논의의 기반이 된다.그럼

에도 민간기업의 지리정보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수업 활용이나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 또는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접속하거나 고가

표 1. 차시별 오픈스트리트맵 활용 수업의 주요 내용

차시 학습 내용
OSM 

활용방법

자유

학기제

1차시

1. 위치 표현 방법과 특징 이해

2. 지도 구성 요소의 이해

3. 오픈스트리트맵의 이해

OSM 

연습하기

2차시/

3차시

1. 오픈스트리트맵 살펴보기, 종이지도와 다른 웹지도와의 차이점 파악하기

2. 오픈스트리트맵 기본 사용방법 이해

3. 오픈스트리트맵 연습하기: 오픈스트리트맵에서 가상 편집하기 실습

OSM 

연습하기

4차시

1. 편집하기 지역 선택(학교 주변, 자기 동네)

2. 선택된 지역을 모둠별로 오픈스트리트맵 지도에 부족한 부분을 파악 

3. 선택한 지역 답사(모둠별로 편집하고자 하는 동네/지역 답사)

OSM 

편집하기

5차시/

6차시

1. 오픈스트리트맵 지도 편집

2. 편집한 부분 발표하기

OSM 

편집하기

7차시
오픈스트리트맵을 배경지도로 활용하여 커뮤니티매핑 실습 –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물 제안

OSM 

편집하기

8차시 프로젝트 수업 결과 발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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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점은 지리정보소프

트웨어를 다루는 교사의 기술적 전문성과는 별개로 교실 

수업 적용의 현실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Baker 

and Bednarz, 2003).

이에 반해,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비용 제약 없이 웹상

에서 사용자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는 자발적 지리정

보(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VGI) 시스템은 

지도 제작과 지도 정보의 교육 콘텐츠 확장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2) 사용자가 생산하고 소비하

는 인터넷 콘텐츠 차원으로 이해되는 자발적 지리정보

(VGI)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보 공유에 의해 지

리정보가 생산되고, 수정, 갱신, 확산이 이루어지는 일종

의 대중 참여적인 지리정보이다(오충원, 2013; Goodchild, 

2007; Sangiambut and Sieber, 2016).

정보의 자발적 구축과 공유 측면에서 위키피디아가 텍

스트 기반의 지식 정보 서비스라면 오픈스트리트맵은 지

도 데이터와 정보 기반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오픈스

트리트맵은 사용자에 의해 지도 편집과 정보 공유 뿐만 아

니라 이용자 규모와 접근성,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측면에

서 가장 넓은 확장성과 자발성을 확보하고 있다(Haklay 

and Weber, 2008; Haklay et al., 2010; Neis and Zielstra, 

2014).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도 오픈스트리트맵

은 사용자에 의한 지도정보의 입력과 수정, 갱신 등이 자유

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Neis and Zielstra, 2014).

이러한 오픈스트리트맵의 대중성과 확장성에 비해 오

픈스트리맵 관련 연구는 주로 지도 데이터의 질과 정확성, 

기술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픈스트

리트맵상의 공간 데이터 정확성과 질(Girres and Touya, 

2010; Haklay, 2010; Goodchild and Li, 2012; Barron et al., 

2014; Fan et al., 2014; Touya and Reimer, 2015; Balducci, 

2019), 자발적 지리정보와의 관련성(Haklay, 2010; Neis et 

al., 2013), 데이터의 지리적 편중(Haklay, 2010; Neis and 

Zipf, 2012; Neis et al., 2013), 도시 사회적 특성과 이해

(Quinn, 2017), 데이터 구축과 정치 역학(Bittner, 2017; 

Lin, 2018), 특정 지역의 지리정보 구축(So and Duarte, 

2020)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정치·사회적 분야에 비해 교육적 활용

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연구는 시작 단계이다. 예를 들어 

오픈스트리트맵의 교육적 활용 잠재력 논의(Ormeling, 

2008; Bartoschek and Keßler, 2013)와 교육적 확산 요인 

분석(Shiau et al., 2018)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 비록 대학 

교육 차원이지만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현장의 적용과 확

산, 교육적 효과 평가 등의 연구도 제안되고 있다(Shiau et 

al., 2018). 

따라서 이런  논의들은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동기가 되었

으며 실제적인 오픈스트리트맵 의 교육적 활용 효과는 앞

으로 자발적 지리정보시스템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 콘텐

츠 개발과 함께 지속되어야 한다. 

III. 오픈스트리트맵의 지도 학습 적용

1. 오픈스트리트맵 개관

오픈스트리트맵은 2004년 8월 9일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의 Steve Coast에 의해 고안되었다. 처음

에는 영국 전역의 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자

유로운 지도정보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 2006년 8월 22일 

비영리기구인 오픈스트리트맵 재단이 설립되었다(wiki. 

openstreetmap.org). 오픈스트리트맵은 오픈소스 방식의 

참여형 무료 지도서비스로서 집단 지성 형식으로 누구나 

편집과 활용이 가능하있다. 단순한 지도 입력과 편집에서

부터 GPS를 이용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의 기록과 입력까

지 가능하다(ko.wikipedia.org).

2020년 2월 7일 현재 이용자 수는 630만 명이 넘고 140만 

명 이상의 편집자들이 매일 350만  건 이상의 지도 수정에 

참여하고 있다.3) 확장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플랫폼과 지

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용자의 지도 콘텐츠 생산까

지도 가능하다(Vickery and Wunsch-Vincent, 2007). 오픈

스트리트맵은 ODbL(Open Data Commons Open Database 

License)이라는 운영 환경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픈스트리트맵 사용자들은 지도의 수집, 갱신,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하다(Neis and Zielstra, 2014).

이러한 오픈스트리트맵의 개방성에 기반한 플랫폼 환

경은 개방과 협력, 참여, 공유와 같은 지도 개념을 반영한 

이용자 참여 중심의 웹 2.0 인터넷 환경과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오픈스트리트맵은 기술적 관련성을 바탕으

로 지도 교육과 지도 학습이 가능한 실습 환경을 제공하

고 있다. 그 중 디지털 지도의 정보 입력과 지도의 수정·

편집이 가능한 요소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4) 또한 직

접 지도를 편집하고 활용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그 

외 태그기능과 추가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오픈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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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을 활용한 동네지도 만들기와 커뮤니티매핑 제작도 가

능하다.

2. 오픈스트리트맵의 ‘연습하기’

오픈스트리트맵에서는 학생이 연습하기 기능에서 지도

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편집에 대해 미리 연습할 수 있다. 

지도에 대해 기본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도 편집을 해 본 경

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연습하기 자체만으로 기본적인 지

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연습하기에서는 참고할 배경지도로서 가상 지역의 위

성영상이 제공된다. 학생은 단계별로 점, 선, 면의 편집 방

법을 익힐 수 있다. ‘연습하기’에서 학생은 실제 지도 편집 

전 단계에서 지도상에 기호로서 점, 선, 면의 지리적 사항

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지형지물을 점, 선, 면의 기호적 분

류로 표시할 수 있다. 그 외 지형지물 검색을 통해 해당 지

물의 속성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공간 탭을 이용하

여 건물이나 공터를 지도에 입력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실

습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IV. 오픈스트리트맵 수업 및 

학생 활동 평가

1. 오픈스트리트맵 수업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에서 오픈스트리트맵을 활용한 

지리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의 수행활동을 

통해 학생의 지도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픈스트리트맵을 활용한 지도 

학습은 ‘연습하기’와 ‘편집하기’를 통해 오픈스트리트맵 활

용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전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픈스트리트맵을 처음 접하고 디지털 지도 편

집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사전 수업으로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습을 통해 지도 수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

었다. 

이를 감안하여 교사는 1차시 수업 전에 오픈스트리트맵

과 기존 웹지도와의 차이점, 교사에 의한 시연, 점·선·

면 기초 개념의 이해, 수행 요소에 따른 수준 단계 설정 등

을 오픈스트리트맵 수업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수업 설계에 따라 학생들은 오픈스트리트맵의 

‘연습하기’에서 제공하는 가상 지역의 위성영상을 배경으

로 주거지, 도로, 건물 등을 점, 선, 면으로 입력하고 편집

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 활동의 평가는  오픈스트리

트맵의 ‘연습하기’에서 제공된 가상의 지역에 대해 학생들

이 해당 지형지물을 점, 선, 면으로 위치와 형태, 굴곡, 크

기 정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

가하였다.

‘연습하기’ 완료 후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취합하여 편

집 정도와 지도 이해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섯 

단계의 수준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배경 

지도상의 지형지물에 대해 학생이 얼마나 정확하게 위치

를 인식하였는지의 정도와 지도 편집 과정에서 적절한 지

도 기호를 사용한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기준을 그림 1. 오픈스트리트맵 연습하기에서 점과 면, 속성정보 입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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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이유는 위치 정확성과 지도 요소의 적절성은 지도 

제작에서 필수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도 자체의 정확성

과 지리적 사상의 이해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이희연·

심재현, 2011, 252-271). 또한 점, 선, 면으로 대표되는 지

도 기호는 지도 제작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단계로서 지도 

도해력과 지도상의 지리적 관계를 사고하는데 중요한 요

소이다(이희연, 2002, 227; 이희연·심재현, 2011, 78; 

Darkes and Spence, 2017, 44).

2. 오픈스트리트맵 편집 및 지도 이해도 분석

‘연습하기’를 모두 끝낸 후 수행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생

들의 편집 활동을 분류하여 오픈스트리트맵에 대한 학생 

활동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지도에 대한 이해 및 오픈

스트리트맵을 편집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

구는 이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학생들의 편

집 수준과 내용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표 2는 이러한 학생 

활동의 평가 결과이다. 수준별 차이는 점, 선, 면의 기호를 

이해하고 배경지도인 위성영상을 보면서 적절한 지도 기

호를 선택하여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을 보였다.

수준 1은 가장 기초 단계로서 오픈스트리트맵의 지도 

편집의 기본 기능을 이해한 정도에 해당된다. 수준 2부터 

수준 5는 ‘점’, ‘면’, ‘선’ 요소 중에서 적절한 편집 활동을 반

영한 내용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상점을 단지 ‘점’으로만 표시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경우 수준 2로 분류하였다. 건물이나 상점, 공터와 나지 등

을 ‘점’과 ‘면’ 요소로 구분하여 입력·편집에 반영한 경우

는 수준 3으로 분류하였다. 수준 4는 도로와 하천 등의 선

형의 지형지물을 특성을 인지하여 ‘선’으로 굴곡까지 반영

한 단계이고 수준 5는 ‘점’, ‘선’, ‘면’의 세 가지 지도 요소를 

구분하여 오픈스트리트맵에 입력한 단계이다. 이러한 수

준 1~5의 과정은 오픈스트리트맵의 실제 지도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편집하기’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편집하기’ 과정에서 보여 준 학생들

의 편집 내용의 수준은 ‘연습하기’의 수준별 내용과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준 1에서 ‘점’ 사상 입력에 어려

움을 보인 학생들은 배경화면의 위성영상을 통해 건물 이

미지(예: 카페)를 알고 있었지만 도로 위에 점을 표시한다

거나 공터에 표시하는 등의 위치 표시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들 학생들은 이후 도로나 아파트 단지와 같은 ‘선’ 과 ‘면’ 

속성을 보이는 지형지물의 입력과 편집에도 어려움을 보

였다.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6명, 5.2%) 이런 경우, 오픈스

트리트맵 실습 이전에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위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전달하거나 학생이 사전에 실습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면 어느 정도 지도 편집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준 2의 경우, ‘점’ 사상의 편집에 한정하여 수행 활동을 

진행한 경우이다. 많은 학생들(108명, 94.8%)이 지형지물

(예: 건물이나 상점)의 위치를 ‘점’으로 입력하고 적절한 상

호명을 속성정보 형태로 추가 하였다(그림 2). 그러나 수준 

2단계의 학생들은 ‘점’사상의 위치 파악에는 어느 정도 충

분한 이해력을 보였으나, 건물 형태나 면적을 ‘면(面)’으로 

입력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보였다.

수준 2에서 ‘점’ 편집과 함께 건물이나 공터와 같은 면

(面)적 속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입력과 편집 활동을 수행

한 학생들은 82명(72.0%)이었다. 전체적으로 수준 2단계

표 2. 오픈스트리트맵 ‘연습하기’ 평가 기준 및 학생 비율

수행 요소에 따른 평가 기준

수행한 

학생 수(명)

 / 비율(%)

비고

수준 1 수행과제 내용 이해도가 낮고, 편집 수행 활동에 어려움을 보임 6 (5.2)
108명(94.8%)이 수준 1수행과제를 

이해하고 활동을 진행함

수준 2 수행과제 내용은 이해하였으나, ‘점’요소 편집 위주로 활동함 26 (22.8) 수준 2 활동에 머무른 학생 수 및 비율

수준 3
수행과제 내용은 이해하였으며, ‘점’과 ‘면’요소 편집 위주로 활동

을 수행함
46 (40.4) 수준 3 활동에 머무른 학생 수 및 비율

수준 4
수행과제 내용은 이해하였으며, ‘점’과 ‘선’, ‘면’요소 편집 위주로 

활동을 수행함
22 (19.3) 수준 4 활동에 머무른 학생 수 및 비율

수준 5
수행과제 내용은 이해하였으며, ‘점’과 ‘선’, ‘면’요소 편집 위주로 

활동하고 전체적으로 위치와 형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집함
14 (12.3) 수준 5 활동 까지 수행한 학생 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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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들은  놀이터의 크기, 건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

었고 편집 과정에서 ‘점’과 ‘면’의 차이를 이해하였다.

수준 3부터 학생들은 오픈스트리트맵의 지도 확대와 축

소 기능을 활용하여 ‘점’과 ‘면’의 입력 방식을 편집에 반영

할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오픈스트리트맵의 자

유로운 지도 확대와 축소 기능을 경험하면서 축척에 따른 

지형지물의 ‘점’과 ‘면’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다. 그

림 3과 같이 편집 과정에서도 지형지물의 위치나 모양, 크

기를 최대한 배경 이미지와 유사하게 입력하고 편집하

였다.

반면 수준 3의 단계에 포함된 82명의 학생 중 33명

(44.4%)은 ‘선’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이 

학생들은 점을 통한 위치 정확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선’을 통한 도로의 연결성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

을 보였다. 또한 도로와 하천의 굴곡을 직선으로 처리하거

나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지 않거나 굴곡을 직선으로 처리

하는 등 선형의 지형지물을 입력하고 편집하는데 어려움

을 보였다.

수준 4는 ‘선’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선’

의 굴곡과 형태를 이해하고 이를 어느 정도 입력하고 편집

한 학생은 31명이었다. 이들은 ‘선’ 개념을 이해하고 오픈

스트리트맵에서 도로의 굴곡과 연결 정도를 반영하여 입

그림 2. 건물의 위치를 ‘점’으로 입력한 사례

그림 3. 건물 위치와 크기를 반영하여 편집한 사례



이규영⋅김영훈

- 94 -

력과 편집을 수행하였다. 수준 4 단계에서 학생들은 실제

로 없는 도로를 삭제하거나 도로를 연결하는 방법, 도로와 

도로를 교차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도로의 연결성과 관

련된 내용도 수행하였다(그림 4 참조).

마지막 단계인 수준 5에서는 전체 학생 중 12.3%인 14명

의 학생들이 지형지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건물

의 모양이나 크기를 최대한 유사하게 편집하였다. 그림 5

와 같이 수준 5의 학생들은 도로와 도로의 연결, 굴곡 정도

를 실제 배경 이미지와 일치하도록 편집하였다. 또한 학생

들은 처음 입력한 결과를 수시로 편집하면서 수정, 보완하

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3. 편집하기를 통한 최신 정보 수정 및 공유

오픈스트리트맵 ‘편집하기’는 실제 편집한 부분이 어떻

게 저장되고 보이게 되는 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편집

하기 기능을 통해 다른 동료와 함께 지도에 정보를 추가하

고 수정하는 지도 편집의 공유 활동도 가능하다. 예를 들

어 학생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오픈스트리트맵 위성영상

에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경우, 편집하기 기능을 통해 아파

트 건물을 추가하여 지도를 편집할 수 있었다. 학생이 입

력·편집한 아파트는 즉시 오픈스트리트맵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후 오픈스트리트맵 지도에 아파트가 입력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과 7 참조). 

그림 4. 도로의 굴곡과 연결 관계를 반영한 사례

그림 5. 건물과 도로의 위치, 굴곡, 크기를 반영하여 편집을 완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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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웹지도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지역 정보의 지

도 추가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오픈스트리트맵에서

는 학생이 직접 지도를 편집하고 지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

으며, 이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학생

이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오픈스트리트맵과 같이 학생이 직접 편집한

다면 학생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정확하고 빠

르게 지도에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도 포털 서비스

의 웹지도에서도 지도 오류에 대해 수정 요청하는 과정이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고 관리자에 의해 차단되는 가능성

이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지도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반

해 오픈스트리트맵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여자가 직접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수

정하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장점이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오픈스트리트맵을 활용한 지도 수업 및 학생

들의 지도 학습에 대한 내용이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

유학기제 수업을 대상으로 8차시에 걸쳐 지도 제작 및 편

집 과정을 프로젝트 수업 형태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오

그림 6. 오픈스트리트맵의 실제 편집 과정 사례

그림 7. 오픈스트리트맵의 편집 완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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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스트리트맵의 ‘연습하기’와 ‘편집하기’에서 제공하는 지

도 제작 및 자료 입력 기능을 바탕으로 지형지물의 위치 표

시와 점, 선, 면의 지도 기호를 이용하여 지도 수정 및 편집 

활동을 수행하였다. ‘편집하기’에서는 실제 오픈스트리트

맵을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입력한 정보가 오픈스

트리트맵상에서 어떻게 저장되고 보여지는 지도 경험하

였다. 이러한 ‘연습하기’와 ‘편집하기’ 활동 결과는 ‘지도 읽

기’와 ‘지도 활용’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도 읽기 측면에서 학생들은 지도 편집 과정을 통해 

‘점’, ‘선’, ‘면(공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지도에서의 점, 

선, 면의 표현 방법의 차이도 알 수 있었다. 특정 지형지물

을 오픈스트리트맵에 표시하는 과정에서 입력되는 지형

지물 위치의 정확성과 점, 선, 면 중 어떤 요소가 적절한 지

에 대해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도활용 측면에서 학생들의 수행 활동 과정을 관찰한 

결과, 수준 3부터 오픈스트리트맵의 지도 확대와 축소 기

능을 활용하여 위치와 면적의 정확성을 반영하려고 노력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수준 5의 학생들은 14명

(12.3%)으로 비록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축척

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지형지물의 지도 표현(‘점’과 ‘면’)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지도 편집에도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을 보여 주었다. 이는 중학교 1학년임에도 학생의 흥미도

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수준별 디지털 지도 교육과 관련 지

도 학습 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반면 낮은 수준의 수행 결과를 보인 학생의 경우, 교과서

를 통한 사전 지식 습득 기회를 가지거나 오픈스트리트맵

의 사전 실습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면 수행 평가 결과의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이 지도 기반에서 경험

할 수 없었던 실제 지도 제작 및 편집, 축척에 따른 지도 요

소의 변화 등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디지털 지도 기반의 지도 교육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앞으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실증적

인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종이지도와 달리 디

지털 지도에서 축척과 스케일 개념의 이해도를 어떻게 이

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의 검증은 오픈스트리트맵의 지

도 교육적 효과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의 오픈스트리트맵 활용 및 도해력 

비교 연구는 오픈스트리트맵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 확대

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고차원적 도해력과 지도 

지식 인지와 습득의 근거 탐색을 위해 공간 인지 관련 이론

과 방법론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오픈스트리

트맵을 활용한 지도 이해 능력과 도해력 향상 연구는 지도

학을 비롯하여 지리학, 교육 관련 분야에도 직접적으로 기

여하는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註

1) 11개 설문 문항과 내용은 자주 사용하는 지도, 주로 

사용하는 시점, 인터넷 지도 사용의 편리성과 불편

성, 오픈스트리트맵에 대한 생각과 다른 인터넷 지

도와의 차별성, 오픈스트리트맵의 흥미로운 점, 모

둠별 수행 내용, 향후 오픈스트리트맵 사용 여부와 

이유, 편집과정에서의 문제점(기능성, 활용성), 오

픈스트리트맵의 지도 활용 수업 소감 등으로 구성

하였다. 

2) 최근 들어 자발적 지리정보와 시민과학자에 의한 

지리정보 구축 및 지도 제작,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다양한 앱 개발과 앱 활용은 증가하고 있다. 

오픈스트리맵 데이터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지도 콘

텐츠를 제공하는 모바일앱 중 가장 큰 규모인 Map.me 

(MapsWithMe)는 2017년 현재 117,000명의 지도 

편집자와 약 25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약 7천만

개 이상의 지리정보를 오픈스트리트맵과 연계하여 

데이터 구축과 편집, 수정, 갱신을 진행하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Maps.me; 

https://maps.me/2018/en/, 2020년 4월 12일 접속).

3) https://wiki.openstreetmap.org/wiki/Stats, 

2020년 4월 30일 최종 접속

4) 이 기능은 지리적 요소의 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드(node), 웨어(way), 릴레이션(relation) 

기능을 통해 점, 선, 면과 같은 지도 요소를 오픈스트

리트맵에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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