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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을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을 실제 교실에 적용하고, 시민성과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는 것이다. 2017년 강원도 동해 소재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정집단 비교설계로 비무작위 실험군(n=18)과 

비교군(n=20)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군은 드론과 커뮤니티 매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을과 커뮤니티 문제해결 프로젝트

를 탐색하도록 설계된 10주차 수업을 통해 논골담길 주변 지역을 조사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진행된 수업을 마친 후, 실험군

과 비교군 학생들의 사회참여역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

(IEA)의 국제시민교육연구(ICCS)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한 청소년역량지수 중 사회참여역량 4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14개의 수행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공동체 및 세계시민성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나뉜다.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실

험군과 비교군의 사회참여역량 총점,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 점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군의 사

회참여역량(p < .05)이 비교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하위영역들 중에서 개인시민성(p < .05), 공동체시

민성(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세계시민성은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드론과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특히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커뮤니티 매핑, 드론, 사회참여역량,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lement community mapping with drone and to investigate its educational 

effects on citizenship and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SPC). A static group comparison study carried out in 

non-randomized intervention (n=18) and comparison group (n=20) in a public high school in Donghae in 2017. The 

educational intervention was a 10-week course designed for students to explore Nongol Village and to delve d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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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 참여와 제도적 ‧비제도

적 경로를 통한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Bennet, 2007). 민

주사회의 청소년의 역량과 시민성에 대한 개념의 정립

이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선행되

어야 한다. 이광호(2010:161)는 기존의 ‘시민으로서(being) 

청소년’과 ‘시민됨으로서(becoming) 청소년’으로 정의하

고, 양자를 상호분리되고 순차적인 관계가 아니라 병렬

적이고 순환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제까지 청소년을 보는 관점은 ‘시민이 되어가는

(becoming) 과정에 있는 청소년’으로 다분히 성인중심의, 

소극적 관점으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면, ‘(현

재) 시민으로서(being) 청소년’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중심의, 적극적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

점이다(임미옥, 2018). 따라서 ‘시민됨으로서(becoming)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는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Holden 

and Clough, 1998). 즉, 사회참여에 대한 에너지와 행동이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시민’으로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김영인, 2010).

지리교육에서도 시민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2015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등장한 

역량의 강조와 더불어, 지리교과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사회참여역량을 실질적으로 함양할 수 있을까, 교육과정

에서 사회과의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민주시민’의 모습

은 어떤 모습일까,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

성은 어떻게 서로 중첩되고 관계를 맺고 있을지, 학교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과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창

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문

헌연구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이 연계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

였다. 대학과 학교현장의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를 구축하고,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교사직무연수를 진행하였다. 둘

째로, 드론과 커뮤니티 매핑을 적용한 10주(총 24차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 ‧학습자료를 개

발하고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커뮤

니티 매핑’을 드론영상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관찰하고 시각화하게 되면서 등장한 참여형 지도제작의 

한 방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대상 학교의 교사와 협의를 통해 

수정하였고, 학습공동체의 교사들에게 자문을 얻어 현

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드론을 활용

into their own community’s issues while actively utilizing drone and mapping community. After the intervention, 

students’ SPCs were measured by a survey of 47 questions, which was develop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order to perform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calle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in 

2016. The SPC questionnaire consists of 11 variables, which divided into three sub-competencies of personal, 

community, and global citizenship. The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compare intervention and comparison group 

scores. The results indicate that community mapping using drone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total SPC (p < .05), personal citizenship (p < .05), and community citizenship ( p < .05), but not with global citizenship. 

Findings suggest that the community-based project with community mapping has an effect on the enhancement of 

personal and community citizenship.

Key words: community mapping, drone,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personal citizenship, community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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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제적 문제 해결의 경험이 학습자의 사회참여역량

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한다. 연구지

역인 동해시 논골담길은 묵호항에서 묵호등대까지 이르

는 오르막길로, 30여 년전 명태와 오징어가 잡히던 대표

적인 어항이었으나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마을은 쇠퇴

의 길을 걷게 되었다. 동해문화원이 2010년 문화체육관

광부에 신청한 ‘묵호등대담화마을 논골담길’ 사업이 선

정되면서, 논골마을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을 스토리텔

링으로 풀어내어 골목길과 담벼락에 벽화로 그려내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도시재생, 지역경제공동체 등 새

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한국관광공사, 

2020). 연구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II. 이론적 배경

1.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1) 창의적 체험활동

2015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의 기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

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창의적 체험활동은 

크게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중학교는 306시간, 고등학교

는 24단위(408시간)의 최소이수 단위(시간)의 범위 내에

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

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6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함께 연계하여 운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는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

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프로그

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

장에서는 체험활동 장소 발굴 업무의 부담(신철균 ‧박민

정, 2017)이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해 자신감과 전문

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사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의 미비(김이재 , 2017)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

오고 있다. 특히, 유제순(2016)의 연구는 한 교사의 창의

적 체험활동에서의 경험을 내러티브 방식으로 접근하였

는데, 그 중 ‘교육과정 개발의 스트레스 및 일방통행’, ‘자

동봉진(창의적 체험활동의 4가지 영역을 축약해서 부르는 

말)’,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과 재량권 없는 재량활동’ 

등과 같은 의미 구성에서 포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전 단계에서 

대학-중등학교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교육

청과 함께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8시간)이라는 교원 연수1)

를 이수한 교사들 중에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

를 모집하였다. 또한, 수업 모듈의 개발과 적용 등 연구의 

각 진행과정에서 참여 교사와의 협의, 학습공동체 소속 

교사들의 현장적합성 검토를2)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드론을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

다른 기술이나 도구와 마찬가지로, 드론 기술이 곧 

바로 학습자의 학습으로 바로 연계되는 것이 아님은 자

명하나 최근 공학교육과 기술교육, 그리고 STEM (Science- 

Technology-Engineering-Math)을 중심으로 드론의 여러 

가지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Preble 

(2015)은 드론이 미래의 직업에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과 관련한 문해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그림 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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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하였다. 드론은 영상제작, 지도 제작 및 처

리, 지형 탐사, 도시 및 환경 관리, 안전, 재해관리 등 여

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진로탐색이나 진로체험의 방안

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이지원 ‧이경택, 2018). Birtchnell 

and Gibson(2015)은 드론을 활용한 수업은 실세계(real 

world)의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풍부한 경험의 맥락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제적인 학습(authentic learning)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동희(2016)는 드론사진

이 기존의 지리사진이 줄 수 없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

고, 지형경관의 근접촬영을 통해 지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성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리

교육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달리, 실증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최근 지리교육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연구가 시작

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보급형 드론을 이

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광희(2018)의 연구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에 적용한 전보애(2018)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한편, 홍일영(2016a)은 드론의 대중화와 함께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형 지도제작의 방법으

로 커뮤니티 매핑을 제안하였다. 즉, 일반인이 커뮤니티

의 모습을 인지하기 위해 지오비주얼라이징(geovisualizing)

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지리과 교수학습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중등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지도제작 과정에 참여함으

로써 지도제작에 대한 학습 뿐 아니라 자신의 커뮤니티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중등교육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한 수

업을 교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드론을 활용한 실제적 학습을 연계한 교수

전략을 도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인 학교의 수요조사

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기술적 ‧재정적 진입

장벽이 낮은 수업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사회참여역량과 측정도구

1) 지리교육에서 시민성과 사회참여역량 

현대 지리학과 지리교육에서 시민성(citizenship)에 대

한 논의는 언제나 중심에 놓여 있었다(Yarwood, 2014).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외재적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조철기(2015)는 이를 무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성의 

다층적이고, 관계적인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리교육에서는 일찍부터 시민성의 함의를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중시민성(심광택, 2014; 심광택, 

2017)이나 세계시민성(김민성, 2013), 비판적 시민성(조

철기, 2017; 조철기, 2015), 생태시민성(김희경 ‧신지혜, 

2012; 김병연, 2011) 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이론적인 

검토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실험 및 실증적 연구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의 역량강

화라고 하는 목표가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사회과 지리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지, 그 본래의 의도한 사회참여역량의 함양이라는 교육

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

어 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미

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 책

임감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

하고 있는 추세이다(김태준 ‧백선희, 2014). 물론 우리사

회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우려도 존재

한다. 청소년의 참여과잉이 사회적 혼란과 자원낭비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꼽기도 한다. 그러나 김영인

(2007)은 참여의 통합적, 통제적, 시민교육적 효과를 주

장하는 참여민주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참여에 대한 경험

적 연구들을 근거로 청소년 참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한다.

최근 우리사회도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성의 형

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용교 ‧이중섭(2010)은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은 시민성의 형성과 불가분의 관

계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회참여역량은 민주사회를 살

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시민성과 관련된 지

식의 습득과 참여뿐만 아니라 참여 동기, 참여에 대한 확

신과 효능감이 포함되는 개념이다(Schulz et al., 2011).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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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드론

을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참여역

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주기로 세 차례에 걸쳐 국제

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를 수행하였다(김태준 등, 2015). 각국

의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지식과 이해를 지녀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갖

고, 어떠한 시민활동에 참여해야 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Torney-Purta et al., 2001). 최근

의 연구인 ICCS 2016을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역량지수를 개발하였고, IEA 

조사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타당화 과정을 진

행하였다. 미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역량으

로 5개 역량군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

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규정하고, 16개 하

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1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장근

영 등, 2016). 이중 사회참여역량은 미시적 수준(개인, 가

정, 친구 등), 중간 수준(학교, 이웃 등), 거시적 수준(국

가, 국제 사회 등)에서 각각 드러난 점을 반영하여 사회

참여역량의 하위요인으로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

계시민성을 제시하였다(김태준 등, 2016:17). 본 연구에

서는 이 중 ICCS 2016 국제비교연구를 위해 개발된 사

회참여역량 측정도구(47문항)와 인구특성학적 배경변인

(2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참여역량의 구성요인은 

<표 1>와 같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표는 드론과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논

골담길 지역조사활동을 위해 개발된 10주차 교수학습 자

료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취지에 맞

게 적용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지역교육청과 함께 진행한 ‘드론을 활용

한 창의적 체험활동’교사연수를 이수한 교사들 중에서 

모집하였다. 따라서 무작위 추출과 선정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 고정집단 비교설계로 진행하였다. 참여교사가 

지도하는 동아리를 실험군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동

아리를 비교군으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선정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동해시 소재 일반고등학교의 창의학

술동아리 학생들을 실험군(n=18)으로, 같은 학교의 비슷

한 규모의 동아리 학생들을 비교군(n=20)으로 선정하였

다.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자율적으로 동아리에 지원하

였고, 학생들 모두 지리정보체계나 드론에 대한 선행지

식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실험군은 여학생이 10명, 남학

생이 8명이었고, 비교군은 여학생이 8명, 남학생이 12명

이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김태준 ‧백선희(2014)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CCS 2016”에서 제안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를 이용하였다. 청소년의 개인

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을 10주차 창의적 체

험활동 프로그램을 마친 후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

표 1. 사회참여역량의 구성요인 

구성요인 개념 및 특징

개인시민성
한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사회적 참여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가치 및 태도, 즉 권리, 

책임감, 준법의식, 소속감, 신념 등을 갖춘 상태

공동체시민성
특정한 공동체 영역(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태도

세계시민성
개인시민성과 공동체시민성의 적용 범위가 한 사회 또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뛰어넘어 다른 사회 또는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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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석하였다. 사회참여역량은 47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검사지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매우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응답하였다. 개

인시민성에서 2개 문항, 세계시민성에서 2개 문항은 부

정문으로 진술하여 역코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정보 변인은 성별, 생년(연령) 등 총 2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의 구성 체계 및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4. 자료 분석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설문지는 개인시민성, 공동체시

민성, 세계시민성의 하위영역과 14개 수행변인과 관련

된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시민성은 14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883

으로 나타났고, 공동체시민성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825으로, 세계시

민성은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612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사회과학분

야에서의 신뢰도 인정의 허용기준이 .6이상이므로 모든 

하위영역에서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10주차 창의학술동아리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험군

과 비교군의 사회참여역량과 그 하위영역(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5%로 설정하고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 2016 전국 청소년역량 측정결과(전국 17개시

도, 10,319명을 대상으로 실시)와 비교하기 위해 일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는 SPSS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 설계의 제한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인 비교군과 실험군의 표본 크기가 작다는 한

계점을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해 통계

적 유의성 뿐 아니라 실제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효과크기(effect size)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표준화된 차이와 관련된 효과크기로 널리 사용

되는 Cohen’d를 사용하였다3).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창의학술동아리 활동

결과물(연구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마인드맵, 인터

뷰 등을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활용

한 질적 데이터분석시스템(Computer-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ystem, CAQDAS) 중 하나인 Atlas.Ti를 

활용하였다. 텍스트, 그림, 음성파일을 수집, 변환, 저장

하고, 연구자간 상호검토(cross-checking)와 동료협의(peer 

debriefing)를 통해서 데이터의 범주화의 정확성에 대해 

표 2. 사회참여역량의 구성요인 및 수행변인

구성요인 세부역량 및 수행변인 문항수

개인시민성

권리 ‧ 책임의식  4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

정치관심  3

정치적 자아효능감  5

공동체시민성

투표참여  2

시민활동의 중요성  4

저항 의식  5

사회적 신뢰  4

교실개방성  5

세계시민성

성 인지  2

이민자에 대한 태도  3

국가 및 역사의식  4

국제관계 관심  2

글로벌 의사소통  2

합계 47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문항  2

총 문항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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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를 거쳐 일치여부를 확

인하였다(Lincoln and Guba, 1985).

IV.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1.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적용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동해시 소재의 한 고등학교의 

창의학술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주에 걸쳐 드론과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지역사회 조사활동을 실시하였

다. 학생들은 동해시 묵호항 근처의 논골담길을 조사대

상지역으로 하여 설문조사, 탐방,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

다. 또한,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UCC홍보자료로 

편집하고, 지역사회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였으며, 드론사

진을 이용한 커뮤니티 지도 제작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자세한 프로그램의 일정과 내용은 <표 3>과 같다. 

참여학생들은 4~5인이 한 조로, 총 4개의 조를 편성

하여 활동하였다. 각 조별로 1명의 대학생이 멘토로 학

생들을 지원하였고, 대학원생 1명이 멘토들을 지원하였

다. 구체적인 활동 모습은 그림 2와 같다. 

2. 드론을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 활동 

본 연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이 논골담길

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역사회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참여역량을 신장하고, 개인, 공

동체,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 분석하

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지역사회 조

사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커뮤니티 매핑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지도를 활

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인 학생 자신’이 원하는 주

표 3. 드론과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논골담길 프로젝트학습 프로그램 

주 차시 수업내용 비고

1
1 ￭ [강의] 연구 방법과 절차에 대한 OT

2   [학생활동] 조 편성, 역할분담, 연구주제 정하기

2
3 ￭ [강의] 문헌 연구방법

4   [학생활동] 문헌연구 실습

3
5 ￭ [강의] 드론에 관한 이론 및 실습

학교 운동장
6   [학생활동] 드론 조종 실습 

4 7~10

￭ 야외조사활동

-설문조사 (관광객, 주민, 상인 대상)

-인터뷰 (지역경제공동체 대표 등) 

-드론 촬영

야외조사활동

 (논골담길 일대) 

5 11~12

￭ 야외조사활동 (동해시청 관광과, 동해시문화원)

-정책 설명회 및 질의응답

-인터뷰

야외조사활동 

(동해시청 관광과, 

동해시문화원)

6
13 ￭ [강의] 공간정보기술의 개념과 실습: GIS

14   [학생활동] 커뮤니티 매핑 만들기

7
15 ￭ [강의]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16   [학생활동]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8

17 ￭ [강의] 보고서 작성 방법
방학 중 1일 

종일제 

집중 캠프

18   [학생활동] 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및 역할 분담

19 ￭ [강의] 인터뷰 조사 결과 분석: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워드클라우드 제작)

20   [학생활동] Atlast.ti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9
21 ￭ [강의] 드론 영상을 활용한 UCC 제작 

22   [학생활동] 동해 도시재생 관련 UCC제작 

10
23 ￭ [발표 및 공유] 동아리 보고서 최종 발표  

설문지 작성 및 인터뷰
24 - 학생활동: 설문지 작성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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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지도화하는 과정을 통

해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 지리적 안목을 

기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본 연구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처리를 경험함으로써 지도의 제

작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홍일영b, 2016). 또한, 드론사

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존의 지리사진이나 

항공사진에서는 만나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공간조망능

력을 함양(권동희, 2016)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

는 사회참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맵을 만들고, UCC 홍보영

상을 제작하는 경험을 통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드론 산업과 관련된 진로탐색의 기회(Preble, 2016)도 가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드론에 대한 이론과 드론 조

종 실습4)을 3주차에 실시하였다. 실시 전 안전교육을 시

(a) 프로그램 소개 (b) 드론에 대한 이론 강의 (c) 1일 야외조사활동 

(d) 관광객 대상 설문 (e) 상인 대상 인터뷰 (f) 지역경제공동체 대표 면담

(g) 동해시청 관광과 면담 (h) 드론사진을 이용한 커뮤니티매핑 (i)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j) 지역축제 봉사활동 (k)조별 발표회 및 공유 (l) 설문지 작성

그림 2. 드론과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논골담길 지역조사 실제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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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고, 조별로 대학생 멘토가 충분한 간격과 시간을 

확보하여 실습을 진행하였다. 논골담길 주변지역의 커

뮤니티 매핑을 위한 드론 영상을 촬영한 후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Microsoft사의 Image Composite Editor를 

활용한 영상처리 과정과 Map Tiler를 사용하여 기존의 

지도에 접합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6주차에, UCC영

상을 만드는 과정을 9주차에 실습하였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드론을 활용한 사용자 참여

형 지도 제작을 수행하였다. 그림 3은 Naver지도의 항

공사진과 수업자료로 활용한 드론 영상을 비교한 것이

다. 드론영상은 적시성과 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매핑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자료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조별로 어떻게 하면 논골담길을 관광객들

이 다시 찾는 장소,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마을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골담길의 현황과 문제

점을 파악하기 위해 4주차에 논골담길 야외조사활동에

서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관광

객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관광객은 40~50

대(56.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30대(33.4%), 60

대 이상(10.2%)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28%, 여성이 72%

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처음 방문한 관광객

(36%)보다 재방문한 관광객(64%)이 두 배 가까이 더 많

았다. 논골담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5)에서 매우 

불만족(1)의 5점 척도로 응답을 요청했을 때 평균 3.62로 

높은 편이었다. 만족과 매우 만족 등 긍정적 답변에 대

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는 깨끗한 자연환경(54%), 논골

담길 벽화의 완성도(35.4%)로 나타나, 논골담길의 빼어

난 자연경관과 논골담길의 벽화와 스토리텔링 같은 컨

텐츠 자체는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반면, 논골담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및 개

선해야 할 점에 대한 답변(복수응답 가능)은 주차시설 

부족(36.6%), 관광지 설명의 부족(31.7%), 화장실, 쓰레

기통 등 편의시설의 부족(19.5%)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12.2%) 의견으로는 주민의 불친절, 폐가나 벽화의 훼손 

등을 꼽았다. 학생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골담길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하였고, 각 조별로 논골담길 

안내판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주차시설과 주차장의 위

치를 표시한 안내판의 지도, 도보로 관광하기에 경사가 

급한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등 다양한 지도를 제

작하였다. 그림 4는 드론과 커뮤니티 맵핑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제작한 논골담길 커뮤니티 맵핑의 예시이다. 

이 조는 고해상도의 드론 영상 지도을 확대하여 화장실

과 쓰레기통,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의 위치와 폐가의 

위치를 직접 표시한 참여형 지도를 제작하였다.

(a) Naver지도 (b) 드론 영상(2017. 7. 20 촬영)

그림 3. 동해 논골담길 주변 지역 영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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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및 논의

1. 사회참여역량 설문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따라 사회참여역량과 그 하

위세부 영역에서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

고). 사회참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총 47개 문항의 평

균은 실험집단이 4점 만점에 2.67, 통제집단이 2.84로 통

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

다. 이를 환산하면 각각 약 68.8%와 71.9%에 해당한다. 

이어서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실험집

단의 개인시민성과 공동체시민성의 평균 점수는 통제집

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세계시

민성의 평균은 통제집단 보다 근소하게 낮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세계시민성의 차

이를 상쇄할 만큼 개인시민성과 공동체시민성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 뿐 아니라 실제적 

유의성을 효과크기로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

미 있다. 사회과학에서 효과크기의 기준을 연구분야나 

맥락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계

하여야 하나(김민성, 2011), 본 연구는 새로운 분야를 개

척한 연구로 비교할 만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기 때

문에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는 것은 유용

하다. Cohen(1988)에 따르면 d값이 0.2이하이면 효과크

기가 작은 것으로, 0.5이면 중간정도로, 0.8이상이면 효

과크기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표본 수가 작

지만, 연구 결과의 실제적 유의성을 효과크기에 기대어 

판단해 볼 때, 실험군과 비교군의 사회참여역량의 차이

(d=0.663)가 0.5보다 크며 중간정도라고 볼 수 있다. 하

위 영역별로 볼 때는 세계시민성의 d가 음수인 것은 실

험군보다 비교군의 평균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나 그 

절대값이 0.2 이하로 효과크기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

다. 개인시민성(d=0.764), 공동체시민성(d=0.784)은 d > 0.5

이상으로 중간정도의 차이가 나타나 분명히 실험군과 

비교군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 17개 시 ‧

도 초중고대학생 10,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역

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김태준 등, 2016)에 나타

난 전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M= 2.75, SD=.35)과 통

제집단과 실험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일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의 사회참여역량 평균은 2.67

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t= -.910, p=.374). 실험집단의 평균

그림 4. 드론영상을 활용한 논골담길 커뮤니티 매핑(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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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87은 전국 평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았다(t=3.271, p=.005). 전국 고등학교 평균인 2.72와 비

교해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참여역

량의 하위 영역별로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개인시민성

개인시민성은 총 14개 문항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권

리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사회적 관심, 

정치효능감 등 4개의 하위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합산하

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권리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사회적 관

심에서 실험군의 평균이 비교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았다. 다만, 정치효능감의 평균은 실험군이 매우 

근소한 차이로 비교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그림 5 참고).

권리 ‧책임의식의 세부 수행변인은 정치적 항의, 정

부 비판, 자유로운 의사 표현, 자유로운 투표와 선거 등

에 관한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질문하였다. 

정치 ‧사회적 관심은 우리나라의 정치 이슈, 사회이슈,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3개의 질문을 바탕

으로 측정하였다. 학생들은 드론을 활용한 커뮤니티 매

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논골담길과 관련된 여러 관

공서, 민간단체, 주민, 관광객 등을 만나 인터뷰를 하거

나 공청회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동을 현장에서 직

접 관찰하고 체험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적 절차나 권리 

및 책임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치 ‧사회적 관심의 세부 문항 중 우리나라의 

사회이슈(t=2.68, p<.05, d=.878)와 환경이슈(t=2.625, p<.05, 

d=.856)에 대한 관심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효

과크기도 0.8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다만, 정치이

슈에 대한 관심(t=1.982, p > .05, d=.643)은 실험군이 비

교군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생들은 논골담길의 공유경제,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및 야외조사를 하면서 지역을 둘

러싼 정치 ‧사회적 이슈로 관심을 확장하였고, 이러한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개인시민성 하위 영역 중 정치효능감은 정치적 

지식, 토론, 정치적 의견, 정치참여, 정치적 이해 등 5개 

문항 모두에서 비교군과 실험군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참여역량 전체 14개

의 하위 수행변인 중에서 평균이 가장 낮은 척도가 정

치적 자아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등학생의 정치

적 자아효능감 세부역량을 비교해 보아도 비슷한 경향

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기 위해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치효능감의 평균은 비교군과 실

험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전국평균도 2.16에서 2.37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나, 향후 청소년의 정치적 자아효능감을 어떻게 향상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2) 공동체시민성 

공동체시민성의 하위 영역 5개에서 비교군과 실험군

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비교군은 3.00, 실험군은 3.48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고(t=3.349, p<.01), 효과크기(d=1.097)

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그림 6참고). 

공동체시민성의 하위 영역 중에서 가장 평균이 높은 

표 4. 집단에 따른 사회참여역량과 하위 영역의 평균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비교군

(n=20)

실험군 

(n=18) t값 p값
효과크기

(Cohen’s d)
구분 M SD M SD

개인시민성 2.621 .520 2.964 .364 2.329  .026* .764

공동체시민성 2.600 .375 2.847 .242 2.386  .022* .784

세계시민성 2.838 .345 2.821 .230 -.187 .853 -.061

사회참여역량 2.672 .200 2.875 .382 2.073  .047* .663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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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투표참여(M=3.58, SD=0.46)로 학생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였으며, 투표를 위한 정보

수집 의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투표참여 항목은 비교

군보다 실험군의 평균이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시민활동의 중요성은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

화적 항의,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인권증진운동, 

환경보호운동과 같은 행동에 대한 중요도를 얼마나 인

식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시

민활동의 중요성 중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t=4.493, p<.001)와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행동’ (t=4.659, 

p<0.001)의 평균이 비교군보다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Cohen의 효과크기(d)

로 미루어 볼 때,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

의’(d=1.461),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행동’(d=1.504)은 d > 0.8

이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인권증진운동과 환경운동에 대해서도 비교군보다 실

험군의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김태준 등(2016)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의 하위 영역 중 공동체시민성은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

라 꾸준히 낮아지는 경향(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청소년 활동 지

원정책도 개인시민성에 맞추어져 있고, 공동체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

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인시민성 뿐 아

니라 공동체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저항의식, 사회적 신뢰, 교실개방성도 비

교군보다 실험군의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3)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성의 세부영역과 수행변인은 성인지, 이민자

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에 관한 관심, 

그림 5. 개인시민성의 하위 세부 역량 및 수행변인

그림 6. 공동체시민성의 하위 세부 역량 및 수행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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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의사소통에 대한 13개 설문지 문항을 통해 분석

하였다. 매우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실험군의 평균이 

비교군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세부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그림 7참고).

구체적으로 세계시민성의 세부 역량과 수행변인을 

살펴보면, 성인지와 국가 및 역사의식은 실험군과 비교

군 모두 전국 고등학생 세계시민성 평균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 글

로벌의사소통은 두 집단 모두에서 전국 평균보다 근소

하게 낮았다. 다만, 전국평균과 비교를 위해 일표본 t-검

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영역의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비교군은 세계시민성>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의 순

서로 나타났다. 이는 2016 전국 청소년역량 측정결과의 

경향성과도 일치한다. 장근영 등(2015)의 연구에서 보고

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민성은 세계시민

성(M=2.85) > 개인시민성(M=2.70) > 공동체시민성

(M=2.6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화와 더불어 다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김옥순 ‧신인순, 2013), 다양한 

청소년 역량 관련 정책의 확대(여성가족부, 2015), 초국

적 시민사회의 도래(구정우 ‧이수빈, 2017), 그리고 공교

육의 변화(이두현, 2019), 미디어(김왕근, 1999) 등의 영

향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성의 형성과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군의 경우에는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

계시민성의 순서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개인시민성과 공

동체시민성의 변화가 사회참여역량의 변화에 중요한 영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세계시민성의 형성을 위해 

지역문제를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글로벌이슈와 관점

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이 후

속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드론을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학생 인터뷰 

및 결과물 분석 

1) 학생들의 결과보고서 내용 분석

학생들은 4개의 조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하는 논골

담길 지역개발”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조별로 협의를 통

해 세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조사대상, 연구방법, 

분석방법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동아리 학생들의 

최종결과물은 조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내 보고서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하

는 현장교사가 지향하는 동아리 활동의 방향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1주차에 조사주제를 대략적으로 정하고, 2

주차에는 보다 세부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조

별로 필요한 참고문헌이나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과 분석방법을 안내하고, 주차별로 피드백을 제공하였

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조별로 작성한 최종결

과물을 교내 보고서 경진대회에 성공적으로 제출하였다. 

결과보고서의 제목은 ‘도시재생: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발전하는 논골담길,’ ‘논골담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

행태 분석’, ‘논골담길을 사례로 한 지역경제 공동체 분

석’, ‘논골담길에서 드론 매핑 및 GIS적용’이다. 

그림 7. 세계시민성 영역의 하위 세부 역량 및 수행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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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마을재생사업과 지

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 학습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 

촬영 활동, 지역축제에서 동아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논

골담길을 소개하는 봉사활동, 지역사회 조사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조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데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활동들이다. 다음의 조별 결과보고

서의 결론 부분 발췌 내용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평소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

인 도시재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아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

재생은 우리나라에도 또한 많이 존재하지만 주민참여의 도

시재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소할 뿐 아니라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위해 논골담길에 처음으로 가보

았다. 논골 담길에 벽화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직접 가본 적

이 없어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논골담길을 다

녀오면서 벽화에 녹아져 있는 묵호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알게 되었다. 논골담길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관광지화 

되면서 주민들과 상인들의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여러 가지 논문과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서 도시 재생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도

시 재생 사례와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 사업

의 다른 점 혹은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점, 조금 고치면 

좋을 것 같은 점도 알게 되었다. 노후된 지역을 여러 주민들

이 의견을 내고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을 재활성화 시

키는데 기여한 점에서 사회공동체의 협동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도

시재생사업인 뉴딜정책을 내놓으며 도시재생사업이 다시 

한 번 주목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화가 지속되어 낙후된 

지역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크게 발

전되었으면 좋겠다. 이 연구는 우리 지역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 지역의 개발을 위해 우리가 무엇

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을 소주제로 논골담길에 대해 연구한 조의 

조별보고서의 결론 중 ‘연구를 통해 얻게 된 배움’에서 발췌

/이탤릭체는 연구자가 강조한 부분) 

다음으로, 드론매핑을 소주제로 선택한 조의 조별 결

과보고서의 결론 부분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는 학

생들이 지역사회조사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드론과 

커뮤니티맵을 활용한 참여형 지도제작을 통해 단순히 

지도의 제작과정만을 학습 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리시각화를 통해 지

역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조망적 관점을 획득하게 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기존매핑보다 드론매핑을 이용해 만든 지도의 해상도가 

더 높아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었다.

∙화장실, 휴지통, 휴게공간이 몇 없으며 그마저도 한곳에 

몰려있음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며 직접 가서 보거나 

인터넷 상의 지도로 한 눈에 찾아 볼 수 없었던 폐가나 재

개발의 흔적들을 드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미관상 이미지를 훼손하는 폐가를 없애고 그 공간에 

부족한 휴게공간이나 화장실을 두고 관광을 할 때 많이 발

생하는 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쓰레기통을 논골담길의 곳곳에 배치하는 등의 노

력을 함으로써 논골담길이 관광지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동해시 문화원 또는 시청에서 실천

하여 논골담길이 동해시의 자랑스러운 관광자원으로써 

떳떳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다.

(드론매핑을 소주제로 선택한 조의 조별 결과보고서의 결

론 부분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서 발췌/이탤릭체는 연

구자가 강조한 부분) 

2) 학생들과의 인터뷰 및 마인드 맵 분석

10주차 23~24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지난봄부터

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인상 깊었던 순간, 힘들었던 점, 

배운 점과 느낀 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조별로 마인드

맵을 그리도록 하였다(그림 8 참고). 이어서 마인드맵을 

코딩한 후,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각 조별로 인

터뷰를 진행하면서 상호점검(cross-checking)을 통해 범

주를 정교화하였다. 이를 통해 코드와 코드그룹을 재조

정하고, 주제(theme)를 도출하였고 이를 네트워크뷰(net-

work view)로 시각화하였다(그림 9 참고). 

그림 8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험은 실세

계의 경험을 반영하는 풍부한 맥락에서 이루어 질 수 

있고(Young, 1993),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를 ‘넘나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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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경험(나윤경, 2018)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은 논골담길이 단순히 

벽화마을이고 관광지로 인식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논골

담길이 자연경관과 문화컨텐츠가 어울어진 장소로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심미적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 학생은 

논골담길이 나에게는 “우산”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유

는 ‘비가 올 때 학교 앞으로 엄마가 우산을 들고 나를 

마중나와 주시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소중한 기억’이라

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처음

에는 관광객들만 보였는데, 그곳의 주민, 상인, 협동조

합, 동해시청 관광과 직원들, 동해문화원 해설사 등 다

양한 사람들이 함께 더 좋은 지역경제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있는 노력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한 학생은 논골

담길은 누군가의 “밥줄”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논

골담길이 주민, 상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더 나아가 ‘논골담길이 묵호항

의 먹거리, 동해시의 관광산업과 연결되어 동해시의 발

전을 가져오는’ “등대”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

였다. 일부 학생들은 가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논골담

길 축제에 백일장 진행요원, 주차요원, 홍보부스에서 안

내를 하는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통

그림 8. 사후활동 조별 마인드 맵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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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뿌듯함,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론을 활용한 커

뮤니티 매핑을 지역사회조사활동에 적용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사회참여역량과 그 하위역량의 수행변인에 영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시민성과 공동체

시민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드론을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회참여역

량과 시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실험군의 사회참여역량이 비교

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하위영역들 중에서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세계시민성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드론과 커뮤니

티 매핑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참

여역량, 특히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의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문

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

인시민성 뿐 아니라 공동체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드론과 커뮤니

티 매핑을 통한 참여형 지도제작을 실제로 학교현장에 

적용하였다. 학생들과의 인터뷰 및 마인드맵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답사하고, 지

도를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도제작의 원리를 이

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조망적 시각을 획득하였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장소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최근 드론의 보편화, 조작의 용이성과 

그림 9. 논골담길에 대한 인터뷰 및 활동결과물 분석 결과 네트워크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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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오픈소스를 활용한 드론 영상의 획득이 수월해 

지면서, 여러 분야의 참여형 지도제작에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을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을 지리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참여역량 전체 14개의 하위 수행변인 중에서 평

균이 가장 낮은 척도는 정치적 자아효능감으로 나타났

다. 전국 고등학생의 정치적 자아효능감 세부역량을 비

교해 보아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지리교육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자아효능감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

한, 세계시민성은 실험군과 비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당

면 과제와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에서 공동체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반

면에,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활동이나 공간스케일

의 변화 등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세계시

민성의 형성을 위해 지역문제를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이 글로벌 이슈와 관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연계하는 방안이 후속 연구에서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참여역량과 그 하위영역의 두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향후 사회참여역량

의 각 하위영역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

하고, 각 수행변인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한다면 

사회과 지리교육이 사회참여역량에의 기여와 역할을 밝

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의 교

육적 활용을 위해 지리교과에서 드론매핑과 융합한 교

수-학습모형을 개발하였고, 드론을 활용한 지리적 시각

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학습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

리교육에서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의 함

양이 가능한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의융합 인재양성, 역량중심교육과정과 맥락적으로 닿

아있으며,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에 부응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

1)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예를 

들어, 유제순(2016))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

하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 ‧ 물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이재

(2017)은 지역공동체와 협력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교육청위주

로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게 될 때, 창의적 체험활동은 형식적으

로 진행되고, 성과위주의 일회성 보여주기식 운영으로 그 취지

가 축소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 연구는 대학-현장학교의 학습공동체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강원지역교육청이 후원하고, 지역 지리교사

연구회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8시간) 을 개발하였다. 2016년 7월 9일 연수를 실시하

였고, 강원도 지역 중등교원 총 27명이 참여하였다. 

2) 본 연구를 실제로 적용하기에 앞서 현장적합성 검토를 2016년 

7월 19일 실시하였다. 참여한 교사는 2명으로 A교사(경력 20년 

이상 1명, 여, 교육학석사), B교사(경력 10년 이상, 남, 교육학석

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였다. 

3) Cohen’s d는 실험군과 비교군의 평균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

눈 것인데, 이때 사용한 표준편차는 실험군과 비교군의 표준

편차를 모두 고려한 값이다.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

       (은 실험군의 평균, 는 비교군의 평균, 은 실험군의 표

준편차, 는 비교군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4) 실습에 사용한 드론은 SYMA X5C 기종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조작이 편리하여 연습용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

별로 숙련된 시연자(본 연우에서는 대학생 멘토들)가 동행하

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사용한 드론은 영상을 촬영할 수는 있으

나 지도제작에는 부적절한 영상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드론매핑 실습에 쓸 드론 영상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드론은 

DJI Inspire1으로 전문가용 드론에 해당한다. 드론 촬영 전문가

가 미리 해당 지역의 드론영상을 촬영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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