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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한 학생 중심 융복합 프로젝트 수업의 교육적 효과
이호욱* ‧ 김민성**

The Pedagogical Effects of Student-Centered Convergence Project Class
Using Geospatial Services
Howook Lee* ‧ Minsung Kim**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 주도의 융복합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융복합 프로젝트는
지리공간서비스를 주된 분석과 시각화의 도구로 활용하였고, 지리적 관점을 기본으로 다른 교과의 개념과 시각을 통합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 검증을 위해 수업 태도와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태도 검사는 활동 전후의 차이를 비
교하였는데 전체 영역, 진로선택 영역, 소통 영역, 흥미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활동 후 이루어진 만족도
검사에서는 수업만족도, 흥미도, 참여도, 후속 참여 의향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연구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활동에 만족하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한 학생 연구 중심 융복합 프로젝트 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지리공간서비스, 융복합 프로젝트 수업, 학생 연구 활동, 태도, 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dagogical effects of student-centered convergence project
class in which participants played a leading role in tackling diverse topics. The project used geospatial services as a
main tool for analysis and visualization, and the geographic perspective integrated other subjects’ concepts and
perspectives. In order to analyze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project, this article administered an attitude test and
a satisfaction test. In the case of the attitude test, scores of pre- and post-tests were compared. As a resul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dimensions of total score, career selection, communication, and interest. In
the satisfaction test conducted after the activity, the participants responded positively in satisfaction, interest,
participation, and follow-up intention, indicating that they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activities. This study add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empirically verified the pedagogical benefits of student-centered convergence research using
geospatial services.
Key words: geospatial service, convergence project class, student-centered research activity, attitud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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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 중심의 지리공간서비스 활용
융복합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공간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

펴보는 것이다. 본 논문의 융복합 프로젝트는 지리공간

식이 커지고 일상생활 전반에 장소 기반 테크놀로지가

서비스를 주된 분석과 시각화의 도구로 활용하였고 지

영향을 미치는 “지리공간혁명(Geospatial Revolution)”의

리적 관점을 기본으로 다른 교과의 개념과 시각을 통합

시대를 맞고 있다(Downs, 2016).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리공간서비스(Geospatial

지털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

Services)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PS(Global

랫폼의 상식은 지도기반, 위치기반의 시각화이다(최재

Positioning System), 원격 탐사(Remote Sensing) 등의 지

붕, 2020).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이슈는 장소와 연계

리공간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 온라인,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대

다(김민성 외, 2016).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구글맵스,

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웹 GIS, 구글 플랫폼과 같은 지

구글어스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리공간기술(geospatial technology)이 다양한 분야와 접목

산림청, 국토지리정보원과 같은 연구 및 공공기관, 그리

되고 있다(Kuhn, 2012; Ricker et al., 2020). 생물다양성,

고 SK,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민간 기업 등에서 전문적

도시화, 재해 등 현시대가 직면한 복잡다단한 문제의 해

으로 운영하는 공간 정보 및 테크놀로지 기반 플랫폼을

결을 위해 장소에 기반한 융복합적 분석이 필수적이며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요컨대, 지리공간서비스는

이를 위해 지리공간기술은 효과적인 “변혁적 테크놀로

국가 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주체

지(transformative technology)”로 작동할 수 있다(Kerski,

가 되고,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정보의 접근성과 이용도

2015).

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된 지오클라우드(GeoCloud) 기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이 융복합적 시각을 통해 현실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학생들

반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전보애,
2018b).

의 제 관심 분야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학문

지리공간기술의 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자들

임을 강조한다(Baerwald, 2010). 종합적 관점을 강조하는

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지리공간서

지리학,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지리공간기술은 현시대

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과를 융합하는 학생 중심 프

가 주목하는 융복합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관점과 도구

로젝트를 수행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전문 GIS

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리학의 이러한 힘을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그 강력한 분석 및 시각화 기능에도 불구하

사람이 많고, 이를 두고 Bednarz(2019)는 지리학이 “비밀

고 전문 소프트웨어 구득의 어려움, 인터페이스의 복잡

의 힘(secret power)”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현

함,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 필요 등으로 인해 중등 현장

상황의 문제점과 지리학의 가능성을 이중적으로 나타내

에 도입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다(Kim et al.,

기도 하였다. 우리는 언제까지 지리학의 힘을 비밀에 부

2013; 김민성, 2010).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쳐야 할 것인가? 지리학계 내부적으로만 지리학의 유용

용이하고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는 지리공간

성과 역할을 인지하면서 자족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

서비스에 주목한다(김민성 외, 2016). 공간적 관점과 이

효과적으로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수학습전략을

를 기반으로 한 지리공간 테크놀로지에 대한 사회적 요

실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지리학의 매력과 확장성을 알

구, 그리고 그것의 교육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등 수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준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지리공간서비스를 더욱

지리와 지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지리에는 차이가 존재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확장된 노력이

다(김민성, 2020b).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의 관점과

필요하다(Baker et al., 2015; De Miguel González and De

도구를 다양한 맥락과 연계하는 융복합 프로젝트 기반

Lázaro Torres, 2020). 특히, 다양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

학습을 실행하여 학생들이 지리학의 유용성을 인지하는

의 학업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융복합 교육 맥락에서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

의 활용은 더욱 파급력이 크고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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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재활용함의 최적 입지

역이다(송신철 외, 2021).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융복합 학생 프

선정을 주제로 했던 모둠은 행정구역, 인구와 같은 지리

로젝트 맥락에서 지리공간기술이 활용된 연구와 이런

적 조건뿐만 아니라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변화된 행동

맥락의 연구가 어떤 교육적 함의를 지닐 수 있는지를

양식, 재활용함 설치 법령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살펴본다. 이후 본 연구의 프로젝트 수업을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공간 분석을 수행해야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개하고 학생들의 결과물 사례를 제시한다. 이어서 연구

연구에서 공간적 사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리공간기

참여자들의 태도, 수업만족도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의

술의 활용이 융합적 문제해결이나 학습에서의 뛰어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 논의 및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수행과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6; Uttal et al., 2013).
다양한 주제, 맥락, 관점을 활용하는 융복합 지리공간

II. 융복합 학생 프로젝트 맥락에서의
지리공간기술

기술 기반 프로젝트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
에게 지리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고, 지리학이 자신의

지리공간기술은 융복합 관점의 학생 중심 프로젝트

미래 전공 및 직업과 연계되는 유용성을 지닌다는 인식

학습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융복합적 관점의 프로

을 심어줄 수 있다(Joyce et al., 2020; 안선경 외, 2020).

젝트는 복잡한 질문이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실제 세

앞서 소개된 Kolvoord et al.(2019)의 지리공간학기도 고

계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 주목한다(Ricker et al., 2020).

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그리고 직업 세계로의 효과적이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

고 자연스러운 이행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런 견지

간의 통찰력으로 여러 분야를 결합하여 새로운 방향을

에서 지리공간기술의 활용을 진로교육과 연계하려는 시

개척해 나가는 융복합 능력은 교육을 통해 반드시 길러

도가 있어 왔다. Gewin(2004)은 미국 노동성에서 나노테

주어야 할 역량이다(송신철 외, 2021). 이에 Kolvoord et

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더불어 지오테크놀로지

al.(2019)은 학생들이 지리공간기술을 배우고 이를 지역

를 미래의 전도유망한 직업 분야로 발표했다는 사실을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에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보고하며, 산림 관리, 축산 관리, 질병 관리 등 다양한

“지리공간학기(Geospatial Semester)”를 운영하고 그 결과

분야에서 지리공간기술에 기반한 지도화와 탐색이 중요

를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마이크로 수력 발전기의 실

한 직업적 소양이 될 것이라 보았다. 전보애(2018a)는 드

용성 진단, 식량 부족 평가, 학교 교통과 주차 패턴 분석

론 맵핑 자유학기제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를 진로교육

등 실제 세계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융합적 성격의

과 연계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최근 각 분야에서 드론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습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드론 활용 활

의 주체가 되는 공간 프로젝트에 흥미롭게 몰두하였고,

동은 다양한 진로와 연계성을 지닐 수 있다. 전보애의

이 과정에서 공간적,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모습

연구에서 실제 드론을 날려 보고 획득한 자료를 활용한

을 보였다. Jant et al.(2020)은 지리공간학기의 교육적 효

시각화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활동

과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에 높은 흥미를 보였다. 나아가 드론과 관련된 사회적･

지리공간기술 기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공간

법적 이슈,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 등으로 관심을

어휘를 더욱 유창하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융합적 STEM

확장하여 이 활동이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진로에 도움

과목 문제해결력을 향상시켰다. Kim(2018)은 지역사회

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지리공간기술은

의 다양한 주제를 지리적 관점과 공간적 분석 및 시각

행정, 경영, 보건, 환경, 의학, 범죄, 사회복지 등 사회 각

화를 활용해 탐구하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진행하였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Kuhn, 2012; Ricker et al., 2020),

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프로젝트

그것에 대한 이해 및 유능한 사용은 지리학뿐만 아니라

를 진행하였는데,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은 현실 세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DiBiase

의 여러 가지 조건과 변수를 고려하는 융복합적 시각을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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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연구를 수
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역

어렵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의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
려는 실천적 시도이다.

량을 함양하는 효과를 고양할 수 있기에 현행 역량기반

III. 연구방법

교육과정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실제적인(authentic)
주제 선정, 적절한 자료 조사 및 과학적인 분석, 효과적
인 시각화 및 결과의 소통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1. 연구참여자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의 활용을 필

2019년 1학기, 경남에 위치한 G 고등학교 3학년 63명

요로 하고, 따라서 그러한 역량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

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교는 이공계 진학

다(Kolvoord et al., 2019; Owens and Hite, in press; Soparat

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et al., 2015).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하는 과학고등학교이다. G 학교에서 한국지리 수업은 3

서 동료와 건설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성공적

학년 1학기에 편성되어 한 주에 두 시간씩 운영된다. 참

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Bell,

여 학생들은 2학년에 배정된 한국사 외에는 사회과 관

2010). Solís et al.(2017)은 오픈 소스 기반의 GIS 플랫폼

련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을 정도로 수학, 과학 분야에

을 활용해 방글라데시의 식량 안보, 모잠비크의 질병 예

특화된 교육을 받았다.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해 과학고

방, 에콰도르의 재난 대비 등과 같은 국제적 이슈를 주

학생들의 학습역량은 비교적 우수하나 사회과 혹은 지

제로 한 융복합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

리 분야의 배경 지식이나 흥미도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과를 공유하는 YouthMappers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

이러한 학생들에게 지리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서 지리공간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수행 및 평가를

높은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의 관심사와 수업 내용을 연

위해 중･고등 교육과정, 지리적 역량 등이 건설적으로

계하여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결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주도의 융복합

전략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 다양한 연구들은 참여자들이
다른 맥락으로 전이가능한 역량을 발달시켰다는 점을

2. 프로젝트 기획 및 수업 절차
본 연구는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한 프로젝트 지리

강조하였다(Hart, 2019; Musa et al., 2012).
이처럼 지리공간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학생 프로젝

수업이다(표 1). 한 학기 동안 이 프로젝트를 현장 수업

트는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실제적인 맥락에서 탐

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학생들의 성과 산출물과 수업 태

색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STEM 과목에

도 및 만족도 검사 결과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

서의 뛰어난 수행과 통합적 문제해결력 향상으로 이어

였다. 수업 주제는 ‘지리공간서비스로 학생 연구 수행하

질 수 있다. 융복합 관점이 다양한 시각을 요구하기에

기’이고, 수업 방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과제 활동에

지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관심과 연계되어 학생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수업 도구로서 지리공간서비스

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지리학을 진로와 연계하여

를 활용하며, 수업 내용은 지리와 수학, 과학 등을 연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 융복합적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러한 수업 설계는

과정에서 전이가능한 역량을 함양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의 성취기준 “[한지1263] 다

지리공간기술을 중･고등 학교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도

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분석 및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

입하는 전략이 될 수 있는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한 융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다(교육과학

복합 학생 프로젝트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

2)
기술부, 2009; 교육부,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

다. 본 장에 소개된 연구들의 경우도 온전히 지리공간서

육과정 내용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리공간서비스를

비스에 기반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활용하여 지리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지도화된 형태로

1)

지리공간서비스 활용 교육 연구들이 있지만 학생 중심

산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의 융복합 프로젝트 맥락에서 수행된 사례는 찾아보기

― 56 ―

이 연구의 수업을 설계한 의도는 크게 4가지이다. 첫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2021. 5.

표 1. 수업 설계 개요
주제
성취기준
교육과정 재구성

지리공간서비스로 학생 연구 수행하기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분석 및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하여 지리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지도화된 형태로 산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를
학생 주도의 연구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지리학이 융복합적인 학문이라는 점을 알게 하고 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 지리 수업을 교실
에서의 이론 수업에 국한하지 않고,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연과 사회를

수업 설계 의도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연구 활동을 통해 지리와 수학, 과학 등을 연계하여 사고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지리
수업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를 고양하고, 지리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단계

수업 절차

교수･학습활동

구상하기

지리공간서비스의 개념 이해와 도구 탐색, 연구주제 및 방법 선정

조사하기

지리공간서비스로 자료 조사, 문헌 조사, 설문 조사

분석하기

자료 처리 및 해석, 자료 지도화, 표･그림 자료 제작, 포트폴리오 작업

발표하기

파워포인트 제작 및 브리핑하기, 참여자 질의･응답하기, 교사 피드백 제공

성찰하기

교사･동료 피드백을 반영하여 연구 내용에 대한 보고서 쓰기

째, 학생들이 지리학이 융복합적 학문이라는 점을 알게

학생 연구 활동은 지리와 다른 과목을 연계한 융복합적

하고, 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분야를 다루는 방법으로 유용하다. 넷째, 융복합 학문으

인문지리와 자연지리의 양대 축을 바탕으로 지역지리로

로서 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공간 도구를 활

종합을 추구하는 지리학은 융복합형 인재에게 필요한

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학생들의 지리 수업에 대한

소양을 도야시키기에 최적의 학문이다. 특히 과학고 학

흥미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상대적으

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을 지리학이 어떻게 포섭

로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에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융복합적 측면에서 지

게 본 프로젝트가 지리 과목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는

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지리 수업을 교실에서의 이론 수업에 국한하지 않

수업 프로젝트는 총 10차시에 걸쳐 5단계로 구성되

고,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자료를 바탕

었다. ‘구상하기’ 단계에는 지리공간서비스에 대한 개념

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실 안에서도 다

이해와 도구 탐색, 연구주제 및 방법 선정 등의 교수･학

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조사할 수 있

습활동이 포함되었다. 1차시 동안 수업의 전반적인 사항

도록 하고, 지도를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제작할 수 있

을 안내하면서 지리공간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매체가 지리공간서비스이다. 이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을

도구의 도움을 받아 다른 과목과 차별화된 지리만의 실

두고 연구주제와 방법에 대해 구상하도록 지도하였다.

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셋째,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

‘조사하기’ 단계에는 지리공간서비스로 자료 조사, 문헌

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조사, 설문 조사 등을 수행하는 교수･학습활동이 포함되

학생 연구 활동을 통해 지리와 수학, 과학 등을 연계하

었다. 2차시 동안 주로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료

여 사고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사의 조력 하에

를 조사하도록 하였지만, 논문, 도서, 기사, 인터넷 자료

개별화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등을 이용하는 보편적인 실내 조사 방법도 병행하도록

프로젝트 수업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일반

하였다. ‘분석하기’ 단계에는 자료 처리 및 해석, 자료 지

적으로 지리 수업에서는 지역 조사 활동을 강조하는 경

도화, 표･그림 자료 제작, 포트폴리오 작업 등의 교수･

우가 많은데, 본 수업에서는 학생 연구 활동을 독려하여

학습활동이 포함되었다. 2차시 동안 수집 자료를 체계적

프로젝트 수행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지도, 표, 그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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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사･분석하기 단계 활동

(b) 발표하기 단계 활동
그림 1. 수업 진행 장면

으로 시각화할 수 있게 지도하였다. ‘발표하기’ 단계에는

구체적으로, 태도 검사 도구는 ‘배려’, ‘소통’, ‘흥미’,

파워포인트 제작 및 브리핑하기, 참여자 질의･응답하기,

‘진로선택’, ‘유용성/가치인식’, ‘자아개념/자아효능감’의

교사 피드백 제공 등의 교수･학습활동이 포함되었다. 4차

하위 구성 영역을 기반으로 한 26개의 리커트 스케일

시를 배정하여 학생들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

(1점: 동의하지 않음∼5점: 매우 동의함) 문항으로 구성

지고 학생 상호 간의 피드백과 교사의 피드백이 적절히

되었다(부록 참조). 만족도 검사 도구는 ‘수업만족도’,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성찰하기’ 단계에서는 교

‘흥미도’, ‘참여도’, ‘후속 참여 의향’, ‘난이도’와 관련된 5

사･동료 피드백을 반영하여 연구 내용에 대한 보고서

개의 리커트 스케일 문항(표 4)과 ‘기존 수업과의 차이

쓰기를 하도록 하였다. 각자 연구한 내용을 1차시 동안

점’, ‘수업에서 좋았던 점’,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 ‘더

요약･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학기 말까지 보고

좋은 수업을 위해 고려할 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는 4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림 1은 수업 장면

개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선택형

의 일부를 보여준다.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어렵다’(1점)∼
‘매우 그렇다 또는 매우 쉽다’(5점)에 걸친 5개의 선택지

3. 분석 도구 및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였고, 서술형 문항에서는 각각의 문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학창의

항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였다.

재단에서 제공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 태도 및 만
3)

태도는 동일한 문항을 활용하여 사전(2019년 3월), 사

족도 검사지-중등 학생용’ 을 수정･보완한 문항으로 수

후(2019년 6월) 검사를 실시하고 그 차이를 대응표본 t 검

업 태도 변화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태도 검사지는 자

정 및 효과 크기(effect size)를 통해 분석하였다. 만족도

기주도적 융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검사는 활동 후 태도 사후 검사와 함께 실시하였다. 선택

뿐만 아니라 지리에 대한 흥미, 융복합 관점에서 지리의

형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별 기술통계를 구하고 서술형

유용성, 지리와 직업선택과의 연계성 등을 측정하는 문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 응답의 반복적 내용 분석(iterative

항들로 구성되어 본 연구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는 데

content analysis)을 통해 유목화할 수 있는 범주를 도출

효과적이라 보았다. 또한 만족도 검사지는 수업 경험과

하였다(Krippendorff, 2004). 반복적 내용 분석은 두 명의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수 있게 구성되어 프로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젝트에 대한 학생 경험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다고 판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립하였다.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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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생 프로젝트 사례

커버리지 맵을 활용하여 전국에 LTE와 5G가 서비스되
는 공간적 범위를 확인하였다(그림 2(a))4) G 학교 주변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진학 희망에 따라

에서는 일반 LTE와 광대역 LTE-A의 커버리지가 고르

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과학

게 분포하여 서비스 이용이 원활했지만, 네트워크 속도

고 학생들인 만큼 수학, 과학에 대한 학업 적성이 높고

가 빠른 3 band LTE-A의 커버리지는 협소하여 서비스

이공계 진학 의지가 강하여 지리와 수학, 과학을 연계한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경상대 주변도 조사했는

융복합 연구주제들이 많이 고안되었다. 에너지, 산업,

데, 경상대가 위치한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는 5G 장치

SW･IT,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

가 10곳에 설치되었지만, 행정구역의 면적에 비해 네트

하거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워크 커버리지는 작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

표 2는 연계된 과목 현황 및 프로젝트 주제들을 보여

었다(그림 2(b)).

주는데, 지리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연계된 교과는 물리

이 학생은 모바일 네트워크 장치를 공간상에 효율적

와 생명과학이었다(9건). 그다음으로 수학, 지구과학, 정

으로 배치하기 위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

보가 각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수학, 물리,

이라는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하였다. 보로노이 다이어그

생명과학을 지리와 연계한 학생 연구 프로젝트를 사례

램은 인접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으로

로 제시한다. 제한된 지면 관계로 모든 학생의 프로젝트

평면을 분할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다각형을 의미하

를 보고할 수 없지만 제시되는 사례를 통해 참여 학생

는데, 그 다각형은 내부에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가장

들이 다양한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하여 융복합적 연구

5)
가까운 점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이

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

러한 성질은 특정 지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공간

구의 프로젝트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

을 중복 없이 나눌 수 있게 해주어 공공기관의 관할 영역

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을 정할 때 널리 활용된다. A 학생은 지오지브라(GeoGebra)
수학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학교와 경상대 주변

1. 모바일 네트워크 장치의 효율적 배치

의 커버리지 맵에서 모바일 네트워크의 서비스 영역을

전자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전공을 희망하는 A 학생

가장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은 2019년 초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

작도하였다(그림 2(c)). G 학교 주변에서 3 band LTE-A

지만, 전국에 5G 기지국 장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

가 서비스되는 지점에 대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

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

렸더니 추가로 7곳에 관련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

중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바일 네트워크의 커버

다. 경상대 주변에서도 5G에 대해 같은 작업을 수행한

리지(coverage)를 효율적으로 넓히는 방법에 관심을 가

결과, 추가로 25곳에 관련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지게 되었다. 지리공간서비스로 S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림 2(d)).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특성상 서로 다른

표 2. 학생 연구 프로젝트 과목 연계 및 주제
연계 교과

지리
+

융복합 분야

학생 연구 활동의 주제

사례수(비중)

물리

에너지, 산업, 환경, 교통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입지 선정 등

9(14.3%)

생명과학

산림자원, 동물자원, 환경

생태계 특성 조사, 환경 변화 분석 등

9(14.3%)

수학

수학적 모델링, SW·IT, 교통

도시 인프라 계획 및 설계 등

7(11.1%)

지구과학

환경, 재해, 복지, 천문

환경 영향 분석, 천문대 입지 선정 등

7(11.1%)

정보

SW･IT, GIS, 복지, 환경

코딩 통한 시설물 입지 선정 등

7(11.1%)

화학

재료, 에너지, 산업, 환경

연료전지 시설물 입지 선정 등

기타

도시, 경제, 안전, 복지, 환경

도시사회 분석, 주거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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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통신사 커버리지 맵 5G 서비스

(b) 경상대 주변 5G 서비스 현황

(c) 지오지브라에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작업

(d) 경상대 주변 5G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커버리지 분포

그림 2. 모바일 네트워크 장치 효율적 위치 선정 분석

커버리지가 겹쳐지는 부분이 적어 모바일 네트워크의

를 통해 고도 50m에서 연평균 풍속과 5m/s 이상 풍속

설비 구축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 영역은 최대

비율의 분포 등을 확인하였다(그림 3(a)).6) 경제적 요인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은 인근 변전소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송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았고, 환경보호 요인은 산림기능

2. 풍력발전소의 최적 입지 선정

구분도에서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면적 비율 정도를 탐

기계공학 전공을 희망하는 B 학생은 어릴 때부터 살

색하였다. 인간피해 요인은 풍력발전기의 날개(blade) 등

아온 경남 거제시에 평소 바닷바람이 많이 분다는 사실

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을 경험적으로 체득하였다. 그래서 이 바람을 에너지로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활용

전환해보는 구상을 하고 거제도 내에 풍력발전소의 최

해 인구밀도와 주택밀도 등을 확인하였다(그림 3(b))7)

적 입지를 찾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풍력발전

요인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를 적용하고 요인들의

소의 입지 조건에 관한 선행연구(전상희 외, 2011)를 검

값을 지역별로 합산하여 비교한 후, 거제시 일운면이 풍

토하여 도출된 4가지 요인 및 가중치를 중심으로 학생

력발전소의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 활동에 적합한 지표를 생성하였다. 자연적 요인으
로서 가장 중요도가 큰 바람 자원을 분석하기 위해 기

3. 하천 생명체의 군집 탐구

상청에서 제공하는 풍력기상자원지도(Wind Resour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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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풍력기상자원지도의 바람 분포

(b)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인구밀도

그림 3. 풍력발전소 최적 입지 선정

(a)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림지도

(b) 생물지리정보서비스의 지역 자생종

그림 4. 하천 서식 생명체 군집 탐색

는 생명체에 관심이 많아 남강 상류의 유역 특성에 따

된 결과라고 추정하였다.8)

른 생명체 군집을 탐구하였다. 낙동강의 지류 하천인 남

이러한 하천수의 특성이 삼림, 곤충류, 조류, 어류 등

강 상류는 지리산지에서 발원하는 덕천강 수계와 남덕

의 생명체 군집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 가정

유산지에서 발원하는 경호강 수계로 크게 분류되는데,

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수집하였다. 산림청의 산림공간

함양군에서 위천과 임천이 남강에 합류하여 경호강을

정보서비스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지리정보서비스

이루는 유역 일대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함양군

등을 활용해서 하천과 하천 주변의 생명체 군집을 조사

함양읍에서 산청군 산청읍으로 이어지는 하도 구간은

하였다(그림 4(a), 4(b)).9) 강가에 양수림(陽樹林, shade-intolerant

넓은 분지를 흐르는 작은 하천들이 모여 좁은 협곡을

tree)인 작은 소나무들의 밀집도가 높았고 하천에 수서

빠져나가는 하계망 패턴(drainage pattern)이 나타나는 곳

곤충(aquatic insect)을 비롯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benthic

으로 협곡에 도달하기 전에는 비교적 유속이 느리고 퇴

macroinvertebrates)의 군집 등급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적작용이 활발하여 범람원이 발달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인산염의 높은 농도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리

에서 운영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연구지역의 수질

고 수서곤충을 주로 섭취하는 돌고기(striped shinner)가

측정자료를 확인한 결과,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어류 중에서 우점종으로 두드러졌고, 부착돌말류(benthic

T-N(총질소) 값은 다른 하천의 상류와 마찬가지로 낮았

diatom)의 경우에는 하천에 풍부한 무기염류 때문에 개

지만 T-P(총인) 값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변 경작

체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1차 소비자인 저서

지에서 사용된 인산 비료의 성분이 하천으로 많이 유입

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영향으로 군집도는 보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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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함양읍에서 기대되는 도시발달 정도에 따라 남강

견 표현 및 교환, 그리고 이의 중요성을 아는 데 도움이

에 생활하수의 유입량이 증가할 위험이 있어 연구지역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능력은 현행 교

의 주변 생태계가 환경 변화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육과정(교육부, 2015)에서 중시되는 의사소통역량 등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또한, 지리를

지적하였다.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리에 대

V. 참여자 반응

한 흥미가 향상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배려 영역, 유용성/가치인식 영역, 자아개념/자아효

1. 태도

능감 영역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 간 점수가 향상되었지

프로젝트 참여 결과 학생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나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배려 영역,

타났는지를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살펴보았다(표 3).

유용성/가치인식 영역의 경우, p값이 0.05에 접근하고

모든 영역을 통합하여 태도 변화를 분석했을 때, 0.05

있으며, Cohen’s d값도 다른 영역에 비해 크게 낮지 않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2)가 있어

아 일정 정도의 효과를 시사한다. 연구참여자의 수나 실

전반적으로 본 연구 활동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는 사

행의 맥락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과 크기는 0.41로 중간 크기

로 기대된다. 자아개념/자아효능감 영역의 경우, Cohen’s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Huck, 2008; 김민성, 2011).

d값이 가장 작아 상대적으로 사전, 사후 간 차이가 가장

태도와 관련된 학생 반응을 영역별로 분석해 보았을

작은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다음 절의 만족도

때, 영역별 변이가 나타났다. 진로선택 영역은 사전, 사

분석에서 난이도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결과와 연계

후 간 평균 차이(0.50)가 가장 크고(p<0.01), Cohen’s d값

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학생 스스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0.51, 중간 효과 크기)도 가장 큰 영역이었다. 참여자들

자신이 설정한 주제에 부합하는 가설 설정, 분석을 수행

은 관심 있는 주제를 지리적 관점 및 지리공간서비스를

하는 본 연구 프로젝트는 고등학생 수준에서 상대적으

활용하여 융복합적으로 탐색하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로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였다. 이런 맥락에서 지리가 쉽

통해 지리와 관련된 직업에 매력을 느끼거나 지리가 자

다거나 지리에 대해 자신있다와 같은 내용을 묻는 자아

신의 진로 및 직업과 연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개념/자아효능감 영역의 점수가 크게 향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시시하는 바가 크다(전보애,
2014; 홍후조, 2018; 한혜정, 2019). 소통 영역(p=0.03), 흥

2. 만족도

미 영역(p=0.02)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찾

우선, ‘수업만족도’, ‘흥미도’, ‘참여도’, ‘후속 참여 의

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활동이 적극적인 의

향’, ‘난이도’와 관련된 5개의 리커트 스케일 문항을 통

표 3. 태도 변화 분석
영역(항목수)

평균(표준편차)
사전 검사

사후 검사

평균 차이

p

Cohen’s d

배려(2)

4.04(0.74)

4.29(0.88)

0.25

0.06

0.31

소통(3)

3.84(0.79)

4.15(0.86)

0.31

0.03

0.38

흥미(8)

3.40(0.76)

3.75(1.00)

0.35

0.02

0.39

진로선택(3)

3.03(0.84)

3.53(1.12)

0.50

< 0.01

0.51

유용성/가치인식(6)

3.66(0.71)

3.90(0.84)

0.24

0.07

0.31

자아개념/자아효능감(4)

3.37(0.87)

3.62(1.01)

0.25

0.16

0.27

전체

3.51(0.62)

3.82(0.86)

0.31

0.02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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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만족도 검사(선택형 문항) 분석 결과
문항

점수별 응답분포: 응답 수(비중)

평균
(표준편차)

1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4.10(1.00)

1(2%)

5(8%)

8(13%)

22(35%)

27(43%)

수업은 재미있었나요?

4.06(1.02)

2(3%)

3(5%)

10(16%)

22(35%)

26(41%)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4.44(0.75)

0(0%)

1(2%)

7(24%)

18(27%)

37(59%)

앞으로 이러한 수업에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까?

3.75(1.14)

2(3%)

8(13%)

15(24%)

17(27%)

21(33%)

수업의 난이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2.87(0.05)

4(6%)

17(27%)

29(46%)

9(14%)

4(6%)

2

3

4

5

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표 4). ‘수업에 만족하십

표 시간에 자신과 동료들의 생각을 상호 공유하고 비교

니까?’, ‘수업은 재미있었나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하였나요?’ 문항에서는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4점대

둘째, ‘수업 중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적어주세

로 나타나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수업에 만족하고, 활

요’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의 의견은 크게 4개의 범주로

동을 흥미롭게 생각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분류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순대로 나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수업에 계속 참여

하면, ‘결과 공유 기회’(28건), ‘연구 활동 경험’(24건), ‘학

하고 싶습니까?’ 문항에서도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

생 중심 활동’(19건), ‘지역 이해’(3건) 등이었다. ‘결과 공

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0%에 이르러 본 수업

유 기회’ 범주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발표하는 것에만

과 같은 학생 중심의 연구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생각

머무르지 않고 활발한 질의, 응답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수업의 난이도는

어를 교환하며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연구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항에서는 난이도가 ‘보통이

주제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연

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6%에 달하고, 평균 점수

구 활동 경험’ 범주에서는 여러 가지 지리공간서비스를

가 2점대에 그쳐 학생들이 연구 수행 과정을 도전적으

활용해서 통계 자료와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 자신

로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좋아하는 분야와 접목해서 스스로 연구를 진행할 수

다음으로, 만족도 검사의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는 학

있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학생 중심 활동’

생들이 기재한 내용을 반복 분석하여 일정한 범주로 유

범주는 대부분 ‘연구 활동 경험’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

형화하고(중복 범주 허용), 주요 범주에 해당하는 학생

가 많았는데, 학생의 높은 자율성과 자기주도성 확보가

들의 응답을 추출하였다. 첫째, ‘기존의 수업과 본 수업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지역 이해’

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세

범주에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지리 과목과 연구지

요’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의 의견은 크게 5개의 범주로

역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분류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순대로 나열

셋째, ‘수업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적어주

하면, ‘학생 중심 수업’(33건), ‘연구 활동 수행’(26건), ‘융

세요’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의 의견은 크게 5개의 범주

합 수업’(8건), ‘참여형 수업’(7건), ‘결과 공유 활성화’(6

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순대로 나

건) 등이었다. ‘학생 중심 수업’ 범주에서는 학생이 주도

열하면, ‘자료 조사’(19건), ‘연구 진행’(17건), ‘주제 선

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

정’(16건), ‘자료 분석’(9건), ‘시간 부족’(8건) 등이었다. 본

견이 많았다. ‘연구 활동 수행’ 범주에서는 학생이 직접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 과정을 기획하면서 다양한 조사 및 분석 방법 등

대부분 연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자료 조사’

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융합 수업’

범주에서는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고, 특정

범주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지리를 관련지어 생각

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거나 정보량 자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결과 공유 활성화’ 범주에서는 발

체도 적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연구 진행’ 범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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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것

실시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융복

을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다 보니, 분명 긍정

합 프로젝트는 지리공간서비스를 주된 분석과 시각화의

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곤란과 결

도구로 활용하였고, 지리적 관점을 기본으로 다른 교과

과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부담감을

의 개념과 시각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

주는 측면도 있었다. ‘주제 선정’ 범주도 비슷한 맥락에

로젝트는 학생들이 지리학이 융복합적 학문임을 알게

서 학생들이 연구할 적절한 주제를 찾기가 힘들었고,

하고, 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

‘자료 분석’ 범주에서 적절한 분석법을 적용하고 분석의

었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과정

논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에 참여하고, 학생 연구 활동을 통해 지리와 수학, 과학

그리고 학생마다 개인차가 있었지만, 연구 활동에 소요

등을 연계하여 사고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

되는 시간이 많아서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었다. 이런 경험이 지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지리학

학생들도 있었다.

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

마지막으로, ‘더 좋은 수업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

하였다. 수업은 구상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발표하기,

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의 의

성찰하기의 5단계로 구성되었고, 10차시에 걸쳐 진행되

견은 크게 5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의

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진학 희망에 따

견이 나온 순대로 나열하면, ‘조사 활동 지원’(10건), ‘현

라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행 방식 유지’(8건), ‘우수사례 제시’(7건), ‘추가시간 부

지리와 수학･과학을 연계한 융복합 분야의 연구주제들

여’(7건), ‘소규모 프로젝트 기획’(6건) 등이었다. 본 수업

이 많이 고안되었다. 모바일 네트워크 장치의 효율적 배

에서 학생들이 자료 조사가 제일 어려웠다고 지적한 사

치, 풍력발전소의 최적 입지 선정, 하천 생명체의 군집

실을 반영하듯이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탐구와 관련된 학생 프로젝트 사례를 제시하였고, 이를

다양한 방법과 구체적 예시를 제공하는 등의 ‘조사 활동

통해 참여자들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하였음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런가 하면

확인할 수 있었다.

별다른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고 현행 수업의 방식을 계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학생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태

속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연구 활동

도 검사와 만족도 검사를 진행하였다. 태도 검사의 경

에 모범과 참고가 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제시해 달라

우, 활동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전체 영역, 진로

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연구 활동에 필요한 추가

선택 영역, 소통 영역, 흥미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시간의 배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소규모 프로젝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배려 영역, 유용성/가치인식 영

트 기획’ 범주에서는 현행 방식이 대규모 프로젝트 기획

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유의미한 차이에

과 같아서 학생들에게 어렵고 부담이 되는 편이기 때문

근접하는 결과를 보였다. 자아개념/자아효능감 영역에

에 조금 더 쉽고 부담이 덜 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서의 차이가 가장 작았는데, 이는 전문 연구처럼 진행되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외의 기타 의견으로 개별 과제보

는 학생 중심의 융복합 프로젝트가 고등학생 수준에서

다 모둠 과제가 더 좋다는 의견, 자유 주제보다 주제를

다소 어려운 과제일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도

한정하여 제시하자는 의견, 결과 공유의 기회를 확대하

검사에서 특히 진로선택 영역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게

자는 의견, 정량적인 면보다 정성적인 면에서 평가 기준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강조되는 진로교육 측면에서 시

을 설정하자는 의견, 기초 지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리학이

의견, 일반적인 교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다양한 분야와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융합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여 지리에 대한 이미지를 고양

VI. 논의 및 결론

하는 결과를 낳았고, 전이가능한 역량으로 생각될 수 있

이 연구에서는 학생 주도의 융복합 연구 프로젝트를

는 소통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 본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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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

트 기반 학습 연구에서도 시간 조정의 문제는 자주 보

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결과였다.

고되어 왔다(Aldabbus, 2018).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활동 후 이루어진 만족도 검사에서는 수업만족도, 흥

맥락이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활동 단계 및 소요 시

미도, 참여도, 후속 참여 의향에 높은 점수가 나타나 연

간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구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본 연구 활동에 만족하는 모

심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

둘째, 태도 검사의 자아개념/자아효능감 영역, 만족

이 스스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경험

도 검사의 난이도 영역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

을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인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 리서치의 경험이 많

그러나 난이도 영역에서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지 않은 고등학교 학생이 스스로 연구의 전 과정을, 그

이는 태도 검사의 자아개념/자아효능감의 낮은 점수와

것도 생소한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어려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서술형의 만족도 검

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런 측면의 어려

사에서는 학생 반응을 유목화하였는데, 학생들은 본 수

움은 기존에도 보고된 바 있다. 이에 Kim(2018)은 학생

업이 기존 수업과 다른 측면으로 학생 중심 수업, 연구

주도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는 어려움을 돕는 차원

활동 수행, 융합 수업, 참여형 수업, 결과 공유 활성화

에서 수행가능할 만한 주제를 제공하고 함께 논의하는

등을 꼽았다. 수업에서 좋았던 점으로는 결과 공유 기

과정을 통해 최종 주제를 선정하고 정련화하는 전략을

회, 연구 활동 경험, 학생 중심 활동, 지역 이해 등이 언

도입하였다. 또한 생소한 테크놀로지를 학습에 활용하

급되었고, 반대로 어려웠던 점으로는 자료 조사, 연구

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습 시간을

진행, 주제 선정, 자료 분석, 시간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늘리거나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

개선할 점으로는 조사 활동 지원, 현행 방식 유지, 우수

도 있었다(Kim and Shin, 2016; 김민성, 2020a). 학생 프로

사례 제시, 추가시간 부여, 소규모 프로젝트 기획 등이

젝트를 돕는 멘토제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전략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참여 중심의 융복합형

이다(Kim, 2018; 김민성, 2019). 참여 학생들이 만족도

연구 활동이 많은 교육적 장점을 가지는 전략임을 입증

자유 기술형 설문에서 요구한 조사 활동 지원, 우수사례

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제시, 추가시간 부여, 소규모 프로젝트 기획 등은 이러

과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들 또한 적절히 마련할 필

한 기존 연구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

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양한 도움 및 지원 전략을 통해 활동의 난이도를 적절

본 연구는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한 학생 연구 중심

하게 조절하고 학생들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

프로젝트 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을 하게 함으로써 지리에 대한 자신감, 높은 자아개념/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 학생들의 반응과 수업을 진행

자아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

한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유형의 학습을 효과

야 한다.

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셋째, 본 연구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맥

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첫째, 제한된 교육과정 시간 내

락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에서 여러 활동을 진행하는 학습에서 시간 부족의 문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학

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도 발표

업 성취도가 높은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시간이 예상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 후속 수업에서

에서 특수성 및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이공계 중심의

는 파워포인트 브리핑 대신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시, 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참여자였다는 사실도 염두

유하는 갤러리워크(gallery-walk) 방식이나 발표 영상과

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는 온라인 갤러

있는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하는 학생 프로젝트 활동이

리(online-gallery) 방식 등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 프로젝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 65 ―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한 학생 중심 융복합 프로젝트 수업의 교육적 효과

주

김민성, 2011, “지리교육 연구에서의 양적 방법론: 효과 크기의

1) 구글어스, AEJEE, GPS, X-ray map 등을 활용하여 풍력발전단

김민성, 2019, “프로젝트기반학습에서 대학원생들의 멘토링 경

지 입지 선정, 지진으로부터 안전 여부 확인, 보물찾기, 대형마

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트 입지 선정 등을 주제로 한 학습 모듈 개발 사례(이종원, 2011,

19(5), 239-262.

개념과활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205-220.

2015), 동아리 활동에서 구글맵스, 구글어스, 구글 퓨전테이블
등을 활용하여 거주지역의 인터넷 지도를 제작해봄으로써 영
역과 영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업 사례(전보애, 2014),
구글어스, nGlobe, 통계정보지리서비스, X-ray map 등을 활용

김민성, 2020a, “온라인 시각화 도구를 활용한 대학생들의 일상
생활공간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9(1), 1-15.
김민성, 2020b, “지리에대한인식조사: 지리전공과비전공대학
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1),

하여 우리나라 동고서저 지형 파악, 교통과 지역발달 관계 이
해, 인구의 지역적 특징 이해, 쓰레기 매립지 선정, 세계 여러
지역의 모습 이해 등을 목표로 한 학습 모듈 개발 사례(김민성･

33-47.
김민성･유수진, 2014, “지리공간기술을이용하는목표기반시나

유수진, 2014), 구글맵스와 구글어스를 활용하여 관악산의 등

리오 학습모듈 개발”, 사회과교육, 53(1), 79-93.

산 경로와 안내 정보를 제공한 사례(김민성･이창호, 2015) 등

김민성･이상일･이소영, 2016, “지리공간서비스의 교육적 함의
와 교수학습 모델 개발”,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이 있다.
2) 수업을 적용했던 2019년 당시 3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Research, 25(1), 1-26.

적용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의 성

김민성･이창호, 2015, “지리공간기술 기반 봉사학습 프로젝트:

취기준 “[12한지01-03] 다양한 지리 정보의 수집･분석･표현 방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한국지도학

법을 이해하고, 지역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답사 계획을 수립
한다”에 근거해 본 연구의 수업을 설계할 수도 있다(교육부,

회지, 15(3), 63-77.
박현주･백윤수･심재호･손연아･한혜숙･변수용･서영진･김은

2015).

진, 2014, STEAM 프로그램효과성제고및현장활용도

3) 본 연구에서 참고한 STEAM 교육 검사지는 한국과학창의재
단이 STEAM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와 현장 활용도를 향상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박현주 외, 2014).

향상기본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연구보고서BD15030009.
송신철･김정민･심규철, 2021, “고등학생 STEAM 기반 학생연
구과제에 나타난 STEAM 요소 및 과학 분야의 융합 유

4) SKT 커버리지 맵 사이트(https://www.sktcoverage.com)
5)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509
1&cid=58944&categoryId=58970)

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509-534.
안선경･이희수･모영화･이호욱, 2020, “뺷택리지뺸 중심의공동탐

6) 기상청 기상자원지도 사이트(http://www.greenmap.go.kr)

구토론기반STEAM 프로그램개발및적용사례연구”,

7)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사이트(https://sgis.kostat.go.kr)

교원교육, 36(2), 195-213.

8)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정보시스템사이트(http://water.nier.go.kr)

이종원, 2011, “공간정보기술을활용한교수･학습모듈의개발과

9)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사이트(https://map.forest.go.kr),

평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3), 381-397.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지리정보서비스 사이트(https://species.

이종원, 2015, “학습자의참여와과제의실제성을강조하는지리

nibr.go.kr/geo)

교수･학습자료의개발과활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지, 23(1), 65-82.

참고문헌

전보애, 2014, “공간정보기술을활용한영토교육모형의개발과
적용: 창의적체험활동을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별책 7].

지, 24(4), 1-13.
전보애, 2018a, “‘드론을활용한지도만들기’ 자유학기제수업모

교육부, 2014, 2009 개정교육과정에따른고등학교사회과핵심
성취기준의 이해.

듈 개발과 적용”,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8(4), 49-66.
전보애, 2018b, “지리교육에서지오클라우드의이해와적용”, 현

교육부, 2015, 사회과교육과정, 교육부고시제2015-74호[별책7].

대 지리교육학의 이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푸른길,

김민성, 2010, “교육현장의GIS 관련상황과교육적사용을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2),

199-217.
전상희･안승만･최영진･성효현, 2011, “GIS를 이용한 풍력발전
단지 최적입지 선정방법에 관한 연구”, 신재생에너지,

173-184.

― 66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2021. 5.

7(3), 83-91.

GIS-based instruction on students’ STEM-relevant

최재붕, 2020, 포노 사피엔스 코드 CHANGE 9, 쌤앤파커스.

reasoning, Journal of Geography, 119(1), 22-31.

한혜정, 2019, “고교학점제도입을위한고등학교교육과정구조

Joyce, K. E., Meiklejohn, N., and Mead, P. C., 2020, Using

관련 쟁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minidrones to teach geospatial technology fundamentals,

37(2), 53-81.

Drones, 4(3), 57.

홍후조, 2018, “고교학점제도입의문제와과제”, 학습자중심교

Kerski, J. J., 2015,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using geospatial

과교육연구, 18(1), 699-724.

technologies for education, in Muñiz Solari, O., Demirci,

Aldabbus, S., 2018, Project-based learning: Implementation &

A., and van der Schee, J.(eds.), Geospatial Technologie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Learning and

Geography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Geospatial Practices

Development, 6(3), 71-79.

and Lessons Learned, Springer, Tokyo, 183-194.

Baerwald, T. J., 2010, Prospects for geography as an inter-

Kim, M., 2018, Project-based community participatory action

disciplinary discipline, Annals of the Associationof American

research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technologies,

Geographers, 100(3), 493-501.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2(1), 61-79.

Baker, T. R., Battersby, S., Bednarz, S. W., Bodzin, A. M., Kolvoord,

Kim, M., Kim, K., and Lee, S., 2013, Pedagogical potential of a

B., Moore, S., Sinton, D., and Uttal, D., 2015, A research

web-based GIS application for migration data: A

agenda for geospatial technologies and learning, Journal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of Geography, 114(3), 118-130.

Journal of Geography, 112(3), 97-107.

Bednarz, S. W., 2019, Geography's secret powers to save the

Kim, M. and Shin, J., 2016, The pedagogical benefits of SimCity

world, The Canadian Geographer, 63(4), 520-529.

in urban geography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Bell, S., 2010, Project-based learning for the 21st century: Skills
for the future, The Clearning House, 83(2), 39-43.

115(2), 39-50.
Kolvoord, B., Keranen, K., and Rittenhouse, S., 2019, The

De Miguel González, R. and De Lázaro Torres, M. L., 2020,

geospatial semester: Concurrent enrollment in geospatial

WebGIS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in secondary

technologies, Journal of Geography, 118(1), 3-10.

education using the Digital Atlas for schools, Journal of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Sage, Thousand Oaks, CA.

Geography, 119(2), 74-85.
DiBiase, D., Corbin, T., Fox, T., Francica, J., Green, K., Jackson, J.,

Kuhn, W., 2012, Core concepts of spatial information for

Jeffress, G., Jones, B., Jones, B., Mennis, J., Schuckman,

transdisciplinar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26(12), 2267-2276.

K., Smith, C., and van Sickle, J., 2010, The new geospatial
technology competency model: Bringing workforce

Musa, F., Mufti, N., Latiff, R. A., and Amin, M. M., 2012,

needs into focus, URISAJournal, 22(2), 55-72.

Project-based learning (PjBL): Inculcating soft skills in

Downs, R. M., 2016, Bringing geography back to life: The role of

21st century workplac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9, 565-573.

the geospatial revolution in the US school system,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6, Learning to Think Spatially: GIS

Geography, 101(2), 77-84.
Gewin, V., 2004, Mapping opportunities, Nature, 427, 376–377.

as a Support System in the K-12 Curriculum, The National

Hart, J., 2019, Interdisciplinary project-based learning as a means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of developing employability skills in undergraduate

Owens, A. D. and Hite, R. L., in press, Enhancing student

science degree programs, Journal of Teaching and Learning

communication competencies in STEM using virtual

for Graduate Employability, 10(2), 50-66.

global collaboration project based learning, Research in

Huck, S. W., 2008, Reading Statistics and Research, 5th ed., Pearson
Education, Boston, MA.

Science &Technological Education.
Ricker, B. A., Rickles, P. R., Fagg, G. A., and Haklay, M. E., 2020,

Jant, E. A., Uttal, D. H., Kolvoord, R., James, K., and Msall, C.,

Tool, toolmaker, and scientist: Case study experiences

2020, Defining and measuring the influences of

using GIS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Cartography and

― 67 ―

지리공간서비스를 활용한 학생 중심 융복합 프로젝트 수업의 교육적 효과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47(4), 350-366.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2(5), 367-373.

Solís, P., Huynh, N. T., Carpenter, D., De Newbill, M. A., and
Ojeda, L., 2017, Using an authentic project based
learning framework to support integrated geography

접 수 일 : 2021. 03. 16

education linked to standards and geospatial competencies,

수 정 일 : 2021. 04. 07

Research in Geographic Education, 19(2), 36-65.

게재확정일 : 2021. 04. 15

Soparat, S., Arnold, S. R., and Klaysom, S., 2015, The development of Thai learners' key competencies by project-

교신: 김민성,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based learning using ICT,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in

지리교육과 조교수

Education and Science (IJRES), 1(1), 11-22.
Uttal, D. H., Miller, D. I., and Newcombe, N. S., 2013, Exploring
and enhancing spatial thinking: Links to achievement in

(geomskim@snu.ac.kr, 02-880-9029)
Correspondence: Minsung Kim, geomskim@snu.ac.kr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 68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2021. 5.

부록. 태도 검사지
#
1
2

영역
배려

나는 지리 시간에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한다.
지리 시간에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중요하다.

3
4

문항
나는 지리 시간에 친구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듣는다.

소통

나는 지리 시간에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5

나는 지리 시간에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6

나는 지리 수업 내용이 재미있다.

7

나는 지리 관련 활동이 재미있다.

8

나는 지리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9
10

흥미

나는 지리 관련 정보나 책을 찾아 읽는 것을 즐긴다.
나는 지리를 좋아한다.

11

나는 지리 연구 활동이 재미있다.

12

나는 지리 시간이 재미있다.

13

나는 지리에 관심이 많다.
지리 관련 직업을 갖는 것은 멋진 일이다.

14
15

진로선택

나의 진로 분야와 지리는 관련성이 있다.
지리와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있다.

16
17

지리 공부를 하는 것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18

지리는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

유용성/

지리는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

가치인식

나의 관심분야를 개발하는 데 지리는 도움이 된다.

21

지리 지식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22

지리는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지리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24

자아개념/

나는 지리가 쉽다고 생각한다.

25

자아효능감

나는 지리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26

나는 지리 내용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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