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지식 기반 사회로 진행하면서 학교교육이 이러한 변

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학

교교육에서 키워야 할 지식인은 단순히 암기하는 능력

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통합, 분석하며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기 때문이다(Ananiadou and Claro, 2009).

특히 지리 교과에서 지리적 탐구는 지리와 관련된 질

문을 제기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결론 및 일반화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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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리적 탐구는 정해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근거를 찾아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 방법으로

21세기 인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특히 지리적 탐구 방법 중 야외조사는 학생들이 감각을 통해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배우는 내용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고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리적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천의 차이나타운 일대를 직접 야외조사하는 탐구 수업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야외조사 프로세스에 따랐으며, 모바일 기술인 휴대폰 GPS를 활용한 탐구 활동도 포함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리적 탐구 능력 및 학습 만족도가 사전 평가 때보다 사후 평가 때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야외조사, 지리적 탐구, 모바일 기술

Abstract : Geographic research is a study method, which finds and organizes a new knowledge through inquiring 
subjects and investigating clues rather than simply accepting fixed information. Naturally, geographic research
contributes for raising future talents through education. Among geographic research methods, fieldwork is very
effective in education because fieldwork enables students’ in depth understanding of study regions through 
students’ physical experiences and corresponding direct learning process. This study aims to develop students’
geographic research ability by applying fieldwork in Chinatown area in Incheon. The procedure and results of
the fieldwork are analyzed. In the fieldwork process, GPS mobile technology was applied. The results present
that the fieldwork contributes to develop high school students’ geographic research abil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rate.
Key Words : Fieldwork, Geographic research, Mobil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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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통합적 지식(전혜인, 2003)을 

다루는 학습활동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리 지식

을 구성하는 능력을 지리적 탐구 능력이라 한다. 질문, 

자료수집, 일반화에 이르는 지리적 탐구 능력은 지식 기

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학교교육이 학생의 지리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실수업과 차별되는 새로운 교수-

학습방법이 필요하다. 이종원(2016)은 교사가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

도해야하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하

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수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야외조사는 강의실을 떠나 경험을 통해 

배우며 모든 것을 포괄(Gilbert and Strong, 1997)하는 학

습 방법으로 지리적 탐구에 유리하다. 야외조사는 교육

적 효과가 매우 탁월한데, 학생들이 감각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이론적으로 배우는 내용과 쉽게 연결시키고, 

해당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Lambert and Reiss, 2016).

최근에는 학생들의 지리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British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ical 

Agency, 2004). 시각자료, 통계를 이용한 공간 분석, 지

도 및 위성사진, 시뮬레이션, 이메일, 웹캠과 같은 다양

한 기술적 방법은 학습자의 지리적 지식 및 가상 경험 

제공, 환경 예측,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여, 학

생의 탐구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중요성은 야외조사에서 두

드러진다. 야외조사에서 진행되는 지리적 탐구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현실 문제와 장소 및 공간에 관

한 것이어야 하며 교실 밖에서 실제 취득할 수 있는 데이

터 이어야 한다(Roberts, 2003). 최근 노트북, 스마트폰

과 같은 휴대용 디바이스 성능이 향상되면서, 학생들이 

야외조사 지역의 객관적인 자료를 쉽게 수집하여 학습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Sharples et al., 2005) 새로운 학

습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Chatterjea, 2012). 

야외조사 학습에서 휴대용 기기는 정보의 소비, 정보의 

생성,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주로 활용된다(Medzini 

et al., 2015). 정보의 소비는 야외 활동을 위해 인터넷 

검색 정보,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모

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정

보 서비스이며, 검색으로 습득한 정보는 야외에서 진행

하는 탐구 활동에 즉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Sharples et al., 2005). 위치 정보는 GPS가 장착된 

휴대용 장치를 통해 특정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서

비스로,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

(Klimaszewski-Patterson, 2010). 이 정보는 낯선 야외조

사 지역에서 학습자들의 방향과 길찾기 능력을 향상시

켜 탐색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보의 생성

은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여 문서화, 측정,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문서화는 휴대용 기기에 

내장된 카메라, 음성 녹음기, 쓰기 앱 등을 사용하여 야

외조사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측정은 거리 측

정, 주행 거리, 고도, 나침반, 소음 강도 측정 등의 기능

을 가진 앱을 이용하여 야외조사 지역을 측정하는 것이

다. 문서화와 측정은 모든 단일 휴대용 기기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조사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학습자는 지역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심도 깊은 탐구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 

공유는 학습자 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야외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모든 학습

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면 야외

조사와 교실 학습 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Chang et al., 2012). 커뮤니케이션은 휴대용 기기의 기

능 중 음성 대화, 문자 메시지, 화상 회의를 활용하여 학

습자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Cornelius et al., 2011). 특히 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야외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자유로운 의견 교류는 교사와 학생, 학생 간 상호작

용을 증가시키며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변화시키기도 

한다(Cox et al., 2003).

야외조사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은 효율적인 도구

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확장하고 자발적인 학습

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Meishar-Tal and 

Gross, 2014). 다만 기술은 야외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하며, 학습자가 기술 

자체에 집중력을 빼앗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지리적 탐구와 야외조사를 연결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여 야외조사를 기획하고 적용하여 학습자들의 지리적 

탐구 능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높여줄 기술을 접목시킨 지리

적 탐구 수업 개발이 어렵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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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Kent et al., 1997).

지리적 탐구를 기반으로 한 야외조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실제 세계를 기반으로 한 야외조

사가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생각, 경험, 관심사를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

서 학습자들은 조사 지역을 학습 자료로 사용하여 측정, 

관찰, 계산과 같은 낯선 활동에도 흥미롭게 참여할 것이

다(Bednarz, 1999). 둘째, 상호 보완하는 인지적, 정서적 

학습이 결합된 교육과정이 가능하다(Nundy, 2001). 인

지적 학습 결과는 정보 처리와 의미 구축, 야외조사 활동 

과정을 통해 직접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서적 

학습 결과는 조원들과 감정, 가치를 공유하고 다루는 과

정과 야외조사의 과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간접

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정서 영역에서의 긍정

적인 결과가 인지 영역에서의 성과에 중요한 전조가 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가 적절히 결합된 야외조사 활동이 

교육과정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Boyle 

et al.,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천 차이나타

운 일대에서 모바일 GPS를 활용하여 야외조사를 실시하

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다. 또한 학생들이 수집한 정보를 파악하고 추론하는 과

정을 분석하여 지리적 탐구 능력의 향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탐구 기반의 야외조사는 학생과 주변의 관계를 직

접 체험으로 이해하는 경험 학습, 실험으로 새로운 경험

을 얻는 탐구 학습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야외조사라

는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학생의 지리적 탐구 능력은 유

사한 형태의 학습이 누적될수록 새로운 학습 형태가 만

들어지며, 그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는 창의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학

생들에게 인천 차이나타운 일대에 대한 야외조사 전 평

가와 야외조사 후 평가를 실시한 다음 지리적 탐구 능력

의 향상을 비교한다. 둘째, 학생들의 경험적 지식을 쌓

기 위해 비주얼 씽킹 기반의 실내 자료 조사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탐구형 야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

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외조사 활동을 

위해 학습 소재의 발굴, 설계, 자료 수집, 결과의 제시 

등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지리적 탐구 능력이 향상될 것

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야외조사

는 학생들이 친숙한 기기들을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학

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자신과 주변 공간에 대한 관심

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연구

지리교육 분야에서 야외조사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많

은 연구들이 있다. 야외 답사에 대한 의미와 역할 등 지

리교육적 함의를 고찰한 연구(박철웅, 2013), 양동 마을

을 사례로 답사를 통해 지리 탐구 과정을 구성한 연구

(송언근, 2010), 야외조사 활동을 통해 중랑천 일대의 환

경 문제 조사활동과 그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유원희, 

2000), 광양만 야외 답사를 통해 지리교육의 방향을 제

시한 연구(조상균, 2008) 등이 있다. 또한 외국의 야외조

사 활동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를 분석한 연

구도 있다. 전보애(2010)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합

한 미국의 한 봉사학습 프로그램인 EEGISC를 소개하고 

뉴욕주 앰허스트시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종원(2014)은 영국 

초·중등학교의 지리과목과 연계해 운영되는 야외조사

활동을 소개하였다. 야외조사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국

가수준의 지리교육과정, 자격시험(GCSE, A-level) 평가

요강, 운영 특징을 분석한 바 있다.

국외 연구는 야외조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수-학습에 

적용시킨 사례 연구가 많았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환

경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지리학의 야

외조사 방법을 강조하고 호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

(Casinader and Kidman, 2018),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방

법으로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을 사

용하여 실제 야외조사를 수행한 후 교육 및 학습 전략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Raath and Golightly, 2017), 현대 도

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야외조사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한 연구(Skavhaug and 

Andersen, 2013)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수업에

서 야외조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운영 방식이나 제약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하였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실제 야외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들의 지리 탐구 능력에 대한 성취도 평가가 진행되지 않

았고, 수업 만족도 또한 분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야외조사의 탐구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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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오선민(2016)은 경주 양동마을을 기반으로 모바

일 기술을 활용한 탐구기반 야외조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했다. Demirci et al.(2013)은 중고등학교

의 지리 수업 도구로 Google Earth의 효과와 학습자의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Google Earth가 

매력적인 학습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지리과 교수-학습 연구의 사례가 국내외 모두 

극히 적다는 한계가 있었다.

III. 연구 방법

야외조사를 기획하고 설계할 때 교사는 지리적 개념

을 도입하고 보강하는 활동을 만들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법을 시연하며, 개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과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Rice and Bulman, 2001). 

이를 기반으로 한 야외조사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야외조사 설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교사는 지리적 탐

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어떤 유형의 

야외조사가 적절한지 선택한다. 야외조사의 유형은 관

찰 야외조사, 탐색 야외조사, 질의 야외조사로 나뉜다. 

관찰 야외조사는 학생들이 감각을 발휘해 관찰하고 스

스로 발견한 것을 이전의 지식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탐

색 야외조사는 학생들이 방법론을 탐색하고 비교하며 

더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관찰한 개체의 상대적인 크기, 형태, 개수, 비

율의 측정을 포함한다. 질의 야외조사는 학생들이 연구 

질문을 설계하고 야외에서 시험할 가설을 세우고, 야외

조사를 수행하며 검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는 연구할 장소를 선택한다. 학생들은 연구 대상을 선정

할 때 사진, 지도 및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단계는 학

생의 상태를 고려한 야외조사를 설계하는 것이다(Rice 

and Bulman, 2001). 수준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야외조사를 하는 것은 학습 동기 부여, 자존감, 협력과 

자기주도학습의 수준 향상과 같은 야외조사의 이점을 

공유하게 한다(Shelley and Owen, 1999).

본 연구는 지리에 관심을 가진 인천의 고등학교 지리 

학술 동아리 학생들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선발된 

학생들이 야외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비교적 수준 높

은 질의로 구성된 야외조사 유형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과의 논의를 통해 야외조사지의 주요 핫스

팟(hotspot)을 선정하여 심층 탐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

다. 핫(hot)이란 ‘활기가 넘치는’의 뜻이며, 스팟(spot)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라는 뜻이다(Gratton, 2007). 

핫스팟을 선정한 이유는 지역 전체를 답사하고 분석하

기가 쉽지 않으며, 과도하게 넓은 연구 지역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야외조사 지역은 인천을 대표하는 관

광지들이 밀집되어있는 중구 차이나타운 일대로 정하였

다. 또한 차이나타운 일대의 핫스팟은 7곳을 뽑았다.

자료 조사 과정에서는 도서관, 인터넷,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야외조사 과정에 필요한 사전 정보와 기술을 

미리 준비하였다. 이후 야외조사를 위한 경로를 선정하

고 일정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야외조사

의 목표에 대한 이해, 장비 교육 등을 강조하는 야외조사

를 위한 예비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야외조사를 수행한 후 지리적 탐

구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야외조사를 나가기 전 학생들이 가지

고 있는 차이나타운 일대에 대한 이미지 평가를 진행하

였다. 이 과정에서 차이나타운 일대에 대해 수집한 자료

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을 수행했다. 비주얼 씽킹이란 글

과 그림을 함께 사용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커뮤니케이

션에 활용하는 것이다(우치갑 등, 2015). 비주얼 씽킹은 

그림 1. 야외조사 프로세스

* Rice and Bulman(2001:11-32)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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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록물의 형태를 넘어 타인과의 의사소통, 창의력

과 기획력을 높이는 측면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

한다(온은주, 2014). 이 활동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차이나타운 일대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지리적 탐구

의 의사결정 속도를 빠르게 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야외조사 활동 중 하

나인 모바일 GPS를 이용한 수리적 위치 학습을 위해 방

위의 이해, GPS 앱 활용, GPS를 이용한 경위도 읽기를 

연습했다.

야외조사의 수행은 연구 지역을 방문하여 관찰, 기록, 

면담, 촬영, 측정하여 및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는 과정

으로 진행된다(Rice and Bulman, 2001). 본 연구에서 학

생들은 모바일 GPS를 이용하여 핫스팟 7곳의 경위도 기

반 위치 찾기와 지역조사보 고서 작성을 수행하였다. 학

생들은 각 핫스팟의 경위도 좌표를 보고 모바일 GPS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경위도, 핫스팟 간 위치 

비교, 방위의 개념을 학습했다. 또한 찾은 핫스팟에서 

사진 촬영, 주민 및 관광객 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는 교실로 돌아와 수집한 자료

를 정리하고 시각화하며 분석하는 과정이다. 수집한 데

이터를 표현하는 기법은 크게 네 가지로, 텍스트는 야외

조사의 목적, 활동의 요약, 결론을 기술하는데 사용한다. 

사진은 야외의 시각적 이미지, 데이터의 상세한 모습, 야

외조사 중인 학생들의 재미있는 장면 등을 제공한다. 지

도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의 통계 결과를 시각

적으로 제시하는데 유용하며, 그래프는 수집한 데이터

를 간결하게 표현하는데 사용한다(Rice and Bulman, 

2001).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핫스팟에서 수집한 데이

터를 정리하고 가공하여 지역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평가는 앞에서 수행한 야외조사의 지리적 내용 및 기

술, 조별 활동에서의 리더십과 참여, 구술 발표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결과물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학업 성취를 스스

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탐구 과제

를 완료함으로써 학생들은 지리적 관찰과 기록의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비판적 평가와 반성에 이르는 교육과

정을 통해 학습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

외조사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야외조사 과정에서 느슨

해질 수 있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습자들이 야외조

사 결과를 교실 내 학습 내용에 연결시키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Dummer et al., 2008). 본 연구는 야외조사 

후 학생들의 지리적 탐구 능력 향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

전 평가와 동일한 질문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대상 및 자료

1. 연구 지역

본 연구는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들이 밀집되어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공간적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차이나타운 일대는 지

난 20년간 도시 슬럼화로 쇠퇴기를 겪은 지역이지만, 재

정비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다. 인천을 방문

한 외국인 40여만 중 95%가 차이나타운을 가장 인상적

인 관광지로 선택(인천광역시, 2012)한 것에서 볼 수 있

듯이 차이나타운은 성공적인 재발전이 진행되는 곳이다

(서헌, 2012).

그림 2.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일대

* 인천시 군(郡)·구(區)를 표현한 것(위)으로 회색 부분이 중구

이며, 중구의 일부 동(洞)을 표현한 것(아래)으로 회색 부분이 

야외조사 지역인 차이나타운 일대를 나타냄.

** ArcGIS 10.2.2를 활용하여 연구지역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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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바일 GPS를 이용한 지리적 탐구 학습을 

위해 차이나타운 일대의 핫스팟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

은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차이나타운 일대의 랜드

마크 중 해시태그(hashtag)의 수가 상위 7곳에 해당하는 

곳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인기

가 높아지면서 인스타그램과 해시태그는 대중들이 자신

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고 있으므로, 대중들의 관심,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박민영·박경, 2017).

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지리에 관심을 가진 인천의 고등학교 지리 

학술 동아리 학생들 7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5일에 

야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바일 GPS 기능을 이용한 지리적 탐구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해 핫스팟 7곳의 경위도(표 1)가 제시된 별도의 

활동지를 이용하였다. 경위도를 찾는 GPS 어플리케이션

은 아이폰의 경우 ‘여행 고도계 라이트(GPS고도 & 지도 

해발 높이)’, 안드로이드는 ‘GPS Status&Toolbox’를 사용

하였다. 이 앱들은 현재의 경위도가 표시되며, 학습자가 

움직일 때마다 경위도가 즉각적으로 바뀌어 위치 변화

를 추적해준다.

V. 연구 결과

1. 야외조사 설계

1) 핫스팟의 선정

차이나타운의 핫스팟을 선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서 해시태그(#)된 여러 지점 중 많이 태그된 상위 7곳을 

찾아냈다. 2017년 4월 기준 동화마을(10,689개), 인천아

트플랫폼(3,270개), 짜장면 테마 박물관(1,052개), 한중

문화관(321개), 카페팟알(217개), 청일조계지(혹은 공자

상)(134개), 인천개항박물관(84개)을 핫스팟으로 선정하

였고 위치는 그림 3과 같다.

2. 야외조사 준비

1) 사전(事前) 평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차이나

타운에 대한 인식 확인

연구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현재 지식수준을 확인하

기 위해 차이나타운 일대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시행하였

다. 문항은 ‘차이나타운 일대를 나타내는데 적절하다고 

표 1. 핫스팟의 경위도 좌표

핫스팟 경위도(도,분,초) 경위도(도)

1 카페 팟알 37°28'25.8"N 126°37'13.9"E 37.473835° N, 126.620535° E

2 동화마을 37°28'39.5"N 126°37'14.5"E 37.477638° N, 126.620693° E

3 청일조계지(공자상) 37°28'26.8"N 126°37'12.4"E 37.474114° N, 126.620096° E

4 짜장면 테마 박물관 37°28'29.3"N 126°37'05.5"E 37.474815° N, 126.618197° E

5 인천개항박물관 37°28'23.6"N 126°37'13.6"E 37.473231° N, 126.620432° E

6 한중문화관 37°28'24.8"N 126°37'07.5"E 37.473548° N, 126.618754° E

7 인천아트플랫폼 37°28'22.4"N 126°37'12.0"E 37.472901° N, 126.620007° E

그림 3. 선정된 7곳의 핫스팟

* ArcGIS 10.2.2를 활용하여 연구지역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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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쓰시오’이며 표 2는 이에 대

한 학생들의 대답을 요약한 것이다. 결과를 분석하면 학

생들 모두 차이나타운 일대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만, 지

역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가지는 차이나타운에 대한 관심

이 표면적인 정보와 감성적인 이해에 그칠 뿐 구조적인, 

체계화된 지식을 거의 갖추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에 대한 표현 수준

을 확인하고 사고력 확장을 위해 비주얼 씽킹을 실시하

였다. 차이나타운 비주얼 씽킹 활동은 복잡한 지역의 정

보를 학생의 개성에 따라 이미지화하고 작은 아이디어

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결과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차이나타운에 대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흥미로워했으며, 이후 학습에도 자신감을 얻

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차이나타운 일대에 대한 의미를 담은 상징

적인 이미지와 간단한 글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였

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비주얼 씽킹에 대한 평가는 

학생 및 교사가 작품에 코멘트를 적고 함께 토의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김0린은 차이나타운 일대를 동화마

을 관광, 길거리 중국 음식, 개항장 등 장소의 흥미로운 

특징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또한 글보다는 시각적인 그

림으로 표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결과물을 제출

했다. 전0영 또한 조사 지역의 대표적 특징인 동화마을, 

수인선, 차이나타운, 개항장 거리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 학생은 그림만으로는 정보의 전달에 한계를 느껴 가

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글과 함께 배치하였다고 

발표했다. 김0비는 송월동의 행정구역을 지도로 나타낸 

후, 핵심 장소라 생각하는 곳을 점으로 찍고 장소에 대한 

그림과 글로 정보를 표현했다. 관광지도의 형식을 띄고 

있고 공간정보, 속성정보를 모두 알 수 있어 참신함 측면

에서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표현된 공

간정보가 부정확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이 있

고, 학생 또한 위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

다. 주0화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지도로 표

현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도로를 기준으로 장소 간 위치

를 그렸기 때문에 이들을 포섭하는 행정구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정0은

은 인천 중구의 차이나타운 부근을 확대하여 지도로 나

타냈다. 비록 위치정보의 전달에만 집중하여 장소에 대

한 정보가 부족했으나, 핵심 장소를 표현하면서 주변 장

소에 대한 정보도 함께 그려 장소 간 관계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위치에 대한 오류도 거의 없어 간단

한 동네 지도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수준높은 결과물이

었다. 한0리는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개항장거리를 핵

심 장소로 생각하여 대표하는 그림으로 표현했다. 지도

를 활용하여 핵심 장소를 그려낸 의도는 좋았지만, 그린 

지도의 축척이 너무 작아 위치 정보를 줄 수 없었고 그림

도 장소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기엔 부족하였다. 김0아

는 장소 간 이동거리를 파악하여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연구 지역의 핵심 장소를 개항장거리, 인천역(차

이나타운), 동화마을로 생각하고 각 장소 간 도보 이동 

시간을 표현하였다. 동화마을과 개항장 거리의 도보 시

간이 가장 긴 것으로 보아 인천역(차이나타운)을 기준으

로 개항장거리와 동화마을이 서로 반대편에 떨어져있음

을 추론할 수 있었다. 비록 핵심 장소에 대한 속성 정보

는 부족했지만 시간의 개념으로 장소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과물이었다.

2) 차이나타운에 대한 자료 조사

야외조사를 나가기 전, 차이나타운 일대와 핫스팟에 

대해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였

다. 특히 탐구 활동 시 도움이 될 핫스팟에 대한 정보는 

정리하여 답사자료집을 만들었고 그 내용의 일부는 표 3

과 같다.

모바일 GPS 탐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한

국지리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위치의 개념을 

학습하였다. 사용한 교과서는 금성 출판사 한국지리 교

과서이며, 관련된 단원은 ‘ I. 국토 인식과 국토통일 → 

2. 세계화 시대의 국토 인식’이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

표 2. 차이나타운 일대에 대한 학생별 사전 평가 결과

질문 차이나타운 일대를 나타내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쓰시오.학생

정0은 랜드마크, 밀집지

김0아 인천의 명소

주0화
아기자기, 관광 장소, 열린, 개방된, 

사람들 북적이는

한0리 사진

김0린 알록달록한

김0비 사진, 인천

전0영 자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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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의 절대적·상대적 위치 특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와 ‘위치 특성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이다. 학생들

이 특히 방위와 경위도에 대한 개념을 어려워하는 모습

을 보여 현실 세계에서의 수리적 위치의 활용을 예시를 

통해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야외조사에서 사용할 GPS 앱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나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경위도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전 연습 시간도 충분히 가졌다.

3. 야외조사의 수행

1) 모바일 GPS를 이용한 지리 탐구 활동

학생들은 개인 모바일 GPS 앱을 이용하여 현재의 경

위도 좌표부터 표 1의 핫스팟 경위도 좌표까지 도보로 

탐색하였다(표 4). 학생들은 사전에 연습한 것을 토대로 

쉽고 빠르게 모바일 GPS에 앱에 적응하였다. 경위도 앱

을 다루면서 학생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면 경도값이 커

지고 서쪽으로 이동하면 작아지며, 남쪽으로 이동하면 

위도값이 작아지고 북쪽으로 이동하면 커진다는 것을 

직접 움직이며 확인하였다. 또한 위도 0.001°를 변화시

키려면 1.1km정도, 경도 0.01°를 변화시키려면 0.8km정

도는 걸어야한다는 것을 이해한 학생도 나타났다. 이 결

과 단순히 외웠던 우리나라의 경도와 위도의 개념을 현

실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야외조사 후반부로 갈수록 학생들은 방위와 경위도를 

이용하여 익숙하게 핫스팟을 찾았고, 속도도 점차 빨라졌다.

2) 자료 수집

핫스팟 지점에 도착한 후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자료

를 수집하였다. 과제물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탐방보고

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진 촬영, 주민 및 관광객 인터뷰, 

관찰 내용, 느낀 점 등을 기록하였다. 학생들은 처음 해

보는 인터뷰, 사진 촬영 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중요한 

표 3. 핫스팟에 대한 자료 조사

핫스팟 핫스팟의 특성

동화마을

송월동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후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부촌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낙후된 도심이 되었다. 이후 구 도심지 개선 대책으로 세계 명작 동화를 테마

로 한 ‘동화마을’을 구성하였고, 주변 차이나타운과 자유공원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새로운 장소성을 띄게 

되었다(이지영, 2016). 

인천아트

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은 일본우선주식회사(1888), 삼우인쇄소(1902), 금마차 다방(1943) 등 개항기 건축물, 유휴 근대 

문화유산을 매입해 개조한 공간이다. 인천시의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근대 건축물의 주변 경관을 정비하

고 활성화를 위해 예술-창작을 주제로 건축되었다(공주형, 2011).

짜장면 테마 

박물관

2012년 옛 공화춘 건물을 복원하여 개관한 것으로, 차이나타운의 이미지에 맞게 짜장면의 역사와 문화, 관련 

교육이나 체험 등을 소개하는 박물관이다. 장소마케팅이 결실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지만, 공화춘이 짜장면의 

발상지라는 이미지를 검증없이 받아들여 지방정부의 후원아래 박물관으로 재탄생되었다. 또한 화교의 집단 

거주지에서 이주민 공동체가 배제된 채 이주민 역사의 복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관광자원화의 한계를 띈 공간

이다(이창호, 2013).

한중문화관

직접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중국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고, 차이나타운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였다. 또한 중국문물전시실, 중국문화체

험코너, 한국과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생활 속의 문화적 메카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한중문화관).

카페팟알

개항기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인천항을 주 무대로 하역업을 했던 전형적인 일본의 점포형 주택의 공간구조가 

남아 있는 희귀성이 있는 장소이다. 이후 원형을 보존하며 리모델링을 거친 결과 지금의 카페로 활용하고 

있고 근대 건축물이 도시재생의 큰 역할을 한 예시이다(전진삼, 2012). 

청일조계지

(공자상)

개항(1883~1910)기는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인천으로 들어온 시기로 이들이 세운 건축물이 각국의 특징적인 

요소가 표현된 다양한 양식의 건물이었다. 일본인들은 인천 일본조계지에 건축물을 세웠는데, 목조가 대부분

이었다. 인천에 정착한 청나라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중국식과 서양식이 섞인 형태였고 거의 대부분이 벽돌

을 사용하여 세운 것이었다. 청일 조계지의 경계계단은 계단을 사이에 놓고 한쪽은 중국식, 다른 한쪽은 일본

식의 건축양식경관을 보여주는 곳이다(서민원, 2009).

인천개항박물관
일제가 경제수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건물인 일본제1은행을 2010년 개항박물관으로 개조한 것이다. 개항기 인천

을 통해 소개된 근대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인천개항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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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잡아내지 못하는 등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

러나 흥미로운 자료의 발견이나 인터뷰 대답을 들을수

록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표 5는 지역탐방보고서 작성을 위해 학생들이 수집한 

야외조사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김0린 전0영 김0비

주0화 정0은

한0리 김0아

그림 4. 학생별 비주얼 씽킹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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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학생별 지리 탐구 능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事

後) 평가를 실시하였다. 질문은 사전 평가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현지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 위주로 작성하도

록 하였고 야외조사 후 느낀 점 발표, 제출한 지역탐방보

고의 평가도 이루어졌다.

야외조사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사전 평가와 동일한 

질문 용지를 배부하여 서술하는 사후 평가를 하였다. 서

술과 설명을 통한 학습의 효과성 평가는 단기적 상황에

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평가 방법

은 학생 중심의 능동적 학습일 경우에 유리하고 학습 경

험과 능력을 향상시켰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Gibbs, 

1992) 때문에 본 연구의 야외조사 평가 방법으로 활용하

였다.

김0린은 핫스팟 내 지역 중 최북단인 동화마을과 최남

단인 아트플랫폼의 위도 차이가 0.0049도(1도 간 거리는 

약 114km로 제시함)이므로, 거리는 약 0.56km 차이가 

나고, 최동단인 카페팟알과 최서단인 짜장면 테마박물

관의 경도 차이가 약 0.0024도(1도 간 거리는 약 88km로 

제시함)이므로 거리가 약 0.2km 임을 계산했다. 이 학생

은 인천이 개항되면서 만들어진 근대 역사적 경관이 밀

집되어 있음을 수리적 위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분석하

는 모습을 보였다. 전0영과 정0은은 차이나타운이 중국

표 4. 모바일 GPS로 핫스팟 탐색 결과

핫스팟 앱화면 캡처 사진 핫스팟 앱화면 캡처 사진

청일조계지

(공자상)

짜장면 테마

박물관

개항박물관
인천아트

플랫폼

동화마을 한중문화관

카페팟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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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관뿐 아니라 일본의 경관도 많이 가지고 있어 과거 

개항장의 번화함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와 같은 

경관이 현재에도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쳐 문화, 관광, 

역사의 요소를 모두 갖춘 다양한 공간을 창출했다고 서

술했다. 주0화는 차이나타운의 교통과 관광에 집중했다. 

인천역, 버스 등 대중교통이 많고 그로인해 접근성이 좋

아져 지금과 같은 인천의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고 평가

했다. 또한 바다와 육지가 접하는 항구로서 역할을 한 

과거와 현재가 비슷함을 느꼈다고 서술했다. 다만 가지

고 있는 장소의 매력에 비해 관광지로서의 구현이 부족

한 것 같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한0리와 김0아는 핫스팟 

중 가장 높은 위도에 위치해 있던 동화마을을 북쪽으로, 

가장 낮은 위도 위치해 있던 아트 플랫폼을 남쪽으로 표

현하여 방위의 개념을 습득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0리는 원래 창고였던 곳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적 교류 공간으로 탈바꿈

한 아트플랫폼에 관심을 가졌다. 이곳을 서술하면서 성

공한 도시 재활성화 사례라고 평가하는 등 확장된 사고

를 보여주었다. 김0비는 차이나타운 일대가 관광명소들

로 분포되어 있어 중국인 이주민, 관광 목적의 외국인들, 

자국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다문화를 떠올렸다고 

서술했다.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되려면 문화가 다른 민

족들이 모였을 때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

이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 초기 사전 평가에서 학생들은 차이나타운의 이

미지에 대해 단순한 단어를 나열하는 수준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구체적인 예시와 느낀 점을 

서술할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

표 5. 지역조사보고서 요약

핫스팟 관심 주제 인터뷰 새로 알게 된 지식

청일조계지

(공자상)
공자라는 인물

거의 대부분 공자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새로

운 정보는 주지 못하여 인터뷰를 하지 못함.

일본 조계지 쪽의 건물과 도로는 일본식, 

청나라 조계지 쪽의 건물들은 청나라 식

으로 나뉘어진 점을 알게 됨.

카페 팟알 대화조

20대 여성 대학생: 대화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

광객임. 이 장소의 의미를 대다수가 거의 모를 것

이라 답함.

카페 팟알이 과거 인천항을 무대로 영업

을 했던 하역회사 사무소임을 알게 되었

고, 고가옥이 생각보다 훌륭히 보존되어

있음에 놀람.

짜장면 테마 

박물관

짜장면 박물관에 대한 

느낌

40대 남성과 60대 여성: 짜장면 역사나 종류에 대

해 전시되어 있어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너

무 단순하여 재방문 의사는 없다라고 답함.

짜장면은 먹는 노동자, 쿨리의 역사를 알

게 됨.

개항박물관 개항

30대 여성 박물관관리인: 개항박물관 방문 인구

수는 평소 30명 정도 방문하며, 근대 건축과 근대 

문물에 대한 역사가 담겨있는 건물이라 의미가 

있다고 답함.

개항박물관이 옛 일본 제1은행으로 수탈

을 위해 만들어졌고, 박물관 안에 한 전시

실이  금고로 사용했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됨.

인천아트

플랫폼
아트플랫폼의 활용

50대 남성 작가: 원래 창고였다가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고 다른 지역과 달리 영화제, 전시회가 지

속적으로 열림. 단점은 작가와 스태프가 더 활발

히 교류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함.

문화인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이며, 예술

적으로도 인정받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됨.

동화마을

동화마을 주민이 

생각하는 마을의 

장단점

40대 여자 주부: 장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며, 

단점은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이 아무곳에나 쓰레

기를 버려서 불편하다고 답함.
사람들이 동화마을을 재미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됨.
‘동화마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

20대 여자 대학생: 동화마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

는 ‘동심’이라고 답함.

한중문화관
한국과 중국의 문화 

비교

20대 여자 대학생: 다른 지역 보다 중국문화를 훨

씬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오면 

좋을 것 같다고 답함.

직접 중국문화를 알아보고 직접 체험 할 

수 있고 수인선이 생긴 배경 및 유래를 알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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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스로 모은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평소 관심있었던 

다른 지리 주제와 연계하여 생각해보거나 추가적인 정

보를 찾아보는 등 자발적으로 탐구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의 지리 탐구 능력 향상

을 위한 구체적인 야외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

바일 GPS를 활용하여 핫스팟 간의 위치를 비교하고 방

위와 경위도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제안

하였다. 연구 과정은 야외조사 프로세스를 따랐으며, 연

구 결과 학생들의 지리적 탐구 능력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 차이나타운 일대를 야외조사한 학생

들의 지리 탐구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사전 및 사후 평

가의 결과를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차이나타운 

일대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인식이 야외조사 전후로 달

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야외조사의 수행 단계

에서 지리적 탐구 활동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

였다. 모바일 GPS를 이용하여 제시된 경위도 핫스팟을 

탐색했고, 이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수리적, 지리적 위치

에 대한 경험 학습이 가능했다. 또한 핫스팟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과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동시에 학습하였다. 따

라서 고등학교 학생의 지리적 탐구 능력은 학습목표가 

분명한 야외조사를 동반한다면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외조사 

프로세스를 동반한 지리적 탐구 활동의 설계는 학생들

이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리 지식의 실질적인 이해를 가

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초적

인 지리 개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만 현실에 적

용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야외조사 프로세스

를 동반한 지리적 탐구 학습은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주민 

인터뷰, 관찰, 친구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이해를 도모하도록 

돕는다.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한 탐구 활동은 학생들이 

친숙한 모바일을 이용하여 스스로 전자 지도를 보거나 

앱을 활용하는 등 흥미를 높여 실제 생활과 연계된 지리 

지식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학생들의 지리적 탐

구 활동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야외조사 학습의 결과가 정보 처리와 의미를 

분석하는 인지적 학습, 감정, 가치를 다루며 학습 과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정서적 학습, 동료와 의견을 주고

받으며 의미를 발견해나가는 사회적 학습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지리적 탐구 활동의 결과만을 

분석한 연구보다 야외조사 활동 과정 중에도 학습에 대

한 피드백과 수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의 목표를 인지

하고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중

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째, 학생들의 지리적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 통계적인 도

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외조사는 학교의 여

건 상 많은 수의 학생과 함께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리에 관심이 있는 지리 학술 동아리원을 대상으로 충

분한 면담과 야외조사 수행 과정을 기록한 자료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모바일 GPS를 이용하여 

경위도를 찾는 과정에서 오차범위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 현 위치의 경위도를 나타내는 모바일 GPS값이 실제 

경위도와 10~20m 가량의 오차가 나타난다. 따라서 학생

들이 야외조사를 수행할 때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

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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