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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전 세계의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는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갈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의
함양을 위한 전략적 실행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 분야의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에 있어서도 안전, 노후화 개선과 같은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이 목표여야 했던 양적 성장 시기를 거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시설 특히,
초·중등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여유교실 활용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Ⅱ)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교수
학습법을 2015 교육과정의 지향점 실현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현을
지원하는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사용자 주도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제 교육현장 목소리를
물리적인 형태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추진 초기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모형으로 활용, 재정 규모 산출
및 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설계 단계 전문성 지원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는 아래와 같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야기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미래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학교공간의 역할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미래 교수학습 활동을 소요 단위공간에
따라 총 58가지로 유형화하고 셋째, 세 단계로 세분화된 사용자 주도 미래형 학습공간
프로젝트를 통하여 교사들이 학생 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교수학습과정을 설계
후 온전한 구현을 위한 학습공간들을 제안 ·검토하였습니다 . 넷째 ,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연구진과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도안과 적용된 사례 현황
사진을 통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이 학교현장에 효과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12가지의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학습 구성원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구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
다면적으로 아이디어를 준 원외 공동연구진과 워크숍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시·도 교육청 관계자 분들을 비롯하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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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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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관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 교육환경은 사
회적, 교육적 변화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하고 사용자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적 가
치가 재생산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성 및 운영·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 사회 변화
에 따라 미래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수학습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다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1차 년도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실행 모형에 대하여 예산을 포함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2차 년도 연구는 2015 교육과정의 지향점 실현으로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
습법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현을 지원하는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사용자
주도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제 교육현장 목소리를 물리적인 형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최근 정부 정책에서 발표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추진 초기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
는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모형으로 활용하고, 또한 재정 규모 산출 및 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설계 단계 전문성 지원 및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을 주제로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우선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야기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미래의 인
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뱡향성, 이를 위해 필요한 학교공
간의 역할 여섯 가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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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활동을 소요 단위공간에 따라 58가지로 유형화하고, 3단계로 세분화된 사용자 주도 미
래형 학습공간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주도적으로 미래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
고 이의 온전한 구현을 위한 학습공간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구진 및 전문가 검토
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교실형 4개실, 허브형 8개실, 총 12개의 공간 모형을 예산을 포함
하여 제안하였다. 문헌분석, 전문가 그룹 면담, 사용자(교사 및 전문가) 주도 워크숍, 델
파이 조사, 정책 포럼의 연구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안정적인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
한 다섯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미래 교육환경의 이해
미래 교육환경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교육의 방향과 학교공간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미래 인재는 절차화 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원활하고 생산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지식을 담고
있는 형식·도구 등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자기관리 능력, 자기주도적 행동, 사회·정서적 특성과 조절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교육은 학습자 개인의 삶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학습자 중심 학습(문제 중심
학습-PBL, 프로젝트 학습),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액션러닝, 모바일 탐구학습, 플립러닝,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감수성 및 융합적 사고 교육(교육 연극, 융합형 교육)이라는 방향
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공간은 자료의 수집 및 활용에 접근이 허용되고
용이성 확보, 대면 상호 소통과 토의·토론 지원, 도구적 탐색 및 창의적 실험 환경 구축,
다양한 방식의 표현에 대한 지원, 학습자 개인 또는 집단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놀이
환경, 작품 및 공연활동을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 교수학습 유형별 단위공간과 조성 현황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 급별 교수학습법을 소요시설 측면에서 분석하

기 위하여 2015 개정 신규 교수학습 자료 원문을 초등학교 급 26종, 중학교 급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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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급 35종, 총 73종의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세부 단계로는 첫째, 총 73종의
교수학습 자료에 기술된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종 교수학습방법을 우선 추출한 뒤,
활동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교수학습활동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때 교수학습법에
따라 학습공간을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학교에
설치된 각 교과실의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교수학습방법을 분류하였다. 둘째, 각 교과실
의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하되, 복합적 공간 기능이 요구되는 교수학습법을 찾아 2차 분
류하였다. 예를 들어, 모둠별로 음악을 감상한 후, 느낀 점을 글, 그림, 몸짓으로 표현하
는 활동은 1차적으로 음악실을 활용하는 수업이지만 전체 교수학습활동의 흐름으로 보
았을 때 모둠별 작업대나 무용실과 같은 공간이 부차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2015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교수학습법은 단순히 하나의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
수학습법을 단계적·복합적으로 적용하며, 교과 간 융합 역시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앞선 두 단계를 통해 파악한 교수학습활동 유형을 바탕으로 각 교수
학습에서 요구하는 공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소요 공간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법을 최
종 분류하였다. 교과 구분에 관계없이 소요공간에서 연계성을 갖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교수학습활동은 소요 단위공간에 따라 총 58가지
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다시 ‘자료 수집 및 활용, 도구적 탐색 및 실험, 표현활동,
놀이하기, 토론하기, 공연하기’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구
체화한 교수학습활동의 각 유형에 대하여 소요 단위공간 모형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용자 주도 미래형 학습공간 프로젝트(워크숍)을 통해 수
정·보완하였다.

□ 사용자 주도 미래형 학습공간 프로젝트
학습공간은 학생과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학습의 도구이자 학습·생활환경이므로 미
래형 학습공간 모형에 대하여 다음의 세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조사 및 분석, 제안하였
다.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의 인식과 방향성 설정을 위한 단계로 학교공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주요 공간 도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주도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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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해당 워크숍 대상자의 모집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공간혁신 관심 교사(40인)를 대상으로 3월, 교육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19년도 공
간혁신 사업에 선정된 학교 담당 교사(선정 학교당 교장, 행정실장, 교사 및 장학사 120
인)를 대상으로 5월에 두 차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미래 교수학습 과정
설계를 통한 미래형 학습공간 설계 제안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시·도 교육청 추천 영재
업무담당교사(60인)을 대상으로 8월에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소요 단위공간 모형
을 활용하였다. 이어서 제안점들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한 모형의 검증에 앞서, 설계
제안에 참여했던 교사 중 자발적으로 검증에 응답한 교사(12인)을 대상으로 10월에 서면
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교육적 효용과 대표성
을 갖는 현장 사례에 대한 조사이며 현재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2010년~2018년)에 교육청 및 교사의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사용자 주도로 공간을 바꾸

어보고 교육적 효용들과 장·단점들을 경험해 본 교사(5인)을 대상으로 10월에 서면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사용자 주도 교수학습 과정 설계를 통한 학습공간 계획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 활동 유형별로 필요한 단위 공간은 크기와 기능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
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제각기 구획된 교실로 조성하기에는 개수와 학생들의 이동에
무리가 따르며, 교수학습 활동 유형 역시 해당 수업시간에 단일 활동을 실시하기보다는
복합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실과 실, 공간과 공간이 유연하게 구성
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수학습 단계의 설계가 하나의 수업에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전체 적용되
지 않으며 보다 세분화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당 수업의 방법이 실험이라고 가정하
면 본 조사에서 보여지는 교수학습 설계의 양상은 학생들은 실험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부터 실험에 대한 대그룹 토론·게시·공유까지의 전 과정이 해당 수업이다. 따라서 기존
의 실험 자체만을 위한 실험실로는 해당 교수학습의 효과적인 구현에 한계가 있으며, 때
로는 도서실, 컴퓨터실로의 비효율적인 이동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교
실 설계(이론교실, 과학실, 음악실 등)에서 부여되어온 학습공간의 단위를 보다 다양한
학습형태를 지원하는 포괄적 구성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나의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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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교수학습법이 보다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설계됨에 따라 기존의 교실에 연계
공간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교실 1칸의 크기가 기존 교실 3칸 정도의 규모로 커져야 가
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유사한 학습 유형들이 대부분 높은 빈도를 보이는 교수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
을 갖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항목들도 다수 제안된 바 있다. 이는
수업시간 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교실)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성과 더불어 해당 공간
(교실)과 연접하여 가까운(예: 쉬는 시간에 활용 가능한 인접한 위치) 장소에 게시·공유,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대면 상호 소통 대화, 놀이 등과 같은 목적을 지원하는
공간이 연계 조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실과 복도간의 경계, 교실
과 교실과의 경계, 내부와 외부와의 관계들과 같이 경계에 대한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함
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본 미래형 학습공간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가 시·도 교육청 추천 영재 담
당 교사라는 점에 있어 특정 교과(수학, 과학 등) 담당 교사 비중이 높다는 점은 ‘표현하
기’, ‘놀이하기’, ‘공연하기’의 세부 교수학습 유형 항목들에 대한 공간 제안 빈도가 낮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본 연구 조사 대상 설정의 한계이며, 추후 비교적 다루어지지
못한 교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기존 공간 구조와 재정적 여건 및 상황에 차이가 있어
교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습공간과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계획안 간의 차이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미래형 학습공간 재구조화 시 시점과 물리적 범위 등에 관한
학생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TF팀(OO초등학교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TF팀)의 논의를
통하여 해당 학교 실정에 맞는 RFP(Request for Proposal)를 작성하여 교육청 및 설계
자와 협의·적용해 나가는 교육현장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에서는 직접적 학습공간인 고정형 교실 4개(S실,
M실, L실, A실)와 수업 중, 수업 외 시간 모두에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접적 학습

공간인 허브형 8개(a실, b실, c실, d실, e실, f실, g실, h실) 교실을 제안하고, 1차에 참여
했던 54명의 교사 중 1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도출한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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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교수학습 유형별 단위공간과 사용자 주도 미래형 학습공간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3칸~6칸 규모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형(M실, S

실, A실, L실) 4개 모형과 1칸 규모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일반교실들 사이 또는 여유교실
에 배치하여 수업 중 또는 수업 외 시간에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허브형(a~h실) 8개
모형을 수업연계 허브와 쉼을 위한 허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모형은 3장에서 제시된 단위학습공간 구성을 제한된 시간 내 교사들이 재조합·재배
치, 추가 드로잉 하여 종합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학교에서
적용할 때에는 구성부터 실명까지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재정
상황, 구성원들의 요구 등)에 따라 선택 및 변형하여 최적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별 계
획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실형의 경우, 첫째, ‘교실형 S실’ 는 1층 3칸 규모의 여유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외부 교실과 연계된 교실로 중앙에 배양, 양육 등 장기관찰 및 보관을 지원하는 공간을
두고, 좌측으로 2개소 물 사용이 가능한 협력 수업 공간, 우측으로는 디지털 기반 전체
모둠 토론 수업공간, 각 실과 연결된 외부 작업장(반 외부) 연계 공간으로 구성된 스팀교
육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둘째, ‘교실형 M실’의 경우 3.5칸 규모의 여유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복도 공간과 연계 활용 가능하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좌측부터 창고, 집진 시설이
필요한 기계공작실, 아래쪽으로 디지털 모둠 설계실이 배치되어있으며, 공간들의 중앙에
쉼 쉘터와 공유공간을 배치하여 필요시(발표 및 전시 등) 폴딩 도어를 개방하여 대공간
(ⓒ)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안된 공간이다. 세부 구성과 관련 사례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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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실형 M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셋째, ‘교실형 A실’의 경우 3.5칸 규모의 여유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크기의 음악·무용 개별 연습실과 관련 소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창고, 연습실,
소무대가 있는 공연장으로 구성하여 음악과 무용 및 실내 체육 연습과 공연이 모두 가능
한 융합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교실형 L실’의 경우 기존 학교
의 여유교실 3칸씩 총 2개층, 총 6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복합 도서실
모형으로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수업 외 공강 시간, 방과 후 시
간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1층에는 디지털 러닝센터와 빈 백 쉼터,
2층에는 서가형 러닝센터를 중심으로 좌측에 도서실과 연계한 수업 교실을 계획하였으

며,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끝부분에 배치하여 계단실 3면의 전면 유리창을 통하여 자연채
광이 가능한 밝은 분위기로 제안된 모형이다.
허브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1칸 규모의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제안된 모형이며 교실과
교실사이 위치에 놓일 것을 고려하여 실 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복도 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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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으로 수업연계 허브(a~f실)와 쉼 허브(g~h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허브
형 a실’은 수업 주제와 연관된 개인의 자료 조사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
며 각 학교의 여유교실 상황에 따라 ‘허브형 b실’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PC를 활용한
개인 및 모둠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할 수도 있다. 둘째, 개인별
자료수집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 앞선 a실이라면 ‘허브형 b실’
은 모둠별 자료수집 및 조사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디지털 기반 원형 테이블과 판서 가능
한 벽면으로 제안하였다. 셋째, ‘허브형 c실’은 수업과 연계하여 1인, 4인, 8인과 같은
다양한 크기의 소그룹들의 모임 및 대면 상호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내부에 판서 가능한 벽면과 모니터를 설치, 유리벽으로 공간을 구획하여 학생 관리 용이
성을 확보하여 수업 시간 외에도 공강, 방과 후 시간에 모둠별 활동 및 모임, 교직원·학
부모 모임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제안된 공간이다. 넷째, ‘허브형 d실’은 장기 관
찰이 필요한 실험 또는 실외와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실습 도구 수납 공간과 함께 토론 영역이 제안된 모형이다. 다섯째, ‘허브형 e실’은
빔 프로젝터가 설치된 반원형 계단식 발표공간으로 수업과 연계해서는 학습 성과의 발표
및 공유공간으로 활용, 수업 외 시간에는 영화감상, 자유로운 놀이 및 휴식 공간의 기능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된 다목적공간이다. 여섯째, ‘허브형 f실’은 교내 구성원(학년
간, 교사와 학생 간), 인근 지역사회 방문자들과 수업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안내 및 홍보
에 활용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 중앙현관과 인접한 외부 지역사회 구성원의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제안된 공간이다. 일곱째, ‘허브형 g실’과 ‘허브형 h실’은 교수학습과 직접
적 개연성을 가지는 공간이기 보다는 학교를 학생들의 생활공간으로 보고 쉼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다수 교사들의 제안을 반영한 모형이다. 전자의 경우 도서실과 인접한 여유
교실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한 휴식공간으로 서가형 열람실과 연계하였을 때 개인 독서
및 사색의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후자의 경우 식당과 연접한 여유교실
에 적용 가능한 휴식공간으로 배식을 위한 동선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공간을 포함한
식전·후 휴식 공간으로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제안된 미래형 학습공간들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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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제언
제언 1 : 도시재생 및 생활형 SOC 사업과 연계된 거버넌스 구축
현재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도시재생을 비롯한 생활형
SOC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 학교들은 다수가 학생 수 증가 시기에 건축되었으며, 상당수의 건물이 노후화되고,
도심과 지역은 인구감소 및 이동으로 인한 쇠퇴기를 맞고 있다. 학교는 그 어느 공공시설
보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고 확충된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교육과 삶의 질 향
상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학교공간혁신과 도시재생
사업은 모두 추진단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별도의 전문조직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참
여하는 계획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조직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프라 및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거버
넌스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사업인
생활형 SOC사업과 복합화 사업 주체 또는 기관과도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제언 2 : 지역 단위의 중·장기 계획 선제적 수립
지역 단위의 학교공간혁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도록 절차 및 규
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다량의 학교시설이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 또는 개축·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많은 학교가 이를 위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단위의 학교공간혁신은 대부분 종합적으로 수립된 마스터플랜
없이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개별 학교 공모 신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
식은 추후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개축을 통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공간혁신을 추진할
때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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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의 건물을 어느 시점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할 것인지, 언제까지 개보수 또는 안전화 조치로 대응할 것인지, 학교의
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 하에 각 학교에
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학교 구성원 및 사용자의 의지,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공간의
활용성, 전반적 공간혁신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선정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학교공간혁신사업
내용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이중
투자 및 잦은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
하여 우선 투자대상 학교 및 건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의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제언 3 : 연구 기반 학교 급·유형별 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 배포
학교 급별, 학교유형별 공간혁신 계획 방향 및 계획요소 등을 연구하여 매뉴얼 또는
사례집 형태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전국 단위로 동시에 시행
됨에 따라 지역별로 양질의 전문가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 및 사용자 참여설계 절차, 계획 방향, 기술요소 등과 관련한 전
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뉴얼 및 지침이 지속적으로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사례로 초·중·고등학교의
2015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수학습방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한 미래형 학습공간 모

형을 교실형과 허브형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교 급에
따라 다른 학생들의 신체, 정서, 인지 능력 외에도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구상하고 교실의 표준 사이즈 및
형태에 대한 적합 여부 검토 등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학교공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 등 다변화될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여유교실 활용 방안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별 학교
의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급· 유형의 공간혁신 방향 및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x-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Ⅱ):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개발

제언 4 :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관련 규정 검토 및 제정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규모 및 계획 기준, 소요예산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과거 학교시설 팽창 시기에 만들어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이하 설립운영규정)을 기반으로 시설 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양적 팽창보다 교육시설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
점이므로 학교공간혁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정비할 필요
가 있다.
우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신축과 증·개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유지·관리 중심으로 법안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
가 있다. 설립 운영 규정의 규모 기준은 과거 시점에서 최소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현재
의 소요 시설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기준도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증액분이 반영된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교부금 산정기준, 예
산편성기준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검토제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검토 등의 절차도 중복될 소지가 많으므
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제언 5 :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를 통한 교육적 효과성 제고
학교 공간 재구조화 또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의 효과성과 이를 고려한 계획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해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궁극
적으로 학교시설의 개선이 학생들에게 미칠 유의미한 교육적, 정서적 효과를 기대하며
시행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침에서는 일정 절차를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이와 같은 방침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시작 단계로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막대한 교육재정 투자를 통하여 개
선된 학교공간의 활용이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교육적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구체
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부분, 어떤 계획요소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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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수반
된다면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더욱 성공적인 학교공간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교수학습 단위공간, 사용자 주도 설계, 학교공간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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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서 론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1)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요구

건축은 제도(制度)를 실체가 있는 장치로 만들어 물질화 하는 것이고, 제도는 사람들의
여러 활동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며, 이는 활동이나 언론 또는 사고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갖지 않는 무언가가 현실적으로 표현되는 개념인 한나 아렌트의 ‘물화(物化, materialization)’
개념과도 관련성이 깊다(김광현, 2018a:176-182).
학교의 담장, 보도, 주차장, 건물의 높이 등 학생들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실
체들은 제도가 만든 풍경이다. 따라서 학교 교실 사이의 벽이나 대지 주변의 담장을 허무
는 것은 그저 벽을 없애고 담장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사회적 관계인 기존
학교 체제에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김광현,
2018a:184 재정리).

정제영(2017:62)은 학교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의 혁신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므로 교수·학습의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차 산업 시대의 도래
와 함께 창의적·융합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래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변화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로서의 변화와 더불어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혁신적인 변화 역시 지속적으로 요
구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재정 투자를 감소시키기보다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전통적 시설환경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창의적이면
서 다양한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김경애 외 6인, 2015:159-163; 김흥주 외 8인, 2016:71; 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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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7인, 2016:49).
이러한 변화 요구의 본질은 건립되어 있는 학교시설에 맞추어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던
기존 개념을 탈피하여 학교시설이 학교 사용자(학생, 교사 등)의 교육활동을 포함한 학교
운영 측면에서 활용되기 용이한 환경으로 변화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기존에 시행되
고 있는 일방향적 시설조성·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내진보강, 창호교체, 도색 등의 작업은
급변하는 교육정책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교육학
분야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학교 재구조화(School Restructuring)’는 전통적인 기존
학교시설의 공간을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활용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시설 재구조화(Educational Facility Restructuring)
는 교육과정의 변화, 교수·학습 방법의 선진화, 행정 체계의 변화 등에 따른 학교 재구조
화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학습 성과를 포함한 교육활동 결과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
향으로의 근본적인 학교시설 변화 추구를 의미하며, 이는 교육활동 지원 측면에서의 노
후도로 물리적 노후도를 다루는 기존 교육환경개선사업과는 차별점을 갖는다(박성철 외
6인, 2018a:3).

최근 교육부(2018:4-10)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체제 혁신, 교육에 대한 국가
의 책임 확대, 소통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 3가지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으로 통합·융합적 사
고력 함양,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미래형 첨단 교육환경 구축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환경조성을 위한 ‘5개년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활동인 학습과 관련한 정책·제도적 변화는 이를 지원하는 공간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를 파악하고 공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실 내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를 담고 있는 교수학습법 분석이 필요하다.

2)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학습공간 모형 필요성 증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래 교육환경은 기존의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벗어

나 인공지능 또는 로봇과 인간이 차별성을 갖는 감성, 협업 등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고
유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학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류방란 외(2018)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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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한국 근대교육의 장점과 문제들을 교육학 분야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델
파이 조사를 통하여 진단하였는데, 그 중 교육시설 및 공간에 관하여 “획일적 공간, 전시
적 설비, 교육의 장에 대한 제한적 사고”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류방란 외, 2018:75).
특히 오래된 학교 건축물에는 교실, 창문, 복도, 가구 배치 등에 있어서 학생 통제적 관점
이 배어있음을 문제시 하였고, 학생의 학습·활동·생활보다 교사의 강의식 교수학습 관점
에서 설계되어있음과, 교육의 장을 학교에 국한시키고 있는 점, 사이버 공간이나 지역사
회 등으로 넓혀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최수진 외(2017:63)의 연구
에서는 IWG회의에서 발표된 학습 개념틀을 바탕으로 개인적 안녕은 사회적 안녕에 기여
하고 사회적 안녕은 개인적 안녕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생을 둘러싼 개인
과 사회 안녕의 주체인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또래집단 간 상호 배움의 장소를 국가적
수준의 교육환경인 학교시설에서 보장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교육청의 선도적 학교공간 재구조화 관련 사업을 통하여 학습공간 재
구조화가 시도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사업을 2018년도부터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추진(서울특별시교육청,
2018:1-2)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2017)은 2017년 “새로운 교육공간 재구조화 방안 연

구용역”을 통하여 재구조화의 필요성 및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노후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앞에서 제시되었던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해외 교육시설 우수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
어서 국내의 전통적 학교공간에 반영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여전히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은 학교이고, 학교의 공간은 가장 ‘전
통적인’ 모습을 유지한 채 머물러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배움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은 변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C Program, 2018:8).
이러한 관점에서 1차 년도 연구에서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별 성취기준들을 중심으로 학교시설 재구조화의 방향
을 큰 틀에서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차 년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활동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실질적인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학습공간 모형이 예산을 포함하
여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3차 년도 연구에서는 학습활동공간의 재구조
화 모형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 학습지원공간에 대하여 학교 내·외부의 교육공동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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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성원인 학생, 교사, 지역주민(학부모)의 요구 및 활용성을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1, 2차 년도 연구를 포괄하는 통합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2차 년도 연구에서는 미

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법을 학습 과정설계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당 공간 모형에 적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차 년도 연구 결
과에 의하면 학습의 주체와 상황에 따라 특정 교실 내부로 한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습공간 모형은 연접한 복도 및 교실 외 타 공간들과 연계하여 제시될 수 있다.

3) 1차 년도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실행 모형 개발 필요성 증대

최근 국가는 기존 학교공간이 획일적이고, 교사 및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하여 미래 교육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학생이 설계 과정부터
참여하여 교실의 공간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공간혁신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실단위 공간혁신(1,250개교)과 학교단
위의 공간혁신(500개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교육부, 2019:1). 하지만 1차
년도 연구를 포함한 기 연구물 또는 지침들 중 기존 학교에 적용하여 수업교실, 즉 미래
형 학습공간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은 매우 희소하다. 따라서 실제적인 학습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에 대하여 소요 예산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
하는 1차 년도 연구가 수행되었고, 서울, 부산, 광주, 충남 등 개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시범 사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학교공간혁신사
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수
준의 학교공간혁신사업 및 시·도 교육청의 관련 사업 추진 시 학습공간에 대한 설계 전
문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실행 방안과 예산을 포함하여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3개년에 걸쳐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모형을 제시
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나. 연구 목적
본 2차 년도 연구의 목적은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법을 2015 교육과정의 지향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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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현을 지원하는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예산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 정책에서 발표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정책
초기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모형으로 활용, 재정 규모 산출 및
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설계 단계 전문성 지원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 초기 성과는 현장 착근 및 사업의 장기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영향력이 크며,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학습 과정설계를 반영하여 제시한
다는 점에서 전년도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 결과의 교육 현장 정책 적용을 통
하여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의 목적인 미래 지향적인 학습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가. 연구 설계 및 주요 성과
본 연구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시설에 관한 연구이다. 2015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등과 같이 현재와 가까운 향후 5년 내외의 미래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한 학교시설 재구조화의 큰 방향성 제시를 1차 년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2차 년도 연구와 3차 년도 연구에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고려된 구체적인
조성 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차 년도 연구에서는 학습활동공간을, 3차 년
도 연구에서는 학습지원공간을 물리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연차별 연구 목적과
범위 및 내용을 다음 [그림 Ⅰ-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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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
미래 교육환경조성 모형

목적

미래 교육환경조성 방향

연도

1차 년도 (2018년)

2차 년도 (2019년)

3차 년도 (2020년)

범위

미래 교육환경 공간 구성

학습활동공간

학습지원공간

주제

미래 교육과정

미래형 교수학습법

지역 교육공동체

내용

◦미래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분석
◦학교공간의 주요 영향 요소
도출
◦국내 미래교육환경조성 사례
현황 및 문제점
◦전문가 의견수렴(면담)
◦정책 방안 도출

◦미래 학습활동공간의 주요
영향 요소 분석
◦미래형 교수학습법 유형에
따른 소요 단위공간 특성
◦사용자 주도 미래형 학습공간
워크숍
◦전문가 의견수렴(면담)
◦정책 방안 도출

◦미래 학습지원공간의 주요
영향 요소 분석
◦미래 학습체계 구현을 위한
학교공간 특성
◦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학습지원공간 현황 및 문제점
◦전문가 의견수렴(면담)
◦정책 방안 도출

연구
결과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교수학습 기반의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공간 모형 및 실행 체계

연구
성과

학교공간 재구조화 필요성
제고 및 방향성 제시

사용자(교사) 의견이 반영된
재구조화 모형(학습공간)제시

재구조화 모형(지원공간) 및
지역공동체참여 설계 프로그램

[그림 Ⅰ-1] 연차별 연구 설계

나. 연구 문제
본 연구는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논의 되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함
으로써 학교공간혁신 및 미래형 학습공간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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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래 교육환경이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
둘째,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법은 무엇이며, 어떠한 공간적 특성이 소요되는가?
셋째,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조성된 국내 학교시설의 현황과 한계는 무엇인가?
넷째,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은 어떠해야하는가?
다섯째, 현 교육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시 문제점은 무엇이며 미
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다. 세부 연구 내용
1) 미래 교육환경의 조성 방향

문헌조사를 통하여 미래 교육의 방향에 따라 미래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
린 후 미래 교육환경의 지향점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미래 인재 핵심 역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조사·분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실시를 통하여 교육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
렴하여 궁극적으로 미래 교육환경이 가져야 할 조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법과 소요 공간 특성 도출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법의 효과적인 구현과 지원에 소요되는 공간 특성에 관하여 공
간을 위한 학습 과정 설계(Learning Process Design for Space)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모형을 작성하고, 교수학습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실시를 통
하여 수정·보완한다. 이에 2015 교육과정·교수학습법과 학습환경 관련 교육학 분야 연
구, 고교학점제 도입 및 미래학교 디자인 가이드라인, 학교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재구조
화 관련 연구 문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개발

앞서 도출된 국내 미래형 학습공간이 갖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미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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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공간의 기본 방향과 모형을 제시하고 전문가 그룹· 사용자 그룹과의 협의회를 통하
여 검증·보완하고자 한다. 해당 모형은 기본적으로 1차 년도 연구결과와 연계성을 가지
며 따라서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혁신 사업 등에 활용 및 적용 가능한 재구조화 모형
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모형은 학교시설 특수성을 감안한 모형별 소요예산
을 포함하며 학습공간별 특징 설명 및 도해(圖解)를 통하여 교육 현장과의 소통 및 활용
성 높은 가이드라인(매뉴얼)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미래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국가
적 수준에서의 학교공간혁신사업, 시·도교육청 단위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의 정책 실
현 시 활용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시한 1차 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학교 현장에 가깝고 실제적인 교수학습법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조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4)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기존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손에 잡히지 않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와 닿아있는 가장 가까
운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 미래형 학습공
간 조성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재구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일반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의 단계별 세부 절차는 다음의 [그림 Ⅰ-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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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연구의 단계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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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문헌분석
1) 목적: 미래 교육환경의 정의, 범위 설정 및 지향점 도출
2) 대상: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미래 인재 핵심 역량,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교육, 미래 교수학습 등과 관련한 선행 문헌연구
3) 내용
-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환경의 개념
- 미래 사회 인재의 핵심 역량
- 교수학습법과 연계성을 갖는 학습공간 모형
- 사용자 주도 공간 설계 관련 워크숍을 통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모형, 실행 체계
- 관련 사례 학교 건축 도면 자료 분석을 통한 활동 영역, 동선, 조닝, 배치 분석

4) 기간: 2019년 1월~3월

나. 전문가 집단 면담 및 협의회
1) 목적: 사용자 주도 설계 워크숍을 통한 학습공간 재구조화 진단과 개선 방안 도출
2) 대상: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학습공간 재구조화 유경험자 교사그룹(2.21), 정책

그룹(3.8), 건축가그룹(3.22) 총 3회 실시
3) 내용
- 사용자 참여 설계 추진의 주체
- 전 과정 및 시기, 횟수, 할애 시간 배분의 적절성
- 참여의 범위 및 내용, 결과물 반영 내용과 유지관리 및 교육적 효과성
- 주요 참여 방법 및 교안, 툴 킷(Tool-Kit) 조사 등

4) 기간: 2019년 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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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 주도 워크숍
1) 목적: 학교 공간에 대하여 교사들이 갖는 인식 및 주요 문제 공간 도출
2) 대상
1차: 학교공간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충북 지역 교사 40人
2차: 학교공간혁신사업 선정 학교 교사, 교장, 행정실장 120인

3) 내용
1차: 기존 학교 공간에 대하여 교사들이 갖는 인식 및 주요 문제 공간 도출
2차: 사용자 주도성을 갖는 학습공간 재구조화 공간 요소 및 방향성 제안

4) 기간: 1차 (3.30.), 2차 (5.31 ~ 6.1)

라. 델파이 조사
1) 목적: 공간을 위한 미래 교수학습 과정설계(Learning Process Design for Space)를

통한 학습공간 도출
2) 대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관련 전문가 60人
3) 내용
- 미래형 학습공간에 대한 개념 및 방향성 도출
- 연구진에서 1차 제시한 소요 공간 특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
- 학생 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교수학습 과정설계와 학습공간 제안(액션러닝)
- 1차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연구진에서 2차로 제시한 미래형 학습공간에 대한 적합

성 검토 및 의견
4) 기간: 1차(8.1), 2차(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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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 포럼
2019 KEDI 교육시설 포럼(‘학교건축 혁신을 통한 교육혁신 및 삶의 질 향상’,
2019.10.22) 주제 발표를 통하여 미국, 일본 교육시설 관계자들과 연구의 결과를 공유

및 확산하고,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모형, 정잭 제언 등의 연구 결과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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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래 교육환경의 이해
1. 미래 교육환경의 중요성 및 개념
2.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의 방향과 공간
3. 교육시설과 교육과의 연계 필요성과 현황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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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미래 교육환경의 이해

미래 교육환경의 중요성 및 개념

교육환경에 관한 사전적 개념은 정의된 바 있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환경
에 대한 개념은 그 범위와 대상이 아직까지 상당히 광의적이다. 박효정 외(2008:9)는 교
육학에서 교육환경이라 함은 가정·학급·사회 환경을 지칭하고, 이들 교육환경을 각각 물
리적·심리적 환경의 하위환경으로 구분하며, 교육을 둘러싼 세계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김수진 외(2012:8)는 교육환경을 학생들이 학교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
생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로 정의하
고 학교의 위치, 크기, 외형, 지형 및 토양 환경 등의 물리적 조건”들로 교육환경의 범위
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환경을 시설 투자를 통한 개선의 관점에서 해석한 이상민
외(2018:23)의 경우 교육환경을 물리적인 학교시설로 한정하고 학교를 둘러싼 외부환경
및 인적 조건, 교육 제도적 조건 등은 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 관한
정의들은 해당 연구들에서 설정하고 있는 연구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래 교육환
경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의 방향과 이에 필요한 물리적
형태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의 역할 및 범위를 설정한 연구로 Facer(2011)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 공적 기관인 학교가 구심점을 가지고 중요한 역
할을 해야 하며, 미래 학교는 다음 세 가지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미래
학교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원을 서로 공유하여
지역의 미래 방향을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공공장소”가 되어
야 하고 둘째, 미래 학교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촉진하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 구축의 장”이 되어야 하며 셋째, 미래 학교는 학
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미래 사회를 상상하고, 실험하며 만들어나가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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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건설하는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류방란, 2018:23에서 재인용). 또
한 류방란(2018:200)은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에 관하여 세 가지로 제시하고 교육학 전문
가 14명과 비교육학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는데,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의 주체로서 주도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자’로서 학습의 소비자이자 선택과 책임의 주체가 됨을 예상하였고, ‘사회적 대화’참여자
로서의 학생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교과지식 및 이론 지식 습
득을 넘어 역량이 강조될 것이고 분과를 넘어 융합적 설계 방식으로의 전환을 예상하였
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실천 역량이 강조되기를 희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현진 외(2017:19-52)는 미래학교 설립·운영 모델 개발 연구에서 문헌분석을 통
하여 미래학교 특징·개념과 유형을 도출하고 국내·외 미래학교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미래학교 운영요소와 세부 운영 안을 도출한바 있다. 특히, 미래학교의 운영 요소별 특징
에서 학교 환경을 다루었는데, 학교 건축 설계 방향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학교, 첨단 기
술이 통합된 학교, 지역공동체와 연계된 학교, 학생의 감성, 창의력을 배가 시키는 학교
를 제시하였으며, 일반 교실의 경우 유휴교실을 활용한 리모델링, 가변적 교실, 융합수업
교실을 제안, 협력 공간의 경우 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 학습 프라자, 클
러스터 구역 스튜디오를 제안하였다. 또한 감성 힐링 공간의 경우 알코브, 카페테리아를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구분 제안하였다. 제시된 사례들은 국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과
의 개연성에 한계를 가지며, 국내 학교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 학교 문화 등과
차이를 가진다.
이상을 바탕으로 볼 때 미래 교육환경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이어야 한다.
한 개인의 삶을 기대는 곳이 집이라면, 아침부터 자율 학습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집과 같은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준다는 것은 쾌적하고 좋
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단순한 의미 이상을 갖는데, 이는 공간의 경험 자체가 그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경험을 통하여 지혜를 쌓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공간인 만큼, 배움의 공간에 대
한 투자는 현재를 위한 기반시설일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공재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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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나은중·유소래, 2017:12). 이러한 필요에 따라 최근 미래 교육환경, 미래 교육공간
에 대한 자성적 성찰이 “새로운 배움을 상상한다면, 새로운 배움을 담는 공간은 어떤 모
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C Program의 배움의 공간 실험 프로젝트1) 등
과 같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시작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시범사업들로 점차 실행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미래 교육환경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교시설에 수반되
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며, 미래형 학습공간은 미래 교육환경 중에서도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이다.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법이란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들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의미한다.

2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의 방향과 공간

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중심에는 역량(competencies)이 있다. 역량이 교육의 목
표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현재와 차별적인 미래사회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과학자,
미래학자 등이 예측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은 대략 다음과 같다(마틴포드, 2016; 제리 카
플란, 2016; 케빈 켈리, 2017; 클라우드 슈밥, 2016). 인공지능의 발달로 육체노동뿐 만
아니라 지식노동 중 상당 부분이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기술에 의해 유통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플랫폼
기업이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식 생산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는 더욱 무색해질 것이며, 넘쳐나는 지
식의 가치와 질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3D 프린터, 로봇 등의 기술발달

1) C Program이 Learning Fund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배움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배움을 상상한다
면, 새로운 배움을 담는 공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2016년 11
월부터 8개월간 구미봉곡초(경북 구미), 어룡초(광주광역시), 진부고(강원 평창), 이우학교(경기 성남 분
당)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이후 1년간 모니터링 함. 출처: C program(2018). 배움의 공간을 고민하는
교육자를 위한 매뉴얼. C program.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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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질적 재화생산의 자동화의 영역이 확대되며, 그 속도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모습의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은 우리에게 ‘인공지능과 구분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경제적 주체로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인간은 어떤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가?’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제리 카플란,
2016; 케빈 켈리, 2017 등).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교육의 변화에 대한 요구로 연결된다.

지금까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경제적 주체로 기능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의
주제와 내용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이 ‘지식 중심’으
로 수행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편적으로 습득해야 할 지
식의 범위를 정의하는 일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래사회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개념적·절차적 지식을 특정할 수 있는 영역
의 일의 상당 부분은 기계의 몫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마틴포드, 2016; 클라우드 슈밥,
2016). 따라서 인간에게 기대되는 역할 중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문제

해결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대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대량으
로 필요한 지식과 재화의 생산에서 기계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창의력이 요구되는 생
산의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될 것이다. 전에 없이 빠른 발전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인간은 더 많이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집단적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계의 대체가 가장 늦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의 특성이 감정
이라고 할 때(제리 카플란, 2016; 케빈 켈리, 2017 등), 인간다운 삶의 본질로서 정서적
경험이 강조되고, 정서적 감수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인간의 영역으로 분류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모습을 가정할 때, 지식 중심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의 무게중심이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미래사회의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역량(competencies) 또는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개념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위에서 열거한 사회적 변화와 인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의 특수성, 가변성, 복잡성을 가정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인간에게 기대되는 것은 전형적이거나 절차화 된 해결방식이 주어진 과제 수행
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과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요구되는 복잡한 문제 해결력이
다(클라우드 슈밥,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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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역에서의 역량에 관한 본격적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을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감정·가치·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가동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
키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05; 소경희, 2007:6에서 재인용). 소경희
(2007:8) 역시 DeSeCo의 포괄적인 역량 개념을 수용하여, “개인이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경희
(2007)는 특히, 역량의 ‘요구-지향성’ 및 ‘맥락-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사

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그 자체로 정의되기 보다는, 과제가 주어진 맥락과 요구에 의존함
을 시사한다. 한편,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변혁적 역량
(Transformative Competencies)에는‘긴장·딜레마·변화·모순·모호함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포함되어 있고(OECD, 2016:29-31), Oxford Economics(2012)가 수행한 조사
에서 세계 352명의 HR 전문가는 복잡함과 모호함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미래 핵심역
량으로 꼽았다(임언 외, 2017:64에서 재인용).
둘째, 과제를 예측하거나 한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곧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적된 지식의 양보다, 지식을
담고 있는 형식·도구(텍스트, 그래픽, 영상, 수, 도표 등)를 능숙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된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독립적으로 지식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한다.
DeSeCo가 3대 핵심역량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Use tools interactively)’에서 도구는 문자, 수 등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등을 포함한다
(OECD, 2005). 한편,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에서는 언어능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Problem-solving skills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을 핵심
역량으로 포함한다. 주목할 점은 이때, 언어능력과 수리력을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또
는 ‘계산하는 능력’으로 보는 대신에 언어 또는 수리적 형태의 정보를 이해·해석하며, 이
를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고, 문제해결력
역시 정보를 획득·평가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실제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을 얼마나 원활히 활용하는가로 개념화하고 있다(교육
부.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이로부터 PIAAC에서는 언어 및 수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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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정보통신기술을 지식 습득과 전달의 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WEF(2016)이 4대 핵심역량 중 하나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꼽고
있으며, DeSeCo 역시 성찰적 사고(Reflectiveness)를 핵심역량의 정수(the heart of key
competencies)로 보고 있는데, 성찰적 사고는 자신의 사고에 대해 반성하는 메타인지적

스킬, 비판적 태도 및 다양한 관점 갖기 등을 의미한다(OECD, 2005:9).
셋째, 비정형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지식에 국한되지 않
는다.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조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
하고 합리적인 판단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서 조절능력 등 다양한 인지적·비인지적 능력을 모두 역량의 범위에 포괄한다.
특히,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정서적 특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특성은 기계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에서 뿐만 아니라, 기계와 차별적인 인간의 정체성 유지의 측면에서 역시 가치를 인정받
고 있다.
DeSeCo가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지식, 인지, 태도, 감정, 가치, 동

기를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OECD, 2005), 이를 계승하여 시작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가 제안한 「21세기 역량 개념틀(21st Competencies Framework)」역시 지식
(knowledge), 기능(skill), 태도(attitude) 및 가치(value)를 대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OECD, 2016:17; 최수진 외, 2017:60에서 재인용). 또한 WEF(2016)는 핵심역량을 4C

로 정의하였는데, 4C는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 의사소
통능력(Communication), 협동(Cooperation)을 의미한다. 「2015 교육과정」이 지식정보
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을 핵심역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교육부,
2015a). 이밖에도 국외에서 제안된 P21(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ACT
21S(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등 역시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포괄하는 역량 개념틀을 제안하고 있으며(Salas-Pilco, 2003), 국내에서도 이광우 외
(2009), 김기헌 외(2010), 이근호 외(2013) 등이 인지·정서·사회 역량을 포함한 핵심역량

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역량의 범주에 개인의 정체성 함양과 독립된 주체로서 자기주도적 행동을 포함
한다. 직무수행 방식의 다양화·개별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생의 주체로서 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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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맞는 계획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는 자기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과제
의 수행에 있어서 창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자산의
고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공통 교육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교육과정 또한 개별화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은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 학습자로 기능
할 것이 요구되며, 학습의 영역에서의 자기관리능력 또한 역량으로 주목되고 있다.
교육 분야의 초기 역량 개념틀로 알려진 Delors(1996)은 역량의 분류틀로 “앎을 위한
배움(Learning to know), 실행을 위한 배움(Learning to do), 상생을 위한 배움(Learning
to live together or live with others), 존재를 위한 배움(Learning to be)”의 4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중 마지막 유형인 ‘존재를 위한 배움’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
다. 또한 OECD DeSeCo가 제안한 핵심역량의 3개 영역 중 하나는 ‘주체적으로 행동하
기(Acting Autonomously)’이며(OECD, 2005),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역시 ‘학생
에이전시(Student agency)’ 개념을 제안하여, 교육에서의 학생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OECD, 2017a; 최수진 외, 2017:56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2015 교육과정」 또한 자

주적인 사람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6대 핵심역량 중 하나로 자기관리 역량을 꼽고
있으며, 이때 자기관리역량을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
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a, 2015). 이는 자기관리 역량의 중심에 자아정체성과 자기주도성이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원활하고 생산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요구되는 능력 역시 주목받고 있다. 문
제해결과 직무해결에 있어서 창의적·개방적 사고가 요구되는 가운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타인에 대한 공감, 의사소통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
는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역량에 관한 국내·외 다수의 프로젝트와 연구들이 사회
적 상호작용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Delors(1996)은 핵심역량 함양
을 위한 교육의 틀로서 상생을 위한 배움을 제안한다. 또한 DeSeCo의 3대 핵심역량
중 하나는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이다(OECD,
2005). WEF(2016) 역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협동(Cooperation)을 4대 핵

심역량으로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5 교육과정」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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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의사소통역량과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
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공동체역량을 핵심역량에 포
함한다(교육부a, 2015).

나. 국내·외 핵심역량 개념 모형
역사적으로 역량(competence)라는 개념이 처음 언급된 것은 McClelland이 1973년에
쓴 ‘지능보다는 역량을 위한 검사(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
(McClelland, 1973)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근호 외, 2017; 최수진 외, 2017 등).

여기에서 McClelland는 지식습득 정도를 중심으로 인간의 능력, 지능을 평가하는 전통
적인 방식이 직업 수행력을 예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역량이 사회적 성
공을 보다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이근호 외, 2017:9에서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UNESCO는 학습의 목표, 학습의 유형을 지식 축적을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뿐

만 아니라, 실행 또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학습(learning to do),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재론적 가
치의 정립을 위한 학습(Learning to be)까지를 핵심역량으로 포함한다(Delors, 1996).
역량을 중심으로 각국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한 것은 1997년에 시작된
OECD의 DeSeCo (Defining and Selection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

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OECD DeSeCo 프로젝트는 크게 3개의 유형의 핵심역량을
제안하고 있다(OECD, 2005). 첫째,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여기에서 도
구는 지식과 정보의 형식(언어, 상징, 숫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역량의 개념은 지
식과 정보 형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다루는 것에 능숙해짐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지
식을 습득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능력이며, 결과로서 지식 습득의 정도를 강조하는 전통
적인 교육의 목적과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이질적 집단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여기에는 협업·협동, 인간관계 능력, 갈등해결 능력이 포함된다. 즉, 세계시민
으로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으로 보고 있다. 셋째,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구조의 복잡성, 자본주의의 고도화 등은 개인이 자신의 개
성을 추구하고,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한다. 이러한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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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자신의 권리와
필요를 주장하는 능력을 핵심역량의 한 축으로 본다.
OECD는 DeSeCo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핵심역량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과정

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The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이하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를 제안한 바 있다.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계획되었다. 1단계(2015~1018)는 미래사회에의 성공적 적응을 위한 핵심역
량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적 정립과 함께, 현재 각 국가가 강조하는 역량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차이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단계(2019~)는 교육정책, 교수·학
습 모델, 국제적 협력 방식과 같이 교육과정의 목표로서 핵심역량의 구현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미경 외, 2016).
OECD Education 2030는 핵심역량을 2030년을 살아갈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웰빙’하는데 필요한 능력·소양으로 정의한다(이근호 외, 2017;
이상은 외, 2018; 최수진 외, 2017). 이를 위한 핵심역량과 이를 습득하기 위한 개념틀
(Learning Framework)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당 개념틀이 제안하고 있는 주

요 핵심역량은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가져오기 위한 변혁
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이라고 본다. 이러한 변혁적 역량에는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책임감 갖기’, ‘긴장·딜레마·변화·모순·모호함에 대처하기’가 포함된다
(최수진 외, 2017). 해당 프로젝트가 제안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개념은 학생 에이전시
(Student Agency)이다. 이러한 변혁적 역량의 발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 주도성,

적극적, 책임감이 요구되는데, 학생 에이전시는 이러한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이상
은 외, 201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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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국외의 핵심역량 개념 모형
분류

핵심 역량

UNESCO 학습의

앎의 학습(Learning to know)

보고(Learning: the

행함의 학습(Learning to do)

treasure within)

더불어 살아감의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Delors, 1996)

됨의 학습(Learning to be)

OECD DeSeCo
1997~2003)(OECD, 2005)

상호작용적으로 도구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에서 상호 작용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
창의성(Creativity)

WEF (2016)

비판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협동(Cooperation)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Creating
New Values), 책임감 가지기(Taking Responsibility), 긴장과 딜레마에
대응하기(Coping with Tensions & Dilemmas)

OECD Education 2030
(이상은 외, 2018)

변혁적 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 능력: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변혁적 역량함량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요소: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태도와 가치(Attitudes & Values)
학생 에이전시(Student Agency): 학생자기주도성, 적극적 참여, 책임감, 의사결정력
학생 에이전시 개발을 위한 사이클: 예측(Anticipation), 행동(Action), 성찰(reflection)

OECD Education 2030 학습 개념 틀을 핵심역량 뿐만 아니라 핵심역량 획득을 위한

과정과 메커니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개념틀에 따르면, 변혁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초적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를 의미하며, DeSeCo 프로젝트가 제안한 ‘상호작용적으로 도구
활용하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변혁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위해
서는 역량의 하위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교육과정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하위요인을 크게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태도와 가치(attitudes & Value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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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광범위한 유형의 인지적·정의적·실천적 능력이 여기에 포함됨을 보였다. 마지
막으로 학생 에이전시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한 매커니즘으로서 예측(Anticipation), 행
동(Action), 성찰(reflection)의 사이클을 제안하였다. 예측은 삶과 미래에 대한 관심, 미
래사회의 주체로서의 신념과 태도, 변화에 대한 긍정적 마음가짐 등을 의미하며, 행동은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서의 적극성과 실천력을 가리키고, 성찰은 자신의 행동에 대
한 비판적 고찰능력을 의미한다. OECD 2030 프로젝트는 인간은 예측-행동-성찰을 반
복하면서 학생 에이전시를 기르고, 변혁적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
상은 외, 2018:53-59).

[그림 Ⅱ-1] OECD 2030 학습 개념틀
출처: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2017년 제6차 비공식작업반 회의자료(OECD, 2017b, 36)(최수진 외
(2017, p.62) [그림 Ⅲ-3] 제6차 IWG 회의에서 발표된 학습 개념틀 재인용)

국내 다수 연구들이 핵심역량의 개념 모형을 제안하였다. 다음 <표 Ⅱ-2>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각 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개념, 핵심역량의 유형을 크게 지적역량, 사회적
역량, 개인적 역량, 통합적 역량, 기타 역량의 5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았다. 지적
역량은 지식습득, 기초학습능력, 정보처리능력 등을 의미하며, 모든 역량 개념모형이 해
당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2007)는 자기주도적 학습력이라고 명명하여,
‘자기주도성’과 도구로서 학습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광우 외(2008; 2009)는 기초

학습능력을 핵심역량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후 제안된 개념모형에는 기초학습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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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이광우 외(2008)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정
보처리 역량을 지적 역량으로 포함한다. 단, 이근호 외(2012)는 학습역량 만을 포함하고,
김창환 외(2013)은 정보역량과 학습역량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으며, 최상덕 외(2013)는
ICT 활용능력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다음은 사회적 역량으로 각 개념 모형이 가장 다양한 유형의 하위역량을 포함하고 있
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갈등관리, 협동, 시민의식, 공감, 공
동체 역량, 국제사회 문화이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서로 완벽히 구분되지 않으며, 지
적 역량이나 다음에서 설명할 개인적 역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리하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정서적 능력(공감 등)·지적 능력(의사소통능력 등), 대인 간 갈등의 해소
능력, 세계시민으로서 책무 등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포괄하
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김기헌 외(2010) 또는 이근호 외(2012)는 이들을 광범위한 개념
인 사회생활능력으로 광범위하게 개념화하였다. 반면, 이광우 외(2008; 2009) 및 최상덕
외(2013) 등을 그에 해당하는 여러 하위능력을 열거하고 있다.
다음은 개인적 역량으로 개인의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관리역량, 진로개발능력이 여기
에 속한다. 역시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으나, 자존감, 자기이해 등의 심리적 힘을
기반으로 자기의 인생과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교육혁신위
원회(2007)을 제외하고 해당 역량을 언급하고 있다.
네 번째 역량은 통합적 역량으로 어느 한 가지 영역의 역량만으로 획득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명칭을 부여하였다. 여기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이
포함된다. 이들 역량은 기본적으로 지적역량을 필요로 하지만, 문제가 놓인 맥락과 유형
에 따라 정서·사회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력은 특히 지적 능력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고려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통합적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김기헌 외
(2010)은 비판적 사고력만을 언급하였고, 이근호 외(2012)는 문제해결력 대신 직무수행

능력을 포함하였다. 이밖에 김창환 외(2013)은 창조적 역량을 포함하며, 2015 교육과정
(교육부a, 2015)에서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기에 다소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역량
을 기타 역량에 포함하였다. 교육혁신위원회(2007)는 예술·문화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
고, 2015 교육과정(교육부a, 2015)은 심미적 감성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최상덕 외
(2013)은 도전정신, 절제력, 의사결정능력을, 이근호 외(2012)는 도덕적 역량, 개방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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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심, 배려의식 등을 포함한다. 도전정신, 절제력, 의사결정능력 등은 모두 인지적·사회
적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별도로 강조되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근호 외
(2012)의 도덕적 역량은 사회적 역량 또는 개인적 역량으로, 이해심, 개방성, 배려의식은

사회적 역량으로 분류될 수 있을 듯하나, 다른 개념모형과 용어를 달리하여 기타로 구분
하였다. 이밖에 김창환 외(2013)은 유일하게 신체적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꼽고 있다.
<표 Ⅱ-2> 국내에서 제안된 핵심역량 개념모형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개인적 역량

통합적 역량

기타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력

의사소통능력
갈등관리
적극적 시민성
협동과 봉사

이광우 외(2008)

기초학습능력
정보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이해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이광우 외(2009)

기초학습능력
정보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이해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김기헌 외(2010)

지적도구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비판적 사고력

학습역량

사회생활능력

자아정체성
자기인식
자존감

도덕적 역량
창의적 사고 능력 개방성
직무수행능력
이해심
배려의식

최상덕 외(2013)

지식
ICT 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갈등관리
협업능력
대인관계능력
공감
글로벌 시민의식

자기주도성
창의력
인생·진로개척능력
문제해결능력
개인 및 사회적
비판적 사고력
책임감

도전정신
절제력
의사결정능력

김창환 외(2013)

정보역량
학습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역량

정신역량(긍정적
자아인식 등)
창조적 역량
진로역량

신체적 역량(체력,
체격, 영양)

교육혁신위원회
(2007)

이근호 외(2012)

이근호 외 (2013)

정보처리 및
활용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

예술·문화적 관점

창의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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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개인적 역량

의사소통능력
박순경 외(2014)

정보처리능력

시민의식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2015 교육과정

지식정보처리

의사소통역량

(교육부a, 2015)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역량

통합적 역량

기타 역량

창의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 최수진 외(2017. pp. 28-29), <표 II-3> 국내문헌에서의 역량 구성 및 세부역량에서 발췌·재구성

2015 교육과정이 교육의 목표로서 제안하고 있는 6대 핵심역량은 이와 같이 핵심역량

의 구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의 기반 위에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6대 핵심역량의
개념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Ⅱ-3>과 같다. 이는 교육과정 총론에 포괄적으로 제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을 통해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이론
적(예, 일반역량과 교과 특수역량의 불일치, 주요 역량의 의미의 모호성) 및 실천적(예,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역량 중심 프로그램 부족, 역량 평가 방안 부재 등) 제한점을
극복해야 할 고제를 안고 있다(홍원표, 2017).

<표 Ⅱ-3> 2015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개념모형(교육부a, 2015)
핵심역량

정의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
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 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
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
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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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형 교수학습 방향의 특성
의미있는 학습 경험과 세심하게 디자인된 학습 공간은 학습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게다가 오프라인 학습공간 만큼이나 온라인 학습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근래에는 교사와 학습자가 다양한 공간의 형태를 오가며 교육 내용을 학
습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교수학습방법과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시설의 디자인이 더
욱 중요하다(Ellis & Goodyear, 2018). 따라서 미래 교육환경의 조성은 변화하는 미래에
서 강조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과 이를 매개하는 교수학습방법이
가장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5년을 시
작으로 교육과정을 역량중심으로 설계하여 개정하였고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교육과정
의 전체적인 구조에 포함시켰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지식을 습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
한 노력이기도 했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시도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에 동참하는 길이기도 했다(교육부b, 2015). 그러나 다양한 국가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경험한 공통적인 변화는, 대부분 교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수업과 전통적인 설명식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다(홍원표·이근호,
2010). 이러한 수업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미래형 교수학습의 방향

과 그 특성을 살피고, 이에 따라 실천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1) 학습자 중심성 - 학습자 개인의 삶과 깊은 연관성

미래형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의 형태가 외부의 고정된 지식이 학습자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이론이 20세기 후반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일어
난 변화로(Lave & Wenger, 1991), 우리나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강조되어온
개념이다(박현주, 1998; 민용성, 2003).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
정 역시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수학
습의 중점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b, 2015). 학습자 중심성이 미래형 교수학습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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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래 환경 변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개별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해석, 관점, 맥락적 경험이 강조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학습자 중심성이 지니는 구성주의적 특징은 점차 고도화되는 교육의 정보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미래형 교수학습방법의 형태라 할 수 있다(추병완,
2000).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정보의 소유보다 다양한 정보

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강조
되면서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성과 주체적 문제해결능력이 미래형 교수학습의 핵심 요소
로 여겨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학습자 중심성을 반영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문제 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액션러닝을 들 수 있다.

① 문제 중심 학습
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은 학습자 중심성을 지닌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성주의 패러다임이 표방하는 학습에 있어서의 실천적 가치의 강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의학교육모형에서 출발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의대 학생들이 교실
에서의 학습 이후 임상실습 현장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서 착안하였다. 특히 지식이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 이후 현실세계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괴리에 대
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교수학습 모형으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Barrows, 1985; 곽병선 외 2009:81에서 재인용).
문제 중심 학습을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교수학습의 핵심에 특정한 문제나 사례를
두고 구현하는 학습모형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례중심
학습(case-based learning)이나 프로젝트 학습(project-based learning), 정황학습
(anchored instruction), 디자인 중심 학습(design based learning)과 같이 현실의 사례

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원리를 반영한 모형을 문제 중심 학습의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다(곽병선 외, 2009). 그러나 협의적으로 문제 중심 학습은 이를
창시한 Barrows(1985)가 밝힌 독자적인 절차와 목적을 지닌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으
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문제 중심 학습은 학습자와 긴밀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교
수학습의 핵심으로 다루는 수업인 동시에, 문제의 해결이나 이해를 위한 과정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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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일어나는 교수학습 방법을 의미한다(조연순, 2006; Borrows & Tamblyn, 1980).
이 과정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현실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주로 복잡하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학습자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교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은 개인보다는 주로 복수의 학습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한 학습적 필요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
였던 이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 소그룹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이 중요한 학습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며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과정 가운
데 결국 학생들은 개념의 깊은 이해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그 과정을 지속적인
반성적 활동, 즉 저널 쓰기나 자기평가, 소그룹 별로 되돌아보는 회의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Ertmer & Glazewski, 2015:90).
문제 중심 학습의 구체적인 절차는 교사의 수업설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먼저 곽병
선 외(2009)가 제시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을 통한 문제
의 제작과 학습집단의 형성이다. 2단계는 문제에 대한 협동적 분석 단계로, 학습집단의
관심영역이나 전문영역을 통해 여러 가설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보다 자기주도
적인 단계로 학습집단 내에서 개인에게 할당된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살피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단계이다. 4단계는 협동적 문제의 재검토로 3단
계에서 얻은 과제의 결과를 모아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해결하는 단계로, 이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에 맞닥뜨릴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 내용을 표현하며 한
다. 마지막 5단계에서 학생들은 반성을 통해 자신의 학습 과정과 접근법, 집단적 문제해
결 과정에 대해 돌아본다(곽병선 외 2009).
최욱(2016)이 제시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제 설계의 단계로, 포함시켜야 할
학습내용을 분류하고 문제 상황에서의 주체가 학습자가 되도록 설정하며, 학습 결과물을
명료화 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학습 목표의 재구성 단계로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지식이
나 기술, 태도 등을 학습목표에 포함한다. 세 번째는 문제 상황 파악 단계로 학습자가
제시된 상황에 몰입하고 문제를 인지하도록 한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 계약의 단계로
교사와 학생이 교섭을 통해 문제를 수정하거나, 모둠을 재편성 하는 등의 단계를 거친다.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이며, 여섯 번째는 이에 대한 개별 및 모둠
단위의 성찰의 단계, 일곱 번째는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기준에 근거한 학습 평가를 실시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는 장기 프로젝트 수행의 단계로 문제중심학습이 일회성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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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그치지 않고 연계된 장기적인 탐구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문제중심학습 모형의 단계 (최욱, 2016:42)

우리나라에서도 문제 중심 학습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밝힌 연구가 다양하게 실시되
었다. 먼저 손미와 하정문(2008)의 연구는 문제 중심 학습의 학습효과에 대해 메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문제 중심 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습효
과를 29.16% 향상시켰음을 밝혔고, 이러한 효과는 사회, 과학, 실과 등 전 교과영역에서
학습인원에 상관없이 초·중등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안종수(2018)는 문제 중심 학습 모형을 활용한 수업이 고등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수학 수업 비교연구를
통해 문제 중심 학습이 전통적인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 수업에 비하여 학생들의 수학교
과 학업성취 뿐 아니라 수학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 일주일 동안 수학에 쏟는 학습시간을
증가시킨 것으로 밝혔다.
또한 문제 중심 학습을 웹의 확장성과 연결시켜 연구한 연구자들도 있었다. 먼저 장진
아와 동료 연구자들(2017)은 초등 과학 영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문제해결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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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실천적 고민에 대해 탐구한 결과, 온라인을
통한 문제해결학습 장면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플랫폼의 선정, 웹환경에서 제공해야하
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비 동시성, 텍스트 중심성에 대하여 고민이 있었음을 밝혔
고 향후 문제 중심 학습을 온라인에서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김영진
과 김영환(2007) 역시 교사를 대상으로 웹을 활용한 체험적 문제 중심 학습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온라인 환경이 지닌 확장적, 역동적, 상호작용적, 공유적 특성이 교사들의 문제
에 대한 집중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 해당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밝혔다.
높은 수준의 역량과 전이가능한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는 미래 사회에서 문제 중심 학
습은 기존의 지식중심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교수학습방법 중 하
나이다. 특히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발견하고 이를
탐색하며 습득하는 과정은 온라인 학습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변화하는 학습생태와도 긴
밀히 연관되어 있다. 동시에 문제 해결을 개인뿐 아니라 협력적 형태로 실시하게 됨으로
써 문제 중심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적 성장 뿐 아니라 정의적 성장과 공동체적 역량 함양
에도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교수학습방법은 미래 교육에서 주된 학습법이 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김경애, 2016; 김현진 외, 2017).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현실 생활 가운데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실행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
을 습득하는 학습방법”이다(이춘식·이수정, 2003).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 실생활과의 연
관성을 강조하거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 과정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문제 중심 학
습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 중심 학습을 이끄는 핵심이 질문의 힘이라면, 프로젝트
학습은 물건이나 산출물을 만들어내거나 현실적인 내용을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등
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핵심을 둔다(Trilling & Fadel, 2012).
효과적인 프로젝트 학습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먼저 프로젝트의 성과가 교
육과정 및 학습목표와 긴밀히 연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만들어내기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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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아닌, 프로젝트 실행의 과정이 교사가 계획한 교육과정의 내용과 목표에 부
합해야 한다. 둘째는 효과적인 프로젝트 학습법은 학생들이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
고 직면하게 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질문이나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이
다. 셋째는 프로젝트가 학생들을 구체적인 조사 및 연구에 참여시키도록 해야한다. 따라
서 학생들이 분명한 목적 아래 탐색하고, 지식을 만들어나가며, 해결방법을 찾는 가운데
결과물을 구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문제해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는 프로
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스스로의 학습의 상당 부분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모니터링하지 않는 탐구시간이나 주체
적인 결정도 요구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의형 수업에서의 학생 역할과는 차별성을 지닌
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프로젝트가 진정한 현실성을 지닌 작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러한 현실성은 프로젝트의 주제 외에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학생이 맡은
역할,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맥락, 프로젝트의 결과를 듣고 보게되는 청중, 프로젝트에 대
한 평가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Thomas, 2000; Larmer, Mergendoller,
& Boss, 2015).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법의 설계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예는 다음의 [그

림 Ⅱ-3]과 같다.
프로젝트 학습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그 효과와 실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김규래와 김효정의 연구(2019)에서 연구자들은 고등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수업시간에 프로젝트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이것이 학습
자의 생태적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들은 ‘환경미술을 통한 길고
양이 인식 개선하기’라는 주제로 총 8차시에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조
사 설문지, 학습자의 실기 결과물, 차시별 활동 인터뷰, 관찰일지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 학습방법을 활용한 해당 수업이 학습자들의 생태적 감수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최경민(2017)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
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프로젝트 학습방법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학생들의 책임감, 공감능력, 효능감, 배려심, 협력심 등 바른
인성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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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초등 프로젝트 중심 학습 설계 모형의 예(여상한·엄우용, 2017:877)에서 일부 수정

조은순과 동료 연구자들(2016, 김현진 외, 2017에서 재인용)이 연구한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은 정규교과의 일부로 진행되는 형태를 띈다. 이는 일반 학교의 교
육과정 운영상 드러나는 교사 주도형 강의 수업의 획일성과 학습자의 수동성, 일방향성
을 보완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는 형태를 뜻한다. 그러나 정규교과 전체를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수업시간표의 배치는 교과에 의해 구분되기보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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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이를 위해 블록타임, 융합교과별 수업 등으로 구성될 것이
다(김현진 외, 2017).
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와 교사, 교실공간에 대한 기존의 관
습적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적 학습을 경험하며,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강의
자가 아닌 촉진자로서의 교사 역할 변화로 인해 기존의 교사 1인과 다수의 학생이 학습
하는 모형이 유지되지 않으며 다수의 교사와 다수의 학생, 주제별 전문가와 다수의 학생
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생 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 동시에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구획된 교실을 벗어나 학생에게 허용된 네트워크라는 구조화된 경계 안에서 실시
될 수 있다(김경애, 2016). 따라서 프로젝트 학습 방법의 활용은 기존 교실환경의 경계나
형태의 변화를 동시에 요청한다.

③ 액션러닝(Action-learning)
액션러닝 역시 학생을 학습의 중심으로 두고 학습 내용과 실천의 맥락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이론에 근거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특히 액션러닝은 21세기 세계화
시대, 디지털 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주목받으며 초·중등교육 외에도 경영학이나 기업 교육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정희태, 2015).
Marquardt(2004)에 의하면 액션러닝은 “소규모로 구성된 한 집단이 기업에서 직면하

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그 학습을 통해 각 집단
구성원 및 조직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라 정의된다(노들·이신동, 2015:258에서 재인용). 또한 박수홍과 동료 연구자들(2005)들
은 액션러닝을 “교육참가자가 소집단을 구성하여 각자 또는 전체가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패의 위험을 갖는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역량개발의 교육방식이며, 학습조직 구축의 초석이 되
고, 교육훈련과 조직개발이 혼합된 교육기법”으로 정의한다(정희태, 2015:104에서 재인
용). 이상의 두 정의를 통해 초·중등 교육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으로서
액션러닝은 학생 소그룹을 단위로 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한 현실적 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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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을 경험하며, 그 결과로 문제 해결도 함께 도출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액션러닝은 교수학습 방식상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그 안에서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중심 학습과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문제중심 학습에서 활
용되는 ‘문제’가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상적
으로 도출된 것이라면, 액션러닝에서 해결과제로 삼는 문제는 실제 학생들의 소그룹이
당면한 과제이다. 즉, 학생들의 학교생활, 교실환경이나 학교의 재정문제, 지역사회가 겪
고 있는 어려움 등 학생들이 직접 발견 가능하고 그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문제 중심 학습이 주어진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액
션러닝은 다양한 프로세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장경원·고수일, 2013).

[그림 Ⅱ-4] 액션러닝의 과정 (O’neil & Marsick, 2007, 장경원·박수정, 2011:103에서 재인용)

또 다른 액션러닝이 갖는 주요한 특징은 그 학습의 과정이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이나 문제중심 학습도 소그룹을 통하여 학습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은 동일하나, 액션러닝은 학습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결과로 사회적 조건의 개선을 도모한다
는 점에서 다른 교수학습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동시에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의 문제에 뛰어들기 때문에 학습자들 사이에 선지식의 차이가 없고 공동체 구성원들
이 다 같이 인지된 무지(recognized ignorance)에서 시작해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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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특징이 더욱 부각된다(Pedler, 2011:6).
이러한 액션러닝의 특징을 활용한 연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들과
이신동(2015)은 영재교육에서 실천지능 계발을 위해 액션러닝이 줄 수 있는 기대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들은 영재교육에서 자주 간과되는 실천지능과 실천적 영재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액션러닝의 적용은 분석지능, 또는 지식 습득에 치중되어 있
는 영재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홍광
표(2014)는 초등학생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도덕교과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블랜
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액션러닝 방법을 활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회과 수업에서 학생의 창의·인성을 함양
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장경원과 박수정(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액션러닝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활용한 결과, 체험학습
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나 성찰, 학습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2)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을 고민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교수
학습 방법적 특징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학교 내의 학생, 교사
가 모두 유비쿼터스 사회에 적응 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학교(Smart
school)과 같은 환경이 요구된다(최상덕 외, 2011). 구체적으로 최상덕과 동료 연구자들

은(2011) ‘스마트 창의학교 지원 시스템’을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사의 수업과 평가, 학생의 학습을
첨단 기술이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도 이러한 스마트 학교의 계획과 운영을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어떠한 교수학
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모바일 탐구학습(Mobile inquiry learning)
모바일 탐구학습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모바일 학습과
는 구별된다. 먼저 모바일 학습은 일반적으로 “모바일 무선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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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이동성과 유목성을 원활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습”(Lee,
2005, 임정훈, 2009:103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즉,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기기나 노

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등과 같은 무선 기기들을 학습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 장면
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수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은 모바일 탐구학습 외에도 교수자 중심의 교실수업 진행모형, 학습자 중심의 콘텐
츠 학습모형, 온클래스-오프클래스 연계 커뮤니티 모형, 온라인 토론학습 모형 등을 들
수 있다(임정훈, 2009).
그러나 모바일 탐구학습(mobile inquiry learning)은 부분적으로 학습 과정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이 기술을 활용한 연속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의미한다(Looi et al.,
2011). 따라서 모바일 탐구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바일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증거를 수집하게 되며, 결국 자신만의 지식을
만들어내게 된다.
모바일을 활용한 탐구학습은 교수학습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서 논의한 프
로젝트 학습이나 문제 중심 학습, 액션러닝과 같은 탐구학습 방식의 모형과 연계되어 수
업에 적용될 수 있다. 동시에 모바일 탐구학습은 인터넷의 활용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과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도 가능하게 한다.
이미 개발되어 학생 및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그 종류는
교육용 게임뿐 아니라 언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등 세부 교과에 적합하게 개발되어있
다(김성욱, 2016). 뿐만 아니라 무게측정, 길이측정, 온도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탐구 학습에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모바일 탐구학습에 대한 연구로는 Looi와 그 동료들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교과 연구가 있다(2011). 이들은 다양한 학업능력을 지닌

두 개의 교실을 대상으로 모바일 탐구학습을 적용한 교실과 그렇지 않은 교실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모바일 탐구학습을 활용하여 학습한 교실의 학생들이 과학
에 대하여 더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참여를 하였고 모바일을 활용한 학습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성욱(2016)이 모바일 탐구학습을 활용한 수
업을 설계할 때 필요한 개념모형과 주요 구성요소, 설계원리, 절차를 개발하였다.
모바일 탐구학습에서는 학생들이 교실 안과 밖을 오고갈 수 있고, 모바일 상에서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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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개인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탐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활동을 배열하며, 학습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오케스트레이션’ 역할
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안정적인 모바일 탐구 학습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김성
욱·임철일, 2017).

②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플립 러닝은 기존의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학습 방식 중 하나인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에 학습자가 교실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 날에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 자료를 시청함으로써 미리 학습하는 단계의 선행학습의 개념을 더하여 구
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동엽, 2013). 따라서 수업시간에는 이미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은 내용이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개별화된 학습을 추
가할 수 있다. 플립 러닝은 최근 인구 감소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개별화된 수업,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과 결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플립 러닝 또는 거꾸로 학습 방법을 활용한 교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의
질과 내용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강의를
통해 방대한 교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형
태가 일반적이었다면 플립 러닝에서는 강의가 일어나는 공간을 교실에서 개인적인 학습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대신에, 여러 학생들이 모이는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역동적으로 교
사 및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교과 내용에 적용
하고 교과에 대해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수업시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은 더 강화되며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Bergmann & Sams, 2014:6). 따라서 플립 러닝을 적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교사의

역할은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벗어나 수업 전에 학생들이 개인 공간에서 어떠한 핵심
개념을 학습해 와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안내자의 역할과, 수업시간 중 학습 내용과 교수
방법을 최적화하는 조정자의 역할로 변화한다(김백희·김병홍, 2014).
국내에서 플립 러닝의 효과와 이를 적용한 수업연구가 초·중등 교육을 비롯하여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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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역에서 시도되었다. 윤소희(2018)는 중등학교에서 실행된 플립 러닝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플립 러닝이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학업성취도
순으로 효과적이었음을 밝혔고, 일시적인 수업 방법으로 운영할 때보다 횟수나 운영기간
면에서 장기적으로 플립 러닝을 적용할수록 그 효과가 컸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수
업연구로는 이정민, 노지예, 정연화(2016)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중학교 1학년 과학수
업에 플립 러닝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플립
러닝으로 적용한 집단의 과학 교과 성취도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강의식 수업으로 학
습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내재된 학습 동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김진석(2017)이 영어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립 러닝 수
업모형을 개발하였는데, 학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을 신장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교실 밖의 수업 전 단계, 교실 내 수업 도입 단계와 수업 중 단계, 교실 밖의
수업 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문화와 관련한 주제 중심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고안함으로써 플립 러닝을 활용한 교과통합 수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활동을 도모하였다.
우리나라에 플립 러닝이 소개된 이후, 이를 활용한 수업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교수 설계 모형들도 개발되고 있다(최욱, 2018; 권구경 외, 2017). 플립 러닝은 학생과
교사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교실 문
화를 변화시킨다는 패러다임 변혁적 의의가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와 각종 매체 사용에
익숙한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는 면에서 미래형 교수학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③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수업은 ‘컴퓨터를 통해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구현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참여해보지 않아도 학습하도록 하는’ 수업 방식을 뜻한
다(정재훈 외, 2013). 이 방법은 학습자로하여금 이론적인 교과 내용을 배우고 관련 지식
을 습득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지식을 적용해보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는데,
이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적 제약상 자연에 나가 직접 관찰하거나, 위험 상황
을 직접 조성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학생들에게 가시화된 가상적 체험을 제공한다(이정호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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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은 간호학과 의학에서 크게 발달하여, 점차 대학에서의 기술교육
과 초·중등 교육에서 과학과 컴퓨터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그 적용이 확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STEAM 교육(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의 적용이

활발한데, 이 다섯 가지 교육 영역을 융합하여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학생들도
교육 내용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정재훈 외, 2013).
시뮬레이션 학습은 여러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컴퓨터를 활
용하여 실제 상황과 유사한 모형을 제시하는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
키며, 학생들에게 가상 상황에서 역할을 부여하여 책임과 한계를 경험하도록 하며, 시뮬
레이션의 결과에 기반하여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Gredler, 1996; 조용선·유
형근, 2009:21에서 재인용). 또한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제한적인 상황에서 원격으
로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IT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교육 방법으로
주목받는다(Dziabenko & García-Zubía, 2013).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물리학 교과는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과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utten과 동료들의 연구(2015)는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활용한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물리학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태도
와 학습목표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탐구 기반 교수방법과 통합하여 활용한 수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밝혔다.
또한 이정호와 동료 연구자들은(2011)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갖는 제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천 수질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SimRiver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에 따르면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흥미도,
수업활용도, 사용자 용이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밝혔다. 교과학습 외에도 조
영선과 유형근(2009)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중학생의 진로교육에 적용하여 진로개발능
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학교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진로 발달의 네 가지 하위요인인 자기지식, 직업지식, 결단성, 동기점수의 차원에
서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 진로상담도구로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는 3D 홀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이다. 3D
홀로그램은 “3차원에 표현되는 빛과 색채를 주조로 한 새로운 매체”로 컴퓨터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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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공간 속에 학습자료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이경아, 2016:243). 3D 홀
로그램을 활용한 실감형 학습자료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이 고가의 장비나, 안경
이나 도구 같은 별도의 교구 없이도 학습자에게 사물을 실제로 보듯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김현준·김누리, 2018). 3D 홀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초·중
등학교와 대학에서의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최현준과 김누리(201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면에서 3D 홀로그램 학습자료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일반 수업을 진행한 통제집단보다 3D 홀로그
램 학습자료를 활용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
성취도가 나타났고, 학습몰입과 학습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수
업효과성은 교실환경 뿐 아니라 이러닝 콘텐츠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학습자에게
향상된 몰입감과 학습만족도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석·서영호, 2013). 또한 이경
아(2016)의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3D 홀로그램이 미술 교수학습에 적용되는 사례를 제시
하여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학습이 대안적인 미술교과의 교수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미래시대에 요구되는 컴퓨터 활용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
상과 긴밀하게 연결된 교수학습방법인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 그 보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학습내용과 연계되면서도 교사들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3) 감수성 및 융합적 사고 교육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의 세 번째 특징은 감수성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다. 특히 인구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짐에 따라 미래 사회에는 다양한 생활 양식이 한
사회 안에서 공존하고, 인구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개개인의 가치와 요구는 더욱 중
요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는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갖추는 감성교육과 이를 통해 주변인들과의 협력이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교수학습이
강조된다(홍선주 외, 2018; 이화진 외, 2016).
융합적 사고에 대한 강조는 창의성 교육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예를 들어, 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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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적인 학습방법을 적용할 때에, 학생들은 서로 다른 개념
을 연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융합적 사고 능력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는 소통과 교환을 가능케하는 타인에 대
한 배려와 이해능력이 필수적이기에 큰 틀에서 감수성교육과 융합적 사고교육은 연결되
어 이해될 수 있다(이화진 외, 2016).

① 교육연극
교육연극은 언어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수업 장면에서 활
용되어 온 교수학습 방법이다. 연극은 서정, 서사 장르가 종합된 형태의 종합적인 예술
로,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기반으로 하는 서사적 특성과 개인이 등장인물의 입장에
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개입을 중심에 두는 서정적 특성이 동시에 존재한다(심상교,
2014). 따라서 학습자는 교육연극을 관람하거나 연극에 직접 참여하거나 만들어나가면

서 간접적으로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이 체험하는 ‘심리적 효과’
는 교육연극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동시에 교육연극이
담고 있는 내용적인 요소는 교과 교육적인 지식과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는 도구로 역할한다(곽한영, 2013).
교육연극은 그 특성에 따라 창의적 드라마(Creative Drama), DIE(Drama In Education),
TIE(Theatre In Education) 등으로 나뉜다. 먼저 창의적 드라마(Creative Drama)는 드

라마를 만드는 과정과 동시에 그 결과로 연극을 시연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Rosenberg, 1987; 장연주, 신나민, 2014:24에서 재인용). 창의적 드라
마의 방법에서 연극의 큰 틀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의 것을 빌려오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즉흥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사를 미리 만들거나 암기하지 않아도 된
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누가 그 연극의 청중이 될 것인가에 상관하지 않고, 연극
을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과 사상을 대리적으로 경험하게 된다(장연주, 신나민, 2014).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DIE는 일반적으로 학교나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연극 수업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DIE는 그 목적이 공
연이 아니며, 신체활동을 이용한 놀이나 몸풀기, 역할놀이, 이야기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히 드라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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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생들은 등장인물의 역할을 맡아 ‘살아보기(living through)’를 경험하고, 인물에
대해 ‘반성하기(reflection)’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시각을 갖추도
록 한다(Bolton, 1998:207, 신권익·김병주, 2015:280에서 재인용).
TIE 방법은 참여자들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 탐색하고 연극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요구

되는 민주적인 절차와 학습자 사이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방점을 둔 연극교육 방법이다
(김병주, 2013). 특히 TIE는 연극을 통한 체험과 동료 학습자와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적인 가치로 둔다. 또
한 TIE는 연극의 결말을 열린 상태에서 맺음으로써 연극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 이후에
선언적으로 정련된 교훈을 받기 보다는 스스로 해당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가능한 결론
과 의미를 도출해낸다.
심상교(2014)는 이와 같은 교육연극의 활용이 시민적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며,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기를 수 있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예술성을 배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신권익과
김병주(2015)는 DIE를 활용한 교육연극을 통해 초등학생의 창의적 리더십 신장을 이끌
어낼 수 있음을 밝혔는데, 특히 드라마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사회적 리
더십이 발달하며, 드라마 내용에 대해 상상하기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고, 학생 개인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 확장하면서 개인적인 리더
십이 함께 발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장연주와 신나민(2014)의 연구나 김병주
(2013)의 연구는 교육연극을 통해 학생의 정서적 공감능력과 학생지도의 효과성을 신장

시킴으로써 최근 대두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에 적절한 교수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을 밝혔다.

② 융합형 교육
융합형 인재는 미래사회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강조해온 정부의 인재상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초·중등 교육단계에서 STEAM에 해당하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의 융합적 수업의 시도는 2010년 교육부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
육 활성화 기본 방안’을 시작으로 학교 안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학교 안에서
의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책화 되었다(권난주, 2014). 융합형 교육, 또는 융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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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의 핵심은 STEAM에 속한 개별 과목이 단순하게 통합되어 가르쳐졌는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얼마나 잘 육성하였는가에 있다(김해경, 2013).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위계적인 지식의 구조를 가
지고 있는 학문에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수평적인 형태의 학문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김해경, 2013). 그러나 이때 하나의 교과가 다른 학문적 특징을 지닌 교과의
도구교과로 사용되기보다는 학습자가 수업 안에서 종합적인 사고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은 융합형 교육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먼저 권난주(2014)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교과에서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교
수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그는 6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과학적 사
고과정에 연결될 수 있는 교과별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 있는 TV 영상, 영화, UCC
와 같은 동적 영상매체, 과학사진이나 트릭아트를 포함하는 정적 영상매체, 과학과 예술
의 종합매체인 미디어 아트, 예술적 자료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김해경(2013)의 연구는 초등학교 미술 교과 중,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교육 내용 중 소단원을 선정하고, STEAM과목에서 융합인재 교

육 요소들을 추출하여 교수학습 계획안을 개발하였다.
김라연(2015)은 융합교육을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독서토론 모형 중 하나인
‘주제 중심 독서지도’를 활용하여 간 학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워크북을 개발하였다.

이는 독서의 내용과 토론의 주제를 간 학문적 제재로 삼아 학생들의 읽기와 말하기, 쓰기
활동을 구성한 것으로, 예를 들어 읽기 작품 속 주인공의 움직임을 수학적 도식으로 표현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박명숙(2017)의 연구 역시 고등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융
합적 글쓰기 교육을 시도하였는데, 학습자들이 다양한 학문을 담아내는 이야기를 다루는
가운데 이성과 감성의 융합적 창의성을 확장시키고 글로벌과 로컬리티가 융합되는 지역
주체성을 구현하는 등 학습자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조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글
쓰기 수업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시도된 융합형 수업방식은 정해진 융합의 대상이나 일정한 방식
이 정해져있지 않다. 그러나 단순한 과목이나 소재의 통합을 넘어 학생의 학습에 다양한
학문의 동시적 상호작용을 꾀한다는 핵심적인 방향을 유지할 때 융합적 수업은 학생의
감성과 의사소통능력, 인지적 활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융합인재의
양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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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요구에 따른 학교 공간의 역할
학교라는 공간은 이상과 같은 변화들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공간은 크고 작은
공동체들의 문화와 행동을 담는 하드웨어이며 조성 이후에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상호 재생산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 공간은 지역 공공재로서 이를 사용
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산이며 1차적으로 해당 시기의 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하고, 2차적으로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거시적으로 학교는 도시 도보권 내 위치한 지
리적 특성(근린주구론)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 시대에 학습을 중심으로 한 대면 상호 소
통 가능한 지역 사회 거점 공간으로서의 유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 교육
거점이자 구심점으로 학교 공간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고찰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들과 이에 따른 교육의 방향, 이를 지원하는 공간의 역할을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표 Ⅱ-4> 사회적 요구에 따른 교육의 방향과 학교공간의 역할
사회적 요구
절차화 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원활하고 생산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지식을 담고 있는
형식·도구(텍스트, 그래픽,
영상, 수, 도표 등)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교육의 방향
학
습
자
중
심

자료의 수집 및 활용 접근 허용

프로젝트 학습
대면 상호 대화·토론 지원
액션 러닝

테
크
놀
로
지

모바일 탐구학습

플립러닝

도구적 탐색 및 창의적 실험 환경

다양한 방식의 표현 용이성 지원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자기관리능력, 자기주도적 행동

사회·정서적 특성과 조절 능력

문제 중심 학습

학교공간의 역할

감
수
성
및
융
합

교육 연극

융합형 교육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놀이 환경

작품 및 공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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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시설과 교육과의 연계 필요성과 현황

가. 미래 교육과 연계성을 갖는 교육시설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법은 앞서 살펴본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의 중심에 있는 학생
행위주체성이 활발하게 발현되고 길러질 수 있는 학습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학생
행위주체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기존 강의식 학습법의 변화와 이론 교실의 재구조화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행위주체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교수학습
법과 이를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학교 공간 내 해당 공간의 조성
여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사용이 허락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표 Ⅱ-5> 교육 2030 프로젝트 ‘과정 설계’ 원리
원리

내용

교사 행위주체성

“교사가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기능, 전문성을 활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함”

실제성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경험을 실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하며, 자기 학습의 목적의식을
가져야 함. 이것은 학문-기반 지식의 습득과 함께 간학문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을 요구함”

상호연관성

“학습자에게 하나의 주제 혹은 개념이 어떻게 여러 학문 내 및 학문 간을 가로지르는 여러
주제나 개념들, 그리고 나아가 학교 밖의 실제 삶과 연계되고 관련될 수 있는 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미리 정해지고 정적인’ 것으로부터 ‘융통성 있고 역동적인’것으로

유연성

발전되어야 함. 학교와 교사들은 개인의 학습 필요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함”
“교사, 학생, 그리고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실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참여

초기부터 관여해야 함. 즉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실행은 교사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그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서 그 내용에 친숙할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할 수 있음”

출처: 이상은, 2018:97-98을 재구성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 문서를 비교 분석하여 앞서 언급된
교육과정 설계의 쟁점들을 해결하는‘설계 원리’(design principle)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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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내용, 주제 설계’(concept, content and topic design)원리와‘과정 설계’(process
design)원리로 제시되었으며, 그 중‘과정 설계’원리는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실제성(authenticity), 상호연관성(inter-relation), 유연성(flexibility), 참여(engagement)
이다.(OECD, 2018:7, 이상은, 2018:97). 교수학습법을 학습 과정 설계로 이해할 수 있다
면 위의 <표 Ⅱ-5>의 원리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박선화(2017:34-63)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 방향을 중심으로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에 관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 심층면담과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다. 여기서 다루어진 교수학습 방향은 모바
일 탐구학습,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디지털 스토리텔링,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창의적
문제해결, 플립 러닝, 체험 학습, 액션 러닝, 문제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클라우드
컴퓨팅, 포럼 연극 등이다. 또한 미래 교수학습 환경에 관하여 “학교 공간의 혁신적 구성,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 환경,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소통을 통한 학습 경험의 확대,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환경, 친환경 건축과 생태 환경의 중요성 강조”를 제시하였다. 이
는 폭넓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해외 교
수학습 운영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으나 미래사회 방
향 및 역량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환경의 방향성 설정, 연계성 및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모형 등의 방향 제시는 다소 부족하다.
계보경 외(2017)는 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학습공간에 대하여 전망과 과제
를 제시한 바 있다. 사례는 “Planning & Designing공간, Experience & Simulation공
간, Making공간, Presenting & Sharing 공간, Individual 공간, Socializing 공간” 총 6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전망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경계가 없는 유연한 공간, 교육 철학
을 구현하는 공간, 학습공간이 없는 학습공간,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차현진 외(2018:107-156)은 첨단 ICT활용 시범교실 사업 교실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첨단교실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4가지 유형(창작활동지원 첨단교실,
모둠활동지원 첨단교실, 강의지원 첨단교실, 디지털 라이브러리 첨단교실)의 첨단 교실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모형별로 교수학습공간, 자율학습공간, 공용공간을 구분하여 시설
및 기자재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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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디지털라이브러리 평면도 및 3D 설계도
출처: 차현진 외(2018:111)

정종욱 외(2018)는 메이커스페이스 학습 환경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서 미래를
위한 메이커 교육과 활동 유형을 정리하여 공간과 시설, 도구와 장비, 운영과 관리 측면
에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간에 대하여 기본형, 아날로그형, 디지털형, 통합형
총 4가지 메이커스페이스의 예를 평면도과 3D, 공구와 장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공구들의 종류와 용도, 평균 가
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나, 공간 유형들은 기존 모둠식 학습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교실들과의 차별성, 실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서 제시하는 학습활동과의 직접적 연계
성에 한계가 있다.

[그림 Ⅱ-6] 아날로그형(左,) 디지털형(右) 메이커스페이스의 예 3D
출처: 정종욱 외(2018:9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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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영훈 외(2018:6-7)은 소프트웨어교육 공간의 구성 원리를 문제인식, 문제분석,
해결점 고안, 문제해결실천, 문제해결 평가로 구분하고 이와 연계한 공간 구성 요소를
구상공간, 표현공간, 개발공간, 메이킹공간, 발표공간으로 분류, 라온형(라온기본형, 라온
개발형, 라온의 표현형, 라온메이킹형), 혜윰형(혜윰기본형, 혜윰표현형, 혜윰메이킹형),
마루형(마루기본형, 마루복합형, 마루협업형) 3가지 모델개념2)을 다음 [그림 Ⅱ-7]과 같
이 제시한 바 있다.

[그림 Ⅱ-7] 혜윰기본형(1.5실) 구성(左) 및 조감도(右 ) 예시
출처: 성영훈 외(2018:31,32)

정제영(2017:63)은 현재 학교 시스템이 공급자 중심의 대량 교육(mass education)에
최적화된 구조임을 지적하고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각 학생별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 시스템은 여러 적합한 학습
자료 활용·프로젝트 활동·집단별 학습 등의 유연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실재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아닌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시
스템으로서 ‘가상의 학교(virtual school)’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온라인교육과정,
플립러닝 등을 통하여 일부 현실화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학교 내에서 기존 컴퓨터실 또
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온라인스튜디오가 이를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하지
만 이러한 공간들은 해당 교과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거나 강의 녹화를 위한 스튜디오이
므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에 개인 또는 또래집단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는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2) 라온형: 체험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혜윰형: 문제해결을 위해 생각하다, 마루형: 창작 중심의 높은 수준의
공간 모델, 출처: 성영훈 외(201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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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학습공간 또는 학교시설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서는 학생 1인당 면적 기준
으로 공간의 규모를 산정학고 공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해왔다. 학습활동의 특수
성을 구분함에 있어서도 이론실과 실습실 2가지로만 구분하여 차등하였다는 한계가 있
으며, 특히 이론실의 공간 구성은 학생 행위주체성을 지원해야할 미래 교육환경조성 방
향과 거리가 멀다. 또한 상당수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
연하게 조성하여야 한다는 접근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성된 국내 학교의 다목적
공간은 일본 등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다기능·고기능 공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최적화
되지 못한 공간이라는 한계와 함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기 쉽다. 따라서 앞
으로의 미래 교육환경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입체적 교육
도구로서 최적화되어 작용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학습공간 조성 및 학습공간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 교육시
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4조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 소요
면적 및 규모, 도면 등의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되어있으며 제8조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승인’ 절차에 따라 학교시설을 물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재구
조화의 정도를 도색, 가구 및 비품 교체를 통한 환경개선, 공간의 이동·통합·분할을 통한
공간 재배치, 증축을 통한 시설의 확장으로 구분하고 다음 [표 Ⅱ-6]에 분류하였다.
<표 Ⅱ-6> 국내 학교시설 재구조화 관련 가이드라인
구분

방법

발행처
서울시특별시 문화본부

환경

도색, 가구 및

개선

비품교체

공간

공간의

재배치

이동·통합·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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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색깔있는 학교 만들기: 서울특별시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가이드라인

발행일
2017.10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업무
매뉴얼

2015.0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학교 화장실 가꾸기 매뉴얼

2008.09

한국교육개발원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방안

2017.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습자의 21세기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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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
확장

방법

증축

발행처

제목

발행일

서울시교육청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위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매뉴얼

2017.02

교육부

철골조를 이용한 학교 증축 설계 자료집

2001.08

한국시설안전공단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

2014.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매뉴얼(개정판)

2019.04

나. 교육공동체(사용자)가 중심성을 가지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한 사회에서의 공간은 사회적 생산
물이라고 보았다. 그는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al of space, conceived space),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 lived space), 공간의 실천(spatial practice, perceived
space)’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이 유형들로 공간을 개념화하였다. ‘공간의 재

현’이란 “도시계획가, 건축가 등의 전문가가 도면·모형을 사용하여 계획한 공간”을 의미
한다. 이러한 공간은 합리적 이성과 기술로 만들어지며 지식과 권력이 연결된다. ‘재현의
공간’은 “주민이나 사용자가 실제로 살고 사용하면서 시간이 걸려 숙성되는 공간으로 사
람들이 실제로 사용하여 얻는 공간”을 말한다. ‘공간의 실천’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형성
된 지각 공간”을 의미한다. 즉 일상생활이나 상식적인 감각으로, 반복적인 몸동작으로 인
지되는 일상적 공간이며, 어떤 공간이 사회에 나타나 유지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르페브
르는 “어떤 사회의 공간의 실천은 그 사회의 공간을 분비한다”고 언급한바 있다(Henri
Lefebvre, Donald Nicholson-Smith(trans.):38). 예를 들어 매일 아침마다 축구를 하는

동네 사람들이 해변의 축구장을 만들어놓으면, 해를 거듭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의 친교의 장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경기를 하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해간다는 의미로서 마치 몸에서 땀이 분비되거나 때가 나오듯이 사회의 공간을 분비한
다는 것이다(김광현, 2018b:182-188).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학교시설은 학생들에게 르페브르가 개념화한 첫 번째인 ‘공간의
재현’ 만을 허용하고 있다. 현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적합하도록 건축가, 교육시설 전

55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Ⅱ):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개발

문가 등이 제시하여 계획한 공간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
다. 학습공간 이외 외부 공간 일부에 지역 주민들의 활용으로 재현의 공간으로 학교가
다루어 질 때, 그 마을에서 학교가 갖는 의미와 장소성이 형성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실천된 공간은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 쓸모를 부여하게 되
며 유휴의 여지를 발생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분비 및 재생산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공간의 실천’이 활성화되어야 해당 학교시설의 공간들은
지속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방향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자가 주도성을 갖는 학교공간 재구조
화 실행 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림 Ⅱ-8] 학교단위 사용자 참여 설계 프로세스
출처: 박성철 외 7인(2018b:116)

이상과 관련하여 박성철 외(2011)는 학교건축 설계 프로세스 사례 조사를 통하여 기초
지표를 개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디자인 품질지표를 사용자 참여 디자인 카드를
포함하여 개발한 바 있다. 김진욱(2012:3-30)은 학교 사용자 참여 설계 워크숍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주요 프로그램과 워크숍 진행(안)을 제시하였고, 고인룡(201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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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나라 교육 공간 사업 실행체제의 문제점 지적을 바탕으로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
업 진행과정과 설계 단계별 업무 비율 및 설계 대가 제시를 바탕으로 계약 방법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일괄설계 입찰방식과 적격심사 입찰방식, 설계
계약 방법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1차 년도 연구결과물(RRM 2018-13) ‘미
래학교를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매뉴얼’에서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실행체계로 교실단위(5개월), 학교단위(12개월)의 사용자 참여 설계 프로세스를 구분하
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절차에 관한 제안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미래 교육환경 조성 정책 및 방향에 관하여 미래 인재 핵심 역량 함양 지원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국내·외 문헌을 살펴본바 교육 분야에서 예측 및 제시하고 있는 미
래 교육의 청사진과 교육시설에서 논의되어 온 방향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학습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의 경우 설립, 즉 신축 시점에서의 계획
지침이 주를 이루며 미래 학교는 ICT 기반 교육을 통칭하며 고유명사화 되어온 부분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교수학습에 유연하게 대응
하기 위하여 오늘의 학생들의 주생활 공간이기도 한 기존 학교에 적용 가능한 학습활동
공간에 대한 모형은 다소 부족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포함하여 제시한
경우도 드물다. 특히 학습활동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학습의 과정 및 방법론, 이에 포함
될 수 있는 지역 사회 연계 등에 관한 방안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어, 해외 문헌과 성
공사례 관련 자료 분석 및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길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인 미래 지향적인 교수
학습법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설정하는 지향점 실현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교수학습법을 유형화, 워크숍을 통하여 사용자 주도성을 갖는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예산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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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교수학습 유형별 단위공간과 조성 현황

분석의 전제 및 방법

본 절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급별 교수학습법을 소요시설 측면
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에듀-넷-티클리어(http://www.edunet.net)를 통하여 2015 개정
신규 교수학습 자료 원문을 초등학교 급 26종, 중학교 급 12종, 고등학교 급 35종, 총
73종의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분석한 각 단

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73종의 교수학습 자료에 기술된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종 교수학습방법
을 우선 추출한 뒤, 활동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교수학습활동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교수학습법에 따라 학습공간을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학교에 설치된 각 교과실의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교수학습방법을 분류하였다. 예
를 들어, 기존 학교의 도서실에서 가능한 활동인 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과학실에서
가능한 활동인 현미경으로 자연물 관찰하기, 음악실에서 가능한 활동인 짝과 마주보고
악기 연습하기 등 각 실의 기능에 따라 가능한 교수학습방법을 1차적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교수학습활동은 크게 자료 수집하기(도서실), 탐색 및 실험하기(과학실), 읽기,
듣기, 쓰기, 토론하기(이상 일반교실), 그리기, 만들기(미술실 외), 사진찍기, 영상편집, 컴
퓨터로 자료 만들기(이상 컴퓨터실), 노래부르기(음악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각 교과실의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하되, 복합적 공간기능이 요구되는 교수학습
법을 찾아 2차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모둠별로 음악을 감상한 후, 느낀 점을 글, 그림,
몸짓으로 표현하는 활동은 일차적으로 음악실을 활용하는 수업이지만 전체 교수학습활
동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모둠별 작업대나 무용실과 같은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2015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교수학습법은 단순히 하나의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단계적·복합적으로 적용하며, 교과 간 융합 역시 활발히 일
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하여 기존 학교의 교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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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적으로 기능을 부여하여 융합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 학습공간 조
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유형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활동을 2차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교수학습활동은 자료 수집 후 개
인별·모둠별 분석 및 가공, 개인별·모둠별 탐색 및 실험, 자료 읽기·미술 작품 보기·음악
듣기 후 글·그림·무용으로 표현하기, 개인별·모둠별로 컴퓨터 활용 작업으로 결과물 만
들어내기, 시나리오·공연계획서 작성 후 뮤지컬·연극·연주회 공연하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셋째, 앞선 두 단계를 통해 파악한 교수학습활동 유형을 바탕으로 각 교수학습에서 요
구하는 공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소요 공간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법을 최종 분류·코드
화3)하였다. 교과 구분에 관계없이 소요공간에서 연계성을 갖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활동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교수학습활동은 소요 단위공간에 따라 총 58가지로 유
형화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다시 ‘자료 수집 및 활용, 도구적 탐색 및 실험, 표현활동,
놀이하기, 토론하기, 공연하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2015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수학습활동을 위의 6가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구체화한 교수학습활동의 각 유형에 대하여 소요 단위공간 모
형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용자 참여 설계 워크숍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다음 절에서 언급할 각 단위공간은 교수학습활동 유형별로 각 활
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활동의 형태에 따라 공간의
규모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교수학습법에 따라 제안한 단위공간 모형을 조합하고 재
배열함으로써 교수학습과정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학교와 교사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이 제안
하는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은 5장에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교수학습방법 분석을 통해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제안한 본 연구의 전체 분석 과정을 간략히 나타나면 아래의
[그림 Ⅲ-1]과 같다.

3) 코드분류는 표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국어의 경우 [중 국]으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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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교수학습 유형별 단위공간 도출 및 모형 제안의 흐름

2

자료 수집 및 활용(R)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은 도서, 신문, 인터넷 매체, 실외 실물
등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주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거나 검색하는 활동 자체를 비롯하
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모둠원간 토의, 학습 자료 제작 및 발표·공유하는 활동
까지를 포함한다. 소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이를 구분해보면 첫째, 자료 수집 및 탐색은
도서, 신문, 인터넷 매체, 실외 실물 등의 자료를 찾는 탐색 활동 자체를 의미하며, 둘째,
자료 정리는 앞선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모둠별 토론과 쓰고, 만들기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자료 공유는 정리 활동을
통한 결과물을 오프라인으로 발표 및 게시하거나,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한
다. 이상의 세 가지 주요 교수학습법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대표적인 학습법과 연계되는
공간 특성을 도출하고 코드화하였다.

가. 자료 수집 및 탐색
자료 수집 및 탐색은 도서, 신문, 실외 실물 등을 활용하는 오프라인 조사와 IT 기기를
활용하는 온라인 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오프라인 조사는 실내와 실외 활동으로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
내었으며, 이를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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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자료 수집 및 탐색)
코드 및 설명

교수학습 활동

R-01

동물도감 및 식물도감을 이용하여 좋아하는 동식물

소요 단위공간

조사하기4) [초1·2 바]
도서 및 신문

도서관에 가서 ‘나만의 책 선정 기준’에 맞는 책을

조사를 통한

골라 편안하게 읽기5) [중 국]

오프라인 자료
조사

신문기사, 광고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대중 매체
를 활용하여 가격 할인을 시행하고 있는 상품 광고
수집하기6) [중 사]

R-02

학교 화단이나 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
연물(나뭇가지, 나뭇잎, 꽃잎, 돌, 열매 등) 모으기7)

실외 실물 수집을
통한 자료 조사

[초3·4 미]
모둠별로 학교를 돌아다니며 공간 디자인을 하고 싶
은 장소 찾고 사진 찍기8) [중 국]

R-03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정된 개구리 알 또는 올챙이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사육방법을 모둠별로
조사하기9) [초3·4 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제 건축을 할 때 어떻게 소음을

IT기기를 활용한

줄이는지 검색해본 후, 탐구 문제 정하기10) [중 과]

온라인 자료 조사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속 기사 중 경우의 수를 언
급한 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경우의
수와의 차이를 찾아보기11) [고 수]

4)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
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66.
5) 김주환, 구본희, 송동철, 이정요, 김혜진, 이순영, 김태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p.19-20.
6) 옥일남, 임은진, 서지연, 김원예, 강정숙, 김정숙, 김유란, 강현순, 이한나, 김현경, 강지영(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사회.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87.
7) 손지현, 강유경, 권연지, 박유신, 이규정, 이은영, 정회진(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
학교 3-4학년 미술.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86.
8) 김주환, 구본희, 송동철, 이정요, 김혜진, 이순영, 김태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
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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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R-01의 경우 동물도감 및 식물도감을 이용하여 좋아하는 동·식물을 조사하거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과 같은 오프라인 자료 조사(도서, 신문 등)가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기존 도서실들의 서가에 자유로운 분위기의
독서 공간 조성을 위한 편안한 의자(빈백 등)를 배치하였다. 또한 스탠딩 독서대를 두어
좌식·입식 다양한 방식과 종류의 자료조사를 지원하도록 조성하였다. 둘째, R-02의 경우
학교 화단이나 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물(나뭇가지, 나뭇잎, 꽃잎, 돌, 열
매 등)을 모아, 이를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한다거나 학교 공간 곳곳을 대상으로 디자인
할 장소를 찾고 사진을 찍는 등의 동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기존의
실내교실과 실외로 나가는 중간 접점 위치에 배치되어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및 야외 활동 도구들을 수납하고 흙을 털고 닦아낼 수 있는 내·외부 전이 공간(transfer
space)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R-03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여 동·식

물의 사육, 재배방법을 모둠별로 조사하거나 실제 사회에서의 사례들을 자료로 찾고 수
집하여 탐구문제화 하는 활동이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컴퓨터
를 최소한 한 학급에서 그룹화 할 모둠의 개수(5~6개)가량을 설치하고 연계 도서들을 둘
서가를 일부 배치하였다. 해당 활동과 연계하여 모둠 간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인접하게 배치할 경우 보다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2] R-01, 도서 및 신문 조사를 통한
오프라인 자료 조사 공간

[그림 Ⅲ-3] R-02, 실외 실물 수집을 통한
자료 조사 공간

9) 전영석, 강훈식, 김지예, 남기철, 이영실, 이수아, 장진아, 정하나, 조은별,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60.
10)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
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07.
11) 김선희, 한선영, 이윤민, 박지현, 정은선, 박선영, 강양구, 안성신(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수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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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Ⅲ-2]는 A학교의 도서실이며, 전체적으로 발자국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카펫 재질로 바닥 전체를 시공하였다. 또한 천정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된 조명 이외
에 주광색 국부 조명(할로겐 등)을 벽 면 서가 및 개인 독서 공간과 같이 집중을 요하는
위치마다 설치하여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개인이 도서나 신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보거나 수집할 수 있도록 단독 캐럴, 일자형 열람 및 문서 작성 테이블을 비치하
였다. 단독 캐럴 내에는 주광색 국부 조명과 콘센트, 쿠션이 비치되어 있어 집중도를 높
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림 Ⅲ-2]의 경우 B학교의 프로젝트 실험실과 연계
된 실외 공간으로, 장기관찰용 식물 재배 및 동물 사육을 위한 간단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외부와 연계될 필요성이 있는 실험실을 1층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
여 비교적 손쉽게 외부와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나. 자료 정리
자료 정리는 모둠 활동 및 토론을 통한 정리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쓰기, 만들기
활동을 통한 정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만들기는 음악, 신체, 그림, 모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표현하는 정리 활동과 IT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으로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었으
며, 이를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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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자료 정리)
코드 및 설명

교수학습 활동

R-04

인터넷 신문을 이용하여 모둠별로 지구촌의 다양한

소요 단위공간

문제를 조사하고 정리하기12) [초5·6 사]
모둠활동 및
토론을 통한 자료
재구성
R-05

모둠별로 각 나라에 대한 읽기자료를 보고 의문이 드
는 부분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검색하여 학습지 작
성하기13) [중 영]

모둠별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마을 관광 상품 기획안 작성하기14)
[중 영]

자료 조사 후
쓰기

국악의 대중화, 세계화에 대해 조사하고, 홍보 대상
을 정해 홍보물 시나리오 만들기15) [고 음]

R-06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지구 표면의 다양한 모습을
조사하고, 검색한 지구 표면의 모습을 선택하여 설명
하고 이어 붙여 지구 표면의 모습을 찾고 분류, 표현
하기16) [초3·4 과]

자료 조사 후
다양한 표현

가곡 애니메이션 ‘마왕’을 감상하고 샘여림과 음색의
변화를 모둠별로 살펴본 후, 샘여림의 변화를 구별하
여 여러 가지 방법(음악, 신체, 그림, 글 등)으로 표
현하기17) [중 음]

R-07

인터넷 지도의 로드 뷰 기능으로 고장의 모습 찾아보
고 파워포인트로 퍼즐 사진 만들기18) [초3·4 사]

자료 조사 후
만들기(IT)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 상품을 찾아보고 자산별로
분류한 후 QR코드를 만들어 포트폴리오에 첨부하
기19) [고 통사]

12) 설규주, 정문성, 박원진, 백선영, 백종운, 임재은, 이바름(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78.
13) 정양수, 한소영, 낭윤진, 홍윤빈, 이은경, 김지영(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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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4의 경우 인터넷 신문을 통해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조사한 후 모둠별로 정리하

거나, 읽기자료에 대한 의문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모둠별로 학습지를 작성하
는 등의 토론을 통한 자료 정리가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에는 계단형
의 낮은 서가와 넓은 스툴 소파를 통해 모둠별로 자유롭게 모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R-05의 경우 모둠별로 마을 관광 상품 기획안 작성이
나, 국악에 대한 홍보물 시나리오 만들기 등 조사를 통한 결과를 문서화 하는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에는 서가와 연계된 테이블과 태블릿 및 PC 사용이 가능하도록 콘센
트가 설치된 모둠 테이블을 배치하여 자료 조사와 문서 정리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R-06의 경우 가곡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셈여림과 음색의 변화를 살피고
구별하여 음악, 신체, 모형, 그림으로 나타내는 등과 같은 조사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
로 표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는 자료 조사를 위한 PC를 가장자
리에 배치하고 중앙에 넓은 테이블을 두어 그림을 그리거나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쪽 벽면에 전면 거울이 설치된 마루를 배치하여 자유롭게 음악이나 신체표
현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R-07은 인터넷 지도의 로드 뷰 기능으로 고장의 모습을
찾아보고 파워포인트로 퍼즐 사진을 만들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상품을 찾아 QR
코드로 만드는 등과 같은 IT를 활용한 자료 정리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원형 구조로
배치된 테이블에 개인별 PC를 두어 원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에 대
형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정리된 자료에 대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
하였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05.
14) 정양수, 한소영, 낭윤진, 홍윤빈, 이은경, 김지영(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영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87.
15) 최은식, 강선영, 김명식, 오지영, 이수진, 이선화, 정연수(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음악, 음악 감상과 비평.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94.
16) 전영석, 강훈식, 김지예, 남기철, 이영실, 이수아, 장진아, 정하나, 조은별(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00.
17) 양종모, 강로사, 강연주, 박진홍, 이동희, 장보윤(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음악.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32.
18) 이간용, 김진희, 김혜진, 이준혁, 임미연, 임용덕, 황재인(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사회.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9.
19) 정문성, 김국현, 이종원, 김동창, 강정, 김종미, 김용지, 유한상, 성정원, 이상희, 윤신원, 정효미, 이은영,
김보람, 김성희, 권용호, 김형설, 박홍균, 남중선, 이명준, 이기연, 최영진, 이정백, 겅은식, 김민정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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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R-04, 자료 정리를 위한 모둠
활동 및 토론 공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269

[그림 Ⅲ-5] R-06, 자료 조사 후 다양한 표현
공간
출처: 조진일 외, 2017:67

위의 [그림 Ⅲ-4]는 초등학교의 도서실 사례로, 학생들의 신체사이즈에 맞도록 제작된
좌식공간과 입식 테이블, 창가 테이블 등을 갖춘 개방적 열람실 공간이다. 전반적으로
고채도 색상을 사용하여 화사하고 밝은 느낌을 극대화 하였다. 서가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은 후 모둠별 쓰기·그리기 활동과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획일적 서
가 배치가 아닌 높낮이와 색상이 서로 다른 책장을 입체적으로 배열하고 다양한 형태의
좌석을 마련하여 활용도 높은 도서실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림 Ⅲ-5]는 벽면을 따라 PC
를 배열하고 가운데 공간에 넓은 테이블을 배치함으로써 자료 수집 활동과 함께 개인·모
둠별 만들기 작업 등이 가능하도록 한 PC 작업실의 형태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공간이다.

다. 자료 공유
자료 공유는 방식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공유
는 발표와 게시 형태의 활동으로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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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자료 공유)
코드 및 설명

교수학습 활동

R-08

평화통일을 위해 이루어진 다양한 노력 조사하여 발

소요 단위공간

표하기20) [초5·6 도]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관심 있는 직업군 관련, 필요
한 역량, 심층 조사, 모둠이 토론한 현재 노력 등)을
발표를 통한

PPT, 포스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기21) [중 과]

오프라인 공유
모둠별로 스포츠와 문화의 개념, 정의 등을 조사하고
둘을 비교‧분석 후, 발표하여 공유하기22) [고 체]

R-09

모둠별로 그림책을 만들고 교실 안팎 공간에 전시하기23)
[초3·4 미]

모둠별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라인댄스
전시 및 게시를

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모둠별로 토의하여 종합

통한 오프라인

하고 정리한 후 벽에 붙여 모두가 공유하기24) [중 체]

공유
아동폭력/아동방임/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
뉴스/신문 만들어 게시하기25) [고 기가p73]
R-10

낱말의 분류 조사하기: 구글 문서를 통한 검색 결과
공유하기26) [초5·6 국]

온라인으로 공유

‘리노잇 게시판’ 사이트를 활용하여 답사 결과를 정리
하여 올리고 공유하기27) [중 과]

20) 이인재, 김지원, 방선영, 이인태, 이철주, 전성은, 최혜민, 홍현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도덕.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98.
21)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25.
22) 박정준, 박영권, 유춘옥, 이동규, 제성준, 최창규(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33.
23) 손지현, 강유경, 권연지, 박유신, 이규정, 이은영, 정회진(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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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8의 경우 모둠별로 관심 있는 직업군에 대한 조사 내용을 PPT, 포스터 등을 만들

어 발표하거나, 스포츠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조사한 후 발표하는 등의 발표를 통한 공
유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폴딩 도어로 교실을 확장하여 복도를 활용하
도록 하였으며, 복도의 창가 측에 공유 보드를 설치하여 발표 활동을 지원하도록 조성하
였다. R-09의 경우 그림책이나 카드뉴스, 신문 등을 만들어 교실 안팎에 전시·게시하거
나, 라인 댄스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벽에 붙여 공유하는
등과 같은 정리된 결과물을 전시·게시하여 공유하는 활동이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교
실 벽면에 테이블 높이의 단과 폴딩 창을 설치하여 복도와의 유연성을 두었고, 계단실에
인접한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 결과물을 게시를 위한 공유 보드를 설치하였다. 마지막
R-10은 구글 문서를 통한 검색 결과 공유하기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답사 결과를

정리하여 올리는 등과 같은 PC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R-07과 유사하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6] R-08, 발표를 통한 오프라인 공유
공간

[그림 Ⅲ-7] R-09, 전시 및 게시를 통한
오프라인 공유 공간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49.
24) 박정준, 유창완, 김승기, 노수신, 최창규, 최정규(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체육.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35.
25)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73.
26) 정현선, 이지영, 이미숙, 윤미, 이슬아, 김광희, 지민정, 인경훈, 박성준, 유지훈, 윤준연, 박순홍(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52.
27)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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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Ⅲ-6]은 교수학습 과정 중 발표·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도 쪽
으로 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사례이다.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제거하고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발표회나 전시회 때 교실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Ⅲ-7]은 교실
과 복도 사이 벽을 제거한 후 상부에는 폴딩도어를, 하부에는 수납공간과 테이블을 설치
하여 교실 내·외부 소통공간을 조성하였다. 평소에는 창문인 폴딩도어를 열어 학생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과제를 종료하였을 때나 학기말에는 테이블을
전시대로 활용하여 전시공간으로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곡선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
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3

도구적 탐색 및 실험(S)

도구적 탐색 및 실험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은 물리적 도구 및 장비, PC 등 IT 장비를
활용하여 수학·과학적 원리를 탐색하는 활동과 기계적 작동 원리, IT 관련 논리 체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활동 등 다양한 실험 및 제작 활동을 포함한다. 소요 공간의 특성에 따
라 이를 구분해보면 첫째, 조작 도구 활용을 통하여 의사소통 및 실험 과정을 관찰하는
활동, 둘째,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의사소통 및 실험 과정을 관찰하는 활동
을 의미한다. 이상의 두 가지 주요 교수학습방법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대표적인 학습법
과 연계되는 공간 특성을 도출하고 코드화 하였다.

가. 조작 도구 활용을 통한 소통·관찰
조작 도구 활용을 통한 소통·관찰은 물 사용 여부에 따라 공간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탐구 환경은 단순 이론·탐구 수업을 위한 공간과 도구·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공간, 대형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코드화 하였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2

Ⅲ. 교수학습 유형별 단위공간과 조성 현황

<표 Ⅲ-4>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조작 도구 활용을 통한 소통·관찰)
코드 및 설명
S-01

교수학습 활동

소요 단위공간

수조에 물을 담아 배를 띄우고 추를 올려 관찰하기28)
[초5·6 실]
부력을 측정하기 위해 물체의 무게를 공기와 물속에서

물 사용 가능한

각각 측정하여 표로 정리하기29) [중 과]

조작 탐구 환경
알칼리 금속의 공통성을 확인하는 실험(굳기, 전기전
도도, 물과의 반응성, 액성 등)하고 발표하기30) [고
통과]
S-02

수 카드나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비교하기31) [초5·6 수]
합동인 정 삼·사·오·육각형 종이를 이용하여 정다면체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탐구
환경

만들고 구조 이해하기32) [중 수]
사과를 잘라보고, 오감으로 느끼며, 자른 사과를 재구
성하여 사과의 물성 탐구하기33) [중 미]
OHP필름에 인쇄한 원자 카드를 이용하여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모형 만들기34) [고 통과]

28) 전세경, 고인규, 김세은, 김수진, 김현주, 오승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287.
29)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p.47-48.
30)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재
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
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역
시교육청. p.80.
31) 방정숙, 권미선, 김민정, 김은경, 선우진, 이유진, 이주영(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수학.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15.
32) 김화경, 김호경, 정종식, 김선형, 강소영, 김강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수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p.146-152.
33) 이재영, 이미정, 남영림, 박만용, 박상돈, 김효희, 이송희, 장미정, 김은주, 박보영(2016). 2015 개정 교
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미술.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4.
34)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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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S-01의 경우 수조에 배를 띄우고 추를 올려 관찰하거나 공기와 물속에서 각각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여 표로 정리하는 등과 같이 물을 사용하여 탐구 및 실험을 하는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물 사용 영역의 벽면에 4개의 수전과 중앙에 넓고 높이
가 낮은 수조를 배치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둠 활동 영역
을 구분하여 실험 관찰 후 학습 내용 정리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둘째, S-02의 경우
수 카드나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 식을 만들고 비교하거나 구조, 결합 모형을 만들어 이해
하는 등과 같은 물이 필요하지 않은 탐구 및 실험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
는 공간은 여러 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도록 모둠별 테이블을 인접 배치하여 서로의 실습
과정을 관찰하고, 교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이상의 단위공간들
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8] S-01, 물 사용 가능한 조작 탐구 환경

[그림 Ⅲ-9] S-02,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탐구 환경
출처: 조진일 외, 2017:43

위의 [그림 Ⅲ-8]은 물을 사용하는 모둠별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
으며, 바닥 및 벽의 재료를 다르게 하여 물 사용 영역(파란색 타일이 시공된 부분)과 모둠
활동 영역을 구분하였다. 물 사용 영역에는 여러 명이 동시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6~7개의 수전을 설치하였고 모둠활동 영역에는 20여개의 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의자를

비치하여 모둠 크기와 활동의 성격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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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진의 공간 사용 목적은 원래 미술 교과를 포함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지만, 필요에 따라 물을 사용해야 하는 과학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는 다용도 공간이다.
[그림 Ⅲ-9]는 모둠별로 실험 및 관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실로써, 대형 ‘ㅁ’자

형 테이블을 비치하여 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테이블의 각 모서리마다 돌출된 형태
로 테이블이 확장되어 있어 각종 장비와 재료를 올려두고 실험·관찰하기 용이하다.

<표 Ⅲ-5>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조작 도구 활용을 통한 소통·관찰)
코드 및 설명
S-03

교수학습 활동

소요 단위공간

전자저울 등을 활용하여 측정 실험하기35) [초5·6 과]
암막을 설치하여 자신이 만든 야광반사기를 실험하고
효용 설명하기36) [초1·2 안]

도구·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방음 장치를 한 상자에 물체를 떨어뜨리고 소음측정기
(또는 스마트폰 앱 활용)로 소리 측정하기37) [중 과]
자전거를 이용한 간이 발전 시스템 제작하기38)
[고 통과]
LED 전기회로를 통해 전력 수송 과정 시뮬레이션
하기39) [고 통과]

S-04
코드이노 센서보드 등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구성하기. 밀도의 개념을 구현하는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 스마트폰 잠금 패턴 보안 프로그램 개발하기40)
[중 정]
대형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3D 프린터로 모델링하고 출력하기41) [고 기가p206]

NFC태그 프로그래밍을 실습하여 스마트폰이 정확하게
제어될 수 있게 설계하기42) [고 기가]

35) 신영준, 강헌태, 권혁재, 김민경, 김수미, 김순미, 김종영, 김창근, 김태훈, 노자헌, 박상희, 이미류,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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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S-03의 경우 전자저울, 소음 측정기, 야광 반사기 등으로 측정 실험하거나 LED
전기회로를 활용하여 전력 수송 과정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과 같이 도구·장비를 활용하
는 조작 탐구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에는 모둠별 PC가 설치된 테이블을 전면 판
서 가능한 벽으로 밀착하여 자료 검색과 코딩 설계, 토론 정리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
하다. 또한 실습 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 등을 보관하는 공간을 연계하였고, 도구 사
용이 용이하도록 이동식 카트를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 S-04은 코드이노 센서보
드 등을 활용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3D 프린터로 모델링을 하는 등과 같이
대형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활동으로,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위의 S-03의 모둠별 테이
블 구성에 중앙에 규모가 큰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고, 연계 공간에 3D 프
린터, 플로터, 레이저 커팅기 등을 배치하고 접근성을 높여 여러 장비를 통해 모형을 제
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장동석, 전성수, 채희인, 최현동, 하지훈(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146.
36)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
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16.
37)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08.
38)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p.440-441.
39)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p.449-450.
40) 김재현, 서원경, 조수연, 정경화(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정보. 교육부·대전
광역시교육청. pp.204-205, p.274, p.365.
41)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06.
42)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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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S-03, 도구·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그림 Ⅲ-11] S-04, 대형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출처: 조진일 외, 2017:46

위의 [그림 Ⅲ-10]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학교과 실험실의 한 사례이다. 간단
한 시약과 도구가 구비되어 있고, 이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과 실험테이블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이동식 트레이가 갖춰져 있다. [그림 Ⅲ-11]은 흔히 메이커 교육실로 구분
되는 실습실의 한 사례로, 주로 비교적 크기가 큰 장비와 공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작하
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노트북 또는 PC를 통해 작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련
의 활동이 가능하며, 천장에서 내려오는 콘센트를 설치하여 바닥면에 전선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소통·관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소통·관찰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는 활동과 태블릿
이나 PC를 활용한 소통 및 탐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태블릿 및 PC 조작
활동은 인터넷이나 GPS 사용 등 태블릿만으로도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탐구 활동과, 전
문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별도의 실험 장치를 이용해야하는 조작 탐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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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소통·관찰)
코드 및 설명

교수학습 활동

소요 단위공간

S-05

여행 계획서를 소개하는 영상 촬영하고 공유하기43)
[초5·6 영]
도서관 책을 이용해 모둠 책방을 꾸미고, 활동

사진

사진·영상 촬영이

을 찍은 뒤, 스마트 기기 갤러리에 새 앨범 만들기44)

가능한 기기 조작

[중 국]

환경
모둠별로 골프 스윙을 연습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
의 동작을 체크하여 올바른 자세 찾기45) [고 체]

S-06

구글 어스의 3D 지형 사진을 활용하거나, VR기계를
활용한 간접적 지형 탐사해보기46) [초3·4 과]

인터넷·GPS 등
사용 가능한 기기

기상청 보고서나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한반도의 기상

조작 환경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후 변화 경향성
파악하기47) [고 통과]

S-07
전문프로그램·웹사
이트 사용이
가능한 기기 조작
환경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책 예고편 영상 편집하기48)
[중 국]
MBL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시간과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만들어 보고서 작성하기49)[중 과]

43) 김성혜, 황필아, 임수연, 안정은, 오희숙, 이삭, 정신우, 최와니(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영어. 교육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33.
44) 김주환, 구본희, 송동철, 이정요, 김혜진, 이순영, 김태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p.30-31.
45) 박정준, 박영권, 유춘옥, 이동규, 제성준, 최창규(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97.
46) 전영석, 강훈식, 김지예, 남기철, 이영실, 이수아, 장진아, 정하나, 조은별,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47.
47)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585.
48) 김주환, 구본희, 송동철, 이정요, 김혜진, 이순영, 김태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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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S-05는 여행 계획서를 소개하는 영상이나 골프 스윙을 연습하는 영상을 촬영하
여 공유·관찰하거나 가상 책방을 꾸며 활동사진을 찍어 앨범을 만드는 등과 같이 사진,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녹음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편집실로 구성하였다. 스튜디오는 천장 매입형 롤 스크린 설
치를 통해 크로마키 활용이 가능하고 방음재 마감을 하여 녹음 시 소음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스튜디오 밖 엔 PC를 배치하여 촬영 지원 및 편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스튜디오와 편집공간은 넓은 유리가 설치된 벽을 통해 사용자 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편집 공간 옆으로 전문 촬영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
다. 둘째, S-06은 구글 어스의 지형 사진을 통해 간접적인 지형 탐사를 하거나 기상청
사이트를 통해 한반도의 기상 관측 데이트를 수집·분석하는 등과 같이 인터넷과 GPS 등
을 활용하는 탐구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태블릿이나 PC를 개인별로 제공하여
원형 배치된 테이블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S-07
의 경우는 전문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책 예고편 영상을 편집하거나 MBL 실험 장치
를 이용하여 탐구 그래프를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과 같이 제공된 PC를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에는 S-06과 유사한 구성이지만 태
블릿만으로는 작업이 힘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스케치업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그림 Ⅲ-12] S-05, 사진·영상 촬영이 가능한

[그림 Ⅲ-13] S-06, 인터넷·GPS 등 사용

기기 조작 환경

가능한 기기 조작 환경

49)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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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PC를 제공하였다. 두 공간 모두 테이블 중앙에 모니터를 설치
하여 실시간으로 작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 Ⅲ-12]의 경우 교실 내 한쪽 벽면 전체에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화면 구
성과 같은 액자식 구성으로 조성하여 크로마키 가상 환경으로 계획하였으며, 디지털 기
기를 배치하였다. 또한 좌식 기반의 동적 활동 및 그룹 활동이 가능하도록 손잡이가 달린
방석을 50여개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공간은 촬영 장비를 구비하여 스튜디오처럼
활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몸짓 표현을 통해 예술 소양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공간이다. [그림 Ⅲ-13]은 기존 컴퓨터실을 재구조화한 사례로 학교에서 관리하는 공용
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탐구학습 활동 공간이다. 가운데 배치된 정육면체의 4면 화면 송
출을 통하여 수업자료 및 소통을 위한 공유 자료들이 전달된다. 개인별 태블릿과 가운데
의 공용 화면을 통해 복합적인 자료 탐색, ICT 기반 수업, 토론 등 여러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4

표현활동(E)

다양한 표현활동의 교수학습방법은 쓰기, 그리기, 만들기와 같은 전통적인 학습방법과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 조리활동, PC 등 전자장비로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활동까지를 포
함한다. 소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이를 구분해보면 첫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
거나 그림그리기 및 붙임 쪽지나 판서하기와 같은 2D 표현 활동과 둘째, 창작물 공작,
음식조리, 디지털 영상 창작물과 같은 3D 표현 활동, 그리고 셋째, 측정 및 기록되는 체
육활동과 5인 이상 다수가 행하며 별도의 연습 공간이 소요되는 신체표현 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의 주요 교수학습법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대표적인 학습법과
연계되는 공간 특성을 도출하고 코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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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D 표현
① 쓰기
2D 표현은 쓰기, 그리기 활동을 말하며, 그 중 쓰기 활동은 인원 구성에 따라 개인과

모둠별 쓰기를 구분하고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듣기·보기 후 쓰기와 칠판을 활용한 모둠
별 쓰기를 포함한 4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고,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7>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2D 표현 중 쓰기)
코드 및 설명
E-01

교수학습 활동
분류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기50)

소요 단위공간

[초1·2 수]

자신의 발달 특징에 맞는 예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스토리텔링 대본 완성하기51) [중 기가]
개인별 쓰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이상적인 배우자 선택기준을
제안하는 신문 투고 글 쓰기52) [고 기가]
E-02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협동적 글쓰기 활동하기53)
[초5·6 영]

모둠별 쓰기

모둠별로 인권 신문, 학생인권선언문 만들기54)
[고 통사]

E-03

교향곡 ‘합창’ 감상하고 작곡가에게 편지쓰기55)
[중 음]

듣기·보기 후 쓰기

여가 활동과 관련한 영상을 감상하고 자신이 느낀 점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간단한 글쓰기를 통해 모둠 원과
공유하기56) [고 체]

E-04

제시한 사건을 보고 사건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화이트보드에 적기57) [초5·6 수]

칠판에 쓰기

학생들이 칠판에 마인드맵을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읽어 보게 하기58) [중 국]

50) 방정숙, 나귀수, 황현미, 권미선, 최인영, 선우진, 김은경, 유은서, 이유진(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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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01의 경우 대본을 만들거나 신문 투고 글을 쓰는 등과 같이 개인별로 문서를
작성하는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일자형 테이블을 통해 개별 학습 활동이 가능
하도록 하였고, 캐럴을 일렬로 배치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둘째, E-02의 경우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협동적 쓰기 활동을 하거
나 인권 신문이나 선언문을 만드는 등과 같은 모둠별 토론이나 협력을 통한 쓰기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대한 공간은 모둠별로 PC가 배치된 테이블을 통해 온·오프라인 문서 작
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셋째, E-03의 경우 교향곡을 감상하고 작곡가에게 편지
를 쓰거나 여가 활동에 관련한 영상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쓰는 등과 같이 제시된 자료를
듣고 본 후 쓰는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E-02와 같은 구성에 공간의 한쪽 면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빔 프로젝터 등의 장치를 통해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E-04는 제시된 자료에 대해 표현을 화이트보드에 적거나 칠판에 마인드
맵을 그려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등과 같이 칠판에 쓰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
는 공간은 E-02, E-03과 동일한 구성의 모둠별 테이블을 판서 가능한 전면 칠판에 밀착
시켜 토의·토론에 대한 정리 및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85.
51) 윤인경, 이수정, 김은정, 나유경, 민은혜, 정진우, 최세운, 황주연(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6.
52)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44.
53) 김성혜, 황필아, 임수연, 안정은, 오희숙, 이삭, 정신우, 최와니(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영어. 교육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28.
54) 정문성, 김국현, 이종원, 김동창, 강정, 김종미, 김용지, 유한상, 성정원, 이상희, 윤신원, 정효미, 이은영,
김보람, 김성희, 권용호, 김형설, 박홍균, 남중선, 이명준, 이기연, 최영진, 이정백, 겅은식, 김민정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60.
55) 양종모, 강로사, 강연주, 박진홍, 이동희, 장보윤(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음악.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71.
56) 박정준, 박영권, 유춘옥, 이동규, 제성준, 최창규(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68.
57) 방정숙, 권미선, 김민정, 김은경, 선우진, 이유진, 이주영(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수학.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90.
58) 김주환, 구본희, 송동철, 이정요, 김혜진, 이순영, 김태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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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E-01, 개인별 쓰기 공간

[그림 Ⅲ-15] E-02, 모둠별 쓰기 공간

[그림 Ⅲ-16] E-03, 듣기·보기 후 쓰기 공간

[그림 Ⅲ-17] E-04, 칠판에 쓰기 공간

출처: 조진일 외, 2017:22

출처: http://www.mahlum.com(검색일: 2019.6.20.)

위의 [그림 Ⅲ-14]는 도서관 내부에 설치된 개인별 독서공간 사례이다. 쿠션과 방석을
둔 박스형 공간 안에 들어가 앉거나 누워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개인화된 공간이
다. 한쪽 면에는 전면형 책꽂이를 두고 특히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도서를 배치하여 자연
스러운 독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Ⅲ-15]는 수업교실과 교실 사이 공유공
간에 배치된 모둠 학습 쉘터로 그룹 테이블과 위요된 원형의 낮은 벽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그림 Ⅲ-16]은 화이트보드가 있는 교실 전면에 빔프로젝트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강의식 수업을 비롯한 듣기·보기 후 쓰기·그리기 등의 보편적 수업이 가능한
일반교실 사례이다. 창가 긴 테이블에 PC가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전면을 향한 책
상이 있으며, 복도 쪽에는 모둠활동이 가능한 큰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어서 자료 검색과
토론 및 협력활동이 강조되는 미래형 수업 형태에 유용한 일반교실 형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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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은 교실의 앞뒤 벽면 모두에 바닥 높이까지 화이트보드를 크게 설치하여 수

업 때 보다 자유롭게 부착물을 붙이고, 판서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사례 사진의 경우 사선
형태의 높은 천장을 통해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흰색으로 마감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② 그리기
그리기 활동은 개인과 모둠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음 표에 교수학
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고,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표 Ⅲ-8>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2D 표현 중 그리기)
코드 및 설명
E-05

교수학습 활동

소요 단위공간

문양에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59) [초1·2 바]
여러 가지 재료로 먹선 그려보기60) [초3·4 미]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월별 강수량과 기온을 그래프로

개인별 그리기

그리기61) [중 사]
안정한 원자의 규칙을 그림으로 표현하기62) [고 통과]

E-06

모둠별로 협력하여 그림 지도 만들기63) [초5·6 영]

토의결과를 중심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모둠별로
카드뉴스, 캘리그라피 등 만들기64) [중 기가]
모둠별 그리기
물질의 성질 변화에 대한 조사 및 토의 결과를 인포
그래픽(타임라인 기반)으로 표현하기65) [고 통과]

59)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
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00.
60) 손지현, 강유경, 권연지, 박유신, 이규정, 이은영, 정회진(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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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의 경우 문양에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나 먹선 그리기, 열대 우림 지역의 월별 강

수량과 기온을 그래프로 그리기 등과 같이 색을 표현하거나 자, 컴퍼스 등의 특정 도구를
활용하는 그리기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E-01과 동일한 일자형 테이블
을 통해 그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캐럴은 접이식 테이블을 설치하여 개인별 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06은 모둠별로 협력하여 지도를 만들거나 토의 내용을 카드뉴
스, 캘리그라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등과 같이 모둠별로 그리는 학습활동이며, 이
를 지원하는 공간은 E-04와 동일한 모둠별 테이블 구성에 중앙에 넓은 공용 작업대를
배치하였다.

나. 3D 표현
3D 표현은 개인별, 모둠별 만들기를 통한 표현 활동과 각종 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요리하는 조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
간을 도해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1) 옥일남, 임은진, 서지연, 김원예, 강정숙, 김정숙, 김유란, 강현순, 이한나, 김현경, 강지영(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사회.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9.
62)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99.
63) 김성혜, 황필아, 임수연, 안정은, 오희숙, 이삭, 정신우, 최와니(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영어. 교육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19.
64) 윤인경, 이수정, 김은정, 나유경, 민은혜, 정진우, 최세운, 황주연(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91.
65)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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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3D 표현)
코드 및 설명
E-07

교수학습 활동
열기구 장난감 제작하기66) [초5·6 과]
사면체 주사위 놀이를 통해 DNA 정보를 만들고, 그

개인별 만들기

정보를 RNA 정보로 바꾸고 그에 따라 비즈 배열하여
나만의 팔찌 만들기67) [고 통과]

E-08

인형극에 필요한 소품을 직접 만들어본다68) [초1·2 바]

모둠별로 토의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제작도를 그
린 후 목공을 통해 스마트 가구(원목가구+스피커) 만
모둠별 만들기

들기69) [중 기가]

모둠별로 B4~A1사이즈 하드보드지에 인화된 사진 및
다양한 용품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도시’ 모델 제작
하기70) [고 통사]
E-09
수박화채 만들기71) [초1·2 바]

개인위생, 식재료 씻기, 조리하기(삶기, 찌기, 데치기),
간식 상차리기72)[초5·6 실]

조리활동
한식 요리를 조리해보고, 표준화된 한식 레시피 제안
하기73) [고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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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07의 경우 열기구 장난감, 아코디언 북, 등고선 모형을 제작하거나 탐구 활동
을 통해 비즈를 배열하여 나만의 팔찌를 만드는 등과 같이 모형을 제작하는 만들기 활동
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E-05와 유사하다. 둘째, E-08의 경우는 인형극 소품
을 만들거나 모둠별로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목공 작업을 하는 등과 같은 모둠별 모형
제작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E-06과 유사하다. E-09는 직접 가꾼 식물
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간식 상차리기, 한식 요리를 통해 레시피 제안하기 등과
같이 음식을 만드는 조리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오븐 및 가스와 개수대
를 모둠별로 제공하고 조리대에 PC를 배치하여 실습 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리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외부 텃밭을 연계하였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66) 신영준, 강헌태, 권혁재, 김민경, 김수미, 김순미, 김종영, 김창근, 김태훈, 노자헌, 박상희, 이미류, 이성희,
장동석, 전성수, 채희인, 최현동, 하지훈(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37.
67)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00.
68)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
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90.
69) 윤인경, 이수정, 김은정, 나유경, 민은혜, 정진우, 최세운, 황주연(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44.
70) 정문성, 김국현, 이종원, 김동창, 강정, 김종미, 김용지, 유한상, 성정원, 이상희, 윤신원, 정효미, 이은영,
김보람, 김성희, 권용호, 김형설, 박홍균, 남중선, 이명준, 이기연, 최영진, 이정백, 겅은식, 김민정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96.
71)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
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72.
72) 전세경, 고인규, 김세은, 김수진, 김현주, 오승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163.
73)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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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 E-05, 개인별 그리기/E-07,

[그림 Ⅲ-19] E-06, 모둠별 그리기 공간

개인별 만들기 공간

[그림 Ⅲ-20] E-08, 모둠별 만들기 공간

[그림 Ⅲ-21] E-09, 조리활동 공간

[그림 Ⅲ-19]는 미술 관련 수업에 사용되고 있는 교실이다. 해당 교실은 기본적으로

모둠 수업이 가능한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동이 용이한 화이트보드 칠판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상부에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그림그리기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Ⅲ-20]은 공작기계실습실로 넓은 작업테이블을 여러
개 배치하고, 테이블 아래에 물품보관을 위한 서랍을 두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이 가
능하게 하였다. 벽면을 따라 칸의 크기가 서로 다른 수납장을 설치하여 작업 중인 물품과
공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더욱 활용도 높은 실습공간이
되었다. [그림 Ⅲ-21]은 A학교의 조리를 통한 학습활동 공간이다. 교실 한 칸 규모의 공
간의 한쪽 벽면을 가정의 주방과 같이 싱크대와 전기레인지, 조리도구 등을 구비해두고
있으며 주방 후드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조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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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기존 가정실과 구별되는 점은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있어 영상 및 시청각 자료
를 보면서 이동이 가능한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룹별로 앉아 관련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실 전체에 고정식 싱크대와 조리
기구를 배치하여 조리법, 조리 기술 자체에 대한 실습이 중심인 교수학습방식과는 차별
성을 갖는다.

다. 신체표현
① 체력활동
신체표현은 체력을 기르고 기록·측정하는 활동과 몸짓을 연습하고 작품을 표현하는 활
동으로 구분하며, 그 중 체력활동은 도구를 이용한 신체·체력활동과 모둠별로 진행하는
신체·체력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0>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신체표현 중 체력활동)
코드 및 설명
E-10

교수학습 활동
줄넘기하듯 후프를 뛰어넘기74) [초3·4 체]

도구를 이용한

모둠별로 3개의 터(하기터-보기터-읽기터)를 순환하

신체·체력활동

며 코어(플랭크) 운동을 실시하기75) [중 체]

E-11

소요 단위공간

짝과 패드민턴 게임 후 신체 변화 이야기하기76)
[초3·4 체]
모둠별로 높이뛰기 기록 측정에 필요한 역할을 나누고

모둠별

역할을 순환하며 기록 측정하기77) [중 체]

신체·체력활동
심폐소생술의 실시 방법을 숙지하고 모둠별로 실습
하기78) [고 체p74]

74) 박정준, 김재중, 성기백, 장경환, 조기희, 차민철(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군) 체육.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45.
75) 박정준, 유창완, 김승기, 노수신, 최창규, 최정규(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체육.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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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10은 후프 뛰어넘기 등 도구를 이용하는 신체·체력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에는 실내 운동을 위한 바닥 마감 또는 매트를 활용하고, 체력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준비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운반의 용이성을 위해 넓은 출입문으로 계획하였다. 둘
째, E-11은 짝과 패드민턴 게임을 하거나 모둠별로 높이뛰기 후 기록 측정하는 등과 같
이 모둠별로 진행하는 신체·체력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E-10과 유사하다.

[그림 Ⅲ-22] E-10, 도구를 이용한
신체·체력활동 공간

[그림 Ⅲ-23] E-11, 모둠별 신체·체력활동 공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103

위의 [그림 Ⅲ-22]는 기존 학교에 많이 조성되어 있는 무용실 또는 다목적 강당 공간의
바닥과 벽면에 보호매트를 설치하여 다양한 체육활동 수업을 진행하고, 동적 놀이공간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사례이다. [그림 Ⅲ-23]은 학교 내 여유공간에 높낮이가 서
로 다른 조형물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앉거나 누워서 쉬기도 하는 놀이
교실을 구성한 사례이다. 다른 공간과 구분될 수 있도록 고채도 색상으로 도색하여 영역
성을 확보하고 있다.

76) 박정준, 김재중, 성기백, 장경환, 조기희, 차민철(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군) 체육.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79.
77) 박정준, 유창완, 김승기, 노수신, 최창규, 최정규(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체육.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15.
78) 박정준, 박영권, 유춘옥, 이동규, 제성준, 최창규(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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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몸짓 표현
몸짓 표현은 거울을 통해 신체 동작을 관찰하고 탐구하거나 안무 제작을 위한 연습
및 간단한 작품 발표 등의 활동이며, 인원 구성에 따라 개인, 짝, 모둠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1>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신체표현 중 몸짓 표현)
코드 및 설명
E-12

교수학습 활동

소요 단위공간

현무암과 화강암의 특징을 몸으로 표현하기79) [초3·4 과]

장단에 어울리는 손동작과 발동작을 만들고 표현하기,
개인 신체표현

제재곡에 어울리는 신체동작하며 노래하기80) [중 체]
다양한 음악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신체적인 동작으
로 표현하기81) [고 체]

E-13

짝과 함께 ‘거울놀이(행동 똑같이 따라하기)’하기82)
[초5·6 국]

짝과 함께
신체표현
E-14

교실 바닥에 짝과 마주 보고 앉아 해금을 연주하며
서로의 연주 자세를 확인하기83) [고 음]
모둠별로 기초스텝을 활용하여 라인댄스를 창작하여
미니 작품을 만들어 안무시트를 작성하고 연습하여 발
표하고 평가하기84) [중 체]

모둠별 작품 표현

모둠별로 판소리를 듣고 어울리는 발림동작을 만들어
함께 연습하기85) [고 음]

79) 전영석, 강훈식, 김지예, 남기철, 이영실, 이수아, 장진아, 정하나, 조은별,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90.
80) 박정준, 유창완, 김승기, 노수신, 최창규, 최정규(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체육.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52.
81) 박정준, 박영권, 유춘옥, 이동규, 제성준, 최창규(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95.
82) 정현선, 이지영, 이미숙, 윤미, 이슬아, 김광희, 지민정, 인경훈, 박성준, 유지훈, 윤준연, 박순홍(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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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의 경우 현무암, 화강암의 특징을 몸으로 표현하거나 들려주는 음악에 맞춰 어울

리는 동작 만들기 또는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등과 같이 개인별
신체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인접한 두 면에 거울을 부착하여 자신의
신체를 관찰하고 안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룻바닥으로 마감하여 좌식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활동공간 뒤쪽으로는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표현 활동을 지원하
도록 하였다. E-13의 경우 짝과 함께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울놀이를 하거나 바닥에
마주보고 앉아 해금 연습을 하며 서로의 동작을 관찰하는 등과 같이 2인 모둠으로 진행
하는 신체표현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E-12와 동일하나 폴딩 도어를 활용하여
활동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E-14는 모둠별로 라인댄스를 창작하여 연습
후 발표하거나 판소리에 어울리는 발림동작을 만들어 함께 연습하는 등과 같이 모둠별로
작품을 구성하는 신체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E-13과 유사하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24] E-12, 개인 신체표현 공간

[그림 Ⅲ-25] E-14, 모둠별 작품 표현 공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279

교육청. p.303.
83) 최은식, 강선영, 김명식, 오지영, 이수진, 이선화, 정연수(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음악, 음악 감상과 비평.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58.
84) 박정준, 유창완, 김승기, 노수신, 최창규, 최정규(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체육.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48.
85) 최은식, 강선영, 김명식, 오지영, 이수진, 이선화, 정연수(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음악, 음악 감상과 비평.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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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Ⅲ-24]는 마룻바닥과 한쪽 벽면에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 신발을 벗고
온몸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국부 조명과
탈의 커튼, 음향기기, 상부 천정 고정식 네트 철망을 설치하여 무대와 같은 환경이나 배
경 막 등을 걸어 작품에 대한 연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Ⅲ-25]는 폴딩도어를
사용하여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다목적실이다. 거울이 부착된 폴딩도
어 면을 활용하면 모둠별 연습실로 활용 가능하다. 사용 목적에 따라 폴딩도어를 개폐하여
모둠별 활동, 교과수업 및 동아리 활동에 사용하기도 하고 폴딩도어 전체를 개방하면 복도
공간까지 연계하여 공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유연성 높은 공간이다.

라. 디지털 표현
디지털 표현은 태블릿이나 PC를 사용하여 전문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학습내
용을 표현하는 활동과 녹음 및 촬영과 편집을 통한 표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해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고, 코드화 하
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2>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디지털 표현)
코드 및 설명

교수학습 활동

E-1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PC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편집한다86) [초5·6 음]

전문프로그램·
웹사이트 활용

E-16

녹음·촬영 및 편집

소요 단위공간

컴퓨터로 ‘youbars.com’ 에서 식품 영양 단어들을
학습하여 웹상에서 자신만의 Nutrition Bar 제작하
기87) [중 영]
완성된 만화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워포인트
에서 편집하기88) [초5·6 미]
모둠별로 포토에세이 제작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마
을의 미술관련 직업인을 1명 선정하여 인터뷰함.
촬영, 배포, 판권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 촬영하여 포토에세이 제작하기89)
[중 미]
나라의 의식주 생활문화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시
나리오·콘티를 작성하기.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툴로 편집하여 디딤영상을 만들고 교과밴드에 업로
드하여 공유하기90) [고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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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5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PC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이야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

고 편집하거나 웹사이트 프로그램에서 학습과 결과물 제작을 하는 등과 같이 전문 프로
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디지털 표현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S-07과 유사하다.

[그림 Ⅲ-26] E-15, 전문프로그램·
웹사이트 활용 공간

[그림 Ⅲ-27] E-16, 녹음·촬영 및 편집 공간

E-16은 마을의 미술 관련 직업인을 대상으로 인터뷰·촬영 후 포토에세이를 제작하거

나 나라의 의식주 생활문화를 조사 후 작성한 시나리오·콘티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촬영
하고 편집하여 밴드에 공유하는 등과 같이 녹음·촬영 및 편집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
원하는 공간은 S-05와 유사하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26]은 한 고등학교의 PC실 사례이다. 한 학급 규모의 학생들이 PC를 사용하며 수업
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모둠별 프로젝트 등의 과제가 증가하는 만큼 보다 효율적으
로 모둠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면 배열에서 탈피하여 4인 1조로 테이블

86) 석문주, 권보리, 김은주, 박주만, 정지혜, 최유리(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86.
87) 정양수, 한소영, 낭윤진, 홍윤빈, 이은경, 김지영(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영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98.
88) 김정효, 김해경, 고은지, 박수정, 박유신, 박정유, 손승정(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105.
89) 이재영, 이미정, 남영림, 박만용, 박상돈, 김효희, 이송희, 장미정, 김은주, 박보영(2016). 2015 개정 교
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미술.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79.
90)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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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PC를 배열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27]은 연주, 작곡으로 소리를 표현하
는 공간이다. 이 교실은 기본적으로 방음·차음벽으로 조성이 되어있으며 관련 악기와 디
지털 작곡 기기들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내부에 별도의 실을 구획하여 녹음부스를 조성
하였기 때문에 소리와 관련한 일련의 프로젝트 과정과 연계하여 녹음 및 피드백 작업을
한 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기존 학교의 스튜디오형
녹음실이 방송실에 포함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과 비교하여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5

놀이하기(G)

놀이를 통한 교수학습방법은 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놀이, 신체 활동성 증진을
위한 놀이, 협동심 강화를 위한 놀이와 인형놀이·상황놀이 등 흥미 유발을 통한 학습활
동 전반을 포함하며, 상대적으로 초등학교급에서 강조되는 교수학습방법이다. 소요 공간
의 특성에 따라 이를 구분해보면 첫째, 책상 위에서 또는 교실 전체 공간을 할애하여 소
도구를 활용한 규칙 놀이와 둘째, 신체표현 맞추기, 체육과 관련한 신체놀이, 셋째, 인형
놀이 및 상황설정 놀이와 같은 역할놀이 활동을 의미한다. 이상의 세 가지 주요 교수학습
법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대표적인 학습법과 연계되는 공간 특성을 도출하고 코드화하였다.

가. 소도구 규칙 놀이
소도구 규칙 놀이는 테이블 위에서 진행하는 규칙 놀이와 교실 전체 공간을 활용하는
규칙 놀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테이블 위에서 진행하는 규칙 놀이는 개인별 또는
짝과 함께 진행하는 활동과 모둠별로 넓은 테이블에서 진행 가능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코
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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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소도구 규칙 놀이)
코드 및 설명
G-01
책상 위에서 가능한
규칙 놀이
G-02

교수학습 활동

소요 단위공간

보물찾기 놀이로 조각퍼즐 완성하기91) [초1·2 바]
질문 주사위 놀이를 이용해 감정과 욕구가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기92) [초5·6 도]
모둠별로 생물 사진 카드 32장을 뒤집어 배열한 뒤,
순서를 정해 차례로 카드 짝 찾기 놀이하기93) [중 과]

모둠별로 진행하는

지문을 읽고 만든 질문을 포스트잇에 적어 말판에

규칙 놀이

무작위로 붙이고 모둠으로 보드게임 진행하기, 동전
을 던져 말을 이동하며 해당 질문에 답하는 놀이하기94)
[고 영]

G-03

사이버 폭력 땅따먹기 게임하기95) [초1·2 안생]
교실 전체를 배로 설정하고 이동하는 ‘선장놀이’ 하기96)
[초5·6 국]

교실 전체 공간을
활용하는 규칙 놀이
모둠에서 재밌었던 퀴즈를 골라 활동지에 크게 적고
칠판에 붙여 퀴즈 맞히기 대회하기97) [중 수]

91)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
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교
육청. p.97.
92) 이인재, 김지원, 방선영, 이인태, 이철주, 전성은, 최혜민, 홍현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도덕.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61.
93)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68.
94) 김성혜, 맹은경, 김희경, 우은정, 송정선, 양하늬, 이정민, 고은혜, 임수연(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영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30.
95)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
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79.
96) 정현선, 이지영, 이미숙, 윤미, 이슬아, 김광희, 지민정, 인경훈, 박성준, 유지훈, 윤준연, 박순홍(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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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G-01의 경우 보물찾기 놀이로 조각퍼즐을 만들거나 주사위 판을 활용해 질문
놀이를 하는 등과 같이 테이블 위에서 놀이 보드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규칙 놀이 활동이
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E-04와 동일하나 모둠별 테이블 측면에 놀이 관련 자료와 도
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둘째, G-02의 경우 모둠별로 사진
카드를 뒤집어 배열한 뒤, 차례로 카드 짝 찾기 놀이를 하거나 질문을 적은 포스트잇을
말판에 붙이고 질문 게임을 진행하는 등과 같이 모둠별로 진행하는 규칙 놀이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G-01과 유사하다. 셋째, G-03의 경우는 사이버 폭력
땅따먹기 게임, 교실 전체를 배로 설정하는 선장놀이 등과 같이 교실 전체를 활용하는
규칙 놀이 활동이며, 이를 대한 공간은 좌식 활동이 가능하도록 마룻바닥으로 마감하고
놀이에 필요한 도구 및 준비물을 보관하는 수납 스툴 배치를 제안하였다. 이상의 단위공
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28] G-01, 책상 위에서 가능한 규칙

[그림 Ⅲ-29] G-03, 교실 전체를 활용하는

놀이 공간

규칙 놀이 공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111

위의 [그림 Ⅲ-28]은 모듈화 된 큐브를 활용하여 소도구들의 수납 및 놀이 시 책상 겸
의자로 활용 가능한 제작 가구이다. 의자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진과 같이 적재하여
보관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서 작품 전시대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림 Ⅲ-29]는 초등

교육청. p.309.
97) 김화경, 김호경, 정종식, 김선형, 강소영, 김강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수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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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저학년의 놀이학습을 위해 구성한 교실로, 교실 벽면을 따라 수납형 이동식 가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놀이학습에 활용하는 사례이다. 곡선형 의자와 파스텔톤 색상을 다양하
게 사용하여 밝고 화사한 공간을 완성하였다. 이동식 가구는 필요시 꺼내어 의자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교실 공간을 넓게 사용해야 할 때에는 벽면을 따라 적재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나. 신체놀이
신체놀이는 몸짓 표현을 통한 놀이 활동으로 신체표현 후 맞추기와 소그룹, 대그룹 별
신체 활동 놀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고,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4>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신체놀이)
코드 및 설명
G-04

교수학습 활동
동물을 흉내 내는 모습을 보고 동물 이름 맞히기98)
[초1·2 바]

교통표지판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맞히기99)
신체표현 맞추기

[초1·2 안생]

몸짓만으로 상황을 표현하고 맞히기100) [초5·6 미]

G-05

2명씩 짝을 지어 ‘생명을 지켜라’ 체험 놀이하기101)
[초3·4 도]

소그룹 신체 활동
놀이

팀별로 건강 증진 체력 운동게임 창작하기102) [중 체]

G-06

체육관에 있는 대형 선풍기를 활용해 바람을 느껴보고
서로의 느낌 이야기하기103) [초1·2 안생]
학급 절반인원이 교실 중앙 공간(특별실에서는 학급

대그룹 신체 활동

전체)에 나와 원으로 서서 ‘가치/목표의 외침’ 활동하기

놀이

(가치/목표 외치기-눈가리기-섞기-목표를 외치며 원래
자리 찾기)104) [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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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4의 경우 교통표지판, 동물, 특정 상황 등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서로 맞추는 놀이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G-03과 동일하나 이동식 스툴을 활용하여 무대
를 만들거나 놀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G-05은 2명씩 짝을 지어 체험 놀이를 하
거나 팀별로 체력증진 운동게임을 창작하는 등과 같이 소그룹별로 진행하는 신체놀이 활
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전체 바닥을 마루로 처리하고 매트를 설치하여 활동적이
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G-06의 경우는 대형 선풍기를 활용해 바람을 느끼고 서로
이야기 나누거나 학급 절반인원이 원으로 서서 가치, 목표를 외치며 자리 찾기 놀이를
하는 등과 같이 대형 장비를 활용하거나 대그룹으로 진행하는 신체놀이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G-05와 유사하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30] G-04, 신체표현 맞추기

[그림 Ⅲ-31] G-05, 소그룹 신체 활동 놀이 공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103
98)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
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교
육청. p.366.
99)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
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02.
100) 김정효, 김해경, 고은지, 박수정, 박유신, 박정유, 손승정(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198.
101) 이인재, 이인태, 이철주, 전성은, 조민선, 지복순(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도덕.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09.
102) 박정준, 유창완, 김승기, 노수신, 최창규, 최정규(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체육.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84.
103)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51.
104) 윤영돈, 이슬비, 오은석, 정종삼, 차승한, 김혜진(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도덕.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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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Ⅲ-30]은 이동식 스툴형 의자를 활용하여 놀이학습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
한 사례이다. 이동식 스툴은 가변적 공간 확보에 유리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유
용하다. 위의 사례 사진처럼 여러 개의 스툴을 모아 간이 무대를 구성하고, 다른 의자를
둘러 배치하여 관람석처럼 활용할 수 있다. 교수학습활동 중, 학급 단위로 진행하는 몸짓
으로 표현하고 맞히기와 같은 놀이학습에 매우 적합하다. [그림 Ⅲ-31]은 핀란드의 한
국제학교에 조성된 소그룹 신체 활동 놀이 공간이다. 그림상 좌측 벽에 간단한 신체활동
을 지원할 수 있는 목재 교구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바닥은 탄성이 있는 재료로 마감,
놀이 및 간단한 신체 경기를 위한 지시선이 그려져 있다. 또한 전면에 빔 프로젝터가 설
치되어 관련 영상을 시청하거나 발표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있다. 이는 신체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면적상 넓은 공간 확보와 더불어 활용 가능한 학습적 교구 및 기자재들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Ⅲ-15>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역할놀이)
코드 및 설명

교수학습 활동

G-07
‘시장에 가면’ 놀이하기105) [초1·2 바]
재배열 가능한
가구 및 넓은
공간이 필요한
역할놀이

모의 학급 시장놀이(시뮬레이션 수업)를 통해 수요·공급
이해하기106) [중 사]

G-08
‘달’과 ‘소원을 비는 사람’으로 역할을 정하여 추석의
달맞이 역할놀이하기107) [초1·2 바]
짝·모둠별 마주보는
공간 배치가
필요한 역할놀이

관련 동영상을 보고, 직업의 역할에 대해 토의·토론하고
모둠별로 선택한 직업에 대한 역할놀이하기108)
[중 정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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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할놀이
역할놀이는 넓은 활동 공간과 재배열 가능한 가구가 필요한 역할놀이와 짝·모둠별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역할놀이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5>와 같다.
G-07의 경우 교실을 시장으로 설정한 후 시장놀이를 통해 수요·공급을 이해하는 등과

같이 가구 배치가 필요한 역할놀이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G-03과 동일
하며, 이동식 수납 스툴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특정 상황을 구성하고 역할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 G-08의 경우 직업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모둠별로 선택한 직업에 대한
역할놀이를 하거나 토론자, 사회자를 지정하여 역할놀이 형식으로 이야기 나누기 등과
같이 짝·모둠별로 마주보거나 모여앉아 역할놀이를 진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지
원하는 공간은 E-04와 유사하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32] G-07, 재배열 가능한 가구 및 넓은

[그림 Ⅲ-33] G-08, 짝·모둠별 마주보는 공간

공간이 필요한 역할놀이 공간

배치가 필요한 역할놀이 공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112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173

105)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
교육청. p.171.
106) 옥일남, 임은진, 서지연, 김원예, 강정숙, 김정숙, 김유란, 강현순, 이한나, 김현경, 강지영(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사회.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88.
107)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
교육청. p.271.
108) 김재현, 서원경, 조수연, 정경화(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정보. 교육부·대전광역시교
육청.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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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Ⅲ-32]는 여러 가지 파스텔톤 색상의 곡선형 의자를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
여 휴식공간을 조성한 사례이다. 이러한 공간 구성의 장점은 언제든 공간을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좌석을 재배열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정도에 따라 위에서 언급
한 역할놀이 공간뿐만 아니라 휴식공간, 공연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Ⅲ-33]은 전체적으로 육각 모듈을 적용하여 공간의 규칙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무 형태
의 조형물로 공간의 영역성을 구분하여 모둠별 활동을 지원한다. 천장에 설치된 서로 다
른 높이의 팬던트 전등, 선명한 색채, 나무 재료를 통해 다양한 공간감을 형성하고 있으
며, 소규모 모둠 활동 공간이자 놀이 및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6

토론하기(D)

토론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은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활동,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토론 활동, 토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활동 등을
포함한다. 소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첫째, 카드, 신문, 음악, 동영상 자료 등과 같은 자료
들을 개인 또는 그룹별로 찾거나 제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토론 활동, 둘째, 자신이
경험했던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토론 활동, 그리고 셋째, 토론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주요 교수학습법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대표적인 학습법
과 연계되는 공간 특성을 도출하였다.

가. 경험 기반 토론
경험 기반 토론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바탕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모둠 대화 활동,
대화 및 토론 후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 그리고 관련 자료에 대한 보기·듣기 후 모둠별로
토론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고,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2

Ⅲ. 교수학습 유형별 단위공간과 조성 현황

<표 Ⅲ-16>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경험 기반 토론)
코드 및 설명

교수학습 활동

D-01

휴일, 방학에 가족과 함께 놀았던 경험 이야기하기109)

소요 단위공간

[초1·2 바]
경험을 기반으로
한 모둠 대화

모둠별로 자신이 경험한 운동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원인과 결과 생각해보기110) [고 체]

D-02

모둠별로 다양한 감정과 욕구의 종류에 대해서 토의
하기111) [초5·6 도]

모둠별 경험 기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 후 작성

토의하기(4인 1모둠으로 8절지 크기의 종이에 쓰면서
진행)112) [고 기가]

D-03
‘포스베리의 배면뛰기’ 관련 영상을 본 후, 새로운 시도를
할 때의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 이야기하기113) [중 체]

보기·듣기 후 대화
및 토론

영상 시청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과거 경험을 공유
하고, ‘우선고용은 현대판 음서제인가’에 대한 직소 활
동하기114) [고 통사]

109)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
교육청. p.143.
110) 박정준, 박영권, 유춘옥, 이동규, 제성준, 최창규(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88.
111) 이인재, 김지원, 방선영, 이인태, 이철주, 전성은, 최혜민, 홍현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도덕.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61.
112)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36.
113) 박정준, 유창완, 김승기, 노수신, 최창규, 최정규(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체육.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24.
114) 정문성, 김국현, 이종원, 김동창, 강정, 김종미, 김용지, 유한상, 성정원, 이상희, 윤신원, 정효미, 이은영,
김보람, 김성희, 권용호, 김형설, 박홍균, 남중선, 이명준, 이기연, 최영진, 이정백, 겅은식, 김민정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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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D-01의 경우 휴일, 방학에 가족들과 놀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경험한
운동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과 같이 직접 경험한 일을 서로 나누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활동으로,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빈백 등을 배치하여 모둠별로 편안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D-02의 경우 모둠별로 다양한 감정과 욕구에 대해 토론하고
정리하거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8절지 크기의 종이에
정리하는 등과 같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모둠 대화 후 정리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D-01과 유사하나 전면에 판서 가능한 칠판을 설치하고 좌식 테이블을
배치하여 토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셋째, D-03의 경우 ‘포스베리의 배
면뛰기’ 관련 영상 시청 후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학습 주제 관련 영상을
시청 후 각자 경험을 공유하고 직소 활동하기 등과 같이 보기·듣기 후 경험을 기반으로
한 모둠 대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D-01과 D-02를 포함한 넓은
공간으로 한 면에 스크린을 추가 설치하고 빔 프로젝터 등을 활용해 음악 및 영상을 감상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34] D-01, 경험을 기반으로 한 모둠

[그림 Ⅲ-35] D-03, 보기·듣기 후 대화 및

대화 공간

토론 공간
출처: 이윤서·박성철, 2018:13

위의 [그림 Ⅲ-34]는 토론 시 화자 스스로의 기억과 감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의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몸의 무게 중심이 책상에 집중되는
실험을 위한 책상 높이(약 650~750mm)보다 낮은 테이블(약 350~450mm)과 안락한 의
자, 자연 햇빛 또는 이와 가장 가까운 색인 주광색 국부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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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의 브레인스토밍, 토의·토론에 도움을 주는 사례이다. [그림
Ⅲ-35]는 전면에 대형 모니터가 있고, 계단식 좌석이 설치된 소규모 공간을 조성하여 영
상자료 시청 후 이어지는 학습활동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공간 형태이다. 계단형 좌석은
전면으로 집중도가 높으며, 좌석을 쿠션감 있는 패브릭 재질로 조성하여 편안한 분위기
에서 발표 및 토론활동을 진행하기에도 효과적인 공간이다.

나. 자료 대상 토론
자료 대상 토론은 인원 구성에 따라 짝, 4인 내외의 소그룹, 8인 내외의 대그룹, 학급
전체로 진행하는 자료 기반 토론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7>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자료 대상 토론)
코드 및 설명
D-04

짝과 함께 토론

교수학습 활동

소요 단위공간

신문기사를 읽고 짝과 토론 활동하기115) [초5·6 실]

모둠별로 한식/한복/한옥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고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하기116) [고 기가]

D-05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둘 가고 둘 남기’방법으로
다른 모둠의 친구들에게 설명하기117) [초5·6 음]
카스피해 갈등, 메콩강 물 분쟁 등과 관련하여 ‘신
호등 토론’, ‘5WHY 기법 활용’ 토론 진행하기118)
[중 사]

소그룹(4인 내외) 토론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토의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 후, 홍보 산출물 계획
세우기 및 제작하기119) [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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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및 설명

교수학습 활동

D-06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 방안에 대해 ‘색깔

소요 단위공간

모자 토론’ 활동하고 과정 및 결과 정리하기120)
[중 기가]
대그룹(8인 내·외)
토론

모둠별로 최고의 미술작품에 대해 토론한 후 발표
하고, 모둠 간 집단 토론을 진행하고, 경매 응찰서
작성하기121) [고 미]

D-07
눈덩이 토의(짝-4명-모둠-2모둠-전체)를 통한 지
역화 전략 공유하기122) [중 사]

구성원 전체 토론
작품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모둠 및 전체토론을
통해 함께 질문에 대한 답 찾기123) [고 국]

115) 전세경, 고인규, 김세은, 김수진, 김현주, 오승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85.
116)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98.
117) 석문주, 권보리, 김은주, 박주만, 정지혜, 최유리(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33.
118) 옥일남, 임은진, 서지연, 김원예, 강정숙, 김정숙, 김유란, 강현순, 이한나, 김현경, 강지영(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사회.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p.100-101.
119)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
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
역시교육청. pp.389-390.
120) 윤인경, 이수정, 김은정, 나유경, 민은혜, 정진우, 최세운, 황주연(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66.
121) 김선아, 김현정, 김희영, 박만용, 이상준, 정세환(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미술, 미술 감상과 비평.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p.336-339.
122) 옥일남, 임은진, 서지연, 김원예, 강정숙, 김정숙, 김유란, 강현순, 이한나, 김현경, 강지영(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사회.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82.
123) 김영란, 임영환, 송승훈, 김현민, 하고운, 김진영, 성열관, 정진석(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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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4의 경우 신문기사를 읽고 이에 대한 내용을 짝과 함께 토론하거나 한식/한복/한

옥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를 하는 등과 같이 2인 모둠으로
진행하는 자료 기반 토론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짝과
마주보는 형태로 구성하고 이동식 칠판을 활용하여 각 모둠을 구분함과 동시에 자료 부
착 및 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D-05의 경우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둘
가고 둘 남기’, ‘신호등 토론’, ‘5WHY 기법’ 등의 방법으로 친구들에게 설명하거나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실천방안을 브레인스토밍하고 홍보물 산출 계획 및 제작하기 등과
같은 4인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토론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모
둠별로 토의·토론 공간을 구성하여 테이블 별로 PC와 모니터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한 면 전체에 칠판을 두어 판서·정리를 통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조성하
였다. 또한 각 공간 사이는 폴딩 도어를 설치하여 모둠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D-06은 모둠별로 건강한 식생활 관리 방안에 대해 ‘색깔 모자 토론’ 활동을 하거나
최고의 미술작품에 대한 토론 후 경매응찰서 작성하기 등과 같이 8인 내외의 대그룹으로
진행하는 자료 기반의 토론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원형 테이블 배치를
통해 칠판 및 스크린을 중심으로 모둠별로 둘러앉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대그룹의 토론·발표 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D-07의 경우 눈덩이 토의
(짝-4명 모둠-2모둠-전체)를 통한 지역화 전략 공유하기나 제시된 작품을 읽고 각자 질

문을 만들어, 모둠 및 전체 토론을 통해 답을 찾는 등과 같이 학급 전체가 동시에 진행하
는 토론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타원형의 폭넓은 계단에 학급 전체 인원
이 자유롭게 모여 앉을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중앙에 토론 테이블을 배치하여 사회를
보거나 전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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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6] D-04, 짝과 함께 토론 공간

[그림 Ⅲ-37] D-05, 소그룹(4인 내외) 토론 공간

[그림 Ⅲ-38] D-06, 대그룹(8인 내외) 토론 공간

[그림 Ⅲ-39] D-07, 구성원 전체 토론 공간

출처: http://www.vistacominc.com(검색일: 2019.6.20.)

출처: 조진일 외, 2017:75

[그림 Ⅲ-36]은 창가를 따라 구획된 공간에 테이블과 고정식 의자를 배치한 토론공간

으로, 일반 상업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이다. 해당 사례는 영어교과실 내
에 마련된 공간으로 짝과 함께 또는 4명 이하의 소그룹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채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큰 창 옆에 위치하였고, 목재 바닥과 반투명
지붕으로 마감하여 보다 안락한 느낌을 준다. [그림 Ⅲ-37]은 4인 내외의 소그룹이 토론
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한편에는 화이트보드, 한편에는 모니터
가 설치되어 있어 모니터 화면을 통한 자료 공유와 판서를 통한 토론활동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다. [그림 Ⅲ-38]의 성격도 [그림 Ⅲ-37]과 유사하다. [그림 Ⅲ-38]은 조금 더 큰
테이블에서 8인 내외의 대그룹이 토론을 통한 모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테이블의 전면에 대형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 뒤편의 벽에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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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결과물을 정리해내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그림 Ⅲ-39]는 원
형으로 조성된 이야기방 사례로, 오렌지 색 벽면과 좌석, 카펫으로 마감하여 따뜻한 느낌
을 극대화 하고 있다. 벽면에는 상하로 긴 형태로 개구부를 만들어 작은 공간 규모에서
느끼기 쉬운 답답함을 해소하였다. 계단형 좌석과 함께 바닥을 카펫으로 마감하여 자유롭
게 앉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집중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 토론 내용 공유
토론 내용 공유는 모둠별 토의·토론 후 다양한 방식으로 전체에 공유하는 활동으로,
자료에 대한 토론 후 발표·게시하여 공유하는 활동과 모둠별 토론 후 발표, 쓰기·만들기,
게시를 통해 공유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고,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8>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토론 내용 공유)
코드 및 설명

교수학습 활동

D-08

광고를 보면서 생각과 느낌을 적고, 친구들과 돌려

소요 단위공간

보면서 친구의 의견에 나의 생각과 느낌 덧붙이기124)
보기·듣기 후
발표·게시

[초5·6 국]
행복지수에 대한 미디어를 시청하고 분석하여 모둠
별로 토의한 후 발표하기125) [고 통사]

D-09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 갈등 해결 방법을 다양한 방
식으로 발표하기126) [초5·6 도]
모둠별로 호스트가 있는 테이블을 일정시간씩 옮겨

모둠별 토론 및 발표

다니며 토의를 진행하고, 모든 테이블에서 토의를
마치고 나면 호스트가 자신의 테이블에서 토의한 내
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127) [중 과]

124) 정현선, 이지영, 이미숙, 윤미, 이슬아, 김광희, 지민정, 인경훈, 박성준, 유지훈, 윤준연, 박순홍(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98.
125) 정문성, 김국현, 이종원, 김동창, 강정, 김종미, 김용지, 유한상, 성정원, 이상희, 윤신원, 정효미, 이은영,
김보람, 김성희, 권용호, 김형설, 박홍균, 남중선, 이명준, 이기연, 최영진, 이정백, 겅은식, 김민정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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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및 설명

교수학습 활동

D-10

모둠별로 통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 작성

소요 단위공간

하고 발표하기128) [중 수]
사진을 인쇄하여 빈 종이에 붙인 후 사진에서 인권
침해 요소와 구제 방법을 찾아 여백에 기록하고 발표
모둠별 토론 및

및 토론하기(포토스탠딩 토론)129) [중 사]

쓰기·만들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토의
하고 발표 시나리오 및 자료를 제작하여 발표하기130)
[고 통과]
D-11
모둠별로 페어플레이 규칙을 정해 포스트잇에 작성
하여 칠판에 붙이고, 비슷한 내용으로 분류한 후 반
전체의 페어플레이 실천내용 결정하기131) [중 체]

모둠별 토론 후
게시·공유

‘가치/목표의 외침’을 통해 느낀 점을 써서 자기 몸에
붙이고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과 비교 검토하기. 수업
후에는 메모지를 교실에 부착하고 서로 읽어보며
공유하기132) [중 도]

교육청. p.46.
126) 이인재, 김지원, 방선영, 이인태, 이철주, 전성은, 최혜민, 홍현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도덕.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24.
127)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53.
128) 김화경, 김호경, 정종식, 김선형, 강소영, 김강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수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40.
129) 옥일남, 임은진, 서지연, 김원예, 강정숙, 김정숙, 김유란, 강현순, 이한나, 김현경, 강지영(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사회.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16.
130)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
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
역시교육청. pp.182-183.
131) 박정준, 유창완, 김승기, 노수신, 최창규, 최정규(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체육.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15.
132) 윤영돈, 이슬비, 오은석, 정종삼, 차승한, 김혜진(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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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8은 광고를 보고 각자 느낀점을 적은 후, 서로 돌려보면서 친구의 의견에 나의 생

각을 덧붙이는 활동을 하거나 행복지수에 대한 미디어 시청 후 모둠별로 토의하여 발표
하는 등과 같이 학습 주제에 대한 영상 및 자료를 보기·듣기 후 모둠별로 토론하고 이를
발표·게시를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E-04와 유사하다.
D-09의 경우 모둠별로 조사한 갈등 해결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하거나 호스트가

있는 테이블을 일정시간씩 옮겨 다니며 토의를 진행한 후, 본래 모둠으로 돌아가면 호스
트가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등과 같이 모둠별 토론 후 발표를 통한 공유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D-08과 유사하다. D-10은 모둠별로 인권침해 요소와
구제 방법에 관한 사진을 찾아 빈 종이에 붙이고 여백에 각자의 의견을 기록하거나 생명
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 시나리오 제작하기 등과 같이
모둠별 토론 후 쓰기·만들기 활동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
간은 E-06, E-08과 유사하다. 마지막 D-11의 경우 모둠별로 페어플레이 규칙을 정해
포스트잇에 작성하고 칠판에 붙여 공유 후 반 전체의 실천내용을 결정하거나 활동을 통
해 느낀 점을 써서 몸에 붙인 후 돌아다니며 서로 비교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메모지를
모아 교실에 부착하고 공유하는 등과 같이 토론 후 게시·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를 지원하는 공간은 R-08과 유사하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40] D-08, 보기·듣기 후 발표·게시 공간 [그림 Ⅲ-41] D-11, 모둠별 토론 및 게시·공유 공간

도덕.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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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Ⅲ-40]의 경우 국내 한 고등학교의 메이커스페이스 교실들이 배치되어있는
곳의 공유공간(넓은 복도)이다. 이곳은 기본적으로는 화장실과 교실 사이에 놓인 교실들
에 ‘ㅁ’자 형태로 둘러싸인 중정형 공간이며, 제작 중인 가제작품을 보관하기도 하고 결
과물을 발표 및 공유하기도 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원형 건물로 지어진 국내 타 사례의 경우 원형의 중앙에 이러한 공유공간을 배치
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그림 Ⅲ-41] 사례의 경우 ‘forum’ 공간을 교실 전면부에 둔 사
례이다. ‘forum’ 상부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판서 및 게시할 수 있는 이동식
화이트보드가 비치되어 있으며 공작물을 놓거나 전시 및 입식 휴게가 가능하도록 다용도
의 입식 테이블(빨간색)이 놓여있다. 또한 가벼운 소재의 겹쳐서 적재가 가능한 의자가
30여개 비치되어 있으며 뒤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적재할 수 있는 창고가 배치되

어 있어 토론 내용의 발표 및 공유 외 교내 생활에서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
다. 실제로 동일 시간 다른 교실의 ‘forum’은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둥글게 모여 앉아
휴게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7

공연하기(P)

다양한 공연을 하는 교수학습방법은 일련의 학습활동을 마무리하는 성격이 강한 활동
유형이다. 공연하기 자체로써도 의미가 있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지는 학습
활동 전반에도 큰 의미가 있다. 공연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한 학급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이 필요한 활동이 있으며, 대강당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이 필요한 경
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학년 이상을 수용해야 하는 대규모 공연장은 논외로 하였
다. 공연하기 활동은 소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첫째, 역할극, 인형극과 같은 소공연과 둘
째, 소품 및 무대를 조성하여 배경막, 음악, 조명, 무대를 갖추어 이루어지는 공연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엔 영상 상영 장비가 필요한 상영회와 악기 배치 및 합창 서기가 필요
한 음악회 활동이 포함된다. 이상의 두 가지 주요 교수학습법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대표
적인 학습법과 연계되는 공간 특성을 도출하고 코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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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형극·역할극
인형극·역할극은 역할을 정하고 직접 공연을 하는 역할극과 인형을 활용하여 공연하는
인형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인형극은 무대가 필요한 인형극과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소규모 인형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Ⅲ-19>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인형극·역할극)
코드 및 설명
P-01

교수학습 활동
역할을 분담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모의 방송 토론

소요 단위공간

역할극하기133) [중 사]
역할극

모둠별로 역할을 정하여 가족의 문제 사연에 대한
라디오 방송 제작하기. 발표하지 않는 학생들은 청취
자가 되어 코멘트 작성하기134) [고 기가]

P-03

모둠별로 준비한 소품과 무대를 이용하여 인형극 시연
하기135) [초1·2 바]

무대가 필요한
인형극
P-02

책상 위에 천을 덮고 인형극 무대 만들어 ‘Puppet
Play’ 발표하기136) [고 영]
모둠별로 노래부르며 손가락 인형놀이 하기137)
[초1·2 바]
모둠별로 자신이 만든 페이퍼 오토마타로 인형극 이야기
꾸며 발표하기138) [초3·4 미]

소규모 인형극
옛날과 오늘날의 결혼식 장면 인형놀이로 나타내기139)
[초3·4 사]

133) 옥일남, 임은진, 서지연, 김원예, 강정숙, 김정숙, 김유란, 강현순, 이한나, 김현경, 강지영(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사회.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77.
134)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77.
135)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
교육청. p.398.
136) 김성혜, 맹은경, 김희경, 우은정, 송정선, 양하늬, 이정민, 고은혜, 임수연(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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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P-01의 경우 시나리오 작성 후 모의 방송 토론을 진행하거나 모둠별로 역할을
정해 가족의 문제 사연에 대한 라디오 방송을 제작·진행하는 등과 같은 역할극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D-07과 동일하며, 계단을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P-02의 경우 모둠별로 손가락 인형놀이를 하거나 페이퍼 오토마타로 이야기를 꾸
며 인형극 발표를 하는 등과 같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준비한 인형 및 소품만을 노출시
켜 진행하는 소규모 인형극 활동이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P-01과 유사하나, 계단을
관객석으로 이용하고 전면에 별도의 인형극부스를 설치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P-03은 모둠별로 준비한 소품을 이용하여 무대에서 인형극을 시연하거나 책상 위에 천을

덮고 무대를 만들어 인형극을 발표하는 등과 같이 무대를 조성하고 진행하는 인형극 활동
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P-01과 동일하고 전면에 이동식 스툴을 배치하여 무
대 및 객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료 고등학교 영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93.
137)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
교육청. p.111.
138) 손지현, 강유경, 권연지, 박유신, 이규정, 이은영, 정회진(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03.
139) 이간용, 김진희, 김혜진, 이준혁, 임미연, 임용덕, 황재인(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사회.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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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2] P-01, 역할극에 활용 가능한 교실

[그림 Ⅲ-43] P-02, 소규모 인형극에 활용

후면 공간

가능한 교실 코너 공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126

위의 [그림 Ⅲ-42]은 학급 교실 뒤편에 마련된 소규모 무대 공간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역할극이나 인형극을 통해 학습하는 활동이 여러 교과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해당 사
례와 같이 교실 뒤편에 소규모 무대 공간을 마련해 두면, 의자만 돌려서 앉음으로써 수업
때와는 다른 분위기의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매립형 핀 조명을 설치한 천장과 무
대를 설치한 바닥에 각각 단차를 두어 학습공간과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나. 무대·음악회·상영
무대·음악회·상영은 소품 및 의상을 준비하고 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활동과 악기 배
치 및 합창을 위한 단상이 필요한 음악회 활동, 학습활동을 통해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교수학습 활동별로 소요되는 단위공간을 도해로 나
타내었으며, 이를 코드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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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주요 교수학습 및 연계 공간 특성(무대·음악회·상영)
코드 및 설명
P-04

교수학습 활동

소요 단위공간

뮤지컬 공연하기140) [초5·6 음]
모둠별로 이야기 극본을 각색하고 발음 및 발성 연

무대가 필요한
공연

습, 동선 및 연기 연습, 장면 구성 및 소품 준비를
진행하여 연극 발표하기141) [중 영]
모둠별로 뮤지컬을 기획(대본 작성, 노래 선정, 안무
만들기, 무대 및 소품 준비 등)하고 연습하여 무대
발표하기142) [고 음]

P-06

모둠별로 완성한 책 예고편 영상 제작 발표회를 한
뒤, 상영하기143) [중 국]

영상 상영 장비가
필요한 공연

제작한 시 영상을 어두운 환경에서 발표, 관람하기144)
[고 국]

P-05
음악회를 개최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고,
느낌 발표하기145) [초5·6 음]

악기 배치, 단상
등이 필요한 공연
모둠별 학급음악회 연주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부모님
초청 음악회 발표하기146) [중 음]

140) 석문주, 권보리, 김은주, 박주만, 정지혜, 최유리(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09.
141) 정양수, 한소영, 낭윤진, 홍윤빈, 이은경, 김지영(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영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87.
142) 최은식, 강선영, 김명식, 오지영, 이수진, 이선화, 정연수(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음악, 음악 감상과 비평.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11.
143) 김주환, 구본희, 송동철, 이정요, 김혜진, 이순영, 김태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73.
144) 김영란, 임영환, 송승훈, 김현민, 하고운, 김진영, 성열관, 정진석(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91.
145) 석문주, 권보리, 김은주, 박주만, 정지혜, 최유리(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29.
146) 양종모, 강로사, 강연주, 박진홍, 이동희, 장보윤(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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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은 모둠별로 이야기 극본을 각색하고 연습 및 소품 준비 후 연극을 발표하거나

뮤지컬을 기획하고 연습하여 무대 발표하는 등과 같이 의상을 갖추고 소품을 활용하여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활동이다. 이를 지원하는 공간에는 무대 전면 천장에 롤 스크린을
삽입하여 작품의 배경을 표현하고 소품을 더해 무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바닥은 마루로
마감하여 활동성을 높였다. 관객들은 폭넓은 계단에 자유롭게 앉아 공연을 감상할 수 있
다. 또한 음향실과 소품 및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연계하여 공연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P-05의 경우 음악회를 개최하여 공연하고 느낌을 발표하거나 모둠별로 음악회
연주프로그램을 만들고 부모님을 초청하여 발표하는 등과 같이 악기 배치 및 합창을 위
한 단상이 필요한 공연 활동을 의미하여,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P-04와 동일하나 낮은
계단식 단상에서 합창회를 하거나 단상 아래 무대에 악기를 배치하여 음악회를 진행하도
록 제안하였다. 또한 평상시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인접 배치하도록 하였다. 마
지막 P-06은 모둠별로 완성한 책 예고편 영상을 제작 발표회를 통해 상영하거나 시 영상
을 어두운 환경에서 발표, 관람하는 등과 같이 영상 상영 장비가 필요한 공연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은 P-04와 동일하고 스크린과 음향 장비를 활용하여 영상을 상영하
도록 하였다. 이상의 단위공간들의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44] P-04, 무대가 필요한 공연 공간

[그림 Ⅲ-45] P-06, 영상 상영 장비가 필요한
공연 공간
출처: 조진일 외, 2017:120

음악.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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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Ⅲ-44]는 교실 2개 층 높이, 교실 1칸과 복도를 합한 무대 폭의 넓이로 조
성된 공연공간이다. 음향 및 조명장치 사용을 위한 기계실 공간, 물품보관공간까지 구비
되어 있는 공연공간이다. 2층의 무대 맞은 편 상단과 측면에는 고정형 좌석이 있지만,
1층에서는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탠딩으로 진행되는 행사 등 대공간이 필요

한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Ⅲ-45]는 계단참의 일부와 넓은 계단을 활용하여 무
대를 조성한 사례로 계단 난간과 색채, 재료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무대 공연에는 여
러 장비 또는 장치가 많이 필요한 데 비해 영상 상영에는 필요한 장비의 종류와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공간이 적게 소요되므로 학교 내 유효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비교적
쉽게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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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용자 주도 미래형 학습공간 프로젝트

학교공간의 주 사용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볼 수 있다. 특
히 학교는 1차적으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동하는 가장 큰 물리적 도구이자 교내
생활과 개인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다. 따라서 학교공간은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설계하는 교수학습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3장에서 도출 된 교수학습 유형별 소요공간 모듈을 바탕으로 총 3회의
교사 학교공간 디자인 워크숍을 실시 후 이에 근거하여 모형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서면
검토를 통한 2차 조사를 실시 후 교육 현장 교사들 의견을 반영, 검증하였다. 또한 사용
자가 주도하여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먼저 경험한 교사 5인을 대상으로 교육적 효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개요

학습공간은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학습의 도구이자 학생들의 학습·생활 환경이다.
본 절에서는 미래형 학습공간에 대한 공간 모형에 대하여 크게 세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조사 및 분석, 제안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의 인식과 방향성 설정을 위한 단계로 학교공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주요 공간 도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주도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방향성
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해당 워크숍 대상자의 모집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공간혁신 관심교사(40인)를 대상으로 3월에 실시, 교육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19년도
공간혁신 사업에 선정된 학교 담당 교사(선정 학교당 교장, 행정실장, 교사 및 장학사
120인)를 대상으로 5월에 두 차례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는 미래 교수학습 과정설계

를 통한 미래형 학습공간 설계 제안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시·도 교육청 추천 영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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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60인)을 대상으로 8월에 워크숍147)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제안점들을 바탕으로 연
구진에서 작성한 모형을 검증에 앞서 설계 제안에 참여했던 교사 중 자발적으로 검증에
응답한 교사(12인)을 대상으로 10월에 서면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교육적 효용과 대표성을 갖는 현장 사례에 대한 조사이며 현재 교
육부 주도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시행되기 앞선 시점(2010년~2018년)에 교육청 및 교
사의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사용자 주도로 공간을 바꾸어보고 교육적 효용들과 장·단점들
을 경험해 본 교사(5인)을 대상으로 10월에 서면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단
계별 진행 과정에 대하여 다음 표에 요약하였다.
<표 Ⅳ-1> 사용자 주도 미래형 학습공간 프로젝트 진행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사용자 인식과 방향성

교수학습 과정설계를 통한 공간모형

현장사례

구분
사용자 주도
학습공간

주제

대상

공간혁신 관심교사

공간혁신선정학교
담당교사

시·도 추천
영재담당교사

시·도 추천
영재담당교사

사용자주도공간
혁신 유경험 교사

인원

40인

120인

60인

12인

5인

방법
시기

재구조화의 방향성
설정

미래교수학습과정
설계를 통한
학습공간설계

미래형학습공간의
방향과 모형(안)에
대한 검증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학교공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주요 공간 도출

워크숍
3월(1일)

5월(1박2일)

교육적 효용
현장사례

서면 조사
8월(1일)

10월

10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의 주 사용자 범위는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
원 모두를 포괄해야함이 바람직하나,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 정성 조사 분석의 양적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적 측면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실시하였다.

147) 2019년 7월 31일(수) ~ 8월 2일(금)까지 화성 YBM연수원에서 이루어진 ‘영재교사한마당’중 2일차 프
로그램 ‘창의적 영재수업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세션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총 60명의 교사 중
개인별 연구자료활용동의서를 배포 후 이에 동의한 교사 54인의 결과물을 본 연구에 활용하고 2차 델
파이를 실시하였음.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의사소통이나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
하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아니므로 생명윤리심의 제외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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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며, 추후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등으로 조사의 대상을
넓혀 모형 및 정책적 제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학교공간 사용자의 인식과 방향성

가. 학교공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주요 공간 조사
학교공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주요 공간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사 40인을 5그룹으로 구분하여 워크숍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룹별 1인의 연구팀 구성
원이 담당 튜터가 되어 이를 지원하였다. 실제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진
행되었으며, 전반부에 학교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학교를 실제로 돌
아보며 길이 측정 및 문제 공간을 사진 찍고 공유하며 논의하는 학교공간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투어로 기획·진행하였다. 이후 그룹별로 1장씩 제공된 3종의 활동지
(788mmx1090mm)에 붙힘 종이와 드로잉 도구들을 활용하여 메모, 아이디어들을 구체

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별로 제공된 모형 실습재료(스티로폼 판재, 지류, 접작제
등)를 활용하여 해당 공간을 재구조화함을 가정하고 모형을 제작하였다. 결과에 대하여
그룹별로 발표하고 제안된 안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Ⅳ-1] 학교공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공간 제안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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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그룹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

다음 그림과 같은 모형들이 교사들에 의해서 그룹별로 5종 제작되었으며, 주요 발표
및 토론시간을 통하여 공유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쉬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수업 외 시간의 공간 활용에 관한 부분으로 주요 공간의 위치는 계단, 복도, 도서실
을 대상으로 학생과 교사들의 쉼, 휴식을 지원하는 재구조화 안들이 제안되었다. .
둘째, 층간의 구분이 엄격하고 다른 층의 학생들의 경우 상호 소통하기 어렵다는 지적
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놀이 형태의 활동들(클라이밍, 미끄럼틀, 내부
직통 계단 등)을 활용하여 층간 직접 이동이 용이하도록 안이 제안되었다.
셋째, 형태와 재료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드럽고 편안한
소재의 빈백과 같은 의자를 배치하고 이것이 배치된 공간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폴딩 도
어 설치)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넷째, 학생 또는 교사가 그룹별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이때 중요한 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채광과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작은 소규모 교실의 경우 외진 곳이나 기존 교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분하
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
하한 계획안들이 토론과 실습을 통하여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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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학교공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공간 제안 워크숍 결과물

나. 사용자 주도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방향성
앞선 학교공간에 대한 인식 및 주요하게 다루어진 공간들을 바탕으로 학교공간혁신에
선정된 학교의 담당교사, 교장,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120人을 10그룹으로 구분하여 1박
2일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룹별로 연구팀의 담당튜터 1인이 이를 지원하였으며,

일부 공간혁신사업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장학사가 참여하였다. 1차 조사 때와 같이 인
사이트 투어 프로그램을 포함하기에는 학교 공간 내에서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
나, 참석 인원 규모 상 인근 학교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본 2차
워크숍에서는 학교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 학교를 실제로 돌아보며 길이도 재어보고
사진을 찍어 문제점을 기록하는 등의 투어를 진행하였다. 1차 워크숍에서 모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방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비 전문가인 교사들의 어려움이 파악되어 2차
워크숍에서는 사전에 교실 1칸 규모의 골조를 우드락 판재를 활용하여 미리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며, 책상, 의자, 낮은 파티션 등 학교 내 주요 가구 및 교구에 대하여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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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할 수 있는 툴킷을 구상, 설명하고 배포하였다. 또한 주요 학교 공간 내부 제안에
활용 가능한 재료들을 바닥재(나무, 돌, 잔디, 카펫, 타일, 돌), 벽재(노출 콘크리트벽, 담

[그림 Ⅳ-4] 학교공간 기록하기(上), 학교공간 SWOT분석(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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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교사 참여를 통한 학습공간 재구조화 워크숍 결과물 발표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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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넝쿨벽, 벽돌벽, 책장, 흡음판재) 그 외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하
여 기존 관련 매뉴얼들에서 제안된 컬러와 그림들을 태블릿에 저장하여 그룹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룹에서 공간에 대한 논의 후 재료들을 태블릿에서 선택하면 연구팀
에서 이를 출력한 후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출력물을 제공하였다. 최종적으로 10개의 그
룹이 주어진 학교공간의 좋은점, 문제점, 가능성, 한계점을 파악하는 학교공간 SWOT분
석 활동지 1종, 제안에 대한 설명 활동지 1종, 모형1종을 제작하였고, 발표는 시간 한계
상 희망하는 그룹만 진행하고 제안된 안들에 대한 장·단점들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아래
는 관련 활동지에 기록된 내용과 모형 결과물이다.

다. 워크숍 참여 교사들의 학교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
8인 1그룹과 13인 1그룹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본 미래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의견은 위의 그림과 같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학교공간을 대상으로 토의·토론을 바탕으로하는 실습형 워크숍은 최소 교사
6인, 지원 튜터 2인으로 그룹당 8인 이하의 인원으로 기획됨이 효과적이다. 둘째, 1일

프로그램에서는 시간적 제약 상 공간을 제안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최소한의 건축 관련
강의와 실습시간이 할애되었으나 1박 2일 프로그램의 경우 충분한 이론적 지식과 논의
시간, 모형 제작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참여 교사들의 의견도 건축 도면을
읽고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내는 것에 1박 2일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셋째, 학교공간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앞선 1일(8인 1그룹)이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주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와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공간혁신사업 학교 담당 교사들이 더 높게 응답하였다. 넷째, 학교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양쪽 모두 약 65%가량 변화가 생겼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섯째, 준비된 재료·도
구의 활용 용이성, 주제 및 난이도에 대한 응답은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공간혁신
사업 선정 학교 담당자(교장, 행정실장, 담당교사 및 장학사)가 참여한 13인 1그룹 워크
숍에서는 학교구성원협의체(TF)를 구성하고 구성원들이 공간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감에 있어 교육청 및 지원청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6%로 많았다. 이는
곧 학교공간혁신사업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 이후 시점의 논의들에 대한 행·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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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이며, 이외에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단위에서
구성원들의 논의 및 협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학내 구성원들이 고루 참여
하는 학교공간혁신TF,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우리 학교공간 동아리, 교과 수업 및 창체
에서 다루어볼 수 있는 교과연계 등) 구성 장려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지자체에서 해당 관할 내 학교시설현황(내진, 노후, 내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가능한 부분이다. 조사에 대한 응답
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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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8인 1그룹 워크숍을 통한 교사들의 학교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인식(참여자 40인 중 22명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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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13인 1그룹 워크숍을 통한 교사들의 학교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인식
(참여자 120명 중 83명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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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 과정설계를 통한 공간 모형

가. 미래 교수학습 과정 설계와 학습공간 계획
앞선 2차례의 워크숍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 설계를 통한 공간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추천 영재교육 담당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학생 역량 함양을 중심
으로 하는 미래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학습공간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참석자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제안하도록 하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
다음 그림과 같이 학생 역량을 고려하여 학습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학습활동 및 학습
공간을 연구진이 준비한 활동지에 계획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본 연구 3장에
서 도출된 단위공간 54가지와 연계 교수학습방법이 적힌 디자인카드를 활용하여 복도와
교실 영역이 표시된 A3 모눈종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요 단위공간을 오려 붙이고 연
계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프리핸드로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시·도 교육청 추천 영재 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담당교과의 특성상 비교적 ‘놀이하기’와 ‘공연하기’ 항목이 적게 제안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로 추후 예·체능 교수학습과 공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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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미래 교수학습 과정설계(上)와 학습공간 계획안(下) 제안 예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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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미래 교수학습 과정설계(上)와 학습공간 계획안(下) 제안 예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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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미래 교수학습 과정설계에 따라 제안된 학습공간 단위별 카운팅 예시(#14)

총 54개의 활동지와 계획안에 대하여 앞선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인 자료 수집 및 활용,
도구적 탐색 및 실험, 표현활동, 놀이하기, 토론하기, 공연하기 총 6가지의 대분류 항목
으로 공간의 영역을 위 그림과 같이 구분하여 카운팅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Ⅳ-11] 미래 교수학습 과정설계를 통하여 제안된 학습공간 총 54개에 대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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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빈도 분석 결과, 자료 수집 및 활용(79), 토론하기(73), 도구적 탐색 및 실험(39),
표현활동(30), 놀이하기(9), 공연하기(4) 순으로 공간을 제안하였으며, 대분류별 세부 대
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자료 수집 및 활용과 토론하기는 타 항목에 비하여 2배 정도 월
등하게 다수가 제안한 공간이라는 점이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다. 빈도에 따른 대분류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Ⅳ-12] ‘자료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단위공간 제안 빈도

첫째, ‘자료 수집 및 활용’의 경우 제시된 R-01 ~ R-10까지 총 10가지 단위 공간 중
8가지 교수학습 활동에 대응하는 단위 공간을 활용하여 교실을 계획하였는데, 전시 및

게시를 통한 오프라인 공유(R-09), IT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조사(R-03), 발표를 통
한 오프라인 공유(R-08), 자료 조사 후 쓰기(R-05), 도서 및 신문 조사를 통한 오프라인
자료 조사(R-01), 모둠 활동 및 토론을 통한 자료 재구성(R-04), 자료 조사 후 다양한
표현(R-06), 실외 실물 수집을 통한 자료 조사(R-02) 빈도순 으로 위 그림과 같이 연계
공간이 제안되었다.
이는 ‘자료 수집 및 활용’교수 학습 활동은 IT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료조사를 한다
거나 자료에 대한 전시·게시·발표 등을 통한 구성원들과의 공유의 필요가 크다는 의미이
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은 시각적 소통이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전시 및 발표 공
간이 배치되어야 하며, 개방적인 공간에 놓인 디지털 조사기기(컴퓨터 및 프린터)로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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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용이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서 및 신문과 같은 문헌이 비치되어
활용 가능하여야 하며 실외 실물 자료에 대한 연계성을 갖기 위하여 접지되는 1층 또는
비교적 저층부에 위치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3] ‘토론하기’에 대한 단위공간 제안 빈도

둘째, ‘토론하기’의 경우 D-01 ~ D-11 까지 총 11가지 단위 공간 중 10가지 교수학습
활동에 대응하는 단위 공간을 활용하여 교실을 계획하였는데, 모둠별 토론 및 발표
(D-09), 소그룹(4인) 규모의 토론(D-05), 구성원 전체 토론(D-07), 보기·듣기 후 대화 및

토론(D-03), 보기·듣기 후 발표·게시(D-08), 모둠별 토론 후 쓰기·만들기(D-10), 모둠별
경험 기반 토론 후 작성(D-02), 대그룹(8인 내·외) 규모의 토론(D-06), 모둠별 토론 후
게시·공유(D-11), 경험을 기반으로 한 모둠 대화(D-01) 빈도 순으로 위 그림과 같이 연
계 공간이 제안되었다.
이는 ‘토론하기’교수 학습 활동은 기본적으로 모둠별로 이루어지는 대면 상호 소통을
바탕으로 토론, 발표, 게시, 공유 등 지원할 수 있어야하며, 특히 4인 규모 소그룹 토의·
토론과 구성원 전체 토론 활동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은
가볍고 이동이 용이하며 이동 시 안전한 책·걸상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4인, 8인, 대
그룹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룹별로 제시되는 자료들을 보고 듣고 난
후 대화를 한다거나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별 개별 디지털 영상 장치 또는 간단한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벽면 보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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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등이 대형으로 한 곳(기존에는 교실 전면 또는 후면) 에만 집중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주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교사 중심 강의식 교수학습방법
에서 학생에게로 학습 및 발화의 주체, 중심성이 이동하였으며 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해
짐을 의미한다.

[그림 Ⅳ-14] ‘도구적 탐색 및 실험’에 대한 단위공간 제안 빈도

셋째, ‘도구적 탐색 및 실험’의 경우 S-01 ~ S-07까지 총 7가지 교수학습 활동에 대응
하는 단위 공간을 활용하여 교실을 계획하였는데, 도구·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S-03), 대형 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S-04), 물 사용이 가능한 조작 탐구 환경
(S-01), 전문 프로그램·웹사이트 사용이 가능한 기기 조작 환경(S-02), 사진·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기 조작 환경(S-05) 빈도 순으로 위 그림과 같이 연계 공간이 제안되었다.
이는 ‘도구적 탐색 및 실험’ 교수 학습 활동은 책 이외에 별도의 실습 도구나 장비들을
활용하여 조작, 측정, 제작, 설명 등 현상 자체를 비교·확인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학습의 과정’에 방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의 과정 중에 대형 장비나 물, 전문 프로

그램, 사진 및 영상 촬영·편집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
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활동 시 필요치 않은 다른 도구 및 장비들이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연접한 별도의 공간에 수납·보관 공간이 반드시 포함된 탐색 및 실
험 공간이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재료(나무, 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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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집진 공조장치를 설치하고 내·외부 활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리벽으로 별도 공간을 구획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Ⅳ-15] ‘표현활동’에 대한 단위공간 제안 빈도

넷째, ‘표현활동’의 경우 E-01 ~ E16까지 총 16가지 단위 공간 중 8가지 교수학습 활
동에 대응하는 단위 공간을 활용하여 교실을 계획하였는데, 모둠별 만들기(E-08), 모둠별
쓰기(E-02), 모둠별 그리기(E-06), 개인별 만들기(E-07), 모둠별 몸짓 작품 표현(E-14),
디지털 녹음·촬영 및 편집(E-16), 개인별 쓰기(E-01), 칠판에 쓰기(E-04) 빈도 순으로 위
그림과 같이 연계 공간이 제안되었다.
이는 ‘표현활동’교수 학습 활동은 개인의 활동이기보다는 모둠별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며, 책이나 칠판 등에 쓰기고 그리는 2D 표현, 개인 및 모둠별 만들기 또는 모둠별 몸짓
작품으로 표현하는 3D 표현이 주이며, 아직까지는 드물지만 디지털 녹음·촬영 및 편집
활동과 같은 디지털 표현활동들도 이루어져 이를 위한 공간이 계횔 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타 항목에 비해 모둠별 만들기, 쓰기, 그리기가 다수인 것은 모둠별 책상
배치 내에서 할 수 있는 공작 활동을 통한 교수학습법이 다수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둠형 책상의 상부 표면 재료의 내구성과 유지관리 용이성 측면
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모둠별 수납 선반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간단한 재료 및 교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창고가 연접한 장소에 배치되어야 활동 공간 확보에 용이하다.
디지털 녹음·촬영 및 편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음시설이 구축된 스튜디오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는 음악이나 신체표현을 다루는 교실에 연계
되어 조성하는 것이 음향장비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139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Ⅱ):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개발

[그림 Ⅳ-16] ‘놀이하기’에 대한 공간 제안 빈도

다섯째, ‘놀이하기’의 경우 G-01 ~ G-08까지 총 8가지 단위 공간 중 5가지 교수학습
활동에 대응하는 단위 공간을 활용하여 교실을 계획하였는데, 책상 위에서 가능한 규칙
놀이(G-01), 모둠별로 진행하는 규칙놀이(G-02), 교실 전체 공간을 활용하는 규칙 놀이
(G-03), 대그룹 신체 활동 놀이(G-06), 재배열 가능한 가구 및 넓은 공간이 필요한 역할

놀이(G-07) 빈도 순으로 위 그림과 같이 연계 공간이 제안되었다.
이는 ‘놀이하기’교수 학습 활동은 특별히 어떠한 놀이교실이 필요하다기보다 놀이의
속성을 가지는 다양한 규칙놀이를 할 수 있는 교구와 신체를 사용하여 교우들과 활동할
수 있는 동적 활동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실 전체를 활용하는 규칙 놀이와
대그룹 신체 활동 놀이, 가구를 재배열·활용하는 역할 놀이들은 이동이 용이하면서도 안
전성(둥근 모서리, 재료의 강성, 천정 마감 재료와 전등 보호막 설치 등)이 고려된 교구
함·책상·의자가 다수의 학생들의 놀이활동이 일어나기 빈번한 구심성이 있는 위치에 대
공간으로 조성되어 이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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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공연하기’에 대한 단위공간 제안 빈도

여섯째, ‘공연하기’의 경우 P-01 ~ P-06 까지 총 6가지 단위 공간 중 3가지 교수학습
활동에 대응하는 단위 공간을 활용하여 교실을 계획하였는데, 무대가 필요한 공연(P-04),
역할극(P-01), 영상 상영 장비가 필요한 공연(P-06) 빈도 순으로 위 그림과 같이 연계
공간이 제안되었다.
이는 ‘공연하기’교수 학습 활동은 대그룹 학습활동을 통하여 결과물을 표현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과물(뮤지컬, 음악회, 합창, 영화 제작 등)들을 창
작해 나아가는 과정이자 결과물을 배움의 구성원들 즉 관객에게 보여주며 공유하는 사회
적 소통의 장(場) 조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성 영상물 상영 및 영상 학습 자료 상영에
도 활용이 가능하며, 무대 뒤편으로는 준비실, 정면으로는 착석하여 관람 가능한 충분한
좌석과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상의 사용자 주도 교수학습 과정 설계를 통한 학습공간 계획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 활동 유형별로 필요한 단위 공간은 크기와 기능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
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제각기 구획된 교실로 조성하기에는 개수와 학생들의 이동에
무리가 따르며, 교수학습 활동 유형 역시 해당 수업시간에 단일 활동을 실시하기보다는
복합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실과 실, 공간과 공간이 유연하게 구성
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수학습 단계의 설계가 하나의 수업에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전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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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보다 세분화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당 수업의 방법이 실험이라고 가정하
면 본 조사에서 보여지는 교수학습 설계의 양상은 학생들은 실험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부터 실험에 대한 대그룹 토론·게시·공유까지의 전 과정이 해당 수업이다. 따라서 기존
의 실험 자체만을 위한 실험실로는 해당 교수학습의 효과적인 구현에 한계가 있으며, 때
로는 도서실, 컴퓨터실로의 비효율적인 이동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교
실 설계(이론교실, 과학실, 음악실 등)에서 부여되어온 학습공간의 단위를 보다 다양한
학습형태를 지원하는 포괄적 구성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나의 수업에
활용되는 교수학습법이 보다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설계됨에 따라 기존의 교실에 연계
공간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교실 1칸의 크기가 기존 교실 3칸 정도의 규모로 커져야 가
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유사한 학습 유형들이 대부분 높은 빈도를 보이는 교수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
을 갖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항목들도 다수 제안된 바 있다. 이는
수업시간 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교실)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성과 더불어 해당 공간
(교실)과 연접하여 가까운(예: 쉬는 시간에 활용 가능한 인접한 위치) 장소에 게시·공유,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대면 상호 소통 대화, 놀이 등과 같은 목적을 지원하는
공간이 연계 조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실과 복도간의 경계, 교실
과 교실과의 경계, 내부와 외부와의 관계들과 같이 경계에 대한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함
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본 미래형 학습공간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가 시·도 교육청 추천 영재 담
당 교사라는 점에 있어 특정 교과(수학, 과학 등) 담당 교사 비중이 높다는 점은 ‘표현하
기’, ‘놀이하기’, ‘공연하기’의 세부 교수학습 유형 항목들에 대한 공간 제안 빈도가 낮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본 연구 조사 대상 설정의 한계이며, 추후 비교적 다루어지지
못한 교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기존 공간 구조와 재정적 여건 및 상황에 차이가 있어
교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습공간과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계획안 간의 차이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미래형 학습공간 재구조화 시 시점과 물리적 범위 등에 관한
학생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TF팀(OO초등학교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TF팀)의 논의를
통하여 해당 학교 실정에 맞는 RFP(Request for Proposal)를 작성하여 교육청 및 설계
자와 협의·적용해 나가는 교육현장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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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에서는 직접적 학습공간인 고정형 교실 4개(S실,
M실, L실, A실)와 수업 중, 수업 외 시간 모두에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접적 학습

공간인 허브형 8개(a실, b실, c실, d실, e실, f실, g실, h실) 교실을 제안하고, 1차에 참여
했던 54명의 교사 중 1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도출한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안)에 대한 참여 교사 검증
교수학습 과정설계를 통해 학습공간을 제안하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에
서 미래형 학습공간에 대한 방향성 및 모형 총 12실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1차 조사
에 참여하였던 교사 중 12명을 대상으로 2차 델파이조사지(부록에 첨부)를 배포하였다.
수합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art 1. 미래형 학습공간의 방향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제시된 6가지 핵심

역량 중 미래 교육환경조성에 고려할 점(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기관리공간’,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공간’,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공간’,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지원하는 ‘심
미적 감성공간’,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의사소통
하는 공간’,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
는 ‘공동체공간’)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하였고 전반적
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단위 공간 구성에 대하여 ‘자료 수집 및 활용’, ‘도구
적 탐색 및 실험’, ‘표현활동’, ‘놀이하기’, ‘토론하기’, ‘공연하기’로 구분하여 모형으로 제
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균 4.67(매우 적합 5, 매우 부적합 1)으로 매우 적합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나라 교육환경 또는 자신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으며 정책·제도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구조·형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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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제도적 측면
대입 및 고입에 대한 입시 제도는 그대로 둔 상태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적용하려
는 시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교사로서 해외 선진국 교육 환경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기술한 응답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명의 교사 당 20인 이내의 소규모 맞춤형
교육, 인성 교육, 수준별 교육, 부진학생 보충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교실 수업부터 체험 수업에 이르기까지 교과별 수업 내용, 수업 준비물, 수업 복장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점, 문화와 예술이 교육(음악, 미술, 과학, 음식, 스포츠, 역사, 문학
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진행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부분이 인간애를 바
탕으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형성하고 국가 사회와 민족을 지탱한다고 생각하며 인상적
이고 배울 대목이라는 의견이었다.

② 사회·경제적 측면
공간을 마련한 후 유지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공간을 사용, 담당하
는 구성원인 학생, 교사가 매년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는 지속가능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당초의 취지나 목적과 연계성을 갖는 유지
관리 역량은 떨어지고, 사용 빈도가 감소하면서 공간 활용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거시적으로 지역마다 학생 수의 불균형으로 남아도는 교실이 많은
학교도 있지만 전혀 없는 학교도 다수인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여유 교실 추정 및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③ 구조·형태적 측면
현재 학교의 교실은 강의식 수업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 모두가 한쪽을 향한 칠판
만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조성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개별 학습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 검색
과 토론, 발표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실 1실의 크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연구진이 제시한 미래형 학습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 공간은 충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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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좁으며 공간에 대한 면적 확보가 가장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생 수,
학급 수 증가가 발생하나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 가능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심미적 공간과 창의적 공간, 표현활동, 공연하기와 같은 학생
들의 활동 공간의 부족하며, 넓은 복도 공간을 활용한 재구조화 가능성을 제안한 의견도
있었다.

- Part 2.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교실형]
[교실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업을 지원하는 교실로 기존 교과별 교실 및 일반교실의

통합 및 여유교실에 적용 가능한 모형이다. 융합예술교육을 지원하는 A실, 도서실 기반
의 L실, 메이커 학습 지원 M실, 과학·수학·미술 등 스팀교육을 지원하는 S실 총 4가지의
교실을 제안하였으며 교실의 크기는 실별 소요 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음에 각 실의
모형에 대한 2차 델파이 응답 교사 12명의 제안 의견을 종합의견, 개선방향에 관한 제안
으로 구분하고 내용을 요약하였다. 응답자의 의견을 가급적 어휘와 어조를 유지하는 선
에서 요약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기술 방식에 있어서 본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음
영 부분은 조사지에 1차 계획(안)과 함께 제시된 공간 모형에 대한 설명임)

① [교실형] A실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3.5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모형으로, 도면 기
준 좌측부터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다양한 크기의 음악·무용 개별 연습실, 소
무대가 조성되어 융합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 교실

(종합의견)

예술교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구의 활용이며, 따라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교구 활용 공간과 보관 공간이 근접하여 학생들이 교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연계
활동에 유익할 것이다. 특히 교구 보관 시 타 교구에 의해 접근에 방해, 지장을 주는 상황
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습실을 많이 세분화하면 몇몇 개인
또는 동아리가 독점할 수 있으니 통합과 구분에 유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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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선방향)

무대에서 발표만을 위한 교실로 사용하기에는 활용 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고,
따라서 가능하다면 체육 수업, 특히 체조 수업 등을 위한 공간도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다(탈의실 포함). 또한 음악, 무용에 따른 악기, 도구, 복장에 대한 제공과 배치를 적절
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방음을 완벽하게 갖추고 연습실 하나의 개별 크기가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다. 오른쪽 계단형 관람석 아래 부분을 책꽂이와 같은 수납공간으로 활용
하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교실형] L실
L실의 경우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3칸씩 2개층, 총 6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
록 제안된 모형이며, 1층의 경우 좌측부터 도서실 연계수업 교실, 서가형 러닝센터, 2층
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유리채광)이며, 2층의 경우 좌측부터 1인, 4인, 8인 소그룹실, 디
지털 러닝센터, 빈 백 쉼터로 조성하여 수업과 연계, 수업 외 공강 시간 및 방과후 시간
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한 교실

(종합의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도서보다는 디지털화된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연계 수업 교실과 서가형 러닝 센터는 통합 운영하고 추가 공간 활용을 검토할 필요
성이 있다. 여러 교과에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이고 특히 다양한 수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장점과 창의적인 사고를 발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양한 그룹별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1층은 매우 좋은 구조로 판단되며 2층의 경우 책상을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개선방향)
2층의 ‘빈백 쉼터’를 소그룹실과 디지털러닝센터 중간에 위치시키는 것이 쉼터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닐 것 같다. 또한 디지털러닝센터에는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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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한다. 1층의 공간과 2층의 공간을 연결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공강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수업공간
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수업에 대한 집중과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다소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면적상 비좁게 들어간 것 같다. 방과 후에 공간을 사용
할 때는 사용 이유, 사용 목적, 활동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여야 활용도가
높고 학생들의 활동 의욕이 고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운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③ [교실형] M실
M실의 경우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3.5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메이
커 교육실 모형이며, 좌측부터 창고, 집진시설이 필요한 기계공작실, 아래쪽으로 긴 교
실은 디지털 모둠 설계실로 계획함, 또한 공간들의 중앙에 쉼 쉘터와 공유공간이 배치
되어있으며, 각 실에서 필요시 폴딩 도어로 개방하여 대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
획한 교실

(종합의견)

작업 공간과 전체 학습을 위한 소통 공간 등이 잘 조화되어 있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폴딩 도어로 개방하여 대공간으로 쓸 수 있는 구조를 사용해 본 결과 장점이 많
다. 이 경우 복도 쪽의 공간도 그냥 빈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과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면 더욱 좋겠다. 특히 공간들의 중앙에 공유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인다. 창의적인 활동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기계 공작실
이 방치되거니 녹슬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습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장
비 수리 및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개선방향)

경험상 집진시설의 효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에 환기, 통풍 등을 더 고려해야할 것으
로 생각된다. 창고를 한쪽에 고정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분산시키거나 간이 재료장(공
간)을 두어 동선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되면 좋겠다. 쉼 쉘터를 기계공작실 우측에 배치하
면 교실과 공유공간의 확장성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쉘터의 공유공간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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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데 활용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재료나 제작 중인 낙품이나 물건 등의 적재
장소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메이킹 중인 반제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용하는 것도 제안한다. 매우 좋은 공간으로 여겨지지만 중간 중간 막힌 곳이 많아 안전상
아이들 통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운데 공유 공간 벽의 재료를 유리로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가능한 직사각형 형태의 교실 배치보다는 정사각형 형태의 교실 공간을 확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④ [교실형] S실
S실의 경우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3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스팀교육
실 모형이며, 중앙에 배양, 양육 등 장기 관찰 및 보관을 지원하는 공간을 두고, 좌측으
로 2개소 물 사용이 가능한 협력 수업 공간, 우측으로는 디지털기반 전체 모둠 토론 수
업공간으로 계획함, 또한 각 실은 외부 작업장(반 외부)으로 개별 연결하여 교실 내·외
부를 연계하여 수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함

(종합의견)

스팀 교육은 여러 교과(수학, 과학, 기술·공학, 예술)를 접목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교과 과학, 실과 등 제작 환경에 적합한 연계 공간으로 다소 제한
적이라 생각된다. 다만, 본 S실과 다른 실이 인접해서 위치한다면 적합한 교실형이다. 우
리나라 교육 여건 상 장기적인 배양, 양육은 어려워 단기적인 배육, 양육으로 가야한다.
(실험실무사 1명, 행정실 시설주무관 1~2명)이 교실의 성공 여부는 교사-학생-실험실무

사의 원활한 협조와 관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현재의 교실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모형으로 활용도도 높지만 공간을 혁신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선방향)

스팀교육을 위해서는 제작을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의 교실은 외부작업장
이 있기는 하나 기계나 준비물 등을 놓는 공간이 부족해 보인다. 식물 기르기나, 물고기
등을 키우는 시설은 관리가 쉽지 않아서, 교실 내부보다 복도 등 교실의 외부가 관찰이나
관리에 용이할 수 있다. 장기관찰이나 배양이 필요한 학습에 적합하게 보이며,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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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다면 관찰의 효과를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디지털 기반 전체 모둠 토론 수업공간보다는 집중 관찰실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 같다.

- Part 3.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허브형]
[허브형] 의 경우 기본적으로 복도를 향하여 개방된 구조의 1칸 규모로 제안된 모형이

다. 수업 중 필요시 개방하여 연계 활용이 가능하며, 수업 외 시간 활용 시 학습동아리
또는 방과 후 시간 학생들의 커뮤니티, 쉼, 휴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허브형
-수업연계] 6가지 모형과 [허브형-쉼] 2가지로 총 8가지 교실을 제안하였으며, 전자의 경

우 연접해 있는 양쪽 기존 교실과 미닫이 개구부를 통하여 개방하여 수업시간 중 연계하
여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에 각 실의 모형에 대한 2차 델파이 응답 교사 12명의 제안
의견을 적합성 수치, 종합의견, 개선방향에 관한 제안으로 구분하고 내용을 요약하였다.
(음영 부분은 조사지에 1차 계획(안)과 함께 제시된 공간 모형에 대한 설명임)

① [허브형-수업연계] a실

측면 교실과는 필요시 개방 가능하며, 수업연계 허브로 수업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그룹 모임 및 토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원형 테이블과 판서 가능한 벽면으
로 계획된 공간

(종합의견)

수업 간 연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환경을 위한 공간으로는 적합하며 다양하
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다만, 자료 검색을 위한 공간, 놀이실, 도서실 등 여러 가지
복합 휴게실의 기능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또한 다양한 그룹의 토론이 이루어 질 경우
교실을 개방하게 될 텐데 원활한 토론 방식이 진행되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허브
형 교실의 경우 학습동아리, 쉼 등을 위해서는 적합하나 측면 교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
의 출입이 빈번할 경우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의 휴게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일반교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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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현재의 교실에서 큰 변형 없이 만들 수 있는 모형이며, 양쪽 두 반 학생들이 이용하기
에는 테이블 수가 부족할 수 있기에 바닥에 매트 같은 것을 설치하는 등 추가 공간 확보
가 필요하다. 디지털 활용 공간은 생각보다 정적인 공간이다. 또한 테이블의 배치도 공간
활용에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보인다. 허브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면 적합
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판서 가능한 벽면과 이동식 판서 교구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붙박이 형태의 디지털 기반 원형 테이블 보다는 다목적 원형 테이블이 필요하
며 콘센트의 위치와 포터블 기기의 충전시설, 공용 프린터(카드 충전식),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② [허브형-수업연계] b실

수업 주제와 연관된 자료 조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ㄷ’자 벽면으로
배치하고 보고서 작성 등 개인 작업 지원도 가능하도록 계획된 공간

(종합의견)

수업과 연관된 자료 조사 및 지원 보다는 공강 시간 등에 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태블릿 PC로 자료를 조사하고 컴퓨터에
서 문서 작업 등을 하면서 바로 프린터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며(충전식 프린터카
드)필요, 각종 출력장치, OA 기계도 배치해서 운영함이 필요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인
작업 공간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앞으로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많이 구비할 텐데, 컴
퓨터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본 b실의 공간 활용도는 아주 높을 것 같다. 하지만 요즘
의 경우 태블릿 PC의 활용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별도의 컴퓨터실을 따로 두는 것 보다
는 컴퓨터 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교실에 바로 배치하면 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
된다.

(개선방향)
a실보다 허브로서의 공간 활용성은 좋아 보이며 중간에 배치된 개인 작업 공간은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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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생각된다. 각자 필요한 자료 검색 자체에 유용한 모형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
면서 자료를 찾고 협업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ㄷ’자 테이블 등)이 추가 되면 좋을 것이다. 가운데 교실에는 아이
들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와이파이 존 조성이 필요하며 컴퓨터 작업 시
다른 학생들과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컴퓨터 옆에 여유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개인
작업을 위해서라면 컴퓨터의 간격 조절을 통하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허브형-수업연계] c실

1층에 위치할 수 있는 과학 및 체육 수업연계 허브로 실외와 연계하여 활용 가능하도
록 관련 실습 도구 보관 선반과 그룹 토론 공간을 계획된 공간

(종합의견)

과학 및 체육 수업 연계 허브로 실외와 연계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초등의 경우 공통수업이 많으므로 매주 외부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보관하고 다시 다음
주 수업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중등의 경우는 관련 실습
도구의 보관 공간이 각각의 특별실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동 학습에 적용이 용이한 공간이다. 체육의 경우 여러 가
지 교구를 활용하는 수업이 많은데 그 경우는 해당 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강당이
나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공간 구성적인 면에서는 비어있는 공간
으로서 의미가 크며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로서의 활용도는 낮을 것 같다.

(개선방향)

체육 수업 시 공간 활용을 위하여 책·걸상은 이동이 편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과학 교
과의 경우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환경 등 실험 도구와 약품의 활용도를 고려하
여야 한다. 체육의 경우에도 육상, 농구, 배구, 체조, 수영 등 종목이 다양하고 기구가
다양한 바, 세부적으로 연계 수업에 필요한 도구와 공간 배치를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외 활동과 연계가 쉽지만 개방된 공간의 특성상 실습 도구 관리에 유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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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허브공간이 아닌 교실과 실외를 바로 연계시키는 것도 좋
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교과만의 연계 교실 공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다 다양
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 활동 후 세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도
좋을 것 같다.

④ [허브형-수업연계] d실
1인, 4인, 8인과 같은 다양한 소그룹의 별도의 토의·토론 공간으로 4인, 8인의 경우
대형 모니터와 판서 벽을 배치하여 교외 유료 모임 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교내에서 그
룹 과제 및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

(종합의견)

개인 및 소규모 모임,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의 공간으로서도 충분한 가
치를 지닌 공간이지만, 허브형으로 인하여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수업
연계 공간이라기보다는 요즘 스터디카페의 모습과 같고 모둠 과제 해결 등 소모임에 아
주 적합해보이나 관리 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모둠별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소그룹 학습, 연구 등 매우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간 사용 시 사용의 이유, 목적, 활동이 명확한 학생들이 사용하여야 활용도가 높
고 학생들의 학습활동 의욕도 고취될 수 있다. 청소 상태도 신경을 써서 쾌적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개선방향)

소그룹 공간은 방음 시설이 되도록 하며,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강화 통유리로 개방
적이기도 하면서, 버티칼이나 색의 변화 등으로 시선을 일부 차단하는 기능도 있으면 좋
을 것 같다. 요즘 남녀 학생들의 사귐이 빈번하여 1인 공간은 줄이고 6인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다. 또한 각 방으로 나누었을 때 냉·난방기 설치와 운영 비용도 고
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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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브형-수업연계] e실
수업 결과물 및 작품을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 폴딩도어의 개폐를
통하여 필요시 복도와 확장 및 연계 활용 가능하며, 중앙현관과 연접한 위치에 조성하
여 교내 구성원 및 방문자들과 수업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

(종합의견)

현재 인식으로는 이러한 전시실은 건물의 구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사람
(학생)들에게 노출이 잘 되는 학교의 중앙 현관과 연접한 위치는 갤러리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할 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별도의 공간에 작품을 전시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힘들며 이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
기 보다는 복도나 중앙현관의 홀을 더 넓게 구성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수업을 실제로
진행한다거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적합하며, 특히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추
가되면 좋을 것 같다. 본 계획안과 비슷한 구조를 본 적이 있는데,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
가 좋아지고 감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방향)

개방형 내부 계단이 있다면 계단에도 작품을 전시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기존 학교
들에 전시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차별점 설명이 필요하다. 가운데 학부모나
외부 손님들이 잠시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식수대가 있으면 좋겠다. 갤러리에 전시가
없는 시기의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폴딩 도어로 활용할 때와 활용하지 않을 때의
구분이 쉬울 것이다. 복도와 연결이 되어 갤러리로만 사용한다면 폴딩 도어를 이용한 공
간의 구분이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⑥ [허브형-수업연계] f실
빔 프로젝터가 설치된 위요된 계단식 발표공간으로 수업과 연계해서는 학습 성과의
발표 및 공유, 수업 외 시간에는 영화감상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
획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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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계단식 발표 공간이 아이들의 공동체 역량과 창의적 심미적 역량을 키우기에 적합한
구조이다. 위 계획은 위요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생각되지만, 공간이 주는 느낌
을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계단식 공간은 다양한 수
업시간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작품을 전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선 e실보다
더 적합한 공간이라 생각된다.

(개선방향)

다목적 공간으로 오픈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공간의 주 목적이 없으면 공실로 방치될
수 있으므로 휴게시설이나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공간의
취지는 좋으나 현재로서는 크게 많이 활용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위에 설명된 목적은
일반 교실에서도 이루어질 수는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발표 및 공유, 영화감상 이외
활용 가능한 활동들이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다. 방음시설이 필요하다.

⑦ [허브형-수업연계] g실
도서실과 연접한 여유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쉼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1인
개방형 캐럴, 편안한 개인 의자, 창가 테이블을 배치함. 학교의 여건에 따라 화분 및 전
구색 집중 조명 등을 통하여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 계획된 공간

(종합의견)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쉼의 공간이면서도 타인의 방해 없이 편안하게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독서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교실과 연계
된 공간이고 책을 찾고 책을 읽는 그리고 수업 공간이 공유된 설계라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책과 함께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떠올릴 수 있지만 독서는 쉼의 한 종류
일 뿐이며, 쉼을 위한 공간에 이러한 의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도서실과 연접할 필
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 학교에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데 공간
구성도 넓고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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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전구색의 조명을 학생들의 시력에 따라 조절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
하고 학습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의 편안한 의자는(은평구혁신마
을의 영화관람 시 사용하는) 변형 소파 정도도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공간은 학생
들의 마찰의 원인을 줄이려면 학교 전체에서 하나가 아니라 층마다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⑧ [허브형-수업연계] h실
식당과 연접한 여유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쉽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배식을
위하여 줄을 서는 동선에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 공간을 배치하고, 식사 전·
후 교우들과의 대화 및 개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계획함

(종합의견)

식당에서 주로 식사 전에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효과적
이라고 생각된다. 식사 후에는 학생들의 쉴 수 있는 공간 및 다른 공간으로의 활용도 적
당해 보인다. 의도는 좋으나 학생 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도하기 나름이겠으나
학생의 행동 패턴을 생각해보면 대규모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활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 같다. 식당이 위와 같이 조성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공간은 좋다고 생각하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적합하겠지만 규모가 큰 학교에
서는 자칫 공간 낭비일 수 있다.

(개선방향)

실제 학교에서는 급식실이 교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차양(지붕)도 없이 비나 눈을 맞는
경우가 있다. 급식을 위해 줄을 설 때의 공간도 좀 더 여유 있게 설계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동선이 어떻게 배열되었는지 파악하여 혼잡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
다. 급식지도교사 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 (휴식공간을 식당과 되도록 멀리 별도로 배치
시키고 식당 공간을 확장하여 배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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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언

앞으로 학생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유 교실은 늘어나겠지만 줄어드는 학생
수까지 고려하여 계획하면 더 현실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공간의 진정한 의미는 지은이
의 의도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학생에 있다.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부분인데,
요즘은 소인수(10~20명) 학급도 많다. 이럴 경우 주어진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도 제시가 필요하다.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들이 한 때에 지나지 않고 오래오래
활용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 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공간과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설계하면 좋을 것이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우선
밝고 넓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여유 공간
이 많아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공간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그리고 학교에도 조리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 요리 또한 창의성과 협력성을 키우기에 유익한 활동이
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성장
하게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그 공간이 초·중·고 나이에 따라 적당한지를
깊이 고민하고 현장의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학교의
유휴 공간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학습공간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4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교육적 효용에 관한 현장 사례

가.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필요 및 효용성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필요 및 효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 구조화된 면담
지를 준비하여 최근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학교공간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학교를 방문하
여 현장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교사 10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된 학교공간이 토론수업, 개별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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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조사 대상자 전원이 ‘⑤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
하였다. 둘째, 변화된 학교공간이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전원이‘⑤ 많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조성된 네 가지
의 공간들 중에서 수업활동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순서로는 휴식영역, 수업영역, 사회성영
역, 선택영역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수업운영에 도움이 된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 표와
같이 응답하였다. 아래 그림은 교사들이 기록한 내용이다. 특히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교사가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 부여가 가능 → 학생들의 무한의 팽창과 성장”, “개
방된 공간 → 배려(민주적 시민 의식)”, “개별 수준에 따라 여러 공간(선택 영역)”, “아이
들이 상상 이상으로 활용 → 공간 성장”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곧 학교 공간이 변화
한 다는 것은 학생 중심에서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는 곧 학생들의 성장과 니즈를 개별
수준에 적합한 공간의 형태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학교 내 민주성 실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18] 학교공간 재구조화 필요 및 효용에 관한 현장 사례 교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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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된 대표 사례 교사 면담 내용
구분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된 대표 사례 면담 내용

1

수업-다양한 수업활동과 교사와 학생간의 상회작용, 사회적 영역-토론과 친구, 교사와 자유롭게 토론
하는 공간, 다양한 테이블 공간 사용으로 창의적 활용이 가능, 휴식영역은 작품과 도형 활동 전시, 휴
식, 낙서, 발표 공간, 선택영역: 자유로운 개별학습이 가능한 공간, 다양한 개별학습과 선택활동(과학,
수학, 예체능, 컴퓨터 활용, 독서)이 가능

2

휴식영역: 수업 중 저학년 학생들은 개인적인 성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활
동이 휴식영역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본인 학생들의 행동변화가 휴식영역, 사회성
영역활동을 할 때 나타남. 혼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노는 동안 많이 안정된 행동
양상을 보임. 공간재구조화사업을 1,2학년 대상 저학년 중심에서 5,6학년 고학년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년 특성,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공간구성을 시범적으로 갖춘 모델학교가 필요함. 존중
과 배려의 공간사용은 어렸을 때부터 체득하여야함

3

스마트교실: 조사학습, 모둠별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검색, 학습컨텐츠 사용이
가능하여 디지털 기기의 활용도가 높음. 미러링 기술, 카메라 영상 기능이 가능하여 모둠활동 하는 모
습, 결과물을 모니터에 띄워줄 수 있어서 수업 시에 도움이 많이 됨. 디지털교과서 활용도가 높음. 신
체적으로 좋음. 융통적인 사고 <꿈담교실> 신발을 벗고 생활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자유로운 활동
이 가능하여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좋음. 먼저 할생들이 교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 선호적인
공간의 모습으로 변모하였음. 학교 내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동기유발이 되며 쉬는 시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4

스마트교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실과 복도가 오픈되어 있어 수업의 확장성이 용이할 것 같음. 수납
공간이 많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자재를 수용하기 용이함.

5

경계 없는 교육 공간 활용으로 학습자들의 창의성 함양에 효과적, 학습활동이 미리 완료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식영역 및 선택영역 등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휴식영역의 도구
상자들을 무대형태로 배치하고 발표회 시킴. 교실바닥이 가정의 방과 같은 분위기로 구성되어 정서발
달에 도움이 됨

6

놀이 활동 공간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음.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7

중간놀이시간 휴식영역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시간을 가짐. 넓은 공간이 필요한 협동학습(주로통합)을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여 활용이 가능했음 예를 들어 마을지도 만들기, 역할극 수업 등에 유용하게 활
용했음. 바닥활동이 가능하여 바닥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함

8

6학년 스마트교실(전자칠판): 양쪽에 화면이 송출되어 다양하게 교실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ppt에 직
접 필기가 가능해 수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됨. 영상녹화 기능을 활용해 디딤 영상을 제작하여 거꾸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함. 온전히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실 컴퓨터가 생겨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활동이 가능해짐. 꿈담교실 후면의 넓은 놀이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교실 놀이를 하면서 사회
성 발달을 도모하고 수업 활동과 연계해 다양한 구체적 조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1학년의 특수성(놀이중심교육, 협력놀이)에 맞는 교실구성임. 특히 놀이공간으로 유치원에 연계하여 아
이들이 굉장히 친밀하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음

10

예전대비 1,2학년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맞게 놀이를 통한 수업을 구성할 때 자유로운 환경이 도움이
됩니다. 3,4학년 북아트 동아리를 운영할 때도 공간구성이 창의적인 조직 활동에 반영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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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화된 학교 공간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
시·도 교육청 자체 사업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 즉 학교 구성원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이끌어내고 잘 활용하고 있는 5가지 사례를 선정, 해당 사업을 추
진한 교사 5인을 대상으로 변화된 학교 공간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공간 활용 사례 사진을 예로 들어 설명한 내용을 다음 표로 정리 요약하였다.
- 교과연계
<표 Ⅳ-3> 변화된 공간 사진과 교육 활동 내용(오OO)
공간 사진

교육 활동
주로 기술. 가정 교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
지는 실습실이였으나 실에 작업대만 놓여 있어 수업
전과 후에 수업을 안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나
가구가 없었습니다. 실습수업은 특히 요리 실습은 단순
히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불리기 위한 수업이 아닌데
도 심한 경우 아이들이 요리하고 작업대에 선채로 음
식을 먹었습니다. 주로 실의 앞쪽 공간(실습작업대가
높여진)에서 실습을 하면 이제는 실습의 전, 중, 후에
실의 뒤쪽 공간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토의하고 수업을
성찰합니다.

- 공유공간
<표 Ⅳ-4> 변화된 공간 사진과 교육 활동 내용(오OO)
공간 사진

교육 활동

각 교과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하기 힘든 수업을 라온
(교실)에서 진행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결과물을 전시하고 발표. 공유하는 사회
교과 수업. 고교학점에 학교간 협력과정 (보건), 심폐소
생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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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외부 공간과 실외 공간
<표 Ⅳ-5> 변화된 공간 사진과 교육 활동 내용(박OO)
공간 사진

교육 활동
비가 많이 와서 학교 숲에 나가지 못하고 현관 놀이터
에서 비 오는 모습을 보며, 빗소리를 들으며 활동합니
다.(숲 체험 활동)
놀이터가 중앙 현관에 자리 잡고 있어 실내, 실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공간이라 야외 수업이면서도
실내 수업처럼 집중하기 좋습니다.

학교 중앙 현관이 학생들의 놀이 공간이 되어 아이들
이 서로 만나고 같이 노는 자리가 되어 줍니다.(야외
놀이 공간, 만남의 장소)

- 모듬별 문제해결 학습 공간
<표 Ⅳ-6> 변화된 공간 사진과 교육 활동 내용(이OO)
공간 사진

교육 활동

교실 앞 확장된 칠판과 교실 뒤 대형 화이트보드를 활
용한 토의·토론 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됨
교실 뒤 사물함을 개별 사물함으로 바꿔 확보된 뒷 공
간에 앉을 수 있는 나무 계단을 설치하여 앉아서 모둠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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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 공간
<표 Ⅳ-7> 변화된 공간 사진과 교육 활동 내용(이OO)
공간 사진

교육 활동
OO여중 나눔방 역시 다목적 공간입니다. 구성원들의
대화공간이자 PC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대
의 올인원 테스크톱 컴퓨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수업 중 PC활용이 필요한 교과 혹은 학생들은 이 공
간을 활용하여 자료를 검색하거나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일과 중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
게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활용됩니다. 중앙
에 놓인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고, 측면에 놓인 PC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입니다. OO여중 학
생들은 팀과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테크노롤지를 사
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 복도 공간
<표 Ⅳ-8> 변화된 공간 사진과 교육 활동 내용(황OO)
공간 사진

교육 활동
학교 급식실 가는 곳에 위치한 이 전시공간은 특히 초
등학교 교실의 특성상 각 학급별로 고립되어 있는 활
동을 서로 공유하고 배움을 나누는 공간으로 확장하여
배움을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배움을 나누는 공간이 학교에 다양한 모습으로 생겨나
면. 배움을 나누는 것이 학교의 문화가 되고 일상화가
되어 교사들도 아이들도 서로의 배움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학교로 바뀔 것을 기
대합니다.

위의 다섯 분의 학교 공간 재구조화 유경험 교사가 생각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유도하는 학교공간 조성 측면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안 사항을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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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유도하는 학교공간 조성 측면에서 개선 희망사항
구분

내용
공간에서 이루어질 교육과정의 주인공인 사용자가 의견을 내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모아 그것을 바탕으

1

로 학교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자체가 교육과정의 주제가
될 때 교육적 효과가 크다.

2

사업담당자나 참여하는 건축가가 학교시설물 안전 규정에 대한 이해가 낮아 시설 조성 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 공간 조성 전 최소한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필요함.
교실 측면과 후면에 인테리어를 가미한 화이트보드를 설치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기록할 수 있는 충분

3

한 환경의 제공으로 활발한 토의 토론 문화 확산. 무겁고 딱딱한 책상이 아닌 유동이 편리한 책상으로
개별학습과 모둠학습이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환경 제공. 조명이나 인테리어를 통해 교실 내 학습 공간
과 휴게 공간 또는 개별학습공간과 모둠학습이 가능한 공간 제공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4

교실 공간은 우선, 건축물로서의 기본원칙들을 갖춰야 합니다. 추위, 더위 등의 신체적 욕구, 편안함,
여유로움 등의 심리적 욕구 등을 먼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예쁘고, 멋지고 새롭게 추가
하기보다는 여유공간, 유여한 공간 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고 동아리나 일부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대표 아이들의 활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공간이 생긴 이후의 활용에 다른
학생들도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교사의 활동 뿐 아니라 일반 학급의 교사들도

5

공간을 주제로 함께 수업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 실천을 공유하는 이른바 ‘교원학습공동체＇의 운영이
중요합니다. 학교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너머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의 결과물로서의 공간의 완성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툴킷 개발 / 공간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씽킹
수업자료, 프로세스 개발 등의 보급과 활용을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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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모형 제안의 전제

앞의 장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교실형 4실(M실, S실,
A실, L실)과 허브형 8실(a~h실)로 최종 제안하였다.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에

비하여 앞으로는 한 차시 또는 한 프로젝트의 수업 내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복합
적으로 적용되는 수업활동 뿐만 아니라 교과 간의 융합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음악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 미술 속에 나타난 수학 원리 찾기 등의 활동은 2015
교육과정에서도 상당수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은 이와
같이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교수학습활동 및 교과 간 융합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공간 구성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활동에서 ICT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미래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활용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학교 내 모든 공간에서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교실형 및 허브형 학습공간 모형은 3장에서 기술한 단위학습공간의 구성을 재조합·배
치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음의 모형들은 하나의 사례로 제안하는 것으
로써, 실제 학교에서 적용할 때에는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고 변형하여
야 할 것이다. 학교급이나 규모 등 학교의 현재 시설 및 재정 상황, 수업과 관련한 교사들
의 공간 요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학교에 최적화된 공간 구성을 찾아내고 재구조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실형은 3~6칸의 규모의 교실을 내·외부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교
수학습방법의 복합 적용이 필요한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각기 독립적으
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고정형 교실이다.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교수학습활
동 유형 중 별도의 고가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여 현재의 일반교실 형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중심으로 교실을 구성하였다. 제안하는 교실형 모형은 각각 스팀교육실
모형인 교실형 S실, 메이커교육실 모형인 교실형 M실, 융합예술교육실 모형인 교실형 A
실, 복합 도서실 모형인 교실형 L실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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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형은 1칸 규모의 교실을 2개의 일반교실 사이 또는 유휴교실에 설치하여 수업 중,
수업 외 시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허브형은 각 일반교실에서
수용하기에는 비용·공간 상 다소 무리가 있으나, 수업 중 활용빈도가 높고 일반교실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할 필요성이 큰 교수학습활동과 수업 외 시간의 휴식을 지원하는 공간
이다. 허브형은 크게 수업연계 허브와 쉼 허브로 구분할 수 있다. 허브형 a, b, c, d실은
수업 연계 허브로 일반교실에서 진행하는 수업 중 일부 활동을 허브형으로 이동하여 진
행하고 다시 교실로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미닫이문을 통해 교실에서 바로 진입 가능하
게끔 계획하였다. 허브형 e, f, g, h실은 쉼 허브로 수업 중의 교수학습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간접적 학습을 지원하며 기본적으로 복도나 홀 등을 통해 오픈
된 공간이다. 쉼 허브의 경우, 교수학습활동 유형 분석을 통해 추출한 활동 유형은 아니
지만 앞 장의 교사연수나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볼 때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공간이고, 학생들의 정서적 교육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허
브형 공간으로 구현하였다.
실명은 제안된 모형들을 바탕으로 개별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기능을 추가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 특색에 맞추어 명명됨이 바람직하다. 교실형 및
허브형 학습공간 모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실형] S실

교실형 S실의 경우 1층에 적용할 수 있는 외부교실과 연계한 교실로 규모는 약
27.0m×7.5m, 기존 교실 1칸 크기(9.0m×7.5m)의 3배로 구획하고, 기존 학교의 여유교

실 3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스팀교육실 모형이다. 중앙에 배양, 양육
등 장기 관찰 및 보관을 지원하는 공간을 두고, 좌측으로 2개소 물 사용이 가능한 협력
수업 공간, 우측으로는 디지털기반 전체 모둠 토론 수업공간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각
실은 외부 작업장(반외부)으로 개별 연결하여 교실 내·외부를 연계하여 수업에 활용 가능
하도록 하였다.
단위공간 영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역의 경우 교실 한쪽에 수도시설을 갖추어
물을 사용하는 실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둠별 실험 및 만들기·그리기 등의 활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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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공간이며, ⓑ영역은 실험 장비·교구 및 재료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으로 넓은 테
이블이 있어 모둠별 실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각 단위 교실 사이의 문을 통해 오가며
물을 사용하는 실험도 진행 가능한 공간이다. ⓒ영역은 부채꼴 형태의 테이블에 PC를
배치하고, 각 테이블 전면에 큰 모니터를 설치하여 PC를 활용한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별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다목적 전산실이며, ⓓ영역에는 ⓑ영역 가까이 수도를
설치하여 ⓐ영역과 함께 활용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 ⓔ와 ⓕ는 실내교실과 실외 사이
에 위치한 전이공간이다. ⓔ영역의 경우 장기적인 동물(곤충 포함) 사육 및 관찰이 필요
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단한 사육장 공간을 배치하고 ⓕ영역에는 햇빛이 필요한
장기적 관찰 실험 및 물이 필요한 실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창가에 실험대·수납공간
을 배치하고 필요시 외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영역에 대한 계획(안)을
아래 평면도로 나타내었으며,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합한 부분 사
례 사진을 예시로 함께 나타내었다. 또한 제안한 공간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 <표 Ⅴ-1>에 요약하였다.

[그림 Ⅴ-1] 교실형 S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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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경우 자료 수집 및 활용, 도구적 탐색 및 실험, 표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도 쪽과 창가 쪽으로 수납 및 벽부 데스크를 두어 수업 보조 및 모둠활동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는 물 사용 가능한 탐구공간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가운데 ⓑ공간과는 미닫이 문을 통하여 연계 활용 가능하다. 문을 닫았을 경우
상부 빔 프로젝터를 통하여 영상 자료를 활용한 강의 수업이 가능하고 열었을 경우 물
사용가능하고 수납이 가능한 전이공간 ⓕ를 거쳐 외부활동으로 연계 가능하다. ⓑ영역의
경우 도구적 탐색 및 실험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물 사용 가능한 조작 탐구 환경이며 소도
구·장비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다. ⓒ영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디지
털 기기 활용 공간으로 전문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 사용과 동시에 대그룹(한개 학급 규
모) 상호 대면을 통한 ICT기반 대토론 활동을 지원 가능하다.

[그림 Ⅴ-2] 교실형 S실의 디지털 기반 모둠 학습교실 사례
출처: https://www.ok.ac.krnursecontents.dokey=953 (검색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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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공간 영역별 연계 교수학습 활동 예시(교실형 S실)
영역구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자료 수집
및 활용

ⓐ

도구적 탐색
및 실험
표현활동

ⓑ

도구적 탐색
및 실험

ⓒ

도구적 탐색
및 실험

ⓓ

도구적 탐색
및 실험

ⓔ

자료 수집
및 활용
자료 수집
및 활용

ⓕ

도구적 탐색
및 실험

모둠활동 및 토론을 통한 자료 재구성
5인 모둠을 구성, 각 모둠에서 생애 주기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모인 후, 각 주기에
해당하는 건강관리방법을 탐색·조사한 뒤, 최초 모둠으로 돌아와 다른 모둠원에게 공
유하고 정리하기148) [고 체]
도구·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방음장치를 한 상자에 물체를 떨어뜨리고 소음측정기(또는 스마트폰)로 소리 측정하
기149) [중 과]
모둠별 만들기
모둠별로 B4~A1사이즈 하드보드지에 인화된 사진 및 다양한 용품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도시’ 모델 제작하기150) [고 통사]
물 사용 가능한 조작 탐구 환경
수조에 물을 담아 배를 띄우고 추를 올려 관찰하기151) [초5·6 실]
도구·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전자저울 등을 활용하여 측정 실험하기152) [초5·6 과]
인터넷·GPS 등 사용 가능한 기기 조작 환경
기상청 보고서나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한반도의 기상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 기후 변화 경향성 파악하기153) [고 통과]
전문프로그램·웹사이트 사용이 가능한 기기 조작 환경
MBL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시간과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만들어 보고
서 작성하기154)[중 과]
물 사용 가능한 조작 탐구 환경
수조에 물을 담아 배를 띄우고 추를 올려 관찰하기 [초5·6 실]
실외 실물 수집을 통한 자료 조사
동물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고, 동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관찰하며, 관찰한 내
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155) [초3·4 과]
실외 실물 수집을 통한 자료 조사
식빵에 곰팡이를 기르고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며 일지 작성하기156) [초5·6 과]
물 사용 가능한 조작 탐구 환경
따뜻한 물에서 모두 용해된 용액을 차갑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관찰하고 실
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토의·토론하기157) [초5·6 과]

148) 박정준, 박영권, 유춘옥, 이동규, 제성준, 최창규(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52.
149)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07.
150) 정문성, 김국현, 이종원, 김동창, 강정, 김종미, 김용지, 유한상, 성정원, 이상희, 윤신원, 정효미, 이은영,
김보람, 김성희, 권용호, 김형설, 박홍균, 남중선, 이명준, 이기연, 최영진, 이정백, 겅은식, 김민정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96.
151) 전세경, 고인규, 김세은, 김수진, 김현주, 오승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287.
152) 신영준, 강헌태, 권혁재, 김민경, 김수미, 김순미, 김종영, 김창근, 김태훈, 노자헌, 박상희, 이미류, 이
성희, 장동석, 전성수, 채희인, 최현동, 하지훈(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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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실형] M실

교실형 M실은 규모 약 31.5m×10.5m 즉, 기존 교실 1칸 크기(9.0m×7.5m)의 약 3.5
배로 구획한 것으로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3.5칸과 복도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
록 제안된 메이커교육실 모형이다. 좌측부터 창고, 집진시설이 필요한 기계공작실, 아래
쪽으로 긴 교실은 디지털 모둠 설계실로 계획하였다. 또한 공간들의 중앙에 쉼 쉘터와
공유공간이 배치되어있으며, 각 실에서 필요시 폴딩도어로 개방하여 대공간으로 활용 가
능하다.
단위공간 영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역은 집진 장치가 설치된 기계·설비 공작
공간이다. ⓑ영역은 쉘 박스 형태로 조성되어 자유롭게 대화하고 휴식하는 공간이다. ⓒ
영역은 제작 중이거나 완성된 대형 작품을 전시 보관할 수 있고, 필요시 폴딩 도어를 개
방하여 ⓔ영역과 복도 공간까지 확장하여 발표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복합 홀 공간이다.
ⓓ영역은 대형 장비를 활용하여 공작 또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층에 위치
한다면 출입문을 설치하여 필요시 외부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영역은
모둠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폴딩 도어를 개방하여 ⓑ영역과 연계하
여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강의 수업 공간과 창고 공간 사이의 긴 공간을 할애하였으며,
ⓓ영역과 ⓔ영역은 각각 별도의 문을 통해 내부의 창고와도 연결되어 있다. ⓕ영역은 강
의 수업 및 모둠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하여 작품 설계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복도
쪽의 폴딩 도어를 개방하여 발표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 공간으로, 수업 진행 순서

153)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
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
역시교육청. p.585.
154)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92.
155) 전영석, 강훈식, 김지예, 남기철, 이영실, 이수아, 장진아, 정하나, 조은별,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48.
156) 신영준, 강헌태, 권혁재, 김민경, 김수미, 김순미, 김종영, 김창근, 김태훈, 노자헌, 박상희, 이미류, 이
성희, 장동석, 전성수, 채희인, 최현동, 하지훈(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103.
157) 신영준, 강헌태, 권혁재, 김민경, 김수미, 김순미, 김종영, 김창근, 김태훈, 노자헌, 박상희, 이미류, 이
성희, 장동석, 전성수, 채희인, 최현동, 하지훈(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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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영역 순서의 동선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순서와 관계없이 각 공
간을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구성하였다. 영역에 대한 계획(안)을 아래 평면도로
나타내었으며,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합한 부분 사례 사진을 예시
로 함께 나타내었다. 또한 제안한 공간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 유형과 내용
에 대하여 다음 <표 Ⅴ-2>에 요약하였다.

[그림 Ⅴ-3] 교실형 M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M실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내용의 순서에 따라 각 영역의 교수학습 활동을 살펴

보면 우선 ⓕ영역은 자료 수집 및 활용, 도구적 탐색 및 실험, 토론하기를 지원하는 공간
으로 각 조별 테이블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모둠별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토론
하여 작품 구상 및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영역은 ⓕ영역과 미닫이문으로 연결된 공간
으로서 도구적 탐색 및 실험, 표현활동, 토론하기를 지원하고, ⓕ영역에서의 결과를 바탕
으로 도구·장비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토론하며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다. ⓓ영역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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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탐색 및 실험 중에서도 특히 전기톱, 3D 프린터 등의 대형장비가 필요한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집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영역이 ⓓ영역 내부에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 ⓑ영역은 토론활동을 위한 쉘터 공간으로, 다소 소란할 수밖에
없는 메이커 교육실의 공간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그룹 토론 공간이자 휴식공간을 별도
로 구획하고 배치하였다. ⓑ영역의 바깥 벽을 따라 수납공간을 배치하여 작업 중 또는
완성 작품을 보관·전시할 수 있다. ⓒ영역은 자료 수집 및 활용, 토론하기를 위한 공간으
로 평상시에는 제작 중인 작품을 보관할 수 있고,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을 때는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할 수 있는 다목적 홀과 같은 곳이다. ⓒ와 ⓔ, ⓕ영역 사이의 폴딩도어를
개방하여 ⓔ영역의 빔 프로젝터를 활용하면 보다 넓은 공간에서 발표회 또는 평가회 등
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Ⅴ-4] 교실형 M실의 메이커 공유공간 사례

[그림 Ⅴ-5] 교실형 M실의 메이커 공간 내
공유공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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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공간 영역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교실형 M실)
영역구분
ⓐ

ⓑ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도구적 탐색
및 실험

토론하기

자료 수집
ⓒ

및 활용

토론하기

ⓓ

도구적 탐색
및 실험

도구적 탐색
및 실험
ⓔ

표현활동

토론하기
자료 수집
및 활용
도구적 탐색
및 실험
ⓕ
토론하기

대형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아크릴 조명등을 계획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설계한 후, 레이저 커팅기를 이
용해 절단하고 조립하여 조명 완성하기158) [고 미]
소그룹(4인 내외) 토론
휴일, 방학에 가족과 함께 놀았던 경험 이야기하기159) [초1·2 바]
대그룹(8인 내외) 토론
모둠별로 자신이 경험한 운동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원인과 결과 생각해보
기160) [고 체]
발표를 통한 오프라인 공유
도면을 그리고, 부품별로 나무를 자르고 조립하여 목제품을 만들고 발표·전시하
기161) [고 기가]
전시 및 게시를 통한 오프라인 공유
모듈러 하우스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여 구체화하고, 모듈러 하우스 모형을 만들
고 수정 보완한 후 전시하고 발표하기162) [중 기가]
보기·듣기 후 대화 및 토론
모둠별 토의 결과를 PPT 등을 활용하여 발표하기163) [중 국]
도구·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LED 전기회로를 통해 전력 수송 과정 시뮬레이션하기164) [고 통과]
대형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도면을 그리고, 부품별로 나무를 자르고 조립하여 목제품을 만들고 발표·전시하기
[고 기가]
도구·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모둠별로 토의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제작도를 그린 후 목공을 통해 스마트 가
구(원목가구+스피커) 만들기165) [중 기가]
모둠별 만들기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실생활 적용을 위하여 안전 픽토그램 제작하고 발표하기166)
[초5·6 실]
모둠별 토론 및 쓰기·만들기
모둠별로 태양열 난방 시스템을 구상하고 제작하여 시험한 후 수정 보완하기167)
[중 기가]
모둠활동 및 토론을 통한 자료 재구성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제 건축을 할 때 어떻게 소음을 줄이는지 검색해본 후, 탐구
문제 정하기168) [중 과]
전문프로그램·웹사이트 사용이 가능한 기기 조작 환경
코드이노 센서보드 등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구성하기169) [중 정]
보기·듣기 후 대화 및 토론
영화를 보고 주인공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모둠별 토의하기170)
[고 영]
모둠별 토론 및 발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 시나리오 및 자료를
제작하여 발표하기171) [고 통과]

158) 김선아, 김현정, 김희영, 박만용, 이상준, 정세환(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미술, 미술 감상과 비평.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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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실형] A실

교실형 A실은 규모 약 31.5m×7.5m 즉, 기존 교실 1칸 크기(9.0m×7.5m)의 3.5배로
구획한 것으로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3.5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모형이
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크기의 음악·무용 개별 연습실과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를 계획하고, 다른 한편에는 소무대가 있는 공연장으로 구성하여 음악과 무용 및 체육의
연습과 공연이 모두 가능한 융합예술교육실이다.
단위공간 영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도면 좌측부터 살펴보면 ⓐ영역은 방음시설을
갖춘 개인 또는 소그룹 음악 연습실이고, ⓓ영역은 녹음 및 편집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

159)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
교육청. p.143.
160) 박정준, 박영권, 유춘옥, 이동규, 제성준, 최창규(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88.
161)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07.
162) 윤인경, 이수정, 김은정, 나유경, 민은혜, 정진우, 최세운, 황주연(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
습 자료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85.
163) 김주환, 구본희, 송동철, 이정요, 김혜진, 이순영, 김태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28.
164)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
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
역시교육청. pp.449-450.
165) 윤인경, 이수정, 김은정, 나유경, 민은혜, 정진우, 최세운, 황주연(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
습 자료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44.
166) 전세경, 고인규, 김세은, 김수진, 김현주, 오승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234.
167) 윤인경, 이수정, 김은정, 나유경, 민은혜, 정진우, 최세운, 황주연(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
습 자료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23.
168)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07.
169) 김재현, 서원경, 조수연, 정경화(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정보. 교육부·대전
광역시교육청. pp.204-205.
170) 김성혜, 맹은경, 김희경, 우은정, 송정선, 양하늬, 이정민, 고은혜, 임수연(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영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54.
171)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
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
역시교육청.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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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영역은 벽면에 거울을 설치한 무용 연습실 공간이다. 다양한 크기로 구획된 각
실의 가장 안쪽에는 예술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위치해 있다. 도면의 가
운데 부분인 ⓑ영역은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연습실로 사용하고, 공연장을
사용할 때에는 ⓕ영역 사이의 가변형 벽을 개방하여 무대 공연의 준비실로 사용할 수 있
는 다목적 공간이다. 도면 우측은 소규모 공연장으로 ⓒ영역은 음향 및 조명 설비를 갖춘
기계실과 계단식 관람석이 설치된 공연 공간이고, ⓕ영역은 소무대와 마룻바닥으로 구성
하여 평소에는 무용실 또는 음악실(악기연주)로 이용하고, 필요시 ⓑ, ⓒ영역과 연계하여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제안하였다. 영역에 대한 계획(안)을 아래 평면
도로 나타내었으며,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합한 부분 사례 사진을
예시로 함께 나타내었다. 또한 제안한 공간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 <표 Ⅴ-3>에 요약하였다.

[그림 Ⅴ-6] 교실형 A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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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역은 표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음·음향시설과 거울을
설치하여 개인 또는 모둠별 신체표현, 작품 표현, 악기 연주와 녹음·촬영 및 편집이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영역은 공연하기를 위한 공간으로 계단식 관람석과 기계실을 갖추고
있으며 뮤지컬, 음악회, 영상 상영회 등의 공연에 활용한다. 관람석의 경우 이동식 또는
수납식으로 설치하여 평소에는 ⓕ영역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영역은 표현활
동, 공연하기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모둠별 작품을 만들어 연습하고 공연하는 등의 무용,
악기 연습 및 연주회 등의 음악, 무용과 음악 외 다양한 교과를 융합한 종합 공연 활동을
통한 학습을 지원한다.

[그림 Ⅴ-7] 교실형 A실의 소그룹 연주실 사례

[그림 Ⅴ-8] 교실형 A실의 창고 공간 수납 사례

출처: 이윤서·박성철, 2018:9

<표 Ⅴ-3> 공간 영역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교실형 A실)
영역구분
ⓐ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표현활동

개인 신체표현
바른 자세와 지판과 운지법을 체크하며 기타 연습하기172) [고 음]
짝과 함께 신체표현
짝과 함께 ‘거울놀이(행동 똑같이 따라하기)’하기173) [초5·6 국]

ⓑ

표현활동

모둠별 작품 표현
뮤지컬을 구성하고 대본에 맞게 안무를 창작, 모둠원 전체가 통일된 안무를 할 수 있
도록 연습하기174) [고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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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가 필요한 공연
뮤지컬 공연하기175) [초5·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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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구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악기 배치, 단상 등이 필요한 공연
모둠별 학급음악회 연주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부모님 초청 음악회 발표하기176) [중 음]
영상 상영 장비가 필요한 공연
모둠별로 완성한 책 예고편 영상 제작 발표회를 한 뒤, 상영하기177) [중 국]
녹음·촬영 및 편집

ⓓ

표현활동

나라의 의식주 생활문화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시나리오·콘티를 작성하기.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툴로 편집하여 디딤영상을 만들고 교과밴드에 업로드하여 공유하기178)
[고 기가]
개인 신체표현

ⓔ

표현활동

다양한 음악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신체적인 동작으로 표현하기179) [고 체]
모둠별 작품 표현
모둠별로 판소리를 듣고 어울리는 발림동작을 만들어 함께 연습하기180) [고 음]
모둠별 작품 표현

표현활동

모둠별로 기초스텝을 활용하여 라인댄스를 창작하여 미니 작품을 만들어 안무시트를
작성하고 연습하여 발표하고 평가하기181) [중 체]
무대가 필요한 공연
모둠별로 뮤지컬을 기획(대본 작성, 노래 선정, 안무 만들기, 무대 및 소품 준비 등)하
고 연습하여 무대 발표하기182) [고 음]

ⓕ
공연하기

악기 배치, 단상 등이 필요한 공연
음악회를 개최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고, 느낌 발표하기183) [초5·6 음]
영상 상영 장비가 필요한 공연
제작한 시 영상을 어두운 환경에서 발표, 관람하기184) [고 국]

172) 최은식, 강선영, 김명식, 오지영, 이수진, 이선화, 정연수(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음악, 음악 감상과 비평.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46.
173) 정현선, 이지영, 이미숙, 윤미, 이슬아, 김광희, 지민정, 인경훈, 박성준, 유지훈, 윤준연, 박순홍(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03.
174) 최은식, 강선영, 김명식, 오지영, 이수진, 이선화, 정연수(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음악, 음악 감상과 비평.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10.
175) 석문주, 권보리, 김은주, 박주만, 정지혜, 최유리(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09.
176) 양종모, 강로사, 강연주, 박진홍, 이동희, 장보윤(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음악.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93.
177) 김주환, 구본희, 송동철, 이정요, 김혜진, 이순영, 김태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73.
178)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10.
179) 정준, 박영권, 유춘옥, 이동규, 제성준, 최창규(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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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실형] L실

교실형 L실은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3칸씩 2개층, 총 6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
록 제안된 복합 도서실 모형으로서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뿐만 아니라 수업 외 공강
시간 및 방과후 시간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1층에는 디지털 러닝센터와 빈백 쉼
터가 있고, 2층은 서가형 러닝센터를 중심으로 좌측에 도서실과 연계한 수업 교실을 계
획하였다. L실은 건물의 끝부분에 배치하여 계단실 3면의 전면 창을 통해 자연채광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단위공간 영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역은 도서, 신문 등의 자료를 갖춘 서가형
열람실 공간으로 자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가와 함께 창가를 따라 긴 테이블 좌석을
배치하였다. 열람실 좌측에는 미닫이문을 통해 ⓐ영역과 연결되는 수업 교실이 있어 여
러 교과의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영역은 스탠딩 데스크를 설치하여 자료를
읽거나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영역은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열람을
위한 PC 공간으로, 앞서 언급한 S실의 PC 공간은 모둠별 토론 활동 중심의 공간인 반면,
L실의 PC 공간은 그에 비해 개인 활동 중심의 공간이라는 차이가 있다. ⓒ영역 우측의

빈백 공간은 전면 커튼월의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식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제안한 공간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 유형과 내용
에 대하여 다음 <표 Ⅴ-4>에 요약하였다.

180) 최은식, 강선영, 김명식, 오지영, 이수진, 이선화, 정연수(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음악, 음악 감상과 비평.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89.
181) 박정준, 유창완, 김승기, 노수신, 최창규, 최정규(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체육.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48.
182) 최은식, 강선영, 김명식, 오지영, 이수진, 이선화, 정연수(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음악, 음악 감상과 비평.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11.
183) 석문주, 권보리, 김은주, 박주만, 정지혜, 최유리(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29.
184) 김영란, 임영환, 송승훈, 김현민, 하고운, 김진영, 성열관, 정진석(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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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교실형 L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 ⓒ영역은 모두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영역은 오프라인 자료
조사, ⓒ영역은 온라인 자료 조사 활동이 중심이 되고, ⓑ영역 등 기타 공간들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공간이다. 특히 ⓐ영역은 여러 분야의 자료를 골고루 갖추고 있으므로 각
개별 교실마다 구비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수업에서 활용하기 적합하
다. 단, L실은 직접적인 교수학습 활동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을 지원하
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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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0] 교실형 L실의 도서실 서가와 공용
테이블 배치 사례

[그림 Ⅴ-11] 교실형 L실의 도서실 연계 수업
공간 사례

<표 Ⅴ-4> 공간 영역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교실형 L실)
영역구분

ⓐ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자료 수집 및
활용

도서 및 신문 조사를 통한 오프라인 자료 조사
동물도감 및 식물도감을 이용하여 좋아하는 동식물 조사하기185) [초1·2 바]
도서관에 가서 ‘나만의 책 선정 기준’에 맞는 책을 골라 편안하게 읽기186) [중 국]
짝과 함께 토론

ⓑ

토론하기
신문기사를 읽고 짝과 토론 활동하기187) [초5·6 실]

ⓒ

자료 수집 및
활용

IT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조사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속 기사 중 경우의 수를 언급한 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경우의 수와의 차이를 찾아보기188) [고 수]

185)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
교육청. p.366.
186) 김주환, 구본희, 송동철, 이정요, 김혜진, 이순영, 김태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p.19-20.
187) 전세경, 고인규, 김세은, 김수진, 김현주, 오승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85.
188) 김선희, 한선영, 이윤민, 박지현, 정은선, 박선영, 강양구, 안성신(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수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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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브형] a실

허브형 a실은 규모 약 9.0m×7.5m,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1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수업연계 IT 허브이다. 허브는 2개의 일반교실 사이에 위치하고, 미닫이
문을 통해 각 교실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어서 수업 중 필요시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업 주제와 연관된 자료 조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벽면과 중앙의 ‘ㄷ’
자형 개인 테이블에 배치하고, 보고서 작성 등 개인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
다. 각 학교의 여유교실 상황에 따라 다음 절에서 언급할 허브형 b실과 복합적으로 구성
하여 PC를 활용한 개인 및 모둠별 활동을 모두 지원할 수도 있다.
제안한 공간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 <표 Ⅴ
-5>에 요약하였다. ⓐ, ⓑ영역은 모두 자료 수집 및 활용, 도구적 탐색 및 실험을 지원하

기 위한 것으로 수업 중 필요한 온라인 자료 조사, 자료 조사 후 만들고 공유하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그림 Ⅴ-12] 허브형 a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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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3] 허브형 a실의 교실 연계 사례

<표 Ⅴ-5> 공간 영역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허브형 a실)
영역구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IT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조사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속 기사 중 경우의 수를 언급한 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경우의 수와의 차이를 찾아보기189) [고 수]
자료 수집 및
활용

ⓐ, ⓑ

자료 조사 후 만들기(IT)
인터넷 지도의 로드 뷰 기능으로 고장의 모습 찾아보고 파워포인트로 퍼즐 사진
만들기190) [초3·4 사]
온라인으로 공유
낱말의 분류 조사하기: 구글 문서를 통한 검색 결과 공유하기191) [초5·6 국]
인터넷·GPS 등 사용 가능한 기기 조작 환경

도구적 탐색 및
실험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웹GIS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나라 위치 표현
하기192) [중 사23~24]

189) 김선희, 한선영, 이윤민, 박지현, 정은선, 박선영, 강양구, 안성신(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수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302.
190) 이간용, 김진희, 김혜진, 이준혁, 임미연, 임용덕, 황재인(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사회.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9.
191) 정현선, 이지영, 이미숙, 윤미, 이슬아, 김광희, 지민정, 인경훈, 박성준, 유지훈, 윤준연, 박순홍(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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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형] b실

허브형 b실은 규모 약 9.0m×7.5m,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1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수업연계 IT 허브이다. 허브형 a실과 마찬가지로 2개의 일반교실 사이에
위치하고, 미닫이문을 통해 각 교실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어서 수업 중 필요시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a실은 개인별 활동이 중심이라면 b실은 모둠별 활동이 중심이다. 수업
주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그룹 활동 및 토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원형 테이
블과 판서 가능한 벽면으로 계획하였다. 앞 절에서 언급한 허브형 a실과 복합적으로 구
성하는 등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림 Ⅴ-14] 허브형 b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제안한 공간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 <표 Ⅴ
-6>에 요약하였다. ⓐ영역은 자료 수집 및 활용, 도구적 탐색 및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 중 필요한 모둠별 온라인 자료 조사, 모둠별 자료 조사 후 만들고 공유하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192) 옥일남, 임은진, 서지연, 김원예, 강정숙, 김정숙, 김유란, 강현순, 이한나, 김현경, 강지영(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사회.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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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허브형 b실의 모둠활동 공간 사례

<표 Ⅴ-6> 공간 영역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허브형 b실)
영역구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IT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조사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정된 개구리 알 또는 올챙이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사육방법을 모둠별로 조사하기193) [초3·4 과]
모둠활동 및 토론을 통한 자료 재구성
자료 수집 및
활용

ⓐ

인터넷 신문을 이용하여 모둠별로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고 정리하기194)
[초5·6 사]
자료 조사 후 만들기(IT)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 상품을 찾아보고 자산별로 분류한 후 QR코드를 만들어
포트폴리오에 첨부하기195) [고 통사]
온라인으로 공유
‘리노잇 게시판’ 사이트를 활용하여 답사 결과를 정리하여 올리고 공유하기196)
[중 과]

도구적 탐색
및 실험

인터넷·GPS 등 사용 가능한 기기 조작 환경
구글 어스의 3D 지형 사진을 활용하거나, VR기계를 활용한 간접적 지형 탐사해
보기197) [초3·4 과]

193) 전영석, 강훈식, 김지예, 남기철, 이영실, 이수아, 장진아, 정하나, 조은별,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60.
194) 설규주, 정문성, 박원진, 백선영, 백종운, 임재은, 이바름(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78.
195) 정문성, 김국현, 이종원, 김동창, 강정, 김종미, 김용지, 유한상, 성정원, 이상희, 윤신원, 정효미,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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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형] c실

허브형 c실은 규모 약 9.0m×7.5m,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1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수업연계 소그룹실 허브이다. 1인, 4인, 8인과 같은 다양한 크기의 소그룹
토의·토론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유리벽으로 공간을 구획하여 학생 관리가 용이하다.
모둠별 활동이 중요한 수업 중 시간 외에도 공강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에 모둠별 활동 및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의 교직원·학부모 회의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단위공간 영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역은 독립된 부스에 판서 가능한 벽면과 모
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대그룹(8인 내외) 활동 공간이고, ⓑ영역은 독립된 부스에 책상이
갖추어진 1인용 학습 공간이다. ⓒ영역은 독립된 부스에 판서 가능한 벽면과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소그룹(4인 내외) 활동 공간이고, ⓓ영역은 오픈된 공간에 스탠딩 데스크
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가벼운 대화 또는 토론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그림 Ⅴ-16] 허브형 c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영, 김보람, 김성희, 권용호, 김형설, 박홍균, 남중선, 이명준, 이기연, 최영진, 이정백, 겅은식, 김민정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10.
196)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9.
197) 전영석, 강훈식, 김지예, 남기철, 이영실, 이수아, 장진아, 정하나, 조은별,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과학.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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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공간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 <표 Ⅴ
-7>에 요약하였다. 허브형 C실의 각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 ⓓ영역은 모두 토론하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 ⓒ영역의 경우 대형
모니터와 판서 가능한 벽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거나 들은 후 토론하여 모둠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 가능하다.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개인 학습 활동이
강조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Ⅴ-17] 허브형 c실의 기존 교실 인근 대그룹 토의실 사례
출처: 이윤서·박성철, 2018:17

<표 Ⅴ-7> 공간 영역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허브형 c실)
영역구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보기·듣기 후 대화 및 토론
광고를 보면서 생각과 느낌을 적고, 친구들과 돌려보면서 친구의 의견에 나의 생각과
느낌 덧붙이기198) [초5·6 국]

ⓐ

토론하기
대그룹(8인 내외) 토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모둠원들이 돌아가며 자신이 책에 밑줄 친 부분과 메모한 내용
을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 내용 정리하기199) [중 국]
개인별 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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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이상적인 배우자 선택기준을 제안하는 신문 투고 글 쓰기200)
[고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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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구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경험을 기반으로 한 모둠 대화
모둠별로 자신이 경험한 운동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원인과 결과 생각해보
기201) [고 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모둠 대화 후 정리

ⓒ

토론하기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기(4인 1모둠으로 8절지
크기의 종이에 쓰면서 진행)202) [고 기가]
소그룹(4인 내외 토론)
모둠별로 음악을 감상하고 내용과 음악적 특징을 이야기하기203) [초5·6 음]
짝과 함께 토론

ⓓ

토론하기
신문기사를 읽고 짝과 토론 활동하기204) [초5·6 실]

9

[허브형] d실

허브형 d실은 규모 약 9.0m×7.5m, 기존 학교의 1층에 있는 여유교실 1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수업연계 실험·실습 허브이다.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실험
또는 실외와 연계하여 진행해야 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실습 도구 수납 공간
과 함께 토론 공간을 계획하였다.

198) 정현선, 이지영, 이미숙, 윤미, 이슬아, 김광희, 지민정, 인경훈, 박성준, 유지훈, 윤준연, 박순홍(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98.
199) 김주환, 구본희, 송동철, 이정요, 김혜진, 이순영, 김태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47.
200)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44.
201) 박정준, 박영권, 유춘옥, 이동규, 제성준, 최창규(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88.
202)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36.
203) 석문주, 권보리, 김은주, 박주만, 정지혜, 최유리(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54.
204) 전세경, 고인규, 김세은, 김수진, 김현주, 오승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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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공간 영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역은 실험 장비·교구 및 재료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영역은 넓은 테이블이 있어 모둠별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영역에는 햇빛이 필요한 장기적 관찰 실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창가에 실험대·수납
공간을 배치하였고, 필요시 실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그림 Ⅴ-18] 허브형 d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제안한 공간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 <표 Ⅴ
-8>에 요약하였다. ⓐ, ⓑ영역은 도구적 탐색 및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물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조작 탐구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였다. ⓒ영역은
외부로 쉽게 이동하여 실외에서 자연물을 수집해 오거나 재배하는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
로서 실험·관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지
원하는 공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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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9] 허브형 d실의 장기 실험 지원 및

[그림 Ⅴ-20] 허브형 d실의 장기 실험 지원 및

저장실 사례1

저장실 사례2

<표 Ⅴ-8> 공간 영역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허브형 d실)
영역구분
ⓐ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도구적 탐색
및 실험

도구·장비가 필요한 조작 탐구 환경
암막을 설치하여 자신이 만든 야광반사기를 실험하고 효용 설명하기205) [초1·2 안]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탐구 환경

ⓑ

도구적 탐색
및 실험

2개의 유리병에 고깃덩어리를 넣고 한쪽은 천으로 입구를 막고 다른 쪽은 열어둔
채 1주일 후 변화 관찰하고 기록하기206) [고 통과]
실외 실물 수집을 통한 자료 조사

ⓒ

자료 수집 및
활용

학교 화단이나 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물(나뭇가지, 나뭇잎, 꽃잎,
돌, 열매 등) 모으기207) [초3·4 미]
학교 교정에 나가 모둠별로 꽃을 선택하고, 개인별로 관찰하여 모둠 내에서 관찰
빙고게임하기208) [중 과]

205)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16.
206) 신영준, 곽영순, 양현우, 고선영, 오필석, 김경희, 오현선, 김연귀, 이성희, 김익수, 이세연, 김태은, 이
재우, 노기종, 임혁, 박창용, 장선경, 배미정, 전병희, 손유미, 조수민, 손정우, 조향숙, 안종제, 지재화,
안필헌, 한문정, 양주성(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부·대전광
역시교육청. p.537.
207) 손지현, 강유경, 권연지, 박유신, 이규정, 이은영, 정회진(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86.
208) 이현주, 이현옥, 최윤희, 홍혜인, 김수미, 김지영, 박성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과학.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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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브형] e실

허브형 e실은 규모 약 9.0m×7.5m,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1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다목적 허브이다. 빔 프로젝터가 설치된 반원형 계단식 발표공간으로 수
업과 연계해서는 학습 성과의 발표 및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수업 외 시간에는 영화감
상 외에 자유로운 놀이 및 휴식공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다목적 공간이다. 곡
선 계단형 좌석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그룹 또는 전체 토론을 진행할 수
있고, 쿠션 등을 비치하여 수업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앉거나 누워 휴식할 수도 있다. 또
한 계단형 좌석을 관람석으로, 가운데 공간을 무대로 사용하여 소규모 공연장 또는 영상
상영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림 Ⅴ-21] 허브형 e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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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공간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 <표 Ⅴ
-9>에 요약하였다. e실은 특히 강당과 같은 대규모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학급단위 교수

학습 활동 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영역은 놀이하기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신체표
현 맞추기와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놀이 형태의 학습이 가능하다. ⓑ영역
은 공연하기 공간으로 수업 중 간단히 연출하는 역할극이나 소규모 인형극 등을 위한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영역은 설치된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영상 등을 시청한 후
모두 함께 토론하는 형태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림 Ⅴ-22] 허브형 e실의 다목적 동적 활동 공간 사례

<표 Ⅴ-9> 공간 영역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허브형 e실)
영역구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신체표현 맞추기

ⓐ

놀이하기
동물을 흉내 내는 모습을 보고 동물 이름 맞히기209) [초1·2 바]
역할극
각 모둠이 맡은 나라 상황에서 생일 파티 상황을 만들어 학습한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역할극 준비하기210) [초3·4 영]

ⓑ

공연하기

소규모 인형극
모둠별로 자신이 만든 페이퍼 오토마타로 인형극 이야기 꾸며 발표하기211) [초3·4 미]
무대가 필요한 인형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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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구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책상 위에 천을 덮고 인형극 무대 만들어 ‘Puppet Play’ 발표하기212) [고 영]
영상 상영 장비가 필요한 공연
모둠별로 완성한 책 예고편 영상 제작 발표회를 한 뒤, 상영하기213) [중 국]
보기·듣기 후 대화 및 토론
시대별 교복변화 영상을 보고, 똑같은 교복을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입고 있는지, 나
의 교복에 대해, 학생다움에 대해 토론하기214) [고 미]

ⓒ

토론하기
구성원 전체 토론
작품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모둠 및 전체토론을 통해 함께 질문에 대한 답 찾기215)
[고 국]

209) 박일수, 김승호, 김정윤, 이경희, 김수진, 홍미경, 이경찬, 강연욱, 홍소영, 최영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부·대전광역시
교육청. p.366.
210) 이완기, 박한준, 서은실, 이계향, 이현진, 최와니(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육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54.
211) 손지현, 강유경, 권연지, 박유신, 이규정, 이은영, 정회진(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203.
212) 김성혜, 맹은경, 김희경, 우은정, 송정선, 양하늬, 이정민, 고은혜, 임수연(2016). 2015 개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영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93.
213) 김주환, 구본희, 송동철, 이정요, 김혜진, 이순영, 김태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173.
214) 김선아, 김현정, 김희영, 박만용, 이상준, 정세환(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미술, 미술 감상과 비평.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p.166-167.
215) 김영란, 임영환, 송승훈, 김현민, 하고운, 김진영, 성열관, 정진석(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국어.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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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브형] f실

허브형 f실은 규모 약 9.0m×7.5m,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1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다목적 허브이다. 수업 결과물 및 작품을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 복도 쪽 면에는 벽이나 창호를 제거하여 공간을 오픈하였고, 벤치형 의자를
설치하여 방문자들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으며 복도와 구분되는 영역성을 확보하였다.
f실은 홍보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에 중앙현관 인접한 곳 등 외부인이 접근

하기 쉬운 위치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내 구성원 및 방문자들과 수업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를 홍보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Ⅴ-23] 허브형 f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제안한 공간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 <표 Ⅴ
-10>에 요약하였다. ⓐ영역은 모두 수집 및 활용 중 공유하기(게시·발표)를 지원하는 공

간이다. 벤치형 의자를 설치하여 평소에는 복도와 구분하여 영역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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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형 의자를 이동시켜 복도 공간까지 넓게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내부는 갤러
리형 전시 공간으로, 수업 성과 전시 및 발표 또는 미술 작품 발표회 등의 형식으로 진행
되는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Ⅴ-24] 허브형 f실의 복도 게시(중점) 휴게 공간 사례

<표 Ⅴ-10> 공간 영역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허브형 f실)
영역구분

교수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전시 및 게시를 통한 오프라인 공유
모둠별로 그림책을 만들고 교실 안팎 공간에 전시하기216) [초3·4 미]

ⓐ

자료 수집
및 활용

발표를 통한 오프라인 공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실생활 적용을 위하여 안전 픽토그램 제작하고 발표하기217)
[초5·6 실]
도면을 그리고, 부품별로 나무를 자르고 조립하여 목제품을 만들고 발표·전시하기218)
[고 기가]

216) 손지현, 강유경, 권연지, 박유신, 이규정, 이은영, 정회진(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149.
217) 전세경, 고인규, 김세은, 김수진, 김현주, 오승민(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p.234.
218) 왕석순, 김동남, 김윤경, 김태우, 유인영, 이경숙, 정진우(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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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브형] g실

허브형 g실은 규모 약 9.0m×7.5m,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1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쉼 허브이다. 도서실과 인접한 여유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서가형 열람실과 연계하였을 때 활용도가 높아지는 곳으로 특히 개인공간으로써의 기능
을 강화하였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화분이나 전구색 집중 조명 등을 적용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단위공간 영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역은 1면이 개방된 박스 형태의 1인용 독서
및 휴식 공간, ⓑ영역은 계란형 쉘 형태의 의자가 설치된 1인용 독서 및 휴식 공간, ⓒ영
역은 창가를 따라 일자형으로 테이블을 배치한 독서 및 휴식공간이다. ⓐ영역의 개방성
이 가장 적고, ⓒ영역의 개방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공
간 영역에서 휴식할 수 있다.

[그림 Ⅴ-25] 허브형 g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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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6] 허브형 g실의 1인 개방형 독서 캐럴 사례

13

[허브형] h실

허브형 h실은 규모 약 9.0m×7.5m,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1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쉼 허브이다. 식당과 연접한 여유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배
식을 위하여 줄을 서는 동선에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 공간을 배치하고, 식사
전·후 교우들과의 대화 및 개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계획하
였다. 학교 규모와 식당 위치에 따라 쉼 허브의 크기와 배치를 조절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위공간 영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역은 급식 전 손 씻기 등 위생교육을 위한
수도 공간으로 배식 전 줄을 서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였다.
ⓑ영역은 빈백 형태의 의자를 두어 식사 전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다. ⓒ영역은 창가를 따라 일자형으로 테이블을 배치한 독서 및 휴식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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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7] 허브형 h실의 구성 계획(안) 및 영역별 사례

[그림 Ⅴ-28] 허브형 h실의 식당 연계 휴게공간 사례
출처: 이윤서·박성철,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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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적 제언

현재 교육시설 및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받는 사업으로 학교공간혁
신사업이 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과거의 획일화된 학교공간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학교 단위, 교실 단위 등으로 나누어 교육시설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변화의 움직임이다. 특히 서울 및 광주 등 일부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된 사용
자 참여형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최근 교육부 주도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장되어 전국적
으로 많은 학교와 교사, 퍼실리테이터 등이 참여하여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일부 선도적인 공간혁신사업은 학교 및 교육청 단위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전
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올해부터이다. 그간의 일부 선도적인 사
업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아래에서부터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참
여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교육적 효과를 국가적인 관심으로 정책화하여 위로부터 아
래로 기획·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위로부터 추진되는 정책 사업의 경우 국가단위의 정책 집행 효과로 인해 단기간에 많
은 학교가 학교공간혁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학교공간혁신의
효과 및 계획 방향,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풀 역시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을 비롯한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교육과정 내에서 사용자가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자 함이며, 두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혁신적인 학교공간을 활용해 교육
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확장하다 보니 사
용자 참여설계를 이끌어갈 퍼실리테이터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
여 퍼실리테이터가 사용자 참여설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사용자 참여설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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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후화된 학교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육·사회적
재구조화 문제 역시 미래 학교공간에 대한 고민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며 이를
해결할 대안이 학교공간 재구조화 방안으로써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통해 미래 교육환
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도시재생 및 생활형 SOC사업과 연계된 거버넌스 구축

현재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도시재생을 비롯한 생활형
SOC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 학교들은 다수가 학생 수 증가 시기에 건축되었으며, 상당수의 건물이 노후화되고,
도심과 지역은 인구감소 및 이동으로 인한 쇠퇴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 유래 없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
고 있어 많은 학교들이 학생자원 부족으로 휴·폐교되고 유휴교실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는 지역 쇠퇴와 함께 지역의 문화 복지시설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학교와 지역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재생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
며,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학교는 그 어느 공공시설보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고 확충된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교육과 삶의 질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다행히 현재
학교공간혁신과 도시재생 사업은 모두 추진단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별도의 전문조
직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참여하는 계획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조직
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프라 및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으며, 관련 사업인 생활형 SOC사업과 복합화 사업 주체 또는 기관과도 상호 유기
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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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단위의 중·장기 계획 선제적 수립

지역 단위의 학교공간혁신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도록 절차 및 규정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학교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환경개선
또는 개축·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많은 학교가 이를 위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시설 인프라의 경우 한번 구축하면 장시간 사용을 해야 하고 변경이 어려우므로
근시안적 접근 방식은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전국 학교시설의
상당수는 70~80년대에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고, 지금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효과적인 학교시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의 어느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기능적, 경제적, 사용자적 관점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개선을 포함한 학교공간혁신 및 재
구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단위의 학교
공간혁신은 대부분 종합적으로 수립된 마스터플랜 없이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개별 학
교 공모 신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추후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개축
을 통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공간혁신을 추진할 때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의 건물을 어느 시점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할 것인지, 언제까지 개
보수 또는 안전화 조치로 대응할 것인지, 학교의 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하에 각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학교 구성원 및
사용자의 의지,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공간의 활용성, 전반적 공간혁신계획 등을 다각적
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학교공간혁신사업 내용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각 사업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이중투자 및 잦은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
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우선 투자대상 학교 및 건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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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공간재구조화 단위공간 또는 단위면적 당 기준단가를
마련하고, 학교시설의 현황을 기반으로 연차별 학교공간 재구조화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기반 학교 급·유형별 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 배포

학교 급별, 학교유형별 공간혁신 계획 방향 및 계획요소 등을 연구하여 매뉴얼 또는
사례집 형태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전국 단위로 동시에 시행
됨에 따라 지역별로 양질의 전문가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 및 사용자 참여설계 절차, 계획 방향, 기술요소 등과 관련한 전
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뉴얼 및 지침이 지속적으로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학교공간혁신 관련 사업은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
로는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 급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학교공간혁신을 참여할 때 각 학교 급별로 어떠한 방향과 절차로 공간혁신을 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일지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분명한 지향점을 설
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사례로 초·중·고등학
교의 2015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수학습방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한 미래형 학습공
간 모형을 교실형과 허브형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교
급에 따라 다른 학생들의 신체, 정서, 인지 능력 외에도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구상하고 교실의 표준 사이즈
및 형태에 대한 적합 여부 검토 등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학교공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시행 등 다변화되면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학
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유휴교실 활용 방안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
하여 개별 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간혁신 방향
및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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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적 제언

4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관련 규정 검토 및 제정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규모 및 계획 기준, 소요예산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과거 학교시설 팽창 시기에 만들어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이하 설립운영규정)을 기반으로 시설 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양적 팽창보다 교육시설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
점이므로 학교공간혁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정비할 필요
가 있다.
우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신축과 증개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으로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법안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설립 운
영 규정의 규모기준은 과거 시점에서 최소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현재의 소요 시설 기준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기준도 학교공간혁
신을 위한 증액분이 반영된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교부금 산정기준, 예산편성기준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검토제도, 교육부 중앙투자심
사,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검토 등의 절차도 중복될 소지가 많으므로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5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를 통한 교육적 효과성 제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또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의 효과성과 이를 고려한 계획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해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궁극적으로 학교시설의 개선이 학생들에게 미칠 유의미한 교육
적, 정서적 효과를 기대하며 시행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침에서는 일정 절차를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침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을 통해 개선된 학교공간의 활용이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교육
적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부분, 어떤 계획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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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수반된다면 더욱 성공적인 학교공간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OECD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또는 개선사업이 학생
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추
적함으로써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공간혁신사
업을 비롯한 국가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학교공간 개선 및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막대한 교육재정을 투자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의 효과성에 대한 객
관적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안 및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지
속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 환경의 변화, 교수학습의 변화,
학생들의 활동의 변화, 학생역량 및 성취도 변화, 학교 구성원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와
변수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학교공간 변화를 추구하고 미래형 학교공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제언은 미래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공간혁신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사안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실정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규정 마련 및 교육효과성 분석 등 필요한 사안의 경우 별도의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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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and purpose of the research
There have been researches on establishing strategies and action plans
of raising the future human resources in order to respond to social
changes in the future. Under this circumstance, the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flexibly respond to the demand of social and
educational changes. It also should be constructed and operated to
reproduce various values by users. The necessity of model of future
learning space has been increased. The model contains and effectively
realizes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o raise human resources in the
futur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and it will be used in multi-face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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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the 1st year research shows that a concrete action model
with budget should be suggested.
Thus the 2nd year research limits the research area of the future
orient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 realizing the goal of 2015
curriculum. The model of future learning space which effectively realizes
it reflects actual voices from education fields by user controlled project.
It will be used for initial phase of innovation project of school space
which is recently announced by the government and provide the base of
calculate and secure financial scale. It is very meaningful to support
expertise in planning stage and suggest concrete action plan.

Contents and methods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is about developing a model of future learning space
which responds to changes of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Thus this
research deduces capability which is required for future talented person
among social changes causing changes of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direction of education which raises them and six necessary roles of
school space. Using it to baselin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which
are suggested by 2015 curriculum are divided into 58 types according to
a required space unit and using user controlled future learning space
project which is divided into 3 phases the user initiatively plans the
futur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and suggests the learning space for
complete realization. The researchers and experts examine it and finally
12 space model including 4 classroom types and 5 hub types with budget
are suggested. Such research methods as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users(teachers and experts) initiated workshop, Delphi method,
policy forum are applied and there are 5 policy proposals for constructing
safe future learning space.

224

Abstract

Understanding of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future education environ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in
terms of educational direction and school space according to social
demands. First in terms of social aspect future talented person is required
to

have

problem

solving

ability

under

the

unprocedural

complex

circumstance, amicable and productive social interaction, skillful ability to
use form and tools with knowledge, critical thinking of judge quality,
self-regulation

capability

and

social

and

emotional

features

and

controlling ability. Thus the future education has such directions and
characteristics as learner centered learning which has a deep relation
with personal life(Problem-based learning-PBL, project learning), education
using technology(action learning, mobile inquiry learning, flipped learning,
simulation

based

learning),

sensitivity

and

amalgamative

thought

education(education play, amalgamative education). Thus the school space
is required to play such roles as securing easily collect and approach
data, supporting face-to-face interaction, discussion and debate, establishing
instrumental

inquiry

and

creative

experiment

environment,

play

environment which is freely chosen by learners, work activities and play
activities.

Unit space according to the type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creating status
In order to analyz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per school class
which are suggested by 2015 curriculum in terms of required facilities 73
literature materials including 26 of primary school level, 12 of middle
school level and 35 of high school levels are collected from 2015 revised
new teaching and learning data. In detail firstly various teach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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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methods which are mentioned and explained on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re deduced and classified by contents of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activity similarity. In order to answ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hich re-structures learning space according to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based
on basic function which is installed in existing school are classified.
Secondly, based on basic function of each classroom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which demands complex space function is sought and
classified secondly. For example, using music room for such activities as
after listening music as a group expressing feelings in writings, drawings
and gestures is a primary class activity, but in terms of whol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it is necessary to have additional spaces
such as a group worktable and dancing room.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2015 curriculum do not restrict one activity but by applying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phases and complexly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ctive fusion between subjects. Thirdly, based on
the type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hich are understood through
previous two phases, space feature which is demanded from each
teaching and learning is grasped and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ccording to feature of required space is finally classified. Irrespective of
subject classification th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is classified
focusing on having relatedness of required space. As a result, th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are classified by 58 types according to
required unit space. And they are divided into ‘collecting and using data,
instrumental investigation and experiment, expressing activity, gaming,
discussion and playing’. Going through these phases a draft of required
unit space model on each type of detailed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is made. They are revised and compensated by planning workshop where
current teachers are participat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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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driven future learning space project
Since the learning space is the biggest learning tool for teachers and
learning and living environment for students, this research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model of future learning space as following phases. The
first phase is to set users’ awareness and direction. It also deduces
teachers’ awareness on school space and major spaces and based on
these deduction this phase sets direction of reconstruction of user driven
learning space. Thus there are two workshops on March and May. On
May 40 voluntary teachers who are interested in space innovation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On March 150 teachers(principal, chief of
administration, teacher and school inspector) from schools which are
selected by Ministry of Education as 2019 space innovation project
school. The second phase is to suggest a planning of future learning
space through planning procedure of future teaching and learning. A
workshop is held on August for 60 teachers who teach gifted students
and they are recommended by municipal ministry of education. In this
workshop required unit space model is used. On October there is a
document investigation in which 12 voluntary teachers participate. They
are participants in planning proposal. It is done before examining the
model which is made by researchers based on proposals. The third phase
is investigation on field cases which have educational usefulness and
representativeness

of

learning

space

reconstruction.

The

document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by 5 teachers. They changed space responding
to user’s demands and experienc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ducational usefulness taking advantage of school hours. It is done before
school space innovation project(2010~2018) which was conducted by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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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of future learning space
Based on establishing unit space according to type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results of future learning
space project, 3~6 unit extra classroom is used for the classroom of 4
models(M room, S room, A room, L room) where independent class is
available and 1 unit classroom is used. They are located between regular
classrooms or extra classrooms. Suggestd 8 hub models(a~h room) are
divided into hub connecting to class and hub for rest which can be used
during a school hour or non-school hours.
Teachers reorganize, rearrange and additionally draw the space of unit
learning space which is suggested in chapter 3. It is suggested as
comprehensive one space. Thus, when it is applied to real situation, it
should be chosen and optimally transformed according to status and
condition(characteristics of school curriculum, financial status, demands
from members) of each school. The focus of plan per space is as
followings.
In case of classroom type, first ‘classroom type S’ can be applied to 3
unit extra classroom on the 1st floor and it is connected to outside
classroom. It has a supporting place for observation and storage for long
time such as incubation and nurturing in the middle. On the left side
there are 2 collaborative class spaces where water can be used. On the
right side there are digital based group discussion space, supporting
place of STEM education which connects each room and outside work
place(half-outside). Secondly, in case of ‘classroom type M’ it can be
applied to 3.5 unit extra classroom. It is connected with corridor space.
On the left there are storage and workshop room which needs dust
chamber. In the bottom digital group design room is located. In the
middle resting shelter and sharing space are placed if necessary(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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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hibition), folding door will be open and can be used as big space.
Detailed composition is as shown on the picture.

[Picture 4] Composition plan of classroom M and its example per space

Thirdly, in case of ‘classroom type A’ it can be applied to 3.5 unit
extra classroom. There are music and dancing room for individual
practice, separated storage for related tools, practice room, theater with
small stage. It is suggested to support comprehensive arts education
where music, dance and indoor physical trainings and play are available.
Fourthly, in case of ‘classroom type L’ it is suggested to use 6 unit of
extra classroom, 3 unit from 2 floor. It is a complex library model which
directly connects to the class. It also can be used non-school hours and
after school hour, freely. On the 1st floor there are digital learning
center, vacant resting area and on the 2nd floor there is a learning center
with bookshelves in the middle and on the left classroom conn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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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is planned. Basically it is located at the end of the building and
natural lighting come through 3 different sides for bright place.
In case of hub type it is suggested to use 1 unit extra classroom. It is
located between classrooms and it is accessible between rooms and it is
open to corridor. Hub(a~f room) connecting to class and rest hub(g~h
room) are divided. First, ‘Hub type a’ is planned to personal data
research and use which are related to class theme. It is composed with
‘hub type b’ according to status of extra classroom in each school. And
it can support comprehensively to individual data collect and research.
Secondly, while hub type a is planned to support personal data collect
and research, the main goal of ‘hub type b’ is group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activity and suggests digital based round table and writable
walls. Thirdly, ‘hub type c’ is suggested to support such various small
group meetings as 1 person, 4 person, 8 person and face to face
interaction. Writable wall and monitor are installed and space is divided
by glass wall. It secures easiness of managing students. Thus, it can be
used for group activities and meetings of students during between classes
or after school hours and meetings of teacher and parents. Fourthly, ‘hub
type d’ is suggested to support such activities as experiments which need
observation for long time and activity related to outside. There is a
discussion space with storing experimental tools. Fifthly, ‘hub type e’ is
an amphitheater with beam projector. It is a multipurpose space to
support such activities as presenting and sharing learning outcomes
related with class, watching movie during non-school hours, free play,
resting place. Sixthly, ‘hub type f’ is gallery space where school shares
outcomes of class with school members(between grade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nd local community and promotes the school. It is
suggested to be placed in easily accessible location for community
members like main entrance. Seventhly, ‘hub typ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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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space for students’ rest which reflects the demands from teachers
rather than space with directly related to teaching and learning. In case
of former one, it can be applied to extra classroom adjacent to library
and can be used as resting space. When it is connected to reading room
with bookshelves, it is suggested to be used as personal reading and
meditation. In the latter case, it can be applied to extra classroom
adjacent to cafeteria where students can rest and wash their hands while
they are waiting for meal including sanitary space. In order to effectively
compose suggested future space of learning space policy proposals are
suggested as followings.

Policy proposals
Proposal 1: Establishing governance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and
life SOC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which connects school space
innovation project, urban generation project and life SOC project. It
generates synergy effect. Recently schools were constructed when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Most of school buildings are getting old and are in
period of decline due to decrease in population and population migra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Since schools have potential for generating
synergy effect of local education and enhancing life quality by sharing
facilities which are highly accessible rather than any public facilities.
Now school space innovation project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
operates independent organizations such as project team or center for
supporting

urban

regeneration.

They

are

working

on

process

for

participation of users. Thus it is necessary to seek for draw synergy
effects by establishing governance of school innovation project.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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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rganization connects each other to share infrastructure, program
and management know-how.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interactive
governance

with

life

SOC

project,

composite

project

agent

or

organizations.

Proposal 2: Establishing preemptive mid-long term plans of local uni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cedure and regulations in order for
having preemptive mid-long term plan on school space innovation of
local unit. Due to aging of many school facilities it is time to improve
environment or remodel and reconstruction. Now many schools are
planning to undertake. However, school space innovation of local unit is
now based on public application of each school without planning of a
comprehensive master plan. It will be an obstacle when space innovation
on entire school facilities by large scale of remodeling or reconstruction.
It is advisable to decide the project according to priority after reviewing
such elements as will of school members and users, utilization of learning
space according to curriculum and overall space innovation plan. It
should be done under the framework of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ster plan. The master plan touches on when and which schools are
going to reconstruct or remodel, by when remodeling or safety action
respond and how to use each space of the school in order to form
interactive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y and rationally carry out the
school space innovation project. Especially since there is a chance to
overlap some of the project for improving aged environment and the
school space innovation project, contents of each project should be
viewed together and it is necessary to prevent violation of right for
learning from double investment and frequent construction.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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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riteria which would select preferred investing schools and
buildings

should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are

comparatively worse than others and enhance educational quality.

Proposal 3: Making and distributing manual and casebook of research
based school class and level
It is necessary to provide manual or casebook which contain school
innovation direction and planning elements per school and school type.
Since now school space innovation project carries out all over the
country simultaneously, there is possibility not have enough qualified
experts. In order to compensate i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seminate

various

manuals

and

guidelines

based

on

professional

researches on planning procedure of projects and project participants,
direction of planning and technique elements. This research divides and
suggests future learning space into a classroom type and a hub type. It is
composed to support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which is reflected
on 2015 curriculum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hich can be
used for reconstruction of school space. The future study considers
physical capability, emotional capability and cognitive ability of other
students according to class level, educational objectiv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ith considering them it is necessary to provide
students centered effective school space by thinking of more various
reconstruction ways of school space and reviewing suitability of standards
size and shape of the classroo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seminate various directions and models of school innovation according
to class level and space type in order for respond to various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free-semester, credit system of high school and
apply

appropriate

model

per

situation of

each

school.

It

refl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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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plan of extra classrooms which are caused by continuous
declining in school age population and local features.

Proposal 4: Reviewing and enacting related regulations for school space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gulations on minimum space size, planning
standards, required budget and process for the school space innovation.
School carries out the facility project based on School Facilities Projects
Promotion Act and Foundation and Operation Regulation of Every
School(hereafter

Foundation

and

Operation

Regulation)

under

high

schools. They were made when schools were in the period of expanding
school facilities. However, since now it is time for enhancing quality of
educational facilities rather than quantitative expansion, it is necessary to
make and modify various regulations for school space innovation and
stable operation.
School Facilities Projects Promotion Act is to shorten process of new
construction and extension and alteration of building. Thus, it should be
amended for focusing on management or enact new regulations. The
scale criteria of Foundation and Operation Regulation was based on
criteria of past time and it does not reach to currently required facility
standards.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new criteria which reflect
increase budget for the school space innovation, that is, the criteria of
required budget for extension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It can be
used

for

calculation

standard

of

special

grant

and

standard

for

compilation of the budget. Since previewing system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valuation of central investment by Ministry
of Education, reviewing of school space innovation project are likely to
be overlapp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comprehensively and make
ratio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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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5: Enhancing educational effectiveness by reviewing in advance
and post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ools for preliminary evaluation and post
evaluation which are for reconstruction of school space or effectiveness
of the school space innovation projects and their planning directions.
Ultimately the school space innovation project expects educational and
emotional effects which impact on students. Related guideline says that
designated procedure should be done within curriculum and it is very
reasonable. The school space innovation project is in initial stage and its
effectiveness needs to be examined.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details
which educational effects are caused by improved school space with
massive investment of educational finance comparing to previous school
space. If examining and reviewing process on which parts and which
planning elements positively impact on students and which effects we can
get are accompanied, it is possible to have more successful school space
innovation.

❑ Key words: teaching and learning space, user driven plans, innovation of

schoo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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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부록]
미래형 학습공간 방향과 모형 검토 델파이 조사지

<2차 조사> 미래형 학습공간의 방향과 모형 탐색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금년도에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Ⅱ):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미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변화에 따라 학습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간 방안을 제안하는 정책 연구입니다.
지난 워크숍을 통하여 의견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미래 교육환경에 관한 방향성을 정리하고 미래
형 학습공간 모형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2차 조사는 연구진에서 제안한 공간 모형에 대하여 평소
교육 현장에서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을 실현해가시는 선생님들께서 경험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비추어 볼 때 미래형 학습공간이란 무엇인지, 제시된 방안이 적절한지, 수정 보
완해야할 사항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PART 1. 미래형 학습공간의 방향
PART 2.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교실형]
PART 3.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허브형-수업연계], [허브형-쉼]
본 2차 조사를 통하여 모형을 교육현장 요구들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교화하여 반영하는 한편,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애쓸 것이며,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조사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사 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이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그대로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따로
연락드려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지에 대한 응답은 2019년 10월 8일까지 아래의 이메일
(egshin@kedi.re.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 상 진
연구책임 이 윤 서

☞ 문 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원 신은경(043-5309-874, egshin@kedi.re.kr)
☞ 연구진: 이윤서(연구책임), 권희경, 김지혜, 박성철, 유용흠, 이상민, 장재원, 신은경(이상 한국교육개발원),
김진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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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미래형 학습공간의 방향
※ 본 연구의 ‘교육환경’개념: 시설 투자를 통하여 개선 대상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학교시설로 한정하며, 학교
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 및 인적조건, 교육 제도적·인적 조건 등은 범위에서 제외함
1-1.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시하여 주십시오.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기관리공간

□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공간

□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공간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지원하는 심미적감성공간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공간

□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과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는 공동체공간

1-2.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위공간을 설정하고 종합하여 교실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학습
자료 수집 및 활용
도구적 탐색 및 실험

단위공간의 특징
도서 및 신문, 인터넷 매체, 실외 실물 수집 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정리
·재구성하여 발표 및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도구 및 전문장비를 활용한 주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실내·외 실험 공간

표현활동

자신의 생각을 쓰고 그리는 2D활동, 공작 및 조리, 디지털로 표현하는
3D활동, 체력측정 및 모둠몸짓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놀이하기

카드류와 같은 소도구들을 활용한 규칙놀이, 동적활동을 통한 놀이, 인형
및 상황 역할 놀이와 같은 자기주도적 놀이를 지원하는 공간

토론하기
공연하기
매우 적합하다

자료 및 경험을 기반으로 대면 상호작용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구성원들과 소통,
발표,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역할극, 뮤지컬, 음악회와 같은 소공연들을 연습, 발표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교수학습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학습공간의 단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위의 응답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또는 귀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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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교실형]
※ 다음은 워크숍을 통하여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연구진에서 작성한 미래 교실형 학습공간 모형입니다. 적합성
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여 주시고 해당 모형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교실형]
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업을 지원하는 교실입니다.
2-1. [교실형] A실
A실의 경우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3.5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모형이며, 도면 기준 좌측부
터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다양한 크기의 음악·무용 개별 연습실, 소무대가 조성되어 융합예술교
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함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 제안 의견
2-2. [교실형] L실
L실의 경우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3칸씩 2개층, 총 6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모형이며,
1층의 경우 좌측부터 도서실 연계수업 교실, 서가형 러닝센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유리채광)이며, 2
층의 경우 좌측부터 1인, 4인, 8인 소그룹실, 디지털 러닝센터, 빈백쉼터로 조성하여 수업과 연계, 수업
외 공강 시간 및 방과후 시간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함

(2층)

(1층)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 제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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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실형] M실
M실의 경우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3.5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메이커 교육실 모형이며, 좌
측부터 창고, 집진시설이 필요한 기계공작실, 아래쪽으로 긴 교실은 디지털 모둠 설계실로 계획함, 또한 공
간들의 중앙에 쉼 쉘터와 공유공간이 배치되어있으며, 각 실에서 필요시 폴딩도어로 개방하여 대공간으로 활
용 가능함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 제안 의견

2-4. [교실형] S실
S실의 경우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3칸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스팀교육실 모형이며, 중앙에
배양, 양육 등 장기 관찰 및 보관을 지원하는 공간을 두고, 좌측으로 2개소 물 사용이 가능한 협력 수업
공간, 우측으로는 디지털기반 전체 모둠 토론 수업공간으로 계획함, 또한 각 실은 외부 작업장(반외부)으
로 개별 연결하여 교실 내·외부를 연계하여 수업에 활용가능하도록 함

매우 적합하다

※ 제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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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허브형]
※ 다음은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작성한 미래 허브형 학습공간 모형입니다.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여 주
시고 해당 모형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허브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복도를
향하여 개방된 구조의 1칸 규모입니다. 수업 중 필요시 개방하여 연계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수
업 외 시간 활용 시 학습동아리 또는 방과 후 시간 학샘들의 커뮤니티, 쉼, 휴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1. [허브형-수업연계] a실
측면 교실과는 필요시 개방 가능하며, 수업연계 허브로 수업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그룹 모임 및 토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원형 테이블과 판서 가능한 벽면으로 계획함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 제안 의견

3-2. [허브형-수업연계] b실
수업 주제와 연관된 자료 조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ㄷ’자 벽면으로 배치하고 보고서 작
성 등 개인 작업 지원도 가능하도록 계획함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 제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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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허브형-수업연계] c실
1층에 위치할 수 있는 과학 및 체육 수업연계 허브로 실외와 연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실습 도구 보관 선반과 그룹 토론 공간을 계획함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 제안 의견

3-4. [허브형-수업연계] d실
1인, 4인, 8인과 같은 다양한 소그룹의 별도의 토의·토론 공간으로 4인, 8인의 경우 대형 모니
터와 판서 벽을 배치하여 교외 유료 모임 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교내에서 그룹 과제 및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함

매우 적합하다

※ 제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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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부 록

3-5. [허브형-수업연계] e실
수업 결과물 및 작품을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 폴딩도어의 개폐를 통하여 필요시 복도
와 확장 및 연계 활용 가능하며, 중앙현관과 연접한 위치에 조성하여 교내 구성원 및 방문자들과 수업 성
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함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 제안 의견

3-6. [허브형-수업연계] f실
빔 프로젝터가 설치된 위요된 계단식 발표공간으로 수업과 연계해서는 학습 성과의 발표 및 공유, 수업 외
시간에는 영화감상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 제안 의견

245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Ⅱ):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개발

3-7. [허브형-쉼] g실
도서실과 연접한 여유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쉼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1인 개방형 캐럴, 편안한
개인 의자, 창가 테이블을 배치함. 학교의 여건에 따라 화분 및 전구색 집중 조명 등을 통하여 편안한 분
위기로 조성 계획함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 제안 의견

3-8. [허브형-쉼] h실
식당과 연접한 여유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쉽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배식을 위하여 줄을 서는 동
선에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 공간을 배치하고, 식사 전·후 교우들과의 대화 및 개인 휴식을 취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계획함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않다

※ 제안 의견

※ 기타 전반적으로 연구진에게 주실 말씀 및 조언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간을 내 작성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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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간 재구조화 필요 및 효용에 관한 현장 사례 조사 면담지

1. 변화된 학교공간이 토론수업, 개별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거의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2. 변화된 학교공간이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이다

일부 있다

많이 있다

3. 귀 하의 교실에 조성된 공간들(1~4번)을 수업활동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순서대로 나
열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1번 <수업 영역>

2번 <사회성 영역>

3번 <휴식 영역>

4번 <선택 영역>

4. 위의 공간들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운영에 도움이 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기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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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학습공간 모형별 소요예산(안)

(단위: 천원)

소요예산
모형

규모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계

[교실형] S실

27.0m×7.5m, 3칸

147,746

31,932

33,281

212,959

[교실형] M실

31.5m×10.5m, 3.5칸(복도 포함)

121,192

40,710

129,559

291,462

[교실형] A실

31.5m×7.5m, 3.5칸

88,966

30,125

79,686

198,777

[교실형] L실

27.0m×7.5m×2층, 6칸

168,541

58,322

190,756

417,618

[허브형] a실

9.0m×7.5m, 1칸

34,402

7,704

33,155

75,260

[허브형] b실

9.0m×7.5m, 1칸

28,613

9,104

30,317

68,034

[허브형] c실

9.0m×7.5m, 1칸

31,638

10,223

33,075

74,936

[허브형] d실

9.0m×7.5m, 1칸

28,113

9,104

29,985

67,202

[허브형] e실

9.0m×7.5m, 1칸

27,660

8,998

29,621

66,279

[허브형] f실

9.0m×7.5m, 1칸

30,022

11,941

36,491

78,454

[허브형] g실

9.0m×7.5m, 1칸

26,832

7,916

28,271

63,019

[허브형] h실

9.0m×7.5m, 1칸

32,071

8,247

31,973

72,291

교실형

허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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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교수학습 유형별 단위공간과 조성 현황
그림번호

사진

출처

그림번호

사진

출처

그림
Ⅲ-2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13

직접촬영(촬영일:
2017.11.17)

그림
Ⅲ-3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Ⅲ-14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4

학교, 고운 꿈을 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2018, p.269

그림
Ⅲ-15

직접촬영(촬영일: 2019.8.27)

그림
Ⅲ-5

EDUMAC 교육시설 해외연수
그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Ⅲ-16
2017, p.67

EDUMAC 교육시설 해외연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17, p.22

그림
Ⅲ-6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17

그림
Ⅲ-7

직접촬영(촬영일:
2019.8.16.)

그림
Ⅲ-18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8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19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9

EDUMAC 교육시설 해외연수
그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Ⅲ-20
2017, p.43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Ⅲ-10

EDUMAC 교육시설 해외연수
그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Ⅲ-21
2017, p.46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11

직접촬영(촬영일: 2019.8.30)

그림
Ⅲ-22

직접촬영(촬영일:
2017.9.14.)

그림
Ⅲ-12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23

학교, 고운 꿈을 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2018, p.103

http://www.mahlum.com
(검색일: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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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번호

사진

출처

그림번호

사진

출처

그림
Ⅲ-24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35

이윤서, 박성철. 사례로 본
노르웨이 학교시설의 특징.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IP
2018-14. p.13

그림
Ⅲ-25

학교, 고운 꿈을 담다.
그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Ⅲ-36
2018, p.279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Ⅲ-26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Ⅲ-37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Ⅲ-27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38

http://www.vistacominc.co
m(검색일: 2018.6.20.)

그림
Ⅲ-28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39

EDUMAC 교육시설 해외연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17, p.75

그림
Ⅲ-29

학교, 고운 꿈을 담다.
그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Ⅲ-40
2017, p.111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Ⅲ-30

학교, 고운 꿈을 담다.
그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Ⅲ-41
2017, p.103

직접촬영(촬영일: 2019.8.29)

그림
Ⅲ-31

직접촬영(촬영일: 2019.8.30)

그림
Ⅲ-42

학교, 고운 꿈을 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2018, p.126

그림
Ⅲ-32

학교, 고운 꿈을 담다.
그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Ⅲ-43
2018, p.112

직접촬영(촬영일: 2018.11.19)

그림
Ⅲ-33

학교, 고운 꿈을 담다.
그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Ⅲ-44
2017, p.173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34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Ⅲ-45

. 사용자 주도 미래형 학습공간 프로젝트
- 워크숍 등 일정 진행 시 직접 촬영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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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MAC 교육시설 해외연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17,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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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그림번호

사진

출처

그림번호

사진

출처

그림
Ⅴ-1, a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Ⅴ-3, b

직접촬영(촬영일: 2018.9.20)

그림
Ⅴ-1, b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Ⅴ-3, c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Ⅴ-1, c

직접촬영(촬영일: 2017.11.17)

그림
Ⅴ-3, d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Ⅴ-1, d

직접촬영(촬영일: 2019.8.28)

그림
Ⅴ-3, e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Ⅴ-1, e

직접촬영(촬영일: 2018.8.28)

그림
Ⅴ-3, f

그림
Ⅴ-1, f

직접촬영(촬영일: 2018.8.28)

그림
Ⅴ-4

직접촬영(촬영일: 2018.11.20)

그림
Ⅴ-2

https://www.ok.ac.krnurse
contents.dokey=953 (검색
일: 2019.10.20.)

그림
Ⅴ-5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Ⅴ-3, a

직접촬영(촬영일: 2019.9.20)

그림
Ⅴ-6, a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http://www.vistacominc.co
m(검색일: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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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번호

출처

그림번호

그림
Ⅴ-6, b

직접촬영(촬영일: 2019.9.20)

그림
Ⅴ-9, c

직접촬영(촬영일: 2017.11.17)

그림
Ⅴ-6, c

직접촬영(촬영일: 2017.11.17)

그림
Ⅴ-10

직접촬영(촬영일: 2018.11.20)

그림
Ⅴ-6, d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Ⅴ-11

직접촬영(촬영일: 2018.11.20)

그림
Ⅴ-6, e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Ⅴ-12,
a

직접촬영(촬영일: 2018.9.19)

그림
Ⅴ-6, f

EDUMAC 교육시설 해외연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17, p.120

그림
Ⅴ-12,
b

직접촬영(촬영일: 2017.11.17)

그림
Ⅴ-7

이윤서, 박성철. 사례로 본
노르웨이 학교시설의 특징.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IP
2018-14. p.9

그림
Ⅴ-13

직접촬영(촬영일: 2019.8.30)

그림
Ⅴ-8

직접촬영(촬영일: 2019.8.28)

그림
Ⅴ-14,
a

직접촬영(촬영일: 2019.8.29)

그림
Ⅴ-9, a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Ⅴ-15

직접촬영(촬영일: 20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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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

출처

부 록

그림번호

출처

그림번호

그림
Ⅴ-9, b

직접촬영(촬영일: 2019.8.29)

그림
Ⅴ-16, a

직접촬영(촬영일: 2018.9.19)

그림
Ⅴ-16, b

직접촬영(촬영일: 2019.8.29)

그림
Ⅴ-21, a

학교, 고운 꿈을 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2017, p.47

그림
Ⅴ-21, b

직접촬영(촬영일: 2018.9.19)

그림
Ⅴ-16, c

사진

http://www.actonostry.ca
(검색일: 2018.6.20.)

사진

출처

그림
Ⅴ-16, d

직접촬영(촬영일: 2019.8.29)

그림
Ⅴ-21, c

EDUMAC 교육시설 해외연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17, p.75

그림
Ⅴ-17

이윤서, 박성철. 사례로 본
노르웨이 학교시설의 특징.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IP
2018-14. p.17

그림
Ⅴ-22

직접촬영(촬영일: 2019.8.30)

그림
Ⅴ-18, a

EDUMAC 교육시설 해외연수
그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Ⅴ-23, a
2017, p.46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Ⅴ-18, b

EDUMAC 교육시설 해외연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17, p.66

그림
Ⅴ-24

직접촬영(촬영일: 2018.11.20)

그림
Ⅴ-18, c

직접촬영(촬영일: 2019.8.30)

그림
Ⅴ-25, a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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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번호

사진

출처

그림번호

그림
Ⅴ-19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Ⅴ-25, b

학교, 고운 꿈을 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2018, p.261

그림
Ⅴ-20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Ⅴ-25, c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Ⅴ-26

직접촬영(촬영일: 2019.5.9)

그림
Ⅴ-27. c

직접촬영(촬영일: 2019.8.23)

그림
Ⅴ-28

이윤서, 박성철. 사례로 본
노르웨이 학교시설의 특징.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IP
2018-14. p.13

그림
Ⅴ-27,
a

직접촬영(촬영일: 2018.11.22)

그림
Ⅴ-27,
b

직접촬영(촬영일: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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