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연구배경 및 목적

‘심상지도(mental map)’는 1948년 미국 심리학자 Edward 

C. Tolman에 의해 ‘인지지도(cognitive map)’로 명명된 이

후 지리는 물론, 역사학과 문화 인류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Schenk, 2013).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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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교육 영역에서 심상지도의 실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심상지도 그리기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나, 심상지도를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 사회교과 4학년 <지역의 위치와 특성> 단원을 사례로 자신의 지역에 대한 심상지도를 활용한 초등 사회교과

수업을 고안해 보았다. 특히 추리 스토리텔링에 기반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하였으며, 해당 단원의 내용 요소를 

스토리에 포함하기 위해, 스토리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 지도요소, 장소정보, 중심인물 정보를 제시하였다. 심상지도 그리기

수업을 통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등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심상지도, 스토리텔링,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등 사회교과 수업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ental maps in the area of geography
education. In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new achievement criteria related to drawing mental maps 
have been added, but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how to use mental maps in actual classes. In this regard,
this study devised elementary social class design using mental maps of the region where students live for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unit of 4th graders. In particular, we tried to enhance the educational effect
based on mystery storytelling. In order to include the content elements of the lesson in the story, the map 
elements, place information, and central figure information were presented as main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story.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develop core competencies, such as problem solving and creative 
thinking, which are emphasized in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Key Words : Mental map, Storytelling,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Elementary socia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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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계에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어,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2018년 2호의 경우 “Mental 

Maps: Geograph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라는 주

제 하에 심상지도에 대한 논문 7편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

도이다. 또한 심상지도는 지도학적 문해력의 첫걸음으로

서(Castellar and Juliasz, 2018), 지리교육에서 지니는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상지도의 중요성을 반영

하듯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심상지도 그리기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를 3~4학년군 

사회과의 첫 번째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간인지, 특히 아동의 공간인지능력은 지리교육의 중

요한 연구 주제이며, 심상지도는 공간인지능력을 연구하

는 대표적인 방법이다(이경한, 2012). 이는 심상지도가 

“장소들의 심리학적 재현(the psychological representation 

of PLACES)”(Johnston et al., 2001:498)을 의미하며, 개개

인이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쉽게 알 수 있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만곤(1987)의 연구를 필

두로 초등학생들의 공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심상지도

를 활용한 연구가 근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대상 지역도 다양하여 대구(김만곤, 1987), 경기 및 전북

(이경한, 1988), 의정부(이귀희, 2005), 서울(허윤선 등, 

2012; 남기연, 2014b; 손유정, 2019), 인천 도서지역(김수

영, 2010), 구미(김경·남상준, 2013), 부산(양병일·김준

혁, 2018), 김천(서일교·남상준, 2019) 등에 거주하는 초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학습 방안 모색을 위해 

아동의 공간인지 능력을 밝히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심상

지도를 수업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예: 김정

완2019)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심상지도는 공간의 지적 표

상인 동시에 정서적 표상이기 때문에 심상지도에 대한 정

서적 이해 역시 필요한데(박명화·남상준, 2017), 조철기

(2013)는 정의적 영역, 즉 학생들의 개인지리와 장소감 발

달을 위한 그림지도 그리기 학습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스토리와 그림지도의 연계를 시도하며, 나아가 

Roberts(2003)가 제시한 ‘정의적 지도 그리기(affective 

mapping)’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추

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철기(2013)의 그림지도 그리기 

학습에 기반하여 심상지도를 수업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심상지도 그리기 수업을 설계하

고자 한다. 심상지도 그리기 활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3

학년 1학기 1단원의 수업 내용을 구상한 김정완(2019)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4학년 1학기 첫 단원인 ‘지

역의 위치와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해보았

다. 지리교육에서 심상지도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이와 관련된 활동은 3학년에서만 제시될 뿐, 상급학년

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학년이 올라가면

서 심화된 형태로 제시되는 심상지도 그리기 활동을 제안

하기 위해 4학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구안해

보았다. 구상한 수업은 지역의 중심지를 탐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심상지도 그리기를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

는 중심지를 알아보고, 이를 중심지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

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때, 추리의 성격을 지닌 스

토리텔링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수업 참여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II. 심상지도와 지리교육

1. 심상지도의 정의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에 따르면 심상

지도(mental map)는 “행동 지리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로

서, 간단한 지필 검사를 통해 드러나는 장소들의 심리학적 

재현을 의미”(Johnston et al., 2001:498)한다.1) 심상지도

는 미국 심리학자 Tolman(1886-1959)이 제시한 개념인 

‘인지지도(cognitive map)’에서 유래하였으며, 1960년대 

인간의 정향 능력에 관한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

다(Schenk, 2013). 이귀희(2006)는 Hallowell이 1955년 발

간한 ｢Culture and Experience｣에 심상지도가 처음으로 

정확히 언급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심상지도는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 각자

가 얻은 공간적으로 위치한 지식”(Kemp, 2008: 227)2)이며,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공간에 대해 마음속에 형성한 공간 

표상”(양병일·김준혁, 2018:22)이다. Tuan은 심상지도

에 대해 Gould와 Saarinen의 영향으로 지리학자들이 “1) 

사람들이 장소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지도학적 표현, 그리고 2) 사람들이 도시 거리와 

대륙의 윤곽을 손으로만 그려낸 지도”(Tuan, 1975, 206)3)

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심상지도는 ‘위치

(location)’의 본질적인 특성들, 즉 장소를 정의하는 ‘상태

(condition)’와 장소들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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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connection)’과 같은 특성들을 잘 보여준다(Castellar 

and Juliasz, 2018).

그렇다면 그림지도와 심상지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양병일·김준혁(2018)은 심상지도가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기 위해서는 외현화, 현재화가 필요하며, 

‘그림지도’는 심상지도의 현재화를 위한 가장 흔한 방법으

로 쓰이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들은 심상지도가 이미

지뿐만 아니라 언어의 측면에서도 표상될 가능성이 있기

에 설명문이 추가된 그림지도를 활용하여 더욱 풍부하고 

정보 손실이 덜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심상지

도는 응답자들이 직접 그리는지, 응답자가 제공해 준 정보

를 분석하여 지도로 그려지는지에 따라 직접적 심상지도

(direct mental map)와 간접적 심상지도(indirect mental 

map)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직접적 심상지도는 응

답자들에게 백지만 주어지는 비구상적인 방법과 약도나 

단서가 주어지는 구상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이귀희, 

2006).

2. 심상지도를 통한 초등학생의 공간인지 분석

심상지도는 공간인지 능력 연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며(이경한, 2012)4), 실제로도 초등학생들의 공간인

지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본 절에

서는 지리교육 맥락에서 심상지도 관련 국내 초기 연구 중 

하나인 김만곤(1987)의 연구에서부터, 최근의 손유정

(2019)과 서일교·남상준(2019)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초

등학생 공간인지에 대해 실제적으로 파악한 여러 연구들

을 살펴보았다.

1) 학년에 따른 공간인지의 변화 

초등학생들의 공간인지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떠

한 변화를 겪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럿 존재한다. 우선 김

만곤(1987)의 연구는 대구지역 초등학생의 공간 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1986년 대구 소재 2개 학교 학년별

로 4학급씩 3~6학년 총 79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통학로를 중심으로 한 심상지도를 작성

하며 방위까지 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3학년에는 방위를 

바르게 표시한 학생이 30% 정도이지만 학년이 오를수록 

바르게 표시한 비율이 늘어 6학년엔 50%에 육박한다. 하

지만 학년을 떠나서, 도로망을 잘 파악하거나 인식 공간 범

위가 넓은 학생들은 방위 인식도 정확한 편이었다.

김만곤(1987)의 연구가 대구라는 대도시 지역의 3~6학

년인 반면, 이경한(1988)은 도농 두 지역의 전 학년, 즉 경

기도 성남시 초등학생 1~6학년(학년별로 40명씩), 그리고 

전북 지역 초등학생 1~6학년(학년별로 30명씩)을 대상으

로 심상지도를 이용한 연구를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도 학

년의 증가에 따라 공간 인지가 발달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심상지도에 표현되는 공간 요소의 수 자체가 늘어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양상도 달라진다. 저학년에는 지표물

의 수가 많고 결절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고학년이 

될수록 지표물, 통로, 결절점이 상호연관되어 나타나는 것

이다.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기존 연구와 달리 인천의 도서지역, 정확히는 백령

도, 연평도, 덕적도, 대청도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수영(2010)의 연구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초등학

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그린 등교길에 

대한 심상지도가 단순한 선형에서 쌍십자형이나 망상형 

같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형태로 발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 심상지도에 나타나는 공간 요소 

초등학생들의 심상지도에는 어떠한 공간요소들이 나타

나며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도농 두 지역의 초등 전 학

년을 대상으로 한 이경한(1988)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심

상지도에 가장 높은 비율로 등장하는 것은 ‘기능적 요소’이

다. 기능적 요소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데, 

농촌지역 학생들은 4학년이 되어야 70%가 넘는 반면, 도

시지역 학생들은 1학년에서 이미 이 정도 수치를 보이고 

있다. 기능적 요소를 세부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은 상점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나 학년이 오를수록 감소하며, 

과수원, 방앗간 등이 증가하는 편이다. 도시지역은 문방

구, 상점, 종교기관의 비율이 높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방구와 종교기관의 비율은 감소한다. 하지만 상점의 경

우 등락은 있으나 고학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년이 오를수록 아파트와 공장의 비율도 증가한다.

허윤선 등(2012)은 서울 초등학생 47명을 대상으로 자

유응답 설문과 심상지도를 통하여 근린의 공간요소를 연

구하였다. 자유응답 설문에서 학생들은 평균 7.66개의 공

간요소를 떠올렸으며, 그 중 상가요소(약 33%)가 가장 많

았다. 상가요소에 이어 교육요소(약 23%), 놀이 및 휴게요

소(15%)가 뒤를 이었다. 심상지도의 경우 가로 및 도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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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생의 집(약 13%), 가게 및 시장(약 10%), 횡단보도 

및 신호등(약 9%), 학교(약 8%)의 순서로 표현되는데, 랜

드마크와 랜드마크의 연결선상에 존재하는 가로 및 도로

와 횡단보도 및 신호등, 그리고 자기중심적 요소인 자신의 

집을 제외하면 자유응답 설문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기연(2014b)은 2012년 서울 초등학생 1~6학년 571명

을 대상으로 ‘형태적 심상도’ 및 ‘지시적 심상도’, ‘평가적 심

상도’로 유형을 나누어 그 특성을 알아보았다. 지시적 심

상도는 심상지도의 내용요소를 분석하는 틀인데, 참가학

생들이 심상지도에 표상한 전체 요소 중 약 90%가 인문적 

요소이고, 10%가 자연적 요소였으며, 인문적 요소 중 상업

(약 23%), 문화(약 19%), 교육(약 11%), 행정구역인 구(약 

11%), 주거(약 10%)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지시적 요소가 증가하였으며, 1~3학년에서는 상

업요소의 비중이 높으나 4~6학년에서는 문화요소가 상업

요소를 압도한다.

손유정(2019)은 초등학교 6학년 다섯 명을 대상으로 면

담과 심상지도를 통하여 위치인지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공간인지에 있어 성인과는 다른 세 가지 특성이 나

타났는데, 첫째로는 장소를 설명함에 있어 ‘랜드마크’ 요

소의 비중이 크다는 점, 둘째로는 위치를 설명할 때 상대

방의 입장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기중심적 관점’이 드러날 

때가 많다는 점, 셋째로는 어린이들의 위치인지에 체험을 

통한 ‘내러티브적 요인’의 영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3) 심상지도의 공간 범위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상지도에 표현되는 공간범위가 

늘어난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인천의 도서지역 초등학생 3~6학년 251명을 대상으로 한 

김수영(2010)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인천시라는 공간에 대

한 심상지도를 그리는데, 3학년은 무응답이 제일 많은 반

면, 4학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천을 그려내는 비율

이 확연히 높아진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학생

들이 4학년부터 인천에 관한 지역교과서를 학습하기 때문

으로 보았다. 다만 4학년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을 

그리는 비율이 높으며, 5, 6학년은 자신이 가본 인천의 일

부 지역을 그린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케일

의 심상지도에서 역시 3학년은 무응답 비율이 3분의 1이

지만, 4학년부터는 주요도시나 도명을 표시하는 유형과 

도별 경계선까지도 그리는 유형 비율의 합이 크게 늘어났다.

2012년 서울 초등학생 1~6학년 571명을 대상으로 한 남

기연(2014b)의 연구에서 형태적 심상도, 즉 이름 그대로 

심상지도의 형태적 측면에 따라 심상지도를 분석해 본 결

과, 표현 범위상 학생들은 아동의 생활영역인 ‘근린’만을 

표현한 학생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6% 정도의 학생들은 서울시 일부를, 22% 정도의 

학생들은 서울시 전체를 표현했다. 이 연구에서 남기연은 

연령별 특성 또한 알아보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근린

의 비중이 줄고 시 전체가 증가하는, 즉 공간 인지의 범위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심상지

도에서 서울시 일부와 서울시 전체를 표상한 비율의 합이 

3학년(약 36%)에서 4학년(약 72%)으로 올라가면서 폭발

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5학년은 약 63%, 6학년은 약 

69%로 4학년이 제일 높다는 것이다. 시 전체를 표상한 비

율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4학년의 비율(약 40%)은 6학년

(약 43%)에 근접할 정도이다(남기연, 2014a). 이에 대해 

연구자는 지역학습이 4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 

양병일·김준혁(2018)은 2016년, 부산광역시 초등학생 

3~6학년 418명을 대상으로 공간인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전술했듯 심상지도를 가능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은 그림지도를 그릴 뿐만 아니라 설

명문도 기록하였다.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지역을 표현하는 결과를 보여, 공간 인지의 범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근린’의 범위는 어디

까지일까? 이에 관해 허윤선 등(2012)은 서울 소재 두 초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심상지도에 표현된 공간의 실

제거리를 측정하여 평균 직경 516.19m라는 것을 밝혀내

었다. 그런데 연구에서 밝혀낸 516.19m라는 거리는 조사

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가령, 대단지 

아파트, 혹은 아파트 밀집촌에 사는 학생이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그리면 평균 직경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이를 일

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연구에서 통학거리가 짧은 

학교 학생의 공간범위가 수치상으로는 더 넓게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통학 거리가 먼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를 심상지도에 넣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허윤선 등(2012)은 통학거리가 먼 경우 교통수

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며, 도보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전체적으

로 보면 초등학생들은 학교까지의 통학로를 중심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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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을 인식하는 것인데, 심상지도에 표현된 요소간의 거리, 

크기는 물론 존재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즉 초등학생들은 

“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공간을 위상적(topo-

logical)으로 이해하고 표현”(허윤선, 2012:250)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허윤선(2012)의 연구가 서울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확한 대상 학년을 밝히고 있지 않은 반면, 이

경한(1988)의 연구는 공간 인지의 범위에 대하여 농촌지

역과 도시지역 초등학생 2~6학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농촌지역의 경우 2학년 51.5m에서 6학년 179.8m

로, 도시지역의 경우 2학년 88m에서 6학년 241m로 학년

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최대인지거리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학년에서 도시지역 학생들의 최대

인지거리가 농촌지역학생들보다 크며, 농촌지역의 경우 5

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 때, 도시지역의 경우 3학년에

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와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 

때 큰 폭으로 증가한다. 특히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

면서 농촌지역은 약 80m, 도시지역은 약 100m의 폭발적

인 증가를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서일

교·남상준(2019)의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김

천시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일교·남

상준(2019)의 연구는 ‘동네’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면적

까지 구하고 있는데 4학년은 2km2 내외 정도이지만 6학년

은 2.5km2로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선거리로 

보면 약 1km의 범위를 지니고 있어 이전 연구들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차이는 백지도에 직선

거리가 1km 떨어진 역과 학교를 표시하여 학생들에게 제

공하였다는 점에서 비롯할 수도 있다. 또한 연구자는 초등

학생들이 거주하는 김천연구도시가 공간이 제한된 계획

도시라는 특성상 더 넓은 범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연구 

초반에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근린의 

범위를 수치화하기보다는 근린으로 포함하는 지형지물

의 공통점과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심상지도

심상지도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다루

어지고 있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

서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공간 인지 발달을 고

려하여 환경확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장소에 

주목하면서 장소감에 대한 학습을 도입하고 위치 학습을 

강화하였다(은지용 등, 2015). 환경확대법의 적용은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스코프 면에서 원리가 지속되는 

것으로, 초등 3~4학년에는 고장 → 지역으로 확대된 후, 

5~6학년에는 국토 → 세계로 확대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장의선, 2019). 따라서 ‘고장’이 가장 먼저 제시되며 이

에 대한 초등 사회과 3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다. ‘장소와 지역’ 영역의 핵심 개념 중 하나

인 ‘장소’에 속하는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고장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심상지도를 각자 그려보

고, 친구들이 그린 심상 지도와 비교하며 장소감을 공유하

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간용(2016)은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지도학습에 있어 기능 영역의 강조, 즉 지도의 활

용에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림 지도를 대치하여 심상지

도를 그리는 것으로 설명한다. 실제로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첫 번째 단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학

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그림지도로 나타낼 수 있

는 것을 성취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심상지도와 관련하여 교

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까지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심

상지도를 그릴 때 주요 자료로 장소 관련 경험담과 사진 자

료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며, 정확성보다는 자기 고장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동

료학생들과 장소감을 나눔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도록 유도한다. 즉 학생들이 심상지도에 공통적으

로 그린 지형지물이 무엇인지, 같은 장소라도 학생들마다 

장소감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여 표로 만들거나 문장

으로 서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상지도에 대한 평가

에 있어 색채나 형태보다는 학생들의 공간 인지 능력에 중

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유의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공간 인지 능력은 “사물의 입지, 경관, 배열 파악 등”

(교육부, 2015:15)을 포함하며, 방향을 포함한 사물 간 위

치 관계를 크기와 거리 같은 기하학적 특성보다 중시하여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 심상지도의 실제 활용과 스토리텔링

심상지도를 수업시간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을 다룬 연

구는 찾기가 힘들지만, 김정완(2019)의 연구는 장소감 학

습을 목표로 한 심상지도 그리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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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적용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 절에서 살펴보았듯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사회과 3학년 1학기 첫 단

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심상지도가 활용되고 있다.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 단원이 총 7차시로 구성되

었는데, 김정완(2019)은 7차시 내에서 반복되는 활동을 줄

여 4차시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수업은 ｢한이네 동네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을 동기유발 소재로 사용한다는 

점, 심상지도 그리기 활동 이전에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

낌에 대한 공유 활동을 한다는 것, 자유 형식의 심상지도

를 그린다는 등의 특징을 지닌다.

김정완(2019)의 연구에서 동기유발 소재로 ｢한이네 동

네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야기의 시작인 

옥상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높은 

곳에 올라가 살펴보기 활동과 유사하며, 다음으로 동네의 

세부 공간을 살펴보는 것이 교과서의 중심지 답사와 유사

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학

생들은 자신의 동네도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의 활용은 조철기(2013)

가 앞서 제안한 것으로, 그는 장소감 발달을 위한 스토리 

활용 그림지도 학습에서 도입에 이은 전개 첫 파트에서 장

소감이 잘 묘사된 어린이용 스토리를 사용한다. 조철기

(2013)는 스토리가 어린이들의 장소에 대한 접근을 도우

며 장소에 대한 심상지도를 발달하게 해 주는 것으로 설명

하고 있으며, 손유정(2019)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외부의 

지식과 학습자의 관계형성을 도와 학습자가 인지한 내용

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만들기에, 아직 객관적 위치 패턴에 

익숙지 않은 어린이들은 내러티브를 위치와 관련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조철기(2013)의 스토리 활용 그림지도 학습은 크게 ‘스

토리 활동’, ‘그림 지도 그리기 활동’, ‘살아있는 지도 활동’

으로 구성되며, 스토리 자체는 교사가 선별 제공하지만, 

학생들은 그림지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여러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Higgins(2002)가 제시한 ‘살아있는 지도(living 

maps)’ 활동은 스토리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진술문 카드

를 지도 상에 놓는 것으로, 장소에 대한 감성을 기호로 나

타내는 Roberts(2003)가 제시한 ‘정의적 지도 그리기

(affective mapping)’ 활동과 함께 학생들을 정의적 영역의 

발달시킬 수 있는 지도학습 방안으로 조철기(2013)는 제

안하고 있다. 또한 윤옥경 등(2015)은 초등 3학년 사회과 

수업을 위한 스마트학습환경을 설계하면서 ‘지오스토리

텔러’라는 지도그리기 활용용 맵에디터를 개발하는데, 이

는 학생들의 생활세계 중심의 스토리텔링과 감성을 고려

한 것이다. 즉 학생들은 생활세계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이모티콘을 통하여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감성을 가

지게 된 배경까지 기술하게 되며, 지오스토리텔러 커뮤니

티를 통하여 지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III.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심상지도 

그리기 수업 설계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하였듯, 심상지도 그리기 활

동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당 단원 뿐 아니라 지리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단원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상지도와 관련

된 연구들은 3학년보다 4학년이 더욱 구체적으로 심상지

도를 그린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상지도를 활용한 심도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조철기(2013)의 스토리 활용 그

림지도 학습에 기반하여 2015개정 교육과정 사회 4학년 1

학기 1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에 적용 가능한 심상지

도 그리기 수업을 설계하였다. 

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심상지도 그리기 수업 

계획

2015개정 교육과정 사회 4학년 1학기 1단원 <지역의 위

치와 특성>은 크게 방위, 축척, 기호 등 지도의 기본 요소

를 익히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는 내용과 우리 지역의 중

심지를 알아보고,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

표 1. 4학년 1학기 1단원 2.<우리 지역의 중심지>내용 구성

단원 차시 내용 

2. 우리 지역의 중심지 

9 고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보기 

10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을 설명하기 

11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 지역의 특징을 설명하기 

12~13 중심지 답사하기 

14~15 단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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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본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중심지 요소들을 그려보

면서 중심지의 의미를 탐색하거나(9차시), 단원의 학습이 

끝난 뒤 중심지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비교하는 데 적용

될 수 있다(14~15차시).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직접 지도

에서 중심지를 찾아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본 활동

에서는 학생들 스스로의 공간적 경험을 떠올려 중심지를 

탐색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중심지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지리수업에서 스토리를 적용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학

생들의 이해와 관심,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철기, 2013). 조철기(2013)의 연구에서는 제시되

는 스토리의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학습을 하는 단원이므로, 학생들에게 제

공하는 스토리의 장소를 우리 지역으로 한정시켰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심상지도를 활용함은 물론, 우

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서로 다른 생

각을 비교하며 중심지를 알아보는 학습목표에 보다 가깝

게 다가가고자 하였다. 또한 이 때 제공되는 스토리는 추

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추리는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

결하는 과정이 주가 되는 스토리텔링의 방식 중 하나로, 

사건의 범위가 넓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가 탐정이나 

경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최수웅, 2013). 

이러한 추리는 학생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스토리의 유

형으로5) 추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개념을 활용한다

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도서 중 하나인 

<교과서 속 추리과학(CSI과학 형사대)> 시리즈를 살펴보

면, 젖어있는 범인의 바지를 통해 이슬의 원리를 추리하는 

등 학생이 기존에 가진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

하는데 참여하도록 유도한다.6) 추리로 제시되는 스토리

는 첫째, 학생을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하며, 

둘째 추리를 놀이로 인식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최수웅, 2013). 따라서 우리 지

역을 배경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심상지도 그리기 활

동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의 중심지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과 중심지의 의미를 논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보았다

(표 2).

수업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모형의 형태를 띠며 문제

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3가

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학생들이 추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스토리를 제공받고, 이를 심상지도로 표현하는 과제

를 수행하며, 서로 다른 지도를 비교하면서 지역의 중심지

표 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심상지도 그리기 수업 단계(1단원 9차시 적용 예시)

단원명 지역의 위치와 특성  2. 우리 지역의 중심지 차시 9/15

학습 목표 고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을 수 있다. 

학습 내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봅시다. 

스토리텔링 우리 지역에 해적이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준비물 스토리텔링 자료(유인물 혹은 PPT), 8절지 도화지, 사인펜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문제 인식)

▪ 사건 소개하기  

 - 해적이 우리 지역에 세 개의 보물을 숨겨 놓았다는 편지를 소개한다. 

 - 학습 목표(해적이 숨겨놓은 보물의 위치를 찾아라!)를 제시한다. 

전개

(문제 해결

방법 찾기)

▪ 스토리(사건) 살펴보기 

 -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스토리자료) 알아본다. 

 - 보물 지도를 그리기 위한 주요 단서(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지하철 역, 우리 지역의 

대표건물,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에 대해 살펴본다. 

▪ 사건 해결을 위해 (보물)지도 그리기

 - 주요 단서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인지 생각한다.

 - 우리 지역의 모습을 보물 지도로 표현한다. 

 - 주어진 단서 외의 지역의 모습을 지도에 그려 넣는다. 

정리 

(문제 해결)

▪ 사건 해결하기  

 - (보물)지도 발표하고, 보물의 위치를 추리한 까닭을 이야기한다. 

 - 다른 친구(모둠)의 결과물과 비교한다.

 -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중심지)에 대해 정리한다. 

 - 실제 지도에서 언급된 곳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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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때, 수업에서 학생

들은 탐정 혹은 프로파일러와 같은 어떤 역할을 맡는다. 

학생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한 까닭은 자신이 마치 다른 사

람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행동하

려는 경향이 있으며(Galinsky et al., 2008),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Gehlbach et al., 2008). 

추리소설에서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발견

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들려주

는 스토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한다. 사건에 대한 분석력은 

탐정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으로, 학생들은 스토리자

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

내며 스토리의 사건을 해결한다. 그림과 같은 시각적 방법

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며 창의적 표

현을 유도하기 때문에(Wee et al., 2013), 사건에 대한 창의

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건을 소개한다. 학

생들이 사건을 접하고, 업무가 부여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을 소개하는 형태는 예시로 제시된 악당(해적)

의 편지뿐 아니라 의뢰인이 의뢰하는 방식, 사건을 보도하

는 신문 기사 등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소개될 수 있다. 

  우리 탐정 사무실에 한 의뢰인이 왔습니다. 의뢰인의 부

탁은 무엇일까요?

  “저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인 강아지 루루를 잃어버렸

어요. 멀리 가지는 못하고, 분명히 우리 지역 안에 있을 텐

데... 제발 찾아주세요.”

전개 단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스토리텔

링 자료를 제시한다. 이 때 세부적인 스토리가 모두 기술

된 유인물을 배부하여 한 번에 제시할 수도 있고, 화면으

로 2~3문장씩을 나누어 제시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학

생들이 전체 내용을 파악한 뒤 지도를 그리는 활동으로 전

개되는 형태이다. 후자의 경우, 교사의 진행에 따라 단계

별로 하나씩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주어

진 정보 외의 지역의 다른 요소들도 그려 넣게 하여 지도를 

완성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완성된 지도를 발표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그린 지도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사건

을 해결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 때 결과물은 학생들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장소감을 확

인하는 동시에 우리 지역의 중심지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

타나는지를 찾아보는 수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수업은 1단원을 마무리하는 단원 마무리 활동에 적

용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

의 사회 교과서 내 단원 마무리는 2차시로 구성되어 사회

과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에 

지도를 그려보는 본 활동을 통해 해당 단원의 내용(지도의 

기본 요소, 지역의 중심지 탐색)을 정리하고, 동시에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과 같은 2015개

정 사회과 핵심역량도 길러주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중단원 1단원의 내용요소들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스토리 안에 추가되

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스토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수업의 형태는 개별 혹은 모둠 학습의 방식으로 다양하

게 구성할 수 있다. 개별학습의 경우, 학생 개인의 장소감

을 확인할 수 있어 용이하다. 또한 단원 마무리에서 평가 

자료로 활용할 경우, 학생이 방위, 기호, 축척 등 배운 내용

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가능하

다. 그러나 스토리 분석 및 지도 작성을 오롯이 혼자 해야 

하므로 수업이 비교적 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학생별의 

성향에 따라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모둠학습은 스토리를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중심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자료를 

활용할 경우, 수업 내용의 이해 정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

기가 어렵고, 소극적인 학생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 갈 수 

있다. 따라서 중심지 도입 수업에서는 모둠 학습이, 단원 

마무리로 활용할 경우, 개별 학습이 적합하며, 교사가 학

급의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하고,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수업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지도를 그릴 때, 교사의 개입은 최소

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학생 스스로 스토리를 해석

하도록 하며, 스토리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지역의 범위가 어

디까지인가요?’라는 질문의 경우, 교과서에서는 학생의 

일상생활 범위인 고장을 공간 규모로 정하고 있지만, 학생 

스스로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심상지도를 지역에 대한 학생의 

공간 인지 규모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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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칫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할 경우, 정해진 

답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스스로 생각해내도록 독려

한다.

2. 스토리의 내용 구성 방법

본 수업은 정해진 스토리가 없으며,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생의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성향이나 수준, 중

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 요소들을 스토리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또한 한 번의 활동이 끝난 뒤, 학생들의 장소

감을 더욱 드러낼 수 있거나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는 요소

들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다시 한 번 심상지도 그리기 활동

을 할 수 있다.

스토리에서의 ‘사건’은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

건이 일어난 장소를 탐색하거나 이동경로를 알아맞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때 사건의 내용으로 자극적인 범죄

사건을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추리는 사건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에 수수께끼나 

비밀, 반전 등의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며, 인물(범인)

의 이동 경로를 알아낸다거나, 잃어버린 강아지 찾기, 보

물을 숨겨 놓은 장소 찾기, 범인은 누구인지 맞추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스토리의 길이는 길지 않은 것이 좋다.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요소로서 지도 그리기와 직접 관계

없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내용을 읽고 해석하는데 많

은 시간이 할애하지 않도록 한다.

본 수업에서 스토리는 단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심지

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표 3). 이

는 일종의 단서 형태로 제공되며, 4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짧고 정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좋다. 학

생들이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필수로 그려야하는 중심지

와 관련된 장소 정보는 학생 수준을 고려할 때, 3~4가지로 

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한편, 단원 마무리에서 평가 자

료로 활용할 경우 중단원 1단원에 제시된 지도 요소들이 

지도를 그리는 조건에 추가되어야 한다. 지도요소는 스토

리에 나타난 내용을 지도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인지적 영역으로, 방위, 기호, 축척 등의 정보를 나타낸다. 

이는 학생들이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앞 절에서 수업 단계(표 2)의 예시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

과 같으며 이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형, 삭제하여 

더욱 재미있고, 다양하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나는 악당 해적이다. 아주 포악하지. 하지만 크리스마스

를 맞이해서 너희들이 사는 지역에 보물 세 가지를 숨겨놓았

다. 나의 힌트를 듣고, 보물지도를 완벽하게 그린다면, 너에

게 보물을 주마.

첫 번째 보물은 너희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가

는 지하철역이다.

그 지하철역의 북쪽과 동쪽에는 각각 편의점 하나씩을 

곧 세울 예정이다.

두 번째 보물은 너희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다. 

그 건물에서 10미터 떨어진 곳과 50미터 떨어진 곳에도 

편의점을 지을 것이다. 으하하

세 번째 보물은 너희 지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다.

4학년답게 지도에 지도 기호 하나 정도 넣는 것도 잊지 마라.

이 스토리는 해적이 숨겨놓은 보물지도를 완성하는 것

으로 학생들은 중심지와 관련된 세 가지 장소, 즉 지하철

역, 지역의 랜드 마크,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그려 넣

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 정보는 중심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예시와는 다른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표 3. 스토리에 포함될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장소정보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 지역의 랜드 마크,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 주는 곳 등 장소의 특징을 표현 9차시 적용

중심인물 정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성향, 신체적 특징 등.

지도요소

방위 동, 서, 남, 북의 방위 표시 
단원마무리 차시에 

적용할 경우 추가 
기호 지도에 사용되는 기호 

축척 지도에서의 거리와 실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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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곳,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가는 곳, 이동을 하기 

위해 찾는 곳 등 교과서에 제시된 중심지의 특징 및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이 때 학생의 경험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 대표 건물 등이 다르

므로, 보물 지도가 다양한 형태로 산출된다. 따라서 이 내

용을 발표할 때, 지도를 그린 방식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리 중 편의점 정보는 단원마무리에 활용될 경우 추

가될 내용으로 학생들의 방위, 축척, 기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때 동남, 동서와 같은 방

위는 교과서에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방위 정보를 제시하는 빈도는 교

사가 학생들이 얼마나 방위를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축척 정보는 제시된 거리

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1km 떨어진 곳에 마트

가 있었다는 정보를 보고, 학생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1cm로 표현하였다면, 이 후에는 주유소에서 2km 떨어진 

곳에는 웨딩홀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 간격을 

2cm로 일관되게 표현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때 거리의 

단위를 바꾸어 난이도를 올릴 수도 있다. 축척 개념을 제

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도를 그릴 때 축척을 반영

하여 그림을 이어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기호는 스토리에서 다음과 같이 기호 자체를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예시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호를 그

려 넣도록 난이도를 낮추어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다

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예시1. “그 사람이 어떤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 건물에 제

비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예시2. 받은 쪽지에는 버스 터미널 옆 두 개의 동그라미

(◎) 건물이 있다고 쓰여 있었다.

본 스토리는 학생들에게 추리를 하도록 요구하므로, 제

시된 자료 외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하여 지도에 반

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토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거나 누락된 정보를 제

공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예시의 해적의 경우, 해적의 성

격을 힌트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해결책을 이

끌어 낼 수 있다.

학생1 : 해적은 거짓말을 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

에 보물을 숨겨놓았을 것 같습니다.

학생2 : 해적은 우리지역 박물관과 같이 공부와 관련된 곳

에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수업 결과의 활용

학생들의 장소감은 다양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접하고 

표현하는 지도의 모습, 중심지의 모습 또한 다양하게 나타

날 것이다.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중심

지를 파악하는 공간 인식의 범위, 중심지와 관련된 정의적 

영역 장소의 표현, 지도 요소의 이해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은 앞 절에서 예시로  제시된 스토리를 제공하였

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생의 결과물의 예시 자료로, 자기 

(가) (나)

그림 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도 그리기 활동 결과물 예시(공간규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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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중심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공간인

식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가)의 경우, 지역의 대

표 건물로 서울타워, 63빌딩 등을 떠올리며 지역의 공간 

규모를 서울특별시로 넓게 인식하고 있다. 그림 1의 (나)

의 경우 공간 규모가 교과서에 제시된 고장보다 더 좁은 경

우로, 집과 학교 주변을 지역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지

역의 장소를 탐색하고 있다. (가)와 같은 유형의 결과물이 

많다면, 굳이 중심지 수업을 교과서처럼 시·군·구 단위

로 제한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확장하여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나)와 같은 형태의 결과물이 많다면 

집과 학교 주변뿐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지역을 인식하고 

중심지를 찾을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에게 다양한 사진 자

료, 인터넷을 이용한 지도 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

간 범위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그림 2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심지의 장소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시 스토리에서 두 번째 보물

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에, 세 번째 보물은 지역 사람들

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림2의 (가)

는 커피전문점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장소로 설정하고, 지

역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박물관을 대표 건물로 선정하고 

있다. 한편 그림 2의 (나)는 백화점을 대표 건물로, 새롭게 

개장한 식물원을 사랑받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

이 교사는 학생 결과물을 통해 학생이 주로 생활하는 곳,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고, 장소에 대해 느

끼는 긍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경우 왜 이렇게 표현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발화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중심지의 

의미를 찾는 데 활용하고, 이 내용을 중심지의 특징과 역

할을 찾아보는 다음 차시(10차시)까지 이어가는 것이 좋

다. 어떤 곳을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많이 오

간다고 생각하는 지하철역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어디

까지가 우리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지를 결과물에 

대한 해석을 통해 논의해 볼 수 있다. 

(나)의 경우, 편의점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였는데, 

이는 단원 마무리에서 인지적 영역의 평가 자료로 활용할 

때 유용하다. 이를 통해 학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 방위 및 

거리의 상대적 표시 등을 비교적 잘 파악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과정 중심평가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결과물은 피드백

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개별학습으로 진행할 경우, 결

과물에서 학생의 이해도와 장소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림지도를 그리는 진행 상황을 통해 어려움을 느끼는 부

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비교적 정

확히 파악하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줄 수 

있다. 모둠학습으로 진행할 경우, 특히 학생들이 주고받

는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

는 학생이 있는 경우, 교사가 관여하여 다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 성향도 평가

에 반영한다. 만약 모둠에서 활동을 주도하는 학생이 두드

러져 활동 참여 태도 평가만 가능하고 학습 내용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면, 주어지는 스토리를 듣고 

릴레이로 돌아가며 그림지도를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주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논리적인 전개 및 추론은 학습목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이 추리한 내용이 얼마

나 논리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과정

(가) (나)

그림 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도 그리기 활동 결과물 예시(장소 표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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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평가에서 피드백이 중요한 만큼, 교사는 활동 과정과 

결과를 종합하고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충

자료를 제공하여 오개념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IV.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공간인지능력 파악을 연구의 골자로 

하는 기존 연구들의 논의에 이어 실제 수업 시간에 심상지

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리학에서의 주

요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심상지도(mental map)’는 지리교

육분야에서 주로 아동의 공간인지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발히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현 교육과정인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심상지도 그리기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나, 심상지도를 수업에 실

제 활용하는 연구는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심

상지도 그리기 활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초등 사회 교과 

3학년 1학기 첫 단원 ‘우리가 살아가는 곳’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지리 영역 단원에서 심상지도는 활용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 사회 교과 4학년 1학기 첫 단원인 ‘지

역의 위치와 특성’의 마무리 차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단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심상지도 그리기 수업은 조철기

(2013)의 스토리를 활용한 그림지도 학습에 기반하고 있

으나, 학생들은 자기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추리 스토리를 

듣고 심상지도를 그림지도로 표현하며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스토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엉덩이 탐정’ 시리즈

의 도서가 초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는 사례에서 드

러나듯 추리 스토리는 학생들의 흥미를 크게 유발할 수 있

다. 또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심상지도를 그리는 시각

적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더욱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도출

할 수도 있다. 즉 추리 스토리텔링 기반 심상지도 그리기 

수업은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정보활용능력 등의 

2015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례 단원의 내용요소가 스

토리에 온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스토리의 주요 내용 요

소들을 제시하였다. 초등 사회 교과 4학년 1학기 첫 단원

인 ‘지역의 위치와 특성’은 지도의 기본요소와 지역의 중심

지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스토리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 지도요소, 장소정보, 중심인물 정

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 

제시된 심상지도 그리기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적합성 역시 지니고 있다. 

심상지도는 학생들의 공간인지의 표현물이기에, 교사가 

해당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정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지리교육 영역에서 심상지도의 실제적 활용에 대한 후

속 연구에 대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다른 

단원, 다른 학년에서의 심상지도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 4학년 그중에서도 

‘지역의 위치와 특성’이라는 특정 단원을 사례로 하고 있기

에, 이외의 다른 단원은 물론, 초등 5, 6학년, 나아가 중등 

지리영역에서의 심상지도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심상지도를 실제로 활용한 수업의 결

과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는 지리교육 영역의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만 해도, 심상지도 그

리기 활동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습 

효과 역시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심상지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적 효과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검증을 통해 심상지도를 활용한 수업이 

더욱 파급될 수 있다. 

註

1) “One of the principal concepts of BEHAVIOURAL 

GEOGRAPHY, referring to the psychological 

representation of PLACES as revealed by simple 

paper and pencil tests.”(Johnston et al., 2001:498)

2) “the spatially located knowledge that each of 

us gains about the world around us”(Kemp, 

2008:227)

3) “1) cartographic representations of how people 

differ in their evaluation of places, and 2) 

freehand maps that people can draw – outlines 

of city streets and continents’’(Tuan, 1975:206)

4) 이경한(2012)에서는 “인지 지도(cognitive map)”

로 나온다. 

5)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최근 1년간(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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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19.12.09) 초등학생(8~13세)의 도서관 대

출 도서 순위에 따르면, 추리소설의 형태의 도서 

‘엉덩이 탐정’ 7개의 시리즈 중 4권이 10위 권 안에 

있으며 22위 권 안에 7개의 시리즈가 모두 기록되

고 있다(https://data4library.kr/loanDataL, 데

이터 제공일:2019.12.14.).

6) 이 시리즈의 제3권(최향숙, 2018)에 실린 이야기 

중 ‘비난 유인물 배포사건’에 나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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