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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융합 교육 공간 현황 조사 및 분석
․ 융합 교육 공간 운영 적정 모델 제안
․ 우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방안 제안
․ 중장기 발전 방안 제안
2. 과제내용
․ 융합교육 2030의 방향 :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인간과 사물의 탐구/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
․ 미래 융합 교육 공간-바람직한 관계를 재생산하는 공간
개별화 공간에서는 정보처리 활동
이해의 공간에서는 자기주도적 활동, 프리젠테이션 공간
협력의 공간은 모둠활동, 프로젝트 수행, 창의적 활동 공간. 팀워크를 위한 활동
공유의 공간은 체험, 외부와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한 공간
․ 미래 융합교육 공간을 초등/중등으로 분류, 교실에 대해서도 교실 1개, 2개 리모델링
모델 제안, . 리모델링형과 신축형으로 나누어 제시.
3. 기대성과
◦ 공교육기관으로써의 미래 융합 교육 공간
◦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미래 융합교육 공간
◦ Social Impact를 실천하는 미래 융합 교육 공간

색인어
(각5개
이상)

한글
영어

융합교육

2030,

미래학교, 융합교육 공간, 미래 교육,

STEAM

Convergence Education 2030, Future School, Convergence
Education Space, Future Education, STEAM

- 2 -

요

Ⅰ. 제

약

문

목

융합 교육 확산을 위한 미래형 융합 교육 공간 조성 방안
Ⅱ.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융합 교육을 위한 미래지향적 공간 기반 조성 및 운영 방안 제안
․ 융합 교육 공간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융합 교육 활용 과학문화 우수 콘텐츠 발굴
․ 융합 교육 공간 운영 적정 모델 제안
․ 융합 교육 공간 활용을 위한 우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방안 제안
․ 융합 교육 공간 활용 중장기 발전 방안 제안
Ⅲ. 미래 사회의 변화 전망과 미래 융합 교육
․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 지식기반사회,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문제, 환경문
제, 개인중심의 사회 문화적 풍도 변화, 개방화 세계화
→ 초연결, 초인공지능의 사회, 융합교육이 강조됨.
․ 융합교육 2030: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유연한 관계 맺
기(networking)와 혁신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박현주 외, 2019)
․ 융합교육 2030의 방향: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인간과 사물의
탐구/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
Ⅳ. 융합 교육 공간에 대한 정책 및 연구현황
․ 학교 공간 개선에 대한 정책: 쾌적한 교육환경, 안전한 교육 환경, 미래교육
환경 구축
․ 교육 공간 개선에 대한 요구: 전용교과 교실, 모둠활동, 융합성, 스마트워크
커뮤니티 공간 필요, 옥외 교육 및 놀이 시설 필요등 제시
․ 미래 교육과 융합 교육 공간에 대한 사례 : 상호작용, 능동성, 유연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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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
Ⅴ. 미래 교육 공간에서의 교수학습
․ 미래의 교수학습: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교수학습,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남
․ IoT를 활용한 융합 교육 사례: 센서를 활용한 교육, 위치기반 탐구 활동, 클
라우드 기반 정보 제공 등
Ⅵ.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의 개념화 및 설계 원리
․ 미래융합 교육 공간의 개념화: 미래 융합교육 2030의 방향에 맞추어 바람직
한 관계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규정
- 개별화 공간: 정보처리 활동
- 이해의 공간: 자기주도적 활동, 프리젠테이션 공간
- 협력의 공간: 모둠활동, 프로젝트 수행, 창의적 활동 공간. 팀워크 활동
- 공유의 공간: 체험, 외부와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한 공간
․ 미래 융합교육 공간을 초등/중등으로 분류, 교실에 대해서도 교실 1개, 2개 리모델
링 모델 제안, . 리모델링형과 신축형으로 나누어 제시.
․ 미래 융합 교육 공간 구성 방안: 학습지원, 활동지원, 운영지원
․ 미래 융합 교육 공간 설계: 정보처리 환경, 자기주도 환경, 프로젝트 수행환
경, 창의적 환경, 팀워크 환경, 프리젠테이션 환경, 체험환경의 선택적 구축
․ 미래 융합 교육 공간 운영의 개요: 주제별 연구, 프로젝트 수업에 최적화된
공간, 학생 , 참여적인 교수학습 혁신 기대
Ⅶ. 제언
․ 대상에 따른 융합 교육 공간: 초등은 놀이를 통한 융합 교육, 중등은 융합교
육의 과정 이해, 고등은 융합의 기초 이해, 대학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융합교육, 시민은 사회적 이슈와 개인적 관심사에 기반을 둔 융합교육 활동
․ 미래 융합 교육 확산 방안: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교육 지원,
융합교육 및 융합교육 공간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 미래 융합 교육 공간 운영 방안: 자유 학기 및 방과 후 교실 수업 특화, 관리
자 상주 필요, K-MOOC 연계 미래 융합 학습 콘텐츠 활용 극대화
․ 우수 공간 모델들의 중장기 혁신적 발전방안 제안: 법, 제도적 장치 정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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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환경 정비
Ⅷ. 기대 효과
◦ 공교육기관으로써의 미래 융합 교육 공간
◦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미래 융합교육 공간
◦ Social Impact를 실천하는 미래 융합 교육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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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Plan for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Space for Spreading Convergence
Education
Ⅱ.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search
Proposal

of

future-oriented

space

foundation

and

operation

plan

for

convergence education
․ Survey and analysis on the status of convergence education space
․ Discovery of excellent contents of science and culture u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vergence education
․ Proposal of Appropriate Model for Convergence Education Space Operation
․ Proposal of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xcellent contents for utiliza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space
․ Proposal for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of convergence education
space
III. Future changes in society and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 Future trends of change in society: knowledge-based society,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opulation

problems,

environmental

issues,

individual-oriented sociocultural trends change, liberalization globalization
→ Hyper-connectivity, Hyper-artificial intelligent society, and convergence
education are emphasized.
․ Convergence Education 2030: Educ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balance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 happiness and society through flexible networking
and innovation between humans and humans
․

The

Direc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2030:

Forming

Desirabl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 Exploring Humans and Things / Inno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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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ages of Things and Things / Creating New Values 
and Cultures
Ⅳ. Policy and Research on Convergence Education Space
․ Policy on improving school spaces: establishing a pleasant educational
environment,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a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 Need for improvement of educational space: presentation of dedicated
classrooms, group activities, convergence, smart work community space
needs, outdoor education and play facilities needs
․ Examples of future education and convergence education spaces: spaces for
interaction, activeness, flexibility, activity, and creativity are important
Ⅴ.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Future of Education
․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future: teaching and learning using digital
devices, freeing space
․ Examples of convergence education using IoT: education using sensors,
location-based exploration, cloud-based information delivery, etc.
Ⅵ. Conceptualization and Design Principle of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Space
․ Conceptualization of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Space: Defined as a
space that reproduces desirable relationships in the direction of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2030
- Individualization space: information processing activities
- Space of understanding: self-directed activities, presentation space
- Space of cooperation: group activities, project execution, creative activity
space. Teamwork activities
- Space for sharing: Space for experience, connection and sharing with th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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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fy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space as elementary / secondary,
suggest one and two remodeling models for the classroom. Presented by
remodeling and stretching type.
․ Plan for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Space: Learning Support, Activity
Support, Operation Support
․ Design of future convergence educational space: selectiv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execution

processing

environment,

environment,

creative

self-directed

environment,

environment,

teamwork

project

environment,

presentation environment, experience environment
․

Overview

Subject-specific

of

Future

Research,

Convergence

Education

Project-Optimized

Space,

Space

Operations:

Expecting

Students,

Participatory Teaching and Innovation
Ⅶ. Suggestion
․ Convergence education space according to the object: elementary school is
based on fusion education through play, middle school is fusion education,
high school is based on convergence education. Convergence Education
Activities
․

Promoting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Developing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s, Supporting School Education, Raising Public Awareness
of Convergence Education and Convergence Education Spaces
․ Plan for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Space: Specialization of Free
Classes

and

After-School

Classrooms,

Manager

Residency

Needed,

Maximization of Future Convergence Learning Contents Linked to K-MOOC
․ Proposal for mid- and long-term innovative development of good spatial
models: leg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educational environment
Ⅷ. Expedted Effects
◦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Spaces as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space to support the community
◦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Space for Soci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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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필요성과 방향
1. 연구 필요성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주요 동인으로 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
화를 예측하면서 미래 교육, 특히 융합 교육을 위한 대비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미래의 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을 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의 변화는 곧 교육환경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교육환경의 변화도 예측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그렇다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어린 학생들을 위해 현재의 교육에
서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미래
교육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융합교육이란 무엇인지 그 내용과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융합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는 어떻게 제시되어야할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즉,
미래에 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융합교육 공간을 구축할 필요성
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의 융합교육이란 무엇이고, 공간구축
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융
합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간은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
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개발 목표 및 방향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융합 교육을 위한 미래지향적 공간 기반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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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안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융합 교육 및 공간 구축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이다. 여기
서는 국내·외, 공공·민간 영역을 망라하여, 융합 교육에 최적화된 다양한
우수 융합 공간 모델 발굴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또한, 교육 공간 플랫폼
으로서, 교수·학습 혁신, 체험·활동 강화, 미래형 콘텐츠 개발·보급, 학교
안팎 네트워크 형성 등 미래 융합 교육을 위한 혁신을 구현하고 있는 우수
사례 제시하고자 한다. 융합교육의 대상과 범위는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초등, 중등 학교로 제한하고 이들의 공간 구성 방법 및 주요 콘텐츠뿐만 아
니라, 공간 운영·활용 현황, 핵심 기능, 성공 요인, 교육적·사회적 효과 등
에 대한 분석을 실시히고자 한다. 우수 공간 모델 간 비교를 통해 각 공간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상호 벤치마킹 방안, 공간 간 연계 방안 등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한 자료 수집, 미래교육 혹은 융합교육
을 지향하는 과학기관의 발간자료 수집, 논문을 통한 간접자료 수집, 이
메일을 통한 문의, 현지 직접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을 하고, 이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미래형 융합 교육 공간 개념을 정립하고, 적정 공간 모델 제안 및 공간
구성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제시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융합
교육 공간 모델(필요 시설‧기자재 포함) 및 공간 명칭 등 제안, 설치·구축 가이
드라인 및 구체적인 콘텐츠 구성(안) 개발하는 것이다. 융합 공간을 통해 추
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 학교 교육 지원, 대중 대상 인식
제고 등 구체적인 역할 제시하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뿐만 아
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다. 학교 및 기존의 교육·체험 공간 등
과의 연계·협력 방안 모색하여 제시하고자한다. 여기에다가 미래 융합 교
육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우수 공간 모델들의 중장기적 혁신·발전 방
안 제안하고자 한다.

- 14 -

제2장 미래 사회의 변화 전망과 미래 융합 교육
제1절.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환경
21세기에 들어와서 사회는 급속히 발전을 해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
은 과거의 그 어느 때 보다도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래의 변화
추세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미래 사회의 변화 트랜드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
고 있다. 과학,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지식기반사회, 개방화와 세계화 지구촌
다원화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환경 자원문제의 대두,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
화로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곧 교육환경의 변화를 의미
하며, 그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요구도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미래 사회의 변
화와 교육과정을 알아보자.
첫째, 과학, 정보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이혜영 외, 2008)라는
예측이다. 미래의 사회는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변화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 과학
기술 및 각 기술 간의 융합 및 통합 현상이 고도화, 가속화되어 서로 다른 분
야 기술의 효용성을 높이며 융합하는 기술들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창출
영역에서 부각될 것이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8). 미래는 분야 간, 기술 간,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대융합의 시대로, 삶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
킬 기술혁명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 시스템의 영향은
그동안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Schwab, 2016). 이러한 미래 사회는 초연결 사회, 초지능 사회라는 특
징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먼저 초연결 사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WEF, 2012), 이미 인류는
초연결 사회로 진입(Ranadive, 2013). 초연결 사회는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기반으로 구현,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증강 현실(AR), 인터
넷 플랫폼, 스마트 디바이스로 인한 상호 네트워킹 강화, 인터넷과 연결된 사
물(internet-connected objects) 증가,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사물) 등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지능화란 빅데이터 구축이 확대됨에 따라,

딥러닝(Deeping Learning) 등 기계학습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
을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롭고 가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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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시대에는 네트워크화 된 개인 중심의 문화가 발달할 것이고, 콘텐
츠가 중심이 되는 문화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이호영 외, 2006). 그에 따
라 교육은 맞춤형 개별화 교육, 콘텐츠 중심의 교육이 대두될 것이고,

평생

학습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래 사회는 지식 기반 사회일 것이다(이혜영 외, 2008)라는 논의이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개인의
사회적 행위와 사회에서의 지위 확보 및 부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어
서, 축적된 정보를 가공하여 지식으로 소유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교육의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사회
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평생 학습 체제 구축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개방화와 세계화, 지구촌 다원화 사회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경제 환
경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최상덕 외, 2011; 이혜영 외, 2008). 노동 시장에서
업무의 특성이 단편적 지식이나 기능의 숙지가 요구되는 정형적 직무(routine
task)보다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비정
형적 직무(non-routine task)가 증가되는 경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Damme, 2010). 그에 따라 다문화 교육, 글로벌 시민 의식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미래 사회에서는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것
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최상덕 외, 2011, 이근호 외, 2012, 주형미 외,
2016). 이 사회에서는 1인 가족, 한 부모 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출
산율이 감소되고, 고령 인구가 증가, 외국 인구의 유입 등으로 인구 구성 비율
과 구조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학령 인구의 감소,
고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부양 문제 및 평생교육의 문제 대두될 것으
로 예측된다.
다섯째, 미래사회는 환경 문제, 자원의 부족 혹은 자원의 무기화 문제 등이 나
타날 것이다(이근호 외, 2012; 최상덕 외,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경제 발전에 의한 자원 고갈 및
환경 문제 심화 등 전지구적 문제인 환경, 자원의 문제가 극심하게 나타날 것
으로 예측된다. 역시 환경과 자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탈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도래할 것이다(이혜영 외, 2007). 경제적 성
장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환경과의 조화, 정책 결정 과정에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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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등을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한준, 2007). 탈권위주의적 민주화
와 신자유주의적 시장 원리의 확대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 독립성과 자율성, 독특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교육에서는 개별 학습과 맞춤 학습, 개인의 인권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개방적 교육 체제, 서로 다른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관용의 교육, 인성교육,
공동체 교육에 대한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혜영 외, 2007).
이상의 미래 사회의 변화는 곧 교육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각각의 사회
변화 측면에 따라 어떤 방식의 교육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다음 [표 1]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미래 사회 교육 환경의 변화
미래사회 교육환경의 변화
이용남

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2006)

․유비쿼터스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평생학습체제 기반 구축
․학습자 중심 교육
․개별학습 및 적시성 학습
․학습 기술

LEONIE

프로 지식 정보화의 고도환

젝트

유비쿼터스 시대

․학습 과정에서의 학습자 정보
․모바일 학습
․디지털 문해
․평생 학습
․학습자 관리
․정보의 접근
․집단적 창의성

․융복합의 시대

․공공의식

․개인화, 다원화 사회

․소통과 동반 성장

지식기반 사회

․체험과 열정
학습자 중심의 교육철학 확립

이경호,

다양화, 다원화 사회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적 인간상

안선희(2014)

세계화, 네트워크

정립

기반사회

공공의식의 함양

이지연(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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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의 함양
인성교육, 평생교육

인구구조의 변화

학생특성 중심의 개별화 교육

과학, 정보통신 기술
발전

사이버학습
정보윤리 교육
학생특성 중심의 개별화 교육
직업역량 교육(전문화, 특성화

이근호
외.(2012)

교육)

경제환경 변화

세계 시민 교육
경험 중심 교육
친환경 교육

환경 자원 문제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지구촌 다원화 사회

다문화 교육
인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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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래 사회 학교 교육의 방향
1. 미래의 교수-학습 패러다임
미래 사회의 학교에서 이루어질 교수·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
가? 백영균 등(2010)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교수·학습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1]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백영균 외, 2010)
전통적인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은 교사가 가장 중심이 되어 교육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후에는 경험·과학적 패러다임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양방향의
의사소통과 학생과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전의 전
통적 패러다임에 비해 교사가 모든 학습활동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닌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부
각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미래 사회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은 공학적 패러
다임과 같은 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이전과 같이 교
사를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했던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소스에 있는 지식과 경
험을 접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에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수·학
습이 이루어진다. 이전의 두 패러다임과는 달리 교사의 역할이 학생과 비슷하
게 되었으며, 지식 베이스를 두고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들 간의 의사소
통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이 일어나는 점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학습을 위
한 다양한 자료원이 디지털화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기존의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 나아가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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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미래의 학습자
미래 사회에서의 학습자는 새천년 학습자,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이주민
(Pedro, 2006, Prensky, 2001)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Z 세대로 2025년까지 노동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일상생활에서 95%의 시간
을 온라인에서 보내는 특징을 지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리더기질이 강해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익숙하며,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의미있는 일
에 있다고 한다. 멀티태스킹을 잘하고, 정보와 미디어 활용에 능숙하다. 따라
서 디지털 기기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며, 기존 세대와 비교해 볼 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또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더욱 익숙하며. 미래 사
회 교수․학습 환경은 디지털 기기 및 매체의 활용이 기본적으로 전제될 것으
로 예상되고, 미래 학습자는 다가올 미래의 교수․학습 환경과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태호(2018)는 미래를 살아가는 21세기 학습자는 정보미디어 활용이 능숙하
고, 자기주도 학습자이며, 문제해결자, 혁신가, 비판적 사고자, 커뮤니케이터,
평생학습자, 글로벌 감각을 갖춘 협동가라고 보고 있다.
박순경 등(2014)은 미래 학습자의 역할과 핵심 역량으로 의사소통역량, 자기관
리 능력, 시민 의식, 대인 관계 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의와 하위요소는 [표 2]와 같다.
[표 2] 미래 학습자의 역할 및 핵심 역량(박순경 외, 2014)
핵심 역량
요소

정의

하위 요소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의사소통
역량

텍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을 효과적
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말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

말하기 듣기경청, 쓰기 읽
기 텍스트 이해 등

력.
자 기 관 리 자신의 삶, 학습, 건강, 진로에 필 자아정체성 확립, 자기 통
능력

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 제(절제), 여가 선용,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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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계발･관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관리, 기초학습능력, 자기주
도학습 능력, 합리적 경제
생활, 기본 생활 습관, 진로
개발능력 등

지역, 국가, 지구촌의 구성원으로
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 공동체 의식, 준법정신, 환
시민 의식

실천하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경의식,

윤리의식,

봉사정

차원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 신, 다문화 이해, 문화 소
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과 행 양, 규범 및 질서의식 등
동에 책임을 지는 태도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인 관계 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유지하여
능력

효과적･협력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공감,
배려, 협동, 갈등 관리, 리
더십 등
∙창의적

사고기능(인지적

능력): 유창성, 융통성, 독
창의적

사

고능력

수렴적 및 발산적 사고를 통해 새 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
롭고 의미있는 결과나 아이디어를 ∙창의적
산출해낼 수 있는 사고 능력

특성): 민감성, 개방성, 독
립성,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상황 학습 삶등에서 직면
하게 되는 문제를 논리적･합리적
으로 해결하는 능력

사고성향(정의적

과제집착력,

자발성

등
문제인식 해결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과 평가,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
력 등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수집 분석
평가 분류, 조직하여 자료와 정보
정보 처리 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능력

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 활용 매체 활용 능력 등
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21세기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 혹은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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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21st Century Skills)을 몇가지 요소로 정리했다. 크게 3가지 영역으로 학습
과 혁신 기능, 정보와 미디어 및 기술 소양 기능, 생활과 직업 기능으로 나누
어 제시하고 있다(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14). 그 세부적인 내용
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21세기 기능의 세 영역 및 그 구성요소들(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14)
21세기 기능(21st Century Skills)
영역

구성 요소
- 창의성과 혁신

1. 학습과 혁신 기능

-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 의사소통과 협동
- 정보 소양

2. 정보와 미디어 및 기술소양 기능

- 미디어 소양
- 정보통신기술 소양
- 융통성과 적응력
- 독창성과 자기 주도

3. 생활과 직업 기능

- 사회적·다문화적 기능
- 생산성과 책무성
- 리더십과 책임감

3. 미래 교수자
미래 사회 교수․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지식 획득 과정에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는 조언자의 역할과 함께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팀별
학습이 이뤄질 경우 팀별 학습을 관리하고 나아가 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강명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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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들 교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는 토론 주제를 잘 만
들어내는 능력, 토론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협업을 시도하도록 하는 능
력, 협업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들이 지식전달의 능력(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예측하
고 있다(류태호, 2018).
미래의 교사의 역할과 방향은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습자를 위한 교
육과정 설계, 최신의 학습 자료 제공, 포트폴리오 관리, 사회적 수용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도, 학습 역량 관리, 학습 안내, 생애 학습 관리 등 7가지 주요
업무가 강조될 것이다(Prince, et. al., 2015).

[그림 2] 미래 교사의 역할
미래 사회의 교육 공간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
에 따른 교육의 기본원칙은 학습자 중심 교육, 연속적인 역량 관리, 역량 평가
의 공정성, 과정 위주의 평가, 수업의 개별화, 학습 시간의 자율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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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의 위상 변화
미래 사회의 교육과정은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체계적이고 정형화되어 있
는 형태라기보다는 비구조화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상
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전달
이 가능한 유연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학습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
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주제 중심의 적시 학습형 교육과정의 형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박진용 외, 2014).

5. 미래 사회 교육 환경을 대비하는 국외 사례(박진용 외, 2014)
미국은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들 수 있다.
각 주 별로 독립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래 사회 교육을 위한 방향
이 스마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 하에 미래 교육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배움 중심 교육 패러다임’을 미래 교육 시스템의 중핵으로 설정,
교육 행정, 학교 환경, 학습 내용, 학습 방법, 지도 스태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하여 구체화된 상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해 미래 교육의 목표와 학교교육의 비전을 주
기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행. 즉 호주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한 상
황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
향과 목표를 10년 주기로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선언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학교교육 전략으로 스마트 교육 전략
을 선택하고 여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집중. 스마트 교실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호주의 스마트 교육 전략은 최신 기술이 구비된 교육 환경 조성에
주요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이상적인 스마트 교육 모델 개발, 디지털 기기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
가)”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총체적 교
육 정책들을 입안하고 합의 결정된 교육 정책들이 교실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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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장학사, 교장, 교사 등의 일체화된 메커니
즘이 뿌리 깊게 안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OECD, 2011). 또한, 미래 학
교 교육 전략으로 ICT 융합을 활용하여 미래학교, 실험학교에서 학생 중심, 가
치 지향적 교수·학습의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 25 -

제3절 2030 초·중등학교의 전체상(Big Picture)
미래 한국 초･중등교육의 특징에 대해 정미경 등(2017)은 미래 학교의 기능
변화에 비추어볼 때 미래 한국 초･중등교육을 특징짓는 키워드는 ‘학습자 맞
춤형 교육내용 및 방법’, ‘지능정보 기술에 기반한 교수·학습방법’, ‘탄
력적 교육체제’, ‘교원역할의 재정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
복지의 확대 및 원활한 작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핵심요소
인 교육내용 구성, 교육방법 영역에서의 혁신 과제 추진의 기본 방향, 교원영
역에서의 혁신과제 도출 방향, 지원체제 변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내용 기본 방향은 첫째,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둘째,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 선택권 확대, 셋째, 교육내용 선정의 근간으로서의 국가 교육과
정, 넷째, 교육 내용량의 축소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방법 기본 방향은 첫째,
개인화된 교육활동 관리, 둘째, 개별화된 수업 운영, 셋째, 다양한 온·오프라
인 커뮤니티 구성, 넷째, 학교 밖과 학교 안의 교육정보 연계체제 구축으로,
주된 변화는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
술의 교육적 적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는 학교의 변화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변화하여 학
습기회의 제공 뿐아니라 돌봄 기능 또는 기술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멘토,
코치, 가이드로서의 교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체제 기본 방향은 첫째,
탄력적이고 유연한 학습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교육지원 체제, 둘째, 학교교육
제도의 유연화, 셋째, 형성적 교육지원체제와 다양한 교육 주체 간 공유적･협
력적 거버넌스, 넷째, 새로운 체제에 적합한 교육복지 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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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래 교육과 융합 교육
미래에는 융합이 일반화되고 현재보다는 융합의 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융합이란 ‘전문가’ 집단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사고의 규범에
서 벗어나서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이질적인 것과의 결합을 시도하는 자기
혁신의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네이버 사전, 2019). 즉, 서로 다른 영역에 대
한 공감과 상호이해, 소통, 배려, 협력을 통해 영역 경계의 자기 해체와 재구
성을 가능하게 하며, 그러한 해체와 재구성이 인류의 진보를 촉진한다는 점에
서 교육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Wilson, 2005). 융합 교육은 융합의 그러한 특
성을 교육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교육에서의 융합적 접근
내용의 융합 또는 통합의 개념은 20세기에 시작, 진보적인 교육 운동과 연관
되어 있다(Oberholzer, 1937; Vars, 1991). 학습이 발견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창조가 목적이었다면, 현대 과학 기술 정보 사회의 융합 교육은 합성과 구현
을 기반으로 한 창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NSF, 2017). 융합 교육은 교사
와 학생이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식의 공급자와 수요자로서의 경계를 낮
추고,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소통과
상호 논의를 통해 공유된 지식체계의 변환과 혁신을 경험하게 하는 것. 즉 지
식과 학생 사이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 학생의 삶과 존재의 일부가 되는
교육을 지향한다(박영석 외, 2012). 그 결과, 학생들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며, 학습 결과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 대
한 이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삶을 갖게 된다. 궁극적으로 융합 교육은 학생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과, 학생, 교사를 포함하는 교육의 장에서 다
양한 주체 간의 관계와 협력적 대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모델로 개념화해
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육은 경쟁보다는 바람직한 관계 맺기를 통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융합 교육 2030’은, 그동안 주로 진행되
었던 학문분야 또는 내용 융합의 초점에서 벗어나서, 학교 현장과 사회의 실
제적인 맥락에서 접근과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융합 교육 2030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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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융합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융합 교
육 2030’은 미래교육(The future of Education)을 위한 것으로, OECD
Education 2030 및 국내 미래교육 관련 연구에서 지칭하는 미래사회는 2030년
이후를 지칭하고 있다(OECD, 2018).

2. 융합의 확산 : 초연결과 초지능화의 결과
오늘날

융합의

개념은

인간의

실행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써(Roco

&

Bainbridge, 2003) 융합기술의 의미나 범위, 지식과 기술, 사회의 융합(Roco, et
al., 2013), 총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NRC, 2014). 융합은 학문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색을 지원하고, 진척된 결과를 학계, 정부, 산
업계로 신속하게 전이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라 시간적 순차
성과 동시적 충족에 대한 기대가 일상화되면서 이전에는 서로 무관했던 이질
적 기술을 하나의 기술로 통합하는 융합기술과 그에 기초한 산업의 융합 가속
화되고 있다(박영석 외, 2012). 이미 현대 사회는 영역 분리의 단순계 과학시
대를 벗어나서 융합을 추구하는 복잡계 과학시대에 들어섰다(김광웅, 2009).
융합은 새로운 기회의 창출과 혁신을 유도하여 사회적 이익 창출과 효율성을
가능케 하며, 개인의 웰빙(well-being)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직결된다(OECD,
2018). 융합은 자연의 근본 원리이자 인류 발달을 위한 시의적절한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Bainbridge & Roco, 2016).

3. 미래교육으로써의 융합 교육
21세기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다양한 지식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적이고 창의
적인 사고력과 실천력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기술정보화 사회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융합적 지식과 사고, 다양한 관점이 서로 상호작용하
는 구성원들의 협력에 의해 해결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박만준, 2010;
Wilson, 2005).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창의력과 상상력, 과정적 지식, 논리와
감성을 아우르는 통섭적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융합 교육으로의 전
환을 요구하고 있다(김광웅, 2009; 박선형, 2010; 백윤수 외, 2012; Wilson,
2005).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에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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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는 세계고용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15개국의
경우,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WEF, 2016). 특히 2016년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65%는 2016년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제정
2018년 4월 25일,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과 정보교육을 진흥하고 융합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하
과수정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과학, 수학, 정보교육의 기본방향 및 융합
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
을 적시하고 있다. 과수정법은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교육 개혁운동에 동참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5. STEAM 교육을 넘어 융합 교육으로
현재 융합 교육의 대표적인 유형은 STEAM과 STEM(NSF, 2017)이다. 2011년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
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에 Arts(예술·인문)를 포함한 『과학기술-예술융합(융합인재교육
(STEAM))』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이하 STEAM 교
육)의 목적은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창조적이고 융
합적인 인재의 양성(교육과학기술부, 2010)에 두었다. 즉 STEAM 교육은 과학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을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교육부의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아래, STEAM 교육은 학생들의 과학·수
학에 대한 흥미도 증가 및 수업개선 등 기존의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제한
점을 극복하고 미래교육의 모델로 교육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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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 왔다. 많은 교사들은 여전히 STEAM 교육을 과학, 기술, 수학 중심의
교과 간 통합으로 인식하고 실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STEAM 교육을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과학), T(기술), M(수학)의 글자에
서 오는 직관적 인식과 STEAM 교육 초기 단계의 오인으로 인하여 과학, 기
술, 수학 등의 특정 교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6. 미래의 융합 교육 : 융합 교육 2030
융합 교육 2030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유연한 관계
맺기(networking)와 혁신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
는 교육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박현주 외, 2019). 미래 융합 교육의 필요성
은 첫째,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교육에서
지향할 가치, 교육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 정보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초연결, 초융합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을 위한 교육 필
요하다. 셋째, 과학·수학·정보, 기술, 디지털 소양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 및 자원 문제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관, 교육의 방향, 내용, 방법, 전략, 교육과정, 환경 기
반 등 전반적인 교육체제의 혁신이 요구된다. 다섯째, 다문화, 글로벌화 등에
따른 인성·감성 교육 강화 및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직업군의 출현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가. 융합 교육 2030의 기본 방향
융합 교육 2030의 방향은 크게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 인간과
사물의 탐구 및 문제 해결, 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이라는 4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첫째,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을 이끌 수 있는 사회성 및 정서 교육
을 말한다.
둘째, 인간과 사물(사건/자연)의 탐구 및 문제해결이란 인간과 사물, 사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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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경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문제의 발견과 시스템적 사고, 융
합적 사고력 등 고차원적 사고력을 활용하는 문제해결 교육을 의미한다.
셋째, 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물과 사물
사이의 혁신적 연계를 통한 변혁 가능한 역량 교육을 의미한다.
넷째,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은 관계성과 책임감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교육을 말한다.

나. 융합 교육 핵심역량에 대한 의미
융합 교육 2030의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에는 휴먼 네트워크
역량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 배려, 소통, 인성 등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적이고 정서
적인 역량을 의미(관련역량: 자기 주도성, 끈기, 개방성, 객관성, 협력, 공감,
소통 등)을 의미한다.
둘째, 인간과 사물간의 탐구 및 문제해결과 관련된 핵심 역량은 유연한 인지
역량이다. 이것은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기초 지
식 및 소양, 문제 제기 및 탐구문제 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정보의 해석 및
활용 등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 대한 유연한 인지적 역량을 의미(관련역량: 논
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정보의 검색과 활용 등)한다.
셋째, 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에는 혁신적 사고 역량을 필요로 한다. 즉,
사물과 사물의 연계와 응용을 통한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회
적 혁신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관련역량: 상상력, 창의적 사고, 사물
간의 혁신적 연계와 응용 및 적용 등)한다.
넷째,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에서는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이다. 이것은 복
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여 개인의 잠재
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역량을 의미(관련역량: 시
스템적 사고, 융합적 사고 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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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래과학기술 사회 대비 융합 교육(박현주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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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미래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 교육 공간을
위한 시사점
1. 미래의 학습자 분석에 따른 미래의 교육 환경
미래의 학습자는 공통적으로 정보와 미디어 활용이 능숙하고 글로벌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핵심 역량으로 정보처리 능력의 배
양이 중요시되며 교육 환경은 정보처리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
래의 학습자를 협동가, 커뮤니케이터로 규정하는 것에는 핵심역량이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학습 환경이 팀워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학습자를 평생학습자,
자기주도 학습자로 규정하는 데에는 자기관리능력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
이므로 교실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탐구하거나 해결해 가는 과정이 가능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해결자, 비판적 사고자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능력, 시민의식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이며, 이는 문제상황과 서로를 존
중할 수 있는 체험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가로 미래 학습자를 보는 관점은 창의적 사고능력이 중요하다는 해
석이 가능하며, 미래의 학교 교실 공간은 창의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4] 미래의 학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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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 중심의 교육
역량이란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키트와 같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 혹은 능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림 5] 역량 중심의 교육과 미래 교육 환경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미래의 교육 공간과 관련된 시사점은 학습자 중심
의 교육 원칙, 연속적인 역량 관리 등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되
어야 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과정위주의 평가는 평가의 항시성을 나타
내는 것이고, 수업의 개별화, 학습 시간의 자율화는 자율적, 개별화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
현재 시행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핵심적인 교육
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미래의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중심 교육 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표 4]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교 급별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핵심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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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교 급별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장명림 외, 2017, 재
인용)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은 첫째, 건축물의 노후화가 아닌 교육과정 운영의 방법개선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하고, 둘째, 학습공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급의 경우 독서교육과 놀이 중심의 알고리즘 체험과 프로그래밍 체
험이 강화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연극 및 안전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다.
중학교 급의 경우 국어과에 연극단원이 신설되었고, 역시 협동학습, 토의, 토
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화되고 있다. 영어과에서는
의사소통, 정보 교육 등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
되고 있다.
고등학교 급의 경우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선택 과목이 다양화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의 스포츠 클럽 활
동이 강화되어 있다.
다음 [그림 6]과 [그림 7]은 수학과 과학 교과의 수업에서 시설과 관련된 수업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미래형 교육
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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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설과 연계된 수학과 학습 활동(박성철 외, 2018)

[그림 7] 시설과 연계된 과학과 학습 활동(박성철외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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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과학기술 사회를 대비하는 융합 교육(박현주 외, 2019)
미래 융합 교육 2030에서 제시한 융합 교육의 4가지 방향, 즉, 인간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 인간과 사물의 탐구 및 문제 해결, 사물과 사물의 혁신
관계,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이라는 방향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의
미를 담고 있어서 교육공간과 직결시켜 방향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들의 핵
심 역량으로부터 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면 인간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
계 맺음으로부터는 사회성 및 정서 교육, 인간과 사물의 탐구 및 문제 해결의
방향성으로부터는 문제 해결교육, 사물과 사물의 혁신 관계로 부터는 가치와
문화창출 교육,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로부터는 창의적 역량 교육이라는 좀
더 공간구축에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
로부터 [그림 8]과 같이 역량 중심 융합교육 환경을 위한 개념도를 그릴 수
있었다.

[그림 8] 역량 중심 융합교육 환경을 위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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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융합 공간에 대한 정책 및 연구현황

이 장에서는 융합 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국가적 변화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 공간에 대한 정책, 현황
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제1절. 학교 공간 개선에 대한 정책
1. 사회 변화의 동향과 교육 공간 개선의 필요성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교육의
대처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UNESCO에서는 미래 사회
에서 교육은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필요와 삶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Scott,
2015). 방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인구 변화와 세계화, 노동시장의 변동, 환
경 요인들, 이민자의 영향, 기술의 발달, 국가 사이의 연계, 새로운 대중매체의
등장은 학습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하였다. 또한
OECD에서는 지식과 기술, 태도·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역량 모형을 제시하
며, 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OECD, 2016).
미래 한국 사회에서도 학령기 인구구조의 변화,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과학·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통한 환
경·자원 문제의 해결,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의 분야에서 변화가 예측
되고 있다(주형미 등, 2016). 교육분야에서 미래 사회 특징에 따라 평생학습
사회를 그리고 있다(윤현진 등, 2007). 사회적 변화는 첨단화되고 친환경적인
교실, 학교 내 유휴 공간의 활용, 학교 시설의 지역 개방, 직업 및 진로교육의
장으로 활용 등 학교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전망하게 한다.
미래 사회의 변화는 교육 방식의 변화와 교육 공간의 재구조화 등 학습 환경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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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교육 공간 변화에 대한 국가 정책의 흐름
융합 교육 공간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
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후된 학교 교육 공간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
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상하
며 설정된 핵심역량은 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립하여 학교 교육의 변화를 필요
로 하게 되었다. 기존의 학교는 교사중심, 교과중심, 지식전달을 중심으로 관
리와 통제가 수월하도록 획일적으로 공간 구성이 이루어졌다. 학교의 물리적
학습 환경은 교육과 학습을 지원할 수 있고 학습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나, 물리적 환경이 학생의 인지적 발달과 정의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학교 공간 구성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Julie Velissaratou, 2017; 조진일, 2018)

가. 국가 수준의 학교 공간 개선 정책 마련
(1) 교육환경개선사업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화장실 및 오수처리 개선,
소화설비 확충, 배수, 조명, 냉난방 시설과 환기시설, 교구의 보완 등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현주 외, 2006). 2019년 서울시에
서는 화장실, 전기시설, 창호, 외벽, 급식시설, 기타 사업으로 분류하여 안전하
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교육환경개선사업 평가 연구가 이루어지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졌다. 미래 학교의 변화를 바탕으로 학
교 시설의 개선 뿐 아니라 교육 환경의 근본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멀티미
디어실 확충,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개선, 학생편의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 관점
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학교 환경 개선의 요구 항목을 제시하였다.
(2)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
관으로 이루어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은 매 해 전국 10여개 학
교 내 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시도하였다(문화관광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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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축의 외관을 개선하고 학교 내부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의 예술가와 교사, 학생, 지역 주민의 참여, 전문 디자이너의 조력으로 특
별교실이나 도서관, 학교 내 유휴 공간이 설계가 고려된 사용자 중심 공간으
로 변화되었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는 디자이너가 학교 구성원들이 수정
사항에 대한 단계적 과정을 공유했다는 특징을 가진다(진동섭, 2015). 그러나
건축적 접근보다는 환경 개선 수준에 머무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신나
민과 박현주, 2009; 황동호, 2019).
(3)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최근 학교 시설 보완을 위한 환경 개선 관점에서 공
간 구조로서 학교 교육 시설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청,
전문 지원기관의 협력 하에 학교 공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
적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노후시설과 수업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단
위와 교실 단위의 공간 혁신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9). 이러한
시도는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학습 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이 균형 잡힌 공간으로 학교의 재구조화로 노후된 학교 공
간을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바꾸기 위한 요구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인다.
학교 공간의 혁신의 기본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미래교육 공간의 조성을 통
해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를 목적으
로하여 효율적·획일적 설계에서 창의·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
설계 및 배치로, 학습위주의 학교 공간에서 휴게공간이 있는 학교 공간으로,
공급자 위주의 학교 건축에서 학생 참여형 수요자 맞춤형 공간 설계로, 지역사회
와의 연계 및 개방 공간으로의 학교로 학교 공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은 전체 학교 중
30% 이상이 30년 이상 된 학교시설임을 고려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쾌적한 교육
시설 확충과 안전한 학교 환경 마련,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은 융합 교육 공간으로서 교
실단위, 학교단위의 공간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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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9 학교 시설 환경개선 계획1)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2019년 150개의 학교를 시작으로 5년 동안 매
해 50개 학교를 추가하여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산하려는 계획에 있다.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건물의 노후상태와 기능성, 경제적 효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축하는데, 미래 사회변화에 맞추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나. 지역사회 수준의 학교 공간 개선 제도 시행
1) 교육부 보도자료 (2019.3.26.) 학교공간혁신,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전문가 그룹 협력의 첫
발걸음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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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의 공간 개혁 제도가 마련되는 데에는 지역자치단체 수준의 공간 개
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반으로 한다. 학교 공간 개선에 대한 지역자치
단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교육청‘학교 공간 디자인 혁신’ 사업
서울시는 학교 공간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비롯한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10]. 학생들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
기 위한 다양한 공간설계 및 배치, 쉽과 교류가 가능한 휴게 공간의 조성, 학
생이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간 설계, 복합화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개방등을 골자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림 10] 2019년 서울시 공간 개선 사업 진행
대표적인 사례로 ‘꿈담교실(꿈을 담은 교실)’ 사업은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교실을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 미래지향적 교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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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공유하고 공간의 변화를 이끈 사례로 2017년에는 20개, 2018년에는 33개,
2019년에는 35개 서울시내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을 개선하였다(교육부, 2019).
(2) 전남 광주시 광산구 문화플랫폼 ‘Zoom-in 엉뚱’ 사업
광산구 주도로 2016년부터 시작된 ‘엉뚱’사업은 학교의 빈 공간을 학생, 교
사, 주민이 함께 문화예술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변화된 학교 공간은 콘
서트나 영화감상의 문화공간으로, 회의와 총회 등 자치와 민주주의 학습장소
로 활용되고 있다(뉴스웨이, 2018.4.26.).
디자인싱킹 기반의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공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좋은 공간에 대해 생각
하며 학교 공간 재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모형을 만들어 건축가와
함께 시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18). 학생들이 필요로 하
는 공간을 기획하고, 교사는 이들의 참여를 정규수업으로 진행해 뒷받침하며
마을주민의 조언과 재능 지원으로 학생들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도록 돕는
민주주의 학습과 지역사회 이해의 장으로 작용하였다(광주일보, 2017. 1.0. 27).
(3) 광주광역시 교육청 ‘아.智.트 프로젝트’
학생중심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아지
트 프로젝트’를 볼 수 있다. 본 사업에서는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서 학생이 참여하고 만들어나가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여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지트 프로젝트’
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10개 교에서 시행되었으며, 2022년까지 광주광역시
내 40개교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19).
이상의 미래 교육 공간에 대한 교육 정책과 사례를 통해 참고할만한 미래 융
합 교육 공간을 위한 내용은 첫째, 창의융합적 사고를 위한 다양성 확보, 둘
째,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생과 사물, 교사와 사물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 혹은 휴게 공간, 셋째, 학생 중심의 맞춤형 공간, 지역사화와의
연계를 이룰 수 있는 복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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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육 공간 개선에 대한 요구 및 선행 연구
1. 융합 교육 공간 조성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융합 교육 공간 조성에 있어 학교 시설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미래 인구의 변
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 학교 시설에 대한 실수 적정비(이상민 외, 2018)
(1)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현황 자료를 기
준으로 일반교실의 경우 실수 적정비는 약 1.22(면적 적정비는 1.23)실이고 과
학실의 경우 학교마다 평균적으로 약 1.6실로 여유로운 상황이다. 그러나 음악
실은 평균적으로 학교별로 약 0.9실로 적정, 미술실은 학교별로 약 0.4실로 부
족, 실과실은 0.2로 특별교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표 5].
(2) 중학교
중학교의 경우에 일반교실은 1.34로 적정수준 이상의 여유로운 상황이며 다목
적강당, 다목적실, 도서실, 컴퓨터실, 동아리실은 면적기준 적정비가 0.67~1.18
범위에 있어 적정 규모 수준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각실과 조리실, 홈베
이스, 교사휴게실은 면적기준 적정비 0.27~0.64, 홈베이스는 0.27, 시청각실은
0.4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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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초등학교 시설에 대한 지표별 기준 및 현황, 적정비 평균

[표 6] 중학교 시설에 대한 지표별 기준 및 현황, 적정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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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고등학교 일반교실은 1.24로 적정수준 이상의 여유로운 상황이며 다목적강당,
다목적실, 도서실, 컴퓨터실, 식당, 교사휴게실은 면적기준 적정비가 1.24~0.68
범위에 있어 적정한 규모 수준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각실과 조리실, 홈
베이스, 교사휴게실은 면적기준 적정비가 0.21~0.63, 동아리실의 면적기준 적정
비가 0.33, 홈베이스의 면적기준 적정비가 0.21, 조리실의 경우 면적 적정비가
0.63으로 기준대비 낮은 면적을 보인다[표 7].
[표 7] 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지표별 기준 및 현황, 적정비 평균

나. 학령 인구의 감소
출산률 감소로 인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2). 18세 인
구는 2017년 61만명이었다면, 2030년 46만명으로 예상된다[그림 11].

2) 통계청 장례추계인구 보도자료(20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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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통계청 장래 추계 인구 보도자료(2019.3.28.)
학령 인구의 감소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안3):
1. 신규 교원수급기준 마련, 교원양성체계의 개편: 교원양성 규모 조정
2. 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
3. 학교 내 지역시설 설치 등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
4.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지역사회 연계강화 등 평생학습 강화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내 유휴 공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유휴 학교공간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방안
1. 학교용지의 용도해제를 위한 학교용지법 개정안 논의 중
2.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방안 모색 예정
다. 학급당 학생 수(감소 중)4)5)
3) 학생 감소에 교대, 사대 구조조정... 교사들 “늘려도 부족할 판”. 중앙일보, 2019.11.6.일자 보
도자료
4) OECD 교육지표 2019 –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 수 (교육부, 2019.9.11.일 보도자료)
5)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발표’ 교육부, 2019.8.29.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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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학교 내 학급 당 학생 수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
다[그림 12]. 2019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7명, 초등학교 22.2명, 중
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으로 2017년에 비해 학급별로 1명 이상씩 감소하
였다(2017년 학급당 학생 수: 초등 23.1명, 중학교 27.4명).

[그림 12] 학급당 학생 수 변화(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후 인구 변화는 더욱 감소할 추세로 다음은 그 추정치를 보여주며 지방의
경우 그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표 8],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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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8년 이후 45년까지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 추정치

[그림 13] 지역별 학령기 인구 감소 추정

- 49 -

2. 공간에 대한 선행 연구
가. 학교 공간 개선에 대한 연구들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의 역량이 변화하면서, 교육 공간의 개선에 대한 다
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학생 성취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이동과 환기
의 필요성, 넓은 공간이나 열린 계단 등 대규모 모임 장소의 존재, 자연적인
채광과 자연친화적 전망, 교육적인 주변 환경의 조성 여부가 학생 성취도 증
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Tanner, 2008).
어룡초등학교 교직원들은 공공성, 가변성, 다목적성, 욕구와 선택, 인성, 소통,
과정, 창의성, 인권, 민주주의, 학교문화혁신 등 11가지 학교 공간에 대한 관점
을 제시하였다. 공공성이란 공공장소 이용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레 터득하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말한다. 가변성이란 교실은 변화의 공간으
로, 학생의 학교 활용을 관찰하고 적절한 변화를 주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
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목적성이란 학습뿐 아니라 놀이, 휴식, 전시, 공연
등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욕구와 선택이란 학생이 학습 공
간에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체득하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인성이란 공간 속에서 편안함과 휴식을 느끼며 놀이와 소통
과정에서 질서, 협동, 규범준수, 배려, 존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소통이란
다양한 구성원들이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학교 문화 변화의 계기로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과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학생 주도적
참여로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창의성이란 학생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이란 학생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민주주의란 학생 스스로 공간에 대한 권리,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며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과 자치에 대한 민주주의
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문화혁신이란 분위기 조성과 소통을 통해 문화
를 혁신하며 스스로 규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활 교육 혁신,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 혁신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어룡초등학교 교직원, 2017).
이재림(2014)은 공간적으로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연구했는데,
감성과 배려, 소통, 생각, 열정, 미, 융합, 상상력을 그 요소로 꼽았다. 창의적
학교 환경은 호기심과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으로, 장소성이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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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이런 장소성의 객체로 복도, 계단, 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
일 수 있는 장소와 옥외 환경이나 색체가 장소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교육환경은 의미를 부여하고 소통과 생각을 발현시키며 동기
유발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개인과 소집단,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변화가능한 환경을 가진 융통적 공간으로서의 교실을 강조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학교 공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공공성

공간으로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재림,
2014)
배려

가변성

융통적 공간

학교공간에 대한
관점(어롱초교직
원, 2017)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학생의
성취도
(C. Kenneth
Tanner, 2008)

가변벽
교가구
공유공간
다기능 벽과 파티션

다목적성
욕구와 선택

미래형 과학교실
상세
설계지침(천세영 외,
2012)

미

자연채광

자연채광과 전망

소통

소통

벽의 의사소통 도구
활용

대규모 모임
장소, 이동과
환기

과정

생각, 열정

창의성

감성, 융합,
상상력, 창의적
학교 환경

인성

인권
민주주의
학교문화혁신

교육적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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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교 공간관련 연구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인 미래융합형 교육공간 확
보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해보면 공유공간으로부터 가변, 개방, 다기능성, 교류
의 장으로부터는 모둠 활동 공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프리젠테이
션을 할 수 있는 공간, 활동지원 도구 수납의 조건은 창의설계, 스마트 디바이
스의 구비, 수납으로부터는 수납 공간의 확보라는 개념을 차용할 수 있다.

나. 스마트 학습 공간에 대한 연구들
첨단기술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스마트 학교 공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
다.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초·중등 교사 131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학교 공간 환경 요소에 대한 설문
에서는 강의 주체 및 특성에 따라 토론 중심 교실 등 전용 교과교실을 구비하
여 선택,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형태의 필요성에 과반이 넘는 교사들이
응답하였다.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특별 교실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며 특
별한 공간의 예로는 모둠 수업을 위한 전용교실, 책상 배열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교실 공간 등을 들었다. 실험실습이나 예술 전용 교과교실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야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공간의 마련이나 인접한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옥외 공간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에너지나 생태 환경 관련 시설과
수목을 배치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체육장 중심의 옥외 공간을 소
규모 광장과 활동 및 놀이의 공간으로 재구성해야한다고 30% 가량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도서관과 컴퓨터실, 세미나실이 통합된 융합 공간이 필요함과 학
생들의 생활공간으로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을 소통과 스마트 워크 장소로 활
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이재림, 2014).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미래형 과학교실 설계과정에서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한 연구에서는 교사에게 익숙한 학교시설은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환경에 불가하며 시설의 능동적 활용을 위한 공간의 교육학적인 재해석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실과 복도를 개방적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
벽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유휴교실 활용의 대안으로 놀 수 있는 공간과 교실
사이 개방적 활동 공간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개방 공간에서의 난방과 냉방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볼 수 있었다. 편히 쉴 수 있는 온
돌바닥 등의 공간에 대하여는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하며 장애학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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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설임에 긍정적 의견을 보이지만 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재 학교의 벽면을 가변벽으로 변화시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수십년동안
유지되는 학교 건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간이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융통성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교사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최적화 공간
의 설치를 요구해야 하며 건축가는 미래에 활용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
용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도록 협조적인 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개인용 도구들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품 관리에 교사 스트
레스가 과중됨을 인식하여야 하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조달청 구매 프로세스
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천세영 외 연구자(2012)들은 미래형 과학교실의 상세 설계 지침을 공간 일반,
벽과 바닥, 교가구, 도구 및 수납공간의 4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공간의
일반적 내용으로 교과 연계융합을 위해 주변 교실이나 외부 환경과 연결된 공
유 공간을 설계할 것과 실생활과 지역사회와 연결된 공간, 자연채광의 중요성
을 제시하였다. 교실의 벽과 바닥에서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개방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가변벽을 사용할 것과 판서와 프로젝션을 사용하기 위한 다기능
벽이나 파티션의 활용, 기존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마련된 벽을 프리젠테이션
기구로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둠활동을 지원하는 이동 가능한 책걸상을 교실 가구로 제시하며 수업 방해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마트 도구들이
확산되면서 교실 도구 및 수납공간은 개인용 스마트 디바이스가 제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용 장비들의 상호 전송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탐구 장
비, 창의 설계 도구로서의 장비, 이러한 스마트 장비들의 수납 공간이 교실 내
설계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스마트 학교 필요공간에 대한 설문 결과 등으로부터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을
구상하는 데 전용교과교실, 모둠 활동, 융합실, 스마트 워크-커뮤니티 공간, 옥
외 공간-시설설치, 옥외 공간-소규모 광장, 활동,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 등
에 대한 개념을 가져올 수 있다.

다. 기타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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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교육 공간 마련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학교 공간 이외에도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에 대한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1) 서울시 공유공간, ‘무중력지대’
서울시는 공유공간 ‘무중력지대’를 거점 지역에 설치하여 청년 정책의 일환
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 생성을 도울 수 있는 자율적 진로 학
습 공간을 마련하였다.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유료 대관 공간인 세미나실, 개인과 소규모의 스터디 공간,
공유 부엌, 커뮤니티 게시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다[그림 14].

[그림 14] 서울시 공유공간 ‘무중력지대’ 이미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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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공유공간의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교류하고 관심 분야별 커뮤니티가
자율적으로 생성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공간
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다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받는 혁신적 공공디
자인으로 각광받고 있다(박신영, 2019; 안주영, 2008; 허정민과 한혜련, 2015).
(2) 키즈 테마파크
키즈 테마파크는 어린이 과학관, 직업 체험, 캐릭터 테마파크 등 사용자의 재
방문을 기대하며 설계된 공간을 의미한다. 키즈 테마파크는 기존 스토리를 체
험을 통해 직접 전달받으며 다음과정으로 연계하는 기법인 체험적 스토리텔링
을 기반으로 한다. 어린이들이 듣고 만지고 배우고 놀며 습득하는 키즈 테마
파크는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을 가지며, 또 다른 교육적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오상민과 한영호, 2010).
키즈 테마파크에서는 다양한 체험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슈미트(Schmitt,
1999)는 전략적으로 모듈화된 감각적, 감성적, 인지적, 행동적, 관계적 체험의
5가지 유형의 체험을 제시하였다. 감각적 체험(sense)은 오감을 자극하고 흥분,
만족감을 제공하는 등 감정에 호소하는 체험을 말한다. 감성적 체험(feel)은 기
분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으로 브랜드와 고객의 유대를 강화하고 느낌
과 감정에 호소한다. 인지적 체험(think)는 인지력과 문제해결력 체험으로 지
성에 호소한다. 행동적 체험은 이용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신체와 관련된
장기적 행동 패턴과 라이프스타일 관련 체험이다. 관계적 체험은 앞선 4가지
체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성적 자아나 타인, 문화와 연결하여 자
기향상 욕구를 자극한다.
(3) 공간에 대한 서비스스케이프 적용
공간에 대한 물리적 환경은 서비스스케이프(Servicescape)라는 개념을 적용하
여 볼 수 있다. 서비스스케이프란 서비스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이용자와 제공
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영역을 구축하는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서비스스케이프 요소를 통해 사용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적절한 환경을 마련하
고 제공하여, 공간의 가치를 가진다(허정민과 한혜련, 2015).
서비스스케이프는 SLOC(Small, Local, Open, Connected) 시나리오 분석으로 평
가할 수 있다(Ballantyne-Brodie & Telabasic, 2017).
6) 무중력지대 홈페이지 (http://youthzone.kr) 사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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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에치오 만치니의 SLOC 시나리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Small 항목으로는 위치, 지역, 장소기반
의 소규모 프로젝트(장소성), 지역의 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는 공공성,
작은 것이 아름다움을 포함하는 영역성을 볼 수 있다. Local 요소로는 지역
기반의 접근(접근성)과 거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지역적 해결책을 살펴야
하며(다양성, 가변성, 심미성, 쾌적성),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문제 해결(사회
성, 참여성), 지역의 전통을 모색하는 지역문화성을 볼 수 있다. Open 특성으
로 협업과 개방 경제를 창조하는 사용자 및 커뮤니티의 분산형 네트워크 생성
(개방성),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한 아이디어의 공유(지속성과 상호작용성)
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Connected는 공유성으로 개발된 사회·기술적 해결
방안을 원격으로 공유하도록 인터넷과 과학기술과의 연결을 의미한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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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래 교육과 융합형 교육 공간에 대한 사례
본 절에서는 미래교육에 대한 관점과 국내외 공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Google for Education에서는 미래교육과 미래 교실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였다.
Global Report에서 제시한 K-12 교육에 대한 관점을 8가지 미래 교육 트랜드
는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책임(Digital Rosponsibiligy)는 기술과 건전한 관계
를 유지하며 디지털 세계를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탐험하는 것이다. ② 생활
의 기술과 직업 준비(Life Skills & Workforce Preparation)란 사회 및 직업 기
술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테스트를 넘어서는 전체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③ 전
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문제 해결을 개발하
여 향후 직업에 더 잘 대비하는 것이다. ④ 학생주도형 학습(Student-led
Learning)이란 배운 것에서부터 강의실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선택 의지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⑤ 협동학습
(Collaborative Classrooms)을 위해 개방성, 유연성 및 공동 작업에 중점을 두면
서 교실을 다시 설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⑥ 보호자와 학교의 연결(Connecting
Guardians and Schools)은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
며, 기술은 그들을 교사와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⑦ 혁신
적인 교육학 신기술(Innovative Pedagogy) 동기 부여된 교사는 보다 참여도가
높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간소화 등의 신기술이 필요하다. ⑧ 첨단 기술(Emerging Technologies)은 보다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교수법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교실에 도입될 수
있다.
다음 후반부에서는 미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공간의 사례를
제시한다.

가. 해외 미래 교육 공간 사례
(1) The Spaces Research Project
베트남의 경제중심지인 호치민에서는 The Space Research Project를 통해 미
래 교육에 맞추어 유연한 학습공간의 구성을 강조했다. Kariippanon 외 연구자
(2016)들은 21세기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학적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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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는 것이 학교 내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지시에서 벗
어나 학생 중심의 학습, 협업, 상호 교육, 자율적 규제 등을 수용해야하며 이
를 위해서는 유연한 학습공간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유연한 학습공간
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 구성에 신발없는 교실, 벽면 칠판, 입식 책상, 실내 식
물, 다야한 의자, 벽의 인테리어어와 색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림 16]. The Spaces Research Project

7)

(2) Humber Classroom Re-design8)
캐나다의 Humber 대학에서는 교실 재설계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프로젝
트는 학습은 교사와 학습자의 열린 상호작용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극대화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실설계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프로젝트 진행의 결과 협력적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교실 설계의 표준을 제시하
고 교수 학습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제시,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을 실험하고 시
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Humber Classroom Re-design는 다음의 3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
다.
먼저 유연성에 초점을 두었다. 학생과 교수의 상호작용이 학습에 중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교실에서의 유연성은 양방향적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발표와 토론 등 다양한 교수법을 촉진하고 지원
하기 위해서는 교실 공간이 융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언제나 접근 가
능하며 물리적 장벽이 없는 교실 공간이 필요하며 연습을 지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보장하면서 다중
7) http://oivietnam.com/2017/10/the-future-classroom/
8) http://humber.ca/classroomredesign/future-classroom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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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과 유연성을 촉진하기 위해 보편적인 디자인을 구현해야 한다. 유연성을
반영한 교실 공간의 설계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유연성 있는 교실 공간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에 초점을 두었다. 학생·학습 행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
면, 학생들은 적극적 학습을 장려하는 환경에서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간은 지식 획득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손쉽게 작동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정적인 기술을 사용
하여 학생들 사이의 아이디어 상호작용을 장려해야한다. 이를 반영하여
“e-interactive” 강의실은 강의실 내에서 활발한 학습을 
장려하는 기술적으
로 향상된 기능을 통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자연요소, 밝은 색상 및 열린
공간은 다른 학습자와의 창의성과 협업, 지적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
서 교실 디자인은 학생들이 토론하고, 창조하고, 혁신하고, 협업할 때 활력을
느끼게 하는 제작자의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18]은 서비스에 초점
을 둔 교실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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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서비스에 초점을 둔 교실의 사례
마지막으로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실 공간은 교육 및 학습의 경험적 가
치를 고취시키기 위해 구축되어야 한다. 트레이딩 플로어 교실은 체험학습을
장려하도록 설계된 공간의 예시이다. 이러한 강이실 구조는 거래 산업의 실제
환경을 모방하여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실제 학습과 실습을 제공한다. 촉각적
경험의 발전을 통해 학생들은 관련 있고 변형적인 새로운 사고와 추론, 지식
방식에 노출될 수 있다. 경험에 중점을 두고 학습 내 상호 문화를 소중히 여
기며 공동체 의식을 장려하는 공간은 교육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하게 한다.
[그림 19]은 경험에 초점을 둔 교실 설계를 보여준다.

[그림 19]. 경험에 초점을 둔 교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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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EC 유럽의 미래 교실 디자인9)
유럽스쿨넷이 시작한 미래교실 디자인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를 비롯한 다양
한 기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유럽의 다음 세대들이 일과 사회의 도전에
적응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 도구와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적 접근
을 시도하였다.
미래의 교실에서는 학생과 학생의 참여도가 높아지며 학습자의 개성을 학습
과정에 연결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은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며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의 교실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 뿐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이나 21세기형 수업 시나리오도 제시된다. iTEC에서는
미래 교실의 모습을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① 조사 영역(Investigation Zone)은 학생들과 학생들이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위한 영역이다. 활용하는 데이터는 텍스트 자료, 과학 실험 결과, 예술 작품,
비디오 및 오디오, 설문 조사 결과 등이 될 수 있다. ② 창조 영역(Creation
Zone)은 학생들이 데이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들의 결과물 생산하는 공간
이다. ③ 교환 영역(Exchange Zone)은 학생과 학생간의 협력하는 공간으로 서
로의 생각을 교환한다. ④ 상호작용 영역(Interaction Zone)은 교사 주도 활동
을 통합하고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생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⑤ 개발 영역(Development Zone)은 비형식적 학습 공간으로 개인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⑥ 프레젠테이션 영역(Prensentation
Zone)은 학습 내용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영역이다.

[그림 20] iTEC 유럽의 미래 교실 디자인 아이디어 사례

9) https://www.ariadne-eu.org/classroom-design-ideas-itec-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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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 세기 교실 디자인의 핵심 요소10)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촉진하고 의미있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6가지
핵심 요소가 반영된 교실 디자인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유연한 가구
와 공간은 융합 교육을 위해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용할 수 있다. 실험실 또
는 테크존,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그룹 좌석, 독서 및 독립적인 연구를 위한
“조용한 공간”과 같은 지정된 목적으로 구석에 배치 가능하다. 이는 기존
교실 가구에 캐스터 추가, 휴대용 벽 또는 파티션도 유용할 수 있으며, 학생교사 회의 및 개별 교육을 위한“ 회의실”로도 사용 가능하다. ② 21세기 학
습 트렌드인 문제 기반학습, 협동학습 및 상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공간
이 필요하다. 팀 협업이 필요한 과제나 프로젝트를 운용하기 위하여 협력적이
고 독립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에서 함께 모여 공유, 공동 작업 및 창작할 수 있도록 휴대용 가
구, 그룹 좌석 및 열린 공간과 더물어 정보의 반영 및 처리를 포함하여 조용
하고 독립적인 연구 공간 필요하다. 특히 교실 내에 교실 내에 “휴식실” 추
가할 수 있다. ③ 운동은 뇌와 혈액 순환 활발하게 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피
싱과 공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워크스테이션, 스탠딩 테이블(실
험실 작업 등), 요가 매트, 운동 공, 신장 테이블 및 소파 포함된 운동 강화
교실을 설계한다. 기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장의 학생들을 수
용 할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와 테이블을 낮추어야 한다. ④ 영감과 창의성이
촉진되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벽과 기타 표면을 브레인스토밍 화이트보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작업 포럼에서 공유기능을 높인다. 매력적인 실험실 장
비, 기술, 포스터 등이 포함된 "영감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파악하고 조작하

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학습 도구를 제공한다. 학습 도구는 현미경, 건축 자
재, iPad, 성장하는 식물 및 미술용품 등을 들 수 있다. ⑤ 기술의 발전을 통
해 다양한 장비를 교실에 통합해야 한다. 인터넷, ICT 자료 구비, AR, VR 장
비 등 교실에 컴퓨터, 비디오 화면 및 태블릿, 프린터와 같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⑥ 밝은 빛(특히 자연광)과 생생한 색으로 교실을 조성해야 한다.

10)
https://www.envisionexperience.com/blog/6-key-elements-of-21st-century-classroo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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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 ENVISION사의 21 세기 교실 디자인의 핵심 요소가 포함된 사례
(5) Making Education Fully Technological11)
미래 교실의 모습에서 4가지 항목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먼저 교실모
습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앉아있는 동안 집중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
한 책상이나 입식좌석,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공간, 개별 작
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워크스테이션과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공존해야 한다. 대화형 프로젝터나 기타 기술을 통해 대체 될 수 있는 대화형
보드가 설치되며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이동식 벽으로 이루어질 것이
다. 또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자유로이 활용하며 다양한 학습스타일을
수용하는 유연한 과제가 지시된다. 또한 MOOC 및 기타 온라인 학습들이 이
루어진다. 이러한 공간 구성의 예는 [그림 22]와 같다.

11)
https://elearningindustry.com/4-changes-will-shape-classroom-of-the-future-makin
g-education-fully-techn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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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프랑스 ELEARNING사에서 제시하는 미래 교실 공간
(6) Bridging Design and STEM Curriculum | CiF Lab Solutions12)
로드 아일랜드의 Westerly High School에 있는 K-12 STEM 실험실은 5가지 요
소가 반영되도록 설계되었다. ① 테크놀로지: 미래의 발전과 직업 요구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기술의 일부 측면을 통합한다. ② 팀워크: 프로젝트
기반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배우고 지원하며 의사소통 기술
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통합한다. ③ 의사 소통: 커리큘
럼은 정보 교환 촉진하고 학생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공한다. ④ 팀워크: 개인적인 개발과 미래의 경력에는 강력한 팀워크 기술이
필요하다. ⑤ 의사 결정: 혁신적인 사고와 함께 진행된다. 학생들은 직관적으
로 문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 고안해 나간다.
5가지 요소가 반영된 실험실의 사례는 [그림 23]에서 볼 수 있다.

12) https://cifsolutions.com/bridging-design-stem-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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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K-12 STEM 실험실 사례
(7) 최고의 STEM 학습 환경 구축을 시작하는 8 가지 방법13)
STEM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① 완벽하지 않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판적 사
고 및 문제 해결 기술을 유발하는 환경이 필요한데, 공간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 ② hands-on 학습 코너를 만들어야 한다. hands-on
학습 코너는 실습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서 혼란스러워 해도
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③ 많은 수업에서 컴퓨터, 랩톱 및 태블릿을 사
용하는 등, 전자 장치는 필수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보조금 신청에 자유
로워야 한다. 학교에 STEM 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이 부
족한 경우 언제든지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되
어야 한다. ⑤ 대중 참여는 학생들에게 실제 환경에서 학습을 활용하는 방법
에 대한 예를 제공한다. ⑥ 팀워크와 높은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⑦ 학생들이 편안 할 때 최대한의 잠재력이 발
13) https://www.wabisabilearning.com/blog/building-ultimate-stem-learning-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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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될 수 있으므로 가구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야한다. ⑧ 교실이 자주
떠오르도록 하는 것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8) 6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STEM Classroom Design14)
stem revolution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STEM 교실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였다. ① 유연성: 프로젝트를 다른 과목과 함께 수용하게 하며 유
연하게 변형 가능한 교실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모바일: 이동 가능한 책
상과 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통합: 태블릿, 랩톱 및 기타 기술을 통해 학
생들은 팀에서 공동 작업하고 아이디어를 연구하며 솔루션을 디자인할 수 있
는 통합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조직화된 구성은 소모품 정리, 시간 정
리, 프로젝트 스토리지 구성을 포함한다. ⑤ Flipped learning이 이루어져야 한
다. ⑥ 팀 중심:

그룹 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도록 격려해

야 한다.

14)
https://www.stemrevolution.com/news/6-characteristics-of-effective-stem-classroom-d
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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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6가지 특성이 반영된 STEM 교실설계
(9) STEM’s Influence On Classroom Design15)
SmithSystem 사에서는 STEM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설계지침
을 제시하였다. ① 목표 알기: 문제 해결, 혁신적인 사고, 커뮤니케이션, 생산
적인 팀워크, 여러 아이디어 생성, 의사 결정 등 다양한 목표의 설정과 공유가
필요하다. ② 공간 디자인: 적응성, 유연성, 이동성 및 인체 공학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교실 설계자는“세 개의 방”접근 방식을 선호하는데, 세 개의 방은
수학과 공학에 중점을 둔 교실, 과학과 기술에 중점을 둔 실험실, 학생들이 자
유롭게 서로 협력하고 배우는 소그룹 영역을 포함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③
기술 추가: 태블릿 장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스크린, 프린터(3D 포함) 및
플로터가 있는 CAD가 포함된 다양한 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공유와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간의 기기 연결성이 핵심이다. ④ STEM 친화적
인 가구 추가되어야 한다. ⑤ 다양한 운동, 위치 및 기능 제공하는 좌석이 필
요하다. ⑥ 책상과 테이블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치 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

https://smithsystem.com/smithfiles/2015/03/11/stems-influence-on-classroom-design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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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⑦ 스토리지: 실습용 프로젝트 자료와 도구를 정리하기 위한 모바일
스토리지와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프로젝터와 컴퓨터를 보관할 모바일 유닛이
필요하다.

[그림 25] 7가지 설계지침이 반영된 실험실 사례

나. 최근 국내 융합 교육 공간 개선 사례
국내 융합교육 공간 혹은 학교 시설개선사업 현장 방문 일정을 소개하
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국내 융합교육 공간, 학교 시설개선사업 현장(공간) 방문 일정
방문학교

공간 참관

면담

일자

원효초등학교

꿈담 교실

정○숙 교장

2019.11.08

이태원초등학교

스마트교실

김○철 교장

2019.11.25

창덕여자중학교

미래학교

김○화 교사

단국대학교

Innovative Future
campus

2019.10.28
2019.11.21

조○국 교수

2019.11.01

한양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최○훈 교수

2019.11.14

영등포고등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옥○석 교사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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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효초등학교
‘학교, 고운 꿈을 담다’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1학년 교실 리모델링을 시
행하였다. 꿈담 프로젝트의 컨셉을 공유하여 열린학교 개념으로 교실 벽을 없
애고, 개폐식 별을 설치하였으며, 다락방과 놀이기구를 교실 내에 설치하였다.
저학년 교실의 리모델링은 밝고 환한 공간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교실 내 놀이
를 장려하게 하였으며, 학생들의 적응과 발달을 돕도록 작용하였다(면담: 원효
초등학교 교장 정○숙 선생님).

[그림 25] 원효초등학교의 공간 개선 사례
(2) 이태원 초등학교
2012년에 구축한 스마트 교실을 7년째 활용하고 있다. AR, VR 활용 시범학교
로 지정되어 다양한 활동에서 스마트 장비 운용이 시행되고 있다. 프로젝터의
활용면에 있어 우수성을 볼 수 있었다. 교사용 한 대와 조별 발표용 네 대로
이루어진 총 5개의 프로젝터가 3개 면에 조사되어 서로의 학습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관리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프로젝터는 교사가
on-off 할 수 있는 중앙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모둠별 활동 시간에는 천
정에서 블라인드가 내려와 파티션을 제공하여 방해가 없도록 진행될 수 있다.
태블릿과 노트북 충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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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화단과 연결된 야외학습실을 구비하고 있다. (면담: 이태원초등학교
김○철 교장선생님)

[그림 26] 서울이태원초등학교 스마트교실 사례
(3) 창덕여자중학교
창덕여자중학교는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미래학교 연구학교로
서 교육과정, 학습환경, 학교 문화 등에서 새로운 학교 모델을 연구, 실행하고
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공감, 도전, 협력, 건강, 즐
거움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2015년부터 교실마다 약간씩 특성을 달리한
형태로 교실 전체를 리모델링하였다. 과학실은 강의공간과 입식 실험테이블을
구비하였고 수학실은 원탁형으로 마련하였다. 학교 공간이 바뀌면서 수업 방
식이 변화됨을 볼 수 있었다(면담 : 교무부장 김○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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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거

미래

교사의 가르침 중심

→

학생의 배움중심

지식을 넣어주는 교육

→

학생의 인지적 역량

→

학생의 생각을 끌어내는 교육
사회 정서적 요인을 고려한

개인간 경쟁 교육

→

교과분절적인 교육

→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교육
학생의 삶을 고려한 융합적인
교육

[그림 27] 창덕여자 중학교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다양한 방식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센터, 누리방, 스튜디오, 정보
방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테크센터는 약 260대의 태블릿 PC를 충전, 관리 및 대여하는 공간으로
교사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기기 활용
에 용이하도록 한 번에 20대, 10대 씩 수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 충전함을 다
양하게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360도 카메라, VR,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술적
도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테크센터에는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는 교수 학습에
대한 지식을 갖춘 테크매니저가 상주하여 교실수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탐색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누리방은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과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원형 테이블이 설
치되어 있으며,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국내외 학교 및 전문가들과 교류 학습
진행하고 있다.
스튜디오는 라디오 방송국에 착안한 공간으로 방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음악, 밴드 동아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가능하며, 3대의 카메라를 통해
교내 방송 및 수업 촬영도 가능하다. 스튜디오는 각종 회의와 워크숍 공간으
로 활용하고 있다.
정보방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대형 스마트 TV를 보
유하고 있다. 수업, 회의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방과후 학생들이 모둠별로 모여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고 교직원회의 장
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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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창덕여자 중학교 학교 전체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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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는 공간을 교육블록, 협력블록, 베이커블록으로 구분하여 디자
인싱킹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학민관 분야별 산업 및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마인드 고취시키고 디자인 사
고 기반의 협업 프로세스를 통한 인문기술 융합 역량 강화한다는 비전을 가지
고 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협업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를 미리 만들어보는 실무
를 경험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배운다. 협업, 협력의 가치를 경험한다. 미래
를 미리 만들어본다.’의 4가지 미션을 설정하였다.
창의성과 SW 기술을 융합하여 실천형 혁신인재 양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혁신 프로세스 기반의 협업센터를 마련하였다. 이 공간의 목표는 소
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 마인드를 깨우기 위한
창조적 글로벌 협업 플랫폼 구축, 창의적 SW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자 지원, 지역사회 발전로 설정되어 있다. 협업센터는 크게 플랫폼 환경과 다
양한 장비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은 ICBM 기
술을 체험 공간에서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는 SW 융합 모델 케이스 사례 활용
가능하다. 또한 3D 프린터, VR 및 영상장비, 공공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툴
등 다양한 장비를 실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한 혁신 프로그램 도입으로 한국적 디자인싱킹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면담: 조○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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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단국대학교 공간 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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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양대학교 스마트팩토리
한양대학교의 스마트 팩토리 랩(Smart Factory Lab)에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학습 공장(Cyber Physical-System-Learning Factory)이 구축되어 있다. 스마트
팩토리 랩의 설립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 환경에서 융합적인 사고와 실
제 기술 능력을 함양한 인재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해당 연구의 시
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고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다.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
하여 국가 차원의 산업체 친화형 인력양성, 기업 교육, 공동장비 활용, 해외
시장 진출, 사업화 투자유치 등 공동 활용 및 스마트팩토리로 기업체 지원 및
산학협력을 위한 기틀 마련하였다. 이 공간은 미래지향적이며, 창의 인재양성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면담 : 창의융합 교육원 최○훈 교수)

[그림 30] 한양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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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등포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에서는 미래창의교실, 메이커스페이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활용
을 하고 있다.
(가) 미래창의교실(과학리소스룸)
영등포고등학교에서는 미래창의교실(과학리소스룸)을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에 대비하여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
램 운영을하고 있다. 과학 리소스룸은 토론 및 협동 프로젝트 학습, 학생 참여
형 모둠수업 및 준비 공간, 상설 및 자율 동아리 활동 공간, 과제 연구 등 다
양한 학교 프로그램 참가를 준비하는 학생 연구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 교실의 1.5배 정도 크기로 파티션과 사물함을 이용하여 과학 활동실과
리소스룸으로 분리하였다[그림 31].

[그림 31] 미래창의교실의 분리 도면
과학활동실은 학습 및 수업공간으로 교실 전면형 칠판 설치하여 빔프로젝트
스크린 역할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가변형 책상 구비하여 모둠 활동시 책걸
상 이동 편리하게 하였다[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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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영등포고등학교의 과학활동실 이미지
리소스룸은 리서치 및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창틀의 확장과 검색용 검퓨터를
구비하였으며,

후면 전체 붙박이 책장 설치하여 도서 및 영상 자료 구비하였

다. 또한 학생들이 편한 자세로 쉬면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평상 설치하고
절반은 분리형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배치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33] 영등포고등학교의 리소스룸 이미지
미래창의교실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수학의 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과 학생들의 휴식과 독서, 과학 영상 감
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과

주요활동

물리

학생참여형 모둠수업, 간단한 실험수업

화학

학생참여형 모둠수업, 거꾸로수업

지구과학

학생참여형 모둠수업, 간단한 실험수업

생명과학

IT활용 모둠수업

수학

거꾸로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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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등포고등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Camp 51.9
구성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메이커 교육을 학교에 도입하여 '학생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존재'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에게도 메이커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떨어진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성장 도모하였다.
메이커스페이스는 대형 빔프로젝트가 설치된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로비와,
동아리 등 소규모 회의용 세미나실, 5명 수용 가능한 목공 및 금속가공실, 5명
수용 가능한 영상제작실,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컨텐츠나 소프
트웨어를 창조하는 공간인 컴퓨터실, 전시공간, 휴게공간, 레이저커터 및 3D
프린터실, 개발보드와 센서, 액츄얼레이터 등 메카트로닉스를 활용할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34].

[그림 34] 영등포고등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성
테크놀로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생활/홈데코 분야에서 학생, 지역 거점, 일
반인 대상 메이커 교육 및 대관, 개인 메이킹 활동 지원하고 있다. 영등포고등
학교에서는 장비이용, 공간대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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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술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영등포고등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구비 장비 : 레이저커터기(Speedy 360), 3D
프린터(3DWOX ECO), 수공금속가공기(아이젠크라프트(프렉티콘세트)), 테이블
쏘(BOSCH GTS 10 J Professional), 드릴프레스(WDS-13), 밴드쏘(BS2300A), 스
카시톱(DSH-28092), 미니목공선반(UNIMAT wood lathe), 비닐커터(실루엣큐리
오), 무연인두기세트(FX-951)

[그림 35] 영등포 고등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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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의융합형 과학실16)
다양한 과학 실험활동과 함께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첨단과학기술을 활
용하여 협력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창의적 탐구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융합형 과학실이 확산되고 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학생주도적, 학생 참여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학실로, 주제별 연구와 프
로젝트 수업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코칭영역, 러닝 영역, 실험탐구영역, 팀단위 협업 영역,
보관과 준비를 위한 영역, 이동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36]. 각 영
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6] 창의융합형 과학실 공간개요 및 영역 구성
① 코칭/프리젠테이션 영역 (A영역, H 영역)은 전통적으로 칠판, 교탁, 교사 테
이블이 위치하는 영역으로 교사와 학생이 플랫폼에 등록한 데이터, 탐구결과
를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교실전면 또는 측면 영역을 포함한다. 센서 네트
워크와 오픈데이터에서 전달된 다양한 실험/탐구 데이터가 프리젠테이션되는
영역이 존재하며, 전자교탁, 단초점 프로젝터, 스마트 TV 등 교사의 수업과
16) 창의융합형 과학실 가이드북. 2017. 차정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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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발표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와 설비 구축되어 있다.
② 러닝 영역 (B 영역)은 교과교실 정책이 확산되며, 과학실에서의 수업진행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원격학습, 거꾸로 수업을 위한 개인별 원격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다. 수업 영역임과 동시에 토론과 협업의 영역이기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③ 실험/탐구 영역 (C 영역)으로 전통적으로 실험테이블과 의자가 위치하는 영
역이다. 전통적인 실험도구의 탐구결과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창의융합형 과학
실 플랫폼으로 전송할 수 있다. 교실 내 뿐만 아니라 원격지의 디지털 탐구도
구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설계되어 있다. 실험을 포함
한 과학 탐구 활동을 지원고 과학 탐구활동 과정과 결과를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으며, 교실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과학 탐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
설비 구축이 필요하다.
※ 탐구 활동을 지원하며, 탐구과정 및 결과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도구와 설
비, 휴대 가능한 디지털 탐구도구 예
◇ 유/무선 MBL: 각종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노트북, 단말기 등에서 결과 그
래 프로 즉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실험 장비
◇ 3D프린터: 실험에 필요한 도구나 구조물을 직접 설계하여 제작하는 장비
◇ 레이저 커팅기: 아크릴 등을 자유자재로 가공하여 탐구 재료나 발표 자료
등 을 제작하는 장비
◇ 무선 디지털 Inspection Camera: 좁고 깊거나, 물속과 같이 관찰하기 어려
운 환경에서 관찰을 가능하게 하며, 관찰 영상을 외부 스마트 단말기로 전송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원도구
◇ 휴대용 무선 디지털 실체 현미경: 관찰된 영상을 외부 디지털 단말기로
무선 전송할 수 있는 휴대가 가능한 실체현미경
◇ 원격 자외선 센서: 측정 데이터의 원격지 전송이 가능한 자외선 센서
◇ 원격 수중온도센서: 측정 데이터의 원격지 전송이 가능한 수중 온도 센서
◇ 디지털 미세먼지 측정장비: 측정 데이터의 디지털 형식 저장 및 외부 디
지털 단말기로 전송이 가능한 미세먼지 측정 장비
◇ 원격 온도 센서 및 뷰어: 측정된 온도데이터의 원격지 전송을 지원하는
원격 온도 센서와 뷰어
◇ 디지털 기상관측장비: 측정 결과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상 관측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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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카메라: 관찰 영상의 디지털 전송을 지원하는 인터넷 카메라
◇ 디지털 실체 현미경: 외부 디지털 단말기로 관찰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고화 질 디지털 실체 현미경
④ 팀단위 협업 영역 (D 영역)은 같은 교실내 뿐만 아니라 원격지의 학생들과
탐구결과를 공유하며 토론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둘러앉을 수 있는 테이블, 화
이트 보드 등이 위치하는 영역이다. 학생 동아리 활동, 과제연구 활동 등을 활
용할 수 있는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교실 내외에서의 탐구활동 그리고 탐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와 설비가 필요하다.
※ 학생들의 관찰 및 관찰 결과 공유를 지원하는 디지털 도구
◇ 휴대용 태양전지: 디지털단말기 충전을 지원하는 휴대용 태양전지
◇ 무선 디지털기상데이터 측정 세트: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디지털 기상데
이터 측정 세트
◇ 디지털 실물화상기: 외부 단말기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실물화
상기
◇ 액션캠: 학생들의 활동적인 관찰 행위나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촬영기
◇ 아이디어페인트: 벽에 칠하는 페인트로, 판서가 가능한 벽으로 사용가능
⑤ 보관/준비, DataPoint 영역 (F, G 영역)은 준비실, 정리함이 위치하는 영역
이다. 시약 등의 실험 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설비가 확충
되어야 하며, 설치된 디지털 센서, 센서가 설치된 데이터 포인트를 관리하는
영역이다.
⑥ 이동 영역(E, I 영역)은 전통적으로 복도에 해당하며, 교실과 교실의 사이
공간으로 교과간 연계 수업, 블록타임제 수업 등을 고려하여 공간이 구성되어
야 한다.
이상의 연구 혹은 사례를 통해 융합 인재 교육을 위한 미래형 과학교실로 부
터는 능동적 활동 공간, 개별 창의설계 도구, 온돌 바닥, 내벽 및 가변젹 설치,
내벽 유리 마감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미래 융합 교육 공간에 대한 외국
의

사례로 부터는 상호작용, 능동성, 유연성, 활동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

는 공간의 확보라는 개념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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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형 과학실 공간과 미래형 융합 교육 공간의 차이점
미래형 과학실 공간은 과학실험을 중심으로 융합을 이루어가는 공간이라면 미
래 융합 교육 공간은 융합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데 과학적인 요소가 포함된
교육 공간을 말한다. 외국의 미래교실에 대한 전망과 미래형 과학실이 공간의
조성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미래 융합형 교육 공간은 융합형 교육의 목
표와 방향에 맞추어 즉, 이념을 토대로 미래 교육공간 설계를 추진하였다.
미래형 과학실 공간 조성의 원리가 공간 내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면,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은 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핵심 목표를 중
심으로 제시되었다.
첨단의 과학기술이 반영된 ICT 디지털 교구를 이용함으로써 자연환경 혹은 실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이를 교육에 활
용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며, 아날로그 교구의 활용도 강조하고 있다.
[표 11] 미래형 과학실과 미래형 융합 교육 공간 비교
미래형 과학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첨단 과학 교구로
실제 자연 현상을 탐구

미래형 융합 교육 공간
목표
활동

배움의 공간
개발하는 공간
디지털과 피지컬의 융합 공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관계의 재생산
이해의 공간

공간의
조성

공유와 연결의 공간

협력의 공간
개별화 공간
공유의 공간

과학실

리모델링

일반 교실

과학+일반과목
첨단 과학 ICT 기술 디지털

융합 교육

일반과목+과학
첨단 과학 ICT 기술 디지털

교구

교구

교구

아날로그 교구

아날로그 교구

연결 개방
모듈화

공유
모듈화

실세계
데이터 중심

공간 설계
원리

증강된 공간

지역기반
네트워크 기반
증강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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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래 융합 교육 공간에 대한 시사점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 교실은 여유롭게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고 있지만 시청각실, 휴게실, 동아리실 등 기타 공간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
다. 학교적 차원에서 교육 공간을 구조화 할 때,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학령기 인구 감소 추세를 통해 미래에는 학급 당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
로 보인다. 2030년도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별, 학교 급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는 15명 내외, 중등학교는 25명 내외를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학급 공간의 재구성에 학급 당
인원수를 반영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소와 공간적
활용에 대한 교실 내 융합공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 인구 감소는 학교 내 유휴공간의 증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유휴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수준과 교육청 수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업 시행과 최든 변화 양
상은 미래 사회 변화 양상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환경이 갖추어
야 할 모습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학교 교육 공간 개선에 대한 정책들은
사용자 중심의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공간 설계와 다각적인 활용에 대해 재개
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시설 관리 측면에서 교육 공간 개혁으로 관
점이 이동되면서, 학생의 참여와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의 장으로써 학교 공간의 변화 등 공간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참여와 소통
을 통한 공간 사용 주체의 융합, 지역사회 기반의 공용 공간 마련, 개별 공간
의 다목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 공간은 융합 교
육 공간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
여 사회 전반의 관심을 통해 융합 공간에 대한 재개념화와 더불어 현재 교육
공간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미래 교육의 변화 양상을 반영한 융합 교육 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학생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야 한다. 단일 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을 중심으
로 하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의 크기를 학생 수에 비해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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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시설물들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들이 고려되어야 한
다. 학습자의 창의성이 발달 될 수 있는 창의적 공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쉽게 변화가 가능한 벽면이나 책상의 활용 등이 설계에 포함
되어야 하며, 그밖에 변화가 가능한 요소들로 공간 설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공간 내부에 문화와 휴식을 보장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개인별, 그룹
별 학습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외 공간의 설계는
환경 중심의 체험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활동과 놀이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실내와 실외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그에
적절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
야 한다.
교육 공간의 설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실제 사용자인 학생과 교사들의 필요를 경청하고, 공간 구성 중
간 중간에 실사용자에게 반영 여부를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참여디자인을 통해 교육 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교육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융합 교육의 효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융합 교육 공간이 공공성을 가지근 공유공간으로 활용되려면 Small, Local,
Open, Connected(SLOC)의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다. 특히 교육 공간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지역 주민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한다면 융합 교육 공간이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각 단계에서 추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융합교육공간의 계획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정책과 기존에 제시된 미래형
과학교실의 특성, 미래융합교육공간의 특성과 사용자들의 요구를 종합하여 연
계 분석하였다. 우선, 융합교육에 대한 정책의 목표를 다시 정리하면, 창의용
합적 사고, 학습자간,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교류활성, 학습자인 학생참여를 도
모하며, 이러한 교육컨텐츠와 프로그램의 지역사회와 연계이다. 이러한 목표달
성을 위해 다양한 교수활동지원, 휴게기능 지원, 맞춤형지원, 그리고 공간사용
자의 복합 또는 공간의 복합적 기능지원이 요구된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
은 기존의 미래형 과학교실에서도 구현하고 있는데 앞서 정리된 내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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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과 개방형을 통한 다기능 공유공간, 학습을 위한 모둠활동과 프리젠테이
션 공간, 디바이스와 교구를 위한 수납공간을 기본 공간 구성이 구현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과 연계하여 공용(유)공간은 휴게를 포함한 다양성과 복합화
기능을 갖추고, 핵십적 요소인 모듈화 공간은 다양한 형태와 휴게가 같이 요
구되며, 프리젠테이션과 수납공간은 수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기존 교수자나 학습자들의 요구사항과 미래융합
교육의 특성을 연계하여 보면 전망, 채광, 환기, 이동에 대한 공간 환경 배려
요소를 기반으로 능동적, 창의적, 활동성을 지원하며, 상호교류나 학습내용 특
성에 따른 유연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7] 미래 융합 교육 공간 계획 방안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관련 이론과 사례를 통해 미래융합
공간의 계획방안은 공유 공간, 정보처리 공간, 프리젠테이션 환경, 팀워크 환
경, 디지털 환경, 자기주도 환경, 체험 환경, 프로젝트수행 환경, 창의적 환경,
교구나 디지털 디바이스 등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의 수납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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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래 교육공간에 필수적인 디지털 환경
제1절. 미래의 교수학습
컴퓨터와 인터넷 발달은 산업사회의 구조를 바꾸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불
러왔다. 4차 산업혁명 사회의 특징은 과학기술과 직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볼 수 있다(임종헌 외, 2017). 미래사회는 ICT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나
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개인화,
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상세계와 융합되고, 지능화된
만물 인터넷 사회로의 변화가 예측된다(이수광 외, 2015). 기술의 발달은 인공
지능(AI)를 기반으로 하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의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은 주변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기술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예
로 들 수 있다. 클라우드는 컴퓨터 본체가 없이도 손 안의 인터넷이 확산되는
자원의 공유기반 기술이며, 빅데이터로 다양한 인간의 활동이 수집되고 분석
되어 맞춤 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다. 모바일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적용되는 인터넷 환경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인공지능
과 ICBM으로 고동화된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온다(김진숙 외, 2017).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사회 변화 뿐 아니라, 미래 교육의 근본적인 체계도
변화시킨다. 사람들은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역
량 기반의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전반적인 교육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윤종혁, 2014; 최계영, 2016). 미래에는 사회적 역량, 자원
관리 역량, 시스템 역량, 문제해결 역량, 과학기술 역량 등 다기능 역량이 강
조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교육도 학습자의 지능정보 역량을 길러주어
야 하며 융합수업을 일상화하고 무학년 무학급제 학교, 울타리가 없는 학교,
공동체로서의 학교, 인간교육의 장 등 학교 교육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임종
헌 외, 2017).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별적화·맞
춤화 된 학습, 프로젝트와 문제 중심의 학습,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
학습자의 삶과 관련된 학습 설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삶과 소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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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미래 교육과 ICT 기술
미래 융합 교육 공간에서는 첨단 기술이 반영된 콘텐츠 디바이스들을 활용할
수 있다. 방송과 온라인 강의, MOOC, 디지털 교과서, 교육 플랫폼, 플립러닝,
비정형학습 콘텐츠, 실감교육, 전자칠판과 학생 디바이스의 인터렉션, 동료평
가, 협력 학습, 가상체험형 학습 등 다양한 교육분야에서 ICT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교육에 적용은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추구하며 기존 지식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게 할 수 있
다. 학습의 과정에서는 학생주도적 학습과 이를 돕기 위한 교사의 멘토링이
강조될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는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하게 되고,
학습동기와 열의가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기를 기반으로 하
는 미래 교육에서 학습자는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38] 미래 교육에서의 ICT 기술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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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학습 목적에 맞추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
다. GPS, 카메라,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폰은 증강현실을 구현하
기에 최적의 디바이스 중 하나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
면서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점도 증강현실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특징을 보인다. Io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폰에 다양한 센
서를 연결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능
까지 발전하고 있다. 태블릿 PC는 미래의 융합 교육에 필요한 디바이스 중의
하나로 기존 학습에 필요한 도구 기능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책 또
는 그 외의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있어 기본 디바이스 도구로 발전이
가능하다. 웨어러블 기술(Wearable Technology)은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감지
하는 센서들의 발달로 기존 스마폰, 태블릿 PC, 신체에 부착 가능한 기기를
활용하여 개인별 다양한 신체 정보를 수집 및 관리 가능하게 한다. 신체 착용
에 부담이 없는 기기 기술 개발은 향후 몰입감이 증대되는 가상/증강 현실 구
현 가능하다. 구글 Glass는 증강 현실을 체험 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기
기 중의 하나로 사용자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사진, 동영상, 위치 등의 정보
를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음성 명령과 안경을 통해서 제공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기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나) 디지털 콘텐츠 표현 디바이스
학습자의 몰입감 증대 등 학습 효과 증대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표현 디바이
스로 3D 프린터와 HMD를 들 수 있다. 3D 프린터는 입체물을 나타내는 3D
CAD, 3D CG 등의 데이터를 기초한다. 3차원적 공간에 합성수지등을 적층·가
공하여 데이터를 입체 조형물로 실체화하는 장치이다. 생각을 표현하게 하는
학습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HMD(Head Mounted Device)는 고해상도 디스플레
이와 입체 음향 등 사용자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반영된 기기이
다. 처리속도가 개선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출현과 대용량 저장장치의 소형화
로 인해 휴대성이 높은 디바이스로 사용자에게 현실감을 제공하여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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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HMD 기반 가상현실 단말기17)와 구글 글래18)스

2. 미래 융합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플랫폼
(가) 교육용 콘텐츠 웹 서비스 플랫폼 기술
교육용 콘텐츠 웹서비스 플랫폼은 학습 목적에 맞는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며 관리하는 웹서비스 기술이다. 최근 서버 S/W 기술 중 클라
우드 컴퓨팅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미래 융합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
양한, 양질의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학습자 개인별 성향을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교육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학습자와 학습 제공자간의 상호작용과 소통방
법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PC기반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바일 전용 교육
서비스들이 등장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유통할 수 있는 저장소가 증가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디지
털 콘텐츠를 원포인트 서비스 제공 가능하게 되었다. IoT 기반 미래 융합 교
육 공간은 교육환경 내에 있는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시켜 상호작용이 강조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학습단말기와 콘텐츠를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의 교
육적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로봇이나 소프트웨어는 미래 사회의 변화 도구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학
교에서도 로봇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학습이 증가하고 있다. 로봇 소프트웨어
17) 사진 출처: Appleinsider, "Apple wins patent for a head-mounted iPhone virtual
reality display", 2015.2.17.
18) 사진 출처: https://abcd12.tistory.com/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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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자료로 이용될 수도 있고, 기술 자체를 학습할 수도 있다(종합교육원,
2017).
(나) 학습자 개별 맞춤 교육을 위한 기술
웹서비스에서 학습자 개별 맞춤 교육을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학습자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분
석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학습자의 수업 참여 시간, 문제 풀
이 결과, 응답 시간, 학습 코스 선택 등 모든 학습 데이터가 빅데이터 기술로
저장, 관리 및 분석되며, 축적된 학습 결과에 의해 학습 코스 추천한다. 학습
자 스스로가 자신의 수준과 성향을 정확히 진단하여, 필요한 자료만을 구성하
여 적시에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 적용할 수 있게 한다. 학
습자간 온라인 협력, 상호 작용형 학습 경험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SNS와 결
합된 형태의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되어 학습 콘텐츠가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되는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40]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다) 디지털 콘텐츠 개발 기술 현황
디지털 콘텐츠 표현 기술은 시각, 청각, 촉감과 같이 인간의 감각을 이용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이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웹 서비스 플랫폼 기반으로 변
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들 수 있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미래 융합 교육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간·공간적
인 제약을 벗어난 3차원 시각화 및 가상 시뮬레이션, 실제 환경과 접목된 가
상환경에서 실물과 유사한 가상 콘텐츠에 대한 체험, 실물 인터페이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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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은 3차
원의 공간성, 실시간 상호 작용, 몰입감 등을 특징으로 하며, 현실에서 위험성,
시공간적인 문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
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가상현실은 컴퓨터가 생성한 3차원적
시뮬레이션으로 사용자와 미디어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이
다. 실시간 상호작용이란, 사용자의 반응이나 움직임에 따라 컴퓨터 화면에 이
미지와 내용을 반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컴퓨터 기반의 기술 통합체
이다. 현실감 있는 가상의 세계는 시간과 장소의 한계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제공한다. 현재 시각과 청각에 기반한 경험들을 제공
하고 있지만 촉각적 경험이나 압력, 힘의 세기를 느끼는 경험까지 발전하고
있다. 가상현실의 콘텐츠와 직접적 상호작용은 조작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학
습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3D 프린터의 보급은 교육자료들을 쉽게 입체화 하게 하며, 학생들이 그
림이나 만들기로 표현했던 활동 결과물들을 실제와 유사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 한다.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것은 초보자도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실물 자료를 제공하며 , 학생들의 프로젝트 학습 과
정에서 중간 또는 최종 결과물을 모형으로 제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
다(종합교육연수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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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IoT를 활용한 융합 교육 사례
1. IoT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
가. 국내에서 활용되는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야외 조사활동
(1) 네이처링
네이처링은 GPS를 기반으로 관찰, 기록, 공유를 통한 생태계 보전에 가치를
두고 자연생태교육과 과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원한다.

[그림 41] 네이처링의 오픈 네트워크
네이처링은 학습자가 만나는 자연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체계 자연관
찰, 생태교육, 과학프로젝트를 위한 오픈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오픈네트워크
에는 생태계관점의 기록과 개방성과 지속성, 생태지도가 포함된다. 먼저 생태
계 관점의 기록은 생물과 서식지를 중심으로 시간, 위치, 기후 등 환경정보 제
공한다. 다음으로 개방성과 지속성으로 집단지성의 미션을 진행하거나 관찰과
기록을 공유하는 등 소통에 중점을 두며 기록된 데이터의 축적으로 생태계 변
화 확인하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지도는 관찰 결과인 생태정보를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게시, 공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학교 내에 있는 식물
의 위치와 이름 관찰 시간, 기후 등에 대한 정보 올릴 수 있으며 1학기 혹은
1년간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가능하다.
네이처링의 이용 방법은 먼저 참여할 미션을 선택한 후 서식지유형을 선택하
여 관찰 사진과 함께 생물의 이름, 관찰 위치, 관찰 시간을 함께 게시한다. 사
용자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하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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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네이처링의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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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운드 스케이프(Soundscape)
지역개발, 관광, 음악교육, 공연 등의 분야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사운드
스케이프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리를 찾는 소그룹 활동으로 소리 찾기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상
상력이 자극된다. 또한 채집한 소리를 인터넷 지도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사
회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사운드스캐이프의 활용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집된 소리의 주파수와
음량을 조사하며 소리의 진동수와 음량을 확인함으로써 소리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리를 녹음,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적 맥락에서 모바
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운드스캐이프 앱으로 활동하며 소리를 과
학, 예술, 지역, 문화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세계와 연결시키는 것
을 기대할 수 있다.
앱 자체의 장점으로 대부분의 환경에서 소리채집이 가능하며 특별한 기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오래된 동네일수록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사운드 디자이너의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진로교육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und of Seoul’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함
으로써 문화유산으로서 소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로컬에서의 활용방
안(예,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찾아 프로그램의 심화가 가능하다.

[그림 43] 스마트폰을 활용해 소리를 채집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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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는 어디서?
미세먼지는 어디서?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를 활용하는 수업 도구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AirKorea’ 웹사이트의 실시
간 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시간별로 비교할 수 있는 앱으로 실제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조사한 내용
을 지도화해 봄으로써 미세먼지 농도와 측정 장소의 특징 간의 관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실생
활과 연계된 실제 실험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미세먼지 농도 변화 그래프 작성등 최종산출물 제작할 수 있다.

[그림 44]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모습

(4) 해안사구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라!19)
‘해안사구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라!’는 실제 측정과 조사, 샘플링 기능에 초
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사전연습 이후 야외 조사활동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출물을 제작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사전에 학교 운동장에서 사용방법을 익힌 후 실
제로 해안사구를 방문해 정밀 조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줄자, 클리노미터, 폴대,
19)
https://steam.kofac.re.kr/?area=%ED%95%99%EB%AC%B8%EB%B6%84%EC%95%BC-%
EC%A3%BC%EC%A0%9C%EB%B3%84-%EC%9C%B5%ED%95%A9%ED%98%95&date_updo
wn=date_down&star_updown=star_down&orderbystatus&search_value&wyear=2016%EB
%85%84&kkkk=242&page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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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 방형구, 풍속계 등 다양한 도구를 해안사구의 사면거리와 각도를 측량
하는 데 활용하며, 주변의 식생 조사, 풍속 측정 등을 통해 생태계의 특징 파
악한다.

[그림 45] 클리노미터를 활용해 사면경사를 측정하는 모습

(5) Heat Busters20)
Heat Busters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
라를 활용하여 학교의 에너지 손실 문제를 찾아보고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
하는 소그룹 활동이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인체나 주변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열에너지의 흐름을 감각기관인 눈으로 파악하며 물체의 성질에 따른 열
의 보전과 전도의 차이, 열화상 카메라의 작동원리, 열에너지 손실의 파악과
단열과 같은 대처 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
소그룹 활동 결과물은 학교 시설담당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단열王
대회’를 통해 발표, 평가받아 시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용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념을 이해

하게 하며 생활 공간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활
용하여 실생활의 실제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
https://steam.kofac.re.kr/?area=%ED%95%99%EB%AC%B8%EB%B6%84%EC%95%BC-%
EC%A3%BC%EC%A0%9C%EB%B3%84-%EC%9C%B5%ED%95%A9%ED%98%95&date_updo
wn=date_down&star_updown=star_down&orderbystatus&search_value&wyear=2016%EB
%85%84&kkkk=242&page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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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교내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열이 새는 곳을 찾는 모습

나. 국제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사례
(1) GLOBE(Global Learning and Observations to Benefit the Environment)
GLOBE는 한국 등 117개 국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을 위한 글로벌
학습 및 관찰 활동을 촉매한다. 학생과 시민이 학교 인근의 하천이나 대기의
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공유한다. 축적된 자
료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환경 상황을 이해하거나 지구상의 다른 지역과 비
교하는 데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2) 영국 Practical Action의 STEM challenges
Practical Action은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빈곤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
된 비정부기구이다. STEM Challneges에서는 학생들이 개도국의 상황을 인지하
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나무땔감을 쓰는 개도국의 부엌을 개선하는 방안찾기나, 공중위생
식품안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디자인 활동 등 문제 해결기반의 설계가 포함
되는 활동이다. 다양한 문제해결 프로그램들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융합 교
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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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싱가포르 Bishan Park 중학교의 ICT 센서 활용
Bishan Park 중학교에서는 교내의 지정된 위치에 날씨 데이터 수집 센서를 설
치하고 온도와 습도 등 실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날씨 정보를 수학 데
이터로서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집된 생활 주변의 빅데이터를 바
탕으로 교사는 수학, 공학, 과학, 지리 등 다양한 교과목을 통합적으로 가르치
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교과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원 제공한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실생활과 멀게 느껴지는, 비현실적인 문제 대신 매
일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얻는 맥락적이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탐구를 수행한다. 이는 학생들의 삶의 맥락과 연결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센
서를 통해 수집하고,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데이터 리터러시와 이를
활용하는 그래픽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다.

(a) 날씨 데이터 수집 센서

(b) 교내에 센터가 설치된 위치

[그림 47] 센서 기반 날씨 데이터 수집
(4)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ograph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Data in the Classroom 사례21)
NOAA는 20세기 중반부터 해양 환경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전세계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분석하고 있다. 매일 35억 개의 위성, 선박, 항공기, 부표
등에 장착된 센서에서 대기, 해양, 지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24시간 이내에 더 탱크(The Tank)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저장된 후, 6시간 마
다 업데이트된다. 측정된

데이터는 복잡하고 정확도가 높은 예측 모델과 함

21) https://dataintheclassroom.noa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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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미국 국립기상청(NWS) 등에 제공된다.
NOAA의 데이터는 국립기후데이터센터(National Climate Data Center, NCDC)
를 통해서 외부에 제공되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NOAA Education Resources를 운영
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림 48] NOAA 데이터 활용

(5) 미국, Zydeco 모바일 앱 활용 수업
Zydeco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편집할 수 있으며,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
생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형태는 데이터를 비디오, 사진,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이며, 저장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전체 공유되어 다른 참여 학생들도 활
용 가능하다. 학생들은 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탐구한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거자료를 만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모든 과정과 결과물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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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Zydeco 앱을 활용한 수업의 사례
(6) 영국 기술전략위원회의 사물인터넷기술의 학교 적용 정책, DISTANCE
영국의 DISTANCE 프로젝트는 사물인터넷을 학교 및 교육 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 중 국가수준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DISTANCE는 영
국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 TSB)가 2014년 봄부터 실제 산
업 영역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태의 8개 R&D클러스터
중에서, 학교 현장 적용을 고려하여 고안된 클러스터이다.
8개 R&D클러스터 중에서 DISTANCE, Internet of Schools Things22)는 과학교육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업체인 사이언스스코프 ScienceScope의 주도로
사물인터넷을 통해 과학을 비롯한 교과목 학습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22) https://sciencescope.uk/iot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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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ScienceScope 의 IOT@SCHOOL 프로젝트
학교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수준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나 아시아와 아프
리카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실의 기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도시에서
눈이 내리는 날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학교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
기 위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주제로 DISTANCE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다.
8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지리적인 위치를 선택하여 해당
위치의 기후 데이터를 전송받아 학교 안에 설치된 온실의 기후 데이터를 관리
한다. 참여 학교 중 하나인 The Blue Coat School은 현재 30개의 센서와 64개
의 장치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7) DIY 센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대기환경 센서 프로젝트 Air Quality Egg23)
Air Quality Egg 프로젝트는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를 활용하여 런던, 뉴욕, 암
스테르담을 중심으로 도시의 환경오염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3) https://airqualityegg.com/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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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대기환경 센서 프로젝트
또한 Air Quality Egg는 인터넷에 연결된 환경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여 개인이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키트
(Kit)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측정
할 수 있었던 초기의 Air Quality Egg에, 오존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방사능
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미
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등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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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첨단 기술이 미래 융합 공간에 주는 시사점
기술 발전에 따라 교육에도 기술적 도구의 도움을 받아 학습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첨단 기술이 반영된 도구의 활용은 학습 공간에 대한 한계를 확장
하고, 학습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사회 인재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첨단 ICT 기술을 학습에 적용 시, 예상되는 미래 융합 교육 학습 효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기존 전통적인 학습 방법과 차별화된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
육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높은 몰입도와 상호작용, 시각적인
효과, 재미와 흥미를 주기 때문에 자기주도형 학습 효과를 증진하여 학습자의
창의력을 증대시키는 효과 기대할 수 있다.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행함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위한 플랫폼 및 콘텐츠를 제공하여 실제적인
조작, 체험 활동을 통한 교육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 학습자 개별 학습 능력
및 관심 사항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자 개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융합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첨단 기기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
련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설비로 환경 관련 센서들을 구비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과 증
강현실과 관련된 콘텐츠와 기기들은 감각적 체험을 학습자에게 선사하여 학습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하는 3D 프린터나 소프트웨어, 로봇 프로그래밍 등은 산출물에 대한 만
족감과 학습 열의를 부여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망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고려
가 필요하다.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교육적인 활용을 하는데 있어 연결망의
다양성과 상호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연결망의 확충은 다양한
학습자의 개별 학습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기존 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 기술된 미래융합교육 공간에 디지털 환경을 분석해 보면 1차적 환
경요소와 2차적 환경요소로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모바일 앱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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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자료 수집 및 분석, 프리젠테이션과 모둠활동(팀워크)을 지원하는 1차적
디바이스와 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시스템을 갖춘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하며,
2차적 환경요소에는 학교 내, 교실외 공용공간(복도나 외부공간)에 제시되는
디지털 체험환경, 정보수집을 위한 기기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공유
공간에 설치됨으로써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체험환경을 제공하여 학습과 연계
하고,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학습 태도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
털환경은 미래융합교육 공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
육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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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1차, 2차 디지털 환경요소
위치

디지털 환경요소

특성

MBL

디지털 센서 기반 디바이스

VR 기기

가상현실 장치

3D 프린터, 리필필라멘트

입체 조형물 제작

컴퓨터와 모니터

디지털 환경의 중심

오디오, 앰프 설비

오디오

냉장고

냉동, 냉장 보관용

교사망, 학생망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축
구축

1차

2차

교실

교실 외

비상샤워부스

비상시 샤워

양방향 미러링 장비

디지털 자료 공유

현미경 영상 카메라

현미경 영상 공유

터치센서

터치 센서

TV

프리젠테이션 용

학생용 태블릿 피시

수업에 활용

영상 녹화 장비

영상 녹화

다초점 촬영 장비

학생 활동 촬영

디지털 카메라

스냅용 사진

프린터, 스캐너

프린터, 스캐너

냉난방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실내 공기 정화

각종 센서

MBL 기기와 연동

서버용 컴퓨터

클라우드 기반 시설

태블릿 피시 급속 충전기

태블릿 피시 충전

대형 모니터

홍보용

디지털 영상 편집기

디지털 영상 편집

각종 소프트웨어

디지털 장비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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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의 개념화 및 설계 방안
이 장에서는 미래 융합 교육의 철학적 관점을 토대로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을
구축하려 할 때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지 2-4장에서 제시한 정책목표,
이론과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추출한 공간 구축요소와 교육적 상황을 고려하
여 추출한 요소를 토대로 미래융합교육공간의 정의를 기반으로 개념을 설정하
고, 이에 따른 미래융합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방안과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미래융합 교육공간의 정의
미래융합교육 공간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하여 초지능, 초연결 사회에 접
어든 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그러한 사회환경에서 살아남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미래의 융합교육의 필요성으
로부터 융합교육의 방향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새로운 가
치의 창출이라는 철학적 입장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공간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좀더 앞서 논의한 내용과 연결을 시도해보면
미래융합교육공간은 2장에서 논의한 역량 중심융합 교육 환경을 위한 개념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혹은 미래의 학습자를 지칭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러너의 특징을 가진 학습자의 융합역량 향상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교
수자의 역할은 학생과 같거나 학생의 활동을 도와주는 에듀코칭의 역할이다.
또한 이 융합교육 공간은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처리, 프레젠테이션, 팀워크,
자기주도, 체험 및 프로젝트 수행과 창의적 환경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에 3
장, 4장에서 정리된 미래형 융합교육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미
래융합공간은 융합인재의 능동성, 상호작용능력, 유연성, 활동성, 창의성을 위
해 공유 공간, 디지털 환경, 활동지원 도구의 수납공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디
지털 환경은 교실 내, 외부에 적절히 설치지원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융합
교육공간은 창의적인 융합능력 향상을 위해 능동형 사고, 협업을 위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오픈형 멀티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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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래융합 교육 공간의 개념화
1. 미래 융합형 교육 공간이란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은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러 교과가 융합되는 융합 교육 공간에서 과학은 소통을 위한 언어와 같은
도구로 규정할 수 있고, 인문, 사회 교과의 분야는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해
석, 문화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예체능은 다양한 가치의 이해, 표현을 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교과가 하나의 융합 교육 공간에서는 나름의
수업 목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
물의 관계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생산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활동이 이루어지기 기대할 수
있다.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균형을 통한 창의적 활동을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날로그 및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교구로 실제 융합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 공간이 되어야 한다.
미래의 융합 교육에 대한 연구(박현주 등, 2019)를 토대로 공간은 개별화 공
간, 협력의 공간, 공유의 공간, 이해의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이해의 공간은 “배움의 공간”으로서의 미래 융합형 교육 공간을 말한
다. 이 공간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 자기 주도적인 활등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
로 설정
◦ 새로운 방식으로 배운다. 디자인 사고 등 교과 전 영역에 한 핵심 개념을
일상생활의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공간
◦ 협업, 협력의 가치를 경험한다. 일상생활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정보를 처
리하는 과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토론과 협업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공간
◦ 인문학적 상상력․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상 생활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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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협력의 공간은 “개발하는 공간”으로 미래 융합 교육에서 제시한 인간
과 인간의 관계를 공간으로 형상화 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공간의 특징은
◦ 개인적인 이해와 관심에서 출발하여 함께 하는 협업의 긍정성 체험하는
공간
◦ 융합적 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 문제에 한 독창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공간
◦ 협업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 저장, 유통하는 과정과 방안을 창작하는
공간
◦ 인문·사회, 문화·예술, 과학·기술분야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공
유하고 구현하는 온․오프라인 창작 공간
◦ 탐구 도구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학탐구 활동이 가
능한 공간
◦ 이 공간에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며,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공간
셋째, 개별화 공간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개인의 조
건에 따라 정보화 처리 기능 등이 가능한 개별화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
정하였다. 이 공간은 미래 융합 교육의 개념에서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를 바
탕으로 설정한 공간이다.
◦ 개별적인 문제 의식과 관심 분야,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 공간
◦ 과학적 사고력 함양 및 과학기술에 한 관심과 이해 증진, 세계적인 관심
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개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가상․체험형 탐구
를 실시하여 참여가 이뤄지는 공간
◦ 클라우드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누구나 미래기술 분야에 한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한 공간
◦ AR/VR 기술로 가상 체험해 볼 수 있는 온․오프 라인 융합 교육 공간
◦ 빅데이터, IoT, 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변화를 주도할 미래기술에
대한 적응력 및 응용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공간
◦ 3D프린터, 코딩, 아두이노 등 피지컬 컴퓨팅 활동이 가능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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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유의 공간은 공유와 연결의 공간으로 교육 공간이라는 물리적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 형태의 체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
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미래 융합 교육 개념에서 제시
하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관련된 공간이다.
◦ 자신의 감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한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공간
◦ 개인에서 집단의 일원으로, 공감 동행하는 관계를 재설정하게 되는 공간
◦ 인문소양 및 감성적 체험이 제공되어 다양한 교과와 소통하는 공간
◦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융합 교육 공간과 외부 전문 자원이 연결된 공간
◦ 과학기술 지식에 한 수준별․단계별 빅데이터의 연결성을 높여 평생학습능
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미래융합교육공간의 개념화하기 위해 교육, 학습의 특성을 기반으로 필요 교
육 공간환경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디자인 특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념화하
였다[그림 52]. 교육은 에듀코치로서 학습, 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공간의 특
징은 학습자의 학습형태에 따라 개별화, 자기주도(이해의 공간), 협력, 상호작
용(이해의 공간), 공유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화에서 모둠화, 집
단화 정도에 따라 매칭될 수 있다. 부수적인 공간으로 수납, 활동지원, 공유공
간이 필요하며, 융합교육공간은 정보처리, 자기주도, 프로젝트 수행, 창의적 환
경, 팀워크와 프리젠테이션, 체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52] 미래 융합교육을 위한 스마트 오픈 클래스 조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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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성은 자원지원, 비형식적인 오픈형 공간, 건강과 사회성, 감성 자극
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들은 각각 학습자의 학습형태에 매치되도록 구성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교수자의 교육 서비스,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필요환경을 연계한 스
마트 오픈형 멀티 공간으로 미래융합교육을 위한 스마트 오픈 클래스 조성 개
념도 이다.
학습의 단위로 보면 개별 학습에서 모둠 활동, 전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고
려했고, 교육 서비스의 조건으로는 학습 지원, 활동 지원, 운영 지원이 가능하
도록 공간 설정을 하였다. 학습 공간에서는 정보처리가 가능하며, 자기주도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창의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고,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상하였다.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을 개별화 공간, 이해의 공간, 협력의 공간, 공유의 공간
으로 나누었을 때 각 공간의 환경특성과 명칭, 공간 특징, 수납 및 기기 등은
[표 13]과 같다.
[표 13]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의 환경특성, 공간특성, 수납 및 기기
영역
개별화 공간
자기주도-이해의
공간

환경 특성

스마트 존

자기주도 환경

프라이빗 존

창의적 환경
팀워크 환경

상호작용-이해의
공간

공유공간

공간특징

정보처리 환경

프로젝트 수행환경
협력의 공간

명칭

디지털존

프로젝트 존
(피드백,

개별 작업
(독서 등)

퍼블릭 존

- 111 -

디지털 작업가능
개별 작업

배치납(활동지원 도구), 보드

가능

형 책상(스마트 데스크)

프리젠테이션 환경프리젠테이션 존발표 강의

체험환경

컴퓨터(노트북), 프린터 등

자 유 로 운모듈식 가구(팀워크), 수

팀워가구

크, 제작)

수납 및 기기

외부

연계

및 공유

디지털 스크린(TV), 시연
이 가능한 테이블(수납형)
공용공간(복도 및 휴게), 전
시(창의결과물),

플레이(내

외부), 체험설비 등(외부)

2. 미래 융합형 교육 공간의 영역별 스마트 환경 설계 원리
가. 공유 공간(퍼블릭존)
◦ 교내외 다른 교실 및 과학실, 미술실, 발명실과 디지털로 연결되고, 물리
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설계
◦ 학교 내 혹은 국내, 외국의 공간과 디지털로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고 정
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공간
나. 협력 공간(프로젝트존)
◦ 공간은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동
식 책걸상으로 전체 수업, 모둠 활동 등을 할 수 있음
◦ 학생 참여 활동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모듈화하여 설
계
◦ 교사의 수업 및 학생 탐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촉진하며,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협업, 공유 모듈 구축
◦ 학생 개인/팀단위의 발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 공유 모듈
구축
◦ 교사가 주도하거나, 학생이 주도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할 교실 중심
부의 러닝 모듈 구축
◦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있어날 수 있는 개별화 공간/팀단위의
조사 및, 실험 등 탐구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협력의 공간, 협업활동을 효
과적으로 지원할 교실 중심부 의 실험/탐구 모듈 구축
◦ 인터넷 서버를 통해 PC 혹은 태블릿,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1인 1기기를 지향하며, 장기적으로는 BYOD(Bring Your Own Device)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
◦ 교사 및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디바이스와 그에 관련된 SW 뿐만아니라 아날로그 수업을 위한 잘 조직된
교재 모듈 구축
◦ 교구와 기자재를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모듈 구축

- 112 -

다. 상호 작용-이해의 공간(프레젠테이션 존)
◦ 교과서에 고착된 내용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실세계의 자연 현상,
각 지역, 각국의 사회적 현상을 다룰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
◦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과학탐구용 지역 기반 데이터 포인트 구축
◦ 지역 기반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확보되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공유할 수
있는 지역 데이터 허브 환경 구축
◦ 지역 기반 데이터 등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타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라. 자기 주도-이해의 공간(프라이빗 존)
◦ 실험실 안과 바깥 공간의 데이터를 측정 및 저장, 공유하는 스토리지와
허브 역할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
◦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와 센서네트워크를 이
용한 과학교육용 데이터가 분석되고 프리젠테이션 될 수 있는 환경 구축
◦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구축되어 있는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 활용이
가능 한 환경 구축
◦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교보재를 활용한 학교간 센서네트워크 구축
◦ 전문 연구자 집단이나 정부가 설치한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실제 데이터를
취득 하여 융합 교육에서의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공유 환경 구축
마. 개별화 공간(스마트존)
◦ 물리적인 교실 공간을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증강현실 공간으로 설계
◦ 융합 교육 공간과 운동장, 융합 교육 공간과 교실(특별실), 융합 교육 공
간과 야외 활동지역, 융합 교육 공간과 외국의 교실 등 현장 등과 연결되
어 화상통화를 비롯하여 원격 조사 및 실험 활동을 수행하고 공유할 수 있
도록 공간적 제약을 없애도록 함.
◦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증강된 교실 환경 구축
◦ 원격지 교실의 과학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원격지 과학연구 시설의 실제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원격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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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융합형 교육 공간의 구성과 연계 특성
교실 1개의 경우와 교실 2개에 미래 융합교육 공간의 구성을 제시하면
[그림 53]과 같다. 이는 앞에서 정리된 개념도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53] 미래 융합교육 공간의 구성-교실 1개 (가로형)
교실 1개 공간 구성으로 기존 복도와 외부 공간의 경우 퍼블릭존으로 전시,
휴게가 가능한 공간, 교실 내부에 가장 중앙축은 공간사용자의 개인화의 정도
에 따라 집단에 가까울수록 상호교류로 인한 이해와 습득이 필요하고, 개인에
가까울수록 프로젝트 존으로 창의적인 실습이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세로축
으로는 협력활동은 중앙부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이해를 위한 자기주도적인
프라이빗 존과 스마트 존으로 구성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프레젠테이션
존)와 개인적인 조사, 학습을 통한 이해로 연계 구성하였다. 활동을 지원하는
교사 및 교구(도구)는 양쪽 출입구 맞은편 대각선 끝쪽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지원 서비스와 코칭 서비스가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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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미래 융합교육 공간의 구성-교실 2개 (가로형)
교실 2개의 공간구성은 복도쪽에는 전시와 휴게, 체험이 있는 퍼블릭존으로
하고 개인화의 정도는 중앙에서 측면을 갈수록 집단화하도록 하였으며, 협력
과 이해의 축은 입구쪽을 협력, 반대측은 이해 존으로 자기주도적 이해와 습
득의 측을 이루도록 하였다. 활동지원은 중심에서 교사영역, 수납영역으로 구
성하였으며, 이는 중앙에 프로젝트 존을 두어 창의적인 실습의 핵심축을 구성
하도록 하였다. 양 측면의 프레젠테이션 존으로 하여 2개의 교실이 2가지 다
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가운데에 파티션을 활용하여 2개의 실로
분리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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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래 융합 교육 공간 구성 방안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은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과 중등학교로 구분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되었던 학교 급별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를 기반으
로 정리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초등과 중등에서 필요한 교육활동을 정리하였
다.
[표 14] 학교 급별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장명림 외,
2017, 재인용)

위에서 분석된 교육활동을 기반으로 초등은 놀이와 체험 중심의 학습 공간을,
중등은 협동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등 개별화와 모둠 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습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초등은 미래의 융합 교육 공간은 자기 주
도 환경, 정보 처리 환경, 창의적 환경, 프리젠테이션 환경, 체험 환경이 중점
이 되었다. 중등은 정보 처리 환경, 자기 주도 환경, 팀워크 환경, 프로젝트 수
행환경, 프리젠테이션 환경이 갖추어진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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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초등과 중등의 공간 구성 개념도

1. 미래 융합 교육 공간 구축 안
가. 교실 조합 방식
우리 나라의 일반 초등학교 교실은 61㎡(8.1×7.5m), 과학 실기 교실은 99㎡
(8.1×12.3m), 강의용 인문 교실은 57㎡(7.5×7.5m)이다. 미래의 학교에서 1학급
당 인원수는 20명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20=40㎡로 20㎡의 여유 공간이
생겨난다. 그러나 1개 교실만을 활용하여 미래의 융합 교육 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공간의 여유가 없을 수 있다.
제안할 도면은 초등, 중등학교에서의 리모델링의 경우와 신축의 경우를 1개
교실을 대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리모델링의 경우와 2개 교실을 활용한 공
간도 구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56] 공간 구성 방안(오명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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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융합 교육 공간-초등

초등생을 위한
융합교육공간
수학+과학수업

창의적
자기주도
정보처리
체험
프레젠테이션

협력학습, 공학적도구활용, 수학적 표현, 조작적 경험
정보수집활용, 자기주도활동
교실밖 수업, 정보수집활용
과학적 의사소통, 수학적 표현

(1) 리모델링 방안
◦ 벽면을 활용한 가구 및 기기 설치-랜선 처리 등이 용이하고 책 수납과 연
계가 가능
◦ 바닥은 온돌이나 카펫으로 조성이 가능하고 팀워크 테이블을 조성하며,
과학교구, 수학 교구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간 구성
◦ 배치가 자유로운 가구(학생들도 옮길 수 있는 가구)로 구성
◦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로 구성
◦ 복도 또는 유휴 공간 활용-체험, 전시, 사회적 공간 조성(간단한 운동, 활
동 가능)
(2) 신축형
◦ 하나의 공간에 다양성 혼재
◦ 바닥은 카펫이나 온돌 마루로 구성
◦ 수납 공간은 빌트인으로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마감
◦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빌트인)
◦ 가능하면 교실과 외부 테라스 연계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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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 융합 교육 공간-중등

중학생을 위한
융합교육공간
수학+과학수업

팀워크
프로젝트 수행
자기주도
정보처리
프로젝트수행
프레젠테이션

협력학습, 공학적도구활용, 수학적 표현, 조작적 경험
정보수집활용, 자기주도활동
교실밖 수업, 정보수집활용
과학적 의사소통, 수학적 표현

(1) 리모델링 방안
◦ 팀워크 테이블 조성(보드-유리 벽면-와 컴퓨터 활용 공간 혹은 태블릿)
◦ 벽면으로 랜선 처리 등이 용이하고 책 수납과 연계가 가능
◦ 프로젝트 가능하도록 수납-팀작업 가구 연계
◦ 배치가 자유로운 가구(학생들도 옮길 수 있는 가구)로 구성
◦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로 구성
◦ 복도 또는 유휴 공간 활용-체험, 전시, 사회적 공간(동아리 활동 가능) 조성
(2) 신축형
◦ 팀워크와 프리젠테이션 환경 연계
◦ 특별실 조성으로 이동 수업 가능성
◦ 수납 공간은 빌트인으로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마감
◦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빌트인)
◦ 동아리 활동 지원 가능한 사회적 공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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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래 융합 교육 공간 설계(안)
미래형 융합 교육 공간의 신축형 융합 교육 공간에 대해서는 설계 방안에 대
해서만 제시하고, 현재의 교실을 기반으로 미래 융합 교육 공간 리모델링 방
안은 학습 활동의 동선 및 영역과 기본적인 설계 안을 교실 1개의 경우와 교
실 2개를 합한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미래 융합 교육 공간 설계 방안-신축
◦ 프리젠테이션 존은 스마트전자 칠판,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을 이동이 가
능하도록 설치
◦ 팀워크 존은 오픈된 회의 가능한 공간과 유리 벽면 혹은 스마트 전자보드
와 컴퓨터 시설
◦ 자기주도 존은 양쪽 벽면을 이용한 수납, 자기주도학습(독서), 디지털 학
습이 가능하도록 함
◦ 창의 존은 교구와 팀워크가 자유로운 공간 활용 및 휴게가 가능
◦ 가구배치는 수업의 특성별 자유로운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함
◦ 외부공간은 복도쪽인 아닌 반대쪽 공간에서 나갈 수 있는 작은 운동장 배
치(초등)
◦ 바닥은 카페트나 온돌로 자유로운 형태
◦ 오프형 교실
◦ 특별실과 연계, 휴게공간 필요 등(중등)

[그림 57] 형식적이지 않은 가구 배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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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사회적 허브 공간24)

[그림 59] 커뮤니티 zone25)

24)

사진
출처:
https://i.pinimg.com/originals/41/12/c6/4112c63430bbc06b1f76476d26392400.jpg
https://bora.co/project/texas-am-university-21st-century-classroom-building/

25) 사진 출처:
https://www.hermanmiller.com/research/categories/white-papers/rethinking-the-classr
oom/
https://www.steelcase.com/research/articles/topics/active-learning/class-can-i-have-yo
ur-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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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이동과 설치 예시26)

26) 사진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435019645232505228/
https://www.tes.com/lessons/nneBICK-otGHfw/classroom-redesign-challenge
오명선 (2016). 미래학교의 교실평면 특성 비교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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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채광, 바닥, 통풍27)

[그림 62] 자기주도학습 zone28)

[그림 63] 팀 워크 zone29)

27) 사진 출처: https://www.gettingsmart.com/2016/12/21st-century-classroom-design/
https://www.pinterest.co.kr/pin/314407617716609634/
28) 사진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336784878376143402/
https://www.pinterest.co.kr/pin/414331234470683929/
29) 사진 출처: https://education.ufl.edu/edu110/
https://web1.gymea-h.schools.nsw.edu.au/design2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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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창의적 활동 zone30)

[그림 65] 벽면 활용, 자유로운 가구 배치31)

30)

사진
출처:
https://www.aftoncsd.org/Downloads/Tech%20Committee%20-%20Technology%20Trends.pdf

https://educatingange.wordpress.com/2014/08/21/21st-century-classroom-desig
n/comment-page-1/
31) 사진 출처: http://thelearningmind.com/21st-century-classroom
http://korean.partitions-walls.com/sale-6134990-65mm-glass-wall-partition-for-shoppin
g-mall-office-demountable-glass-walls.html
https://startupitalia.eu/104172-20190206-master-digital-transformation-made-italy-al-vi
a-la-seconda-edizione-candidar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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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등 1- 특별실 연계형

[그림 65] 초등 1- 특별실 연계형
◦ 프리젠테이션 존: 기존 스마트 전자 칠판 /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 이동 가
능하게 설치
◦ 자기주도 존: 양쪽 벽면을 이용한 수납, 자기주도학습(독서), 디지털학습
가능하게 함.
◦ 창의 존: 교구 이용과 팀워크가 자유로운 공간활용과 휴게가 가능한 공간
바닥 - 카페트나 온돌로 자유로운 형태(초등)
나. 초등 2- 보조공간 서브형

[그림 66] 초등 2-보조공간 서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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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젠테이션 존: 기존 스마트 전자 칠판 /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 이동 가
능하게 설치
◦ 자기주도 존: 양쪽 벽면을 이용한 수납, 자기주도학습(독서), 디지털학습
가능하게 함.
◦ 창의 존: 교구 이용과 팀워크가 자유로운 공간활용과 휴게가 가능한 공간
바닥 - 카페트나 온돌로 자유로운 형태(초등)
다. 중등 1 - 특별실 연계형

[그림 67] 중등 1-특별실 연계형
◦ 프리젠테이션 존: 기존 스마트 전자 칠판 /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 이동 가
능하게 설치
◦ 팀워크 존: 회의 가능한 공간(오픈), 유리벽면 또는 스마트 전자보드와 컴
퓨터 시설
◦ 자기주도 존: 양쪽 벽면을 이용한 수납, 자기주도학습(독서), 디지털학습
가능하게 함.
라. 중등 2 - 보조공간 확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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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중등 2-보조공간 확장형

◦ 프리젠테이션 존: 기존 스마트 전자 칠판 /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 이동 가
능하게 설치
◦ 팀워크 존: 회의 가능한 공간(오픈), 유리벽면 또는 스마트 전자보드와 컴
퓨터 시설
◦ 자기주도 존: 양쪽 벽면을 이용한 수납, 자기주도학습(독서), 디지털학습
가능하게 함.
마. 중등 3 - 보조공간 서브형

[그림 69] 중등 3-보조공간 서브형
◦ 프리젠테이션 존: 기존 스마트 전자 칠판 /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 이동 가
능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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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크 존: 회의 가능한 공간(오픈), 유리벽면 또는 스마트 전자보드와 컴
퓨터 시설
◦ 자기주도 존: 양쪽 벽면을 이용한 수납, 자기주도학습(독서), 디지털학습
가능하게 함.
바. 초등, 중등 공용-일반 독립형

[그림 70] 초등, 중등 공용-일반 독립형
◦ 프리젠테이션 존: 기존 스마트 전자 칠판 /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 이동 가
능하게 설치
◦ 팀워크 존: 회의 가능한 공간(오픈), 유리벽면 또는 스마트 전자보드와 컴
퓨터 시설
◦ 자기주도 존: 양쪽 벽면을 이용한 수납, 자기주도학습(독서), 디지털학습
가능하게 함.
◦ 창의 존: 교구 이용과 팀워크가 자유로운 공간활용과 휴게가 가능

사. 초등, 중등 공용-특별실 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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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초등, 중등 공용-특별실 연계형
◦ 프리젠테이션 존: 기존 스마트 전자 칠판 /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 이동 가
능하게 설치
◦ 팀워크 존: 회의 가능한 공간(오픈), 유리벽면 또는 스마트 전자보드와 컴
퓨터 시설
◦ 자기주도 존: 양쪽 벽면을 이용한 수납, 자기주도학습(독서), 디지털학습
가능하게 함.
◦ 창의 존: 교구 이용과 팀워크가 자유로운 공간활용과 휴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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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융합형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 방안
◦ 프리젠테이션 존은 스마트 전자 칠판, 시연이 가능한 테이블 이동 가능하
도록 설치
◦ 팀워크 존은 팀별 보드(유리 보드), 컴퓨터 설치(회의시 작업 등 가능)
◦ 양쪽 벽면을 이용한 수납, 자기주도학습(독서 등), 디지털 학습이 가능하
도록 구성
◦ 창의 존은 바닥 카페트 설치로 자유로운 공간 활용 및 휴게가 가능하도록
구성
◦ 가구 배치는 수업의 특성별 자유로운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함.

[그림 72] 교실 가구 배치 유형(오명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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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실 1개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림 73] 교실 1개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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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중등 리모델링(안)
* 세로형 평면 유지시 출입문 위치 바꿈, 한 개로도 고려 가능
나. 교실 2개를 합쳐 리모데링 하는 경우

[그림 75] 교실 2개를 합쳐 리모델링 하는 경우

- 132 -

[그림 75] 교실 2개를 합쳐 리모델링 하는 경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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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미래 융합 교육 공간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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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래 융합 교육 공간 운영의 개요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이슈, 문화적 현상
등에서 과학과 관련된 융합 문제를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적으로 해
결하는 창의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은 과학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 연구, 프로젝트
수업에 최적화된 공간이며 ‘학생 주도적’, ‘학생 참여적’인 교수학습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1. 주요 특징
구분

창의융합형 과학실

미래 융합 교육 공간

- 전통적인 과학실험을 포함하여
기능

창의적 탐구활동 (STEAM, 프로
젝트, 과제연구 등)이 가능한 융
통성 있는 창의적 공간

구성

기자재

- 출발점이 과학이 아닌 융합 교육
공간. 그러나 과학이 포함되어 있
는 활동 공간

- 실험, 강의, 협업영역 등을 한 공 - 강의, 협업활동, 조사활동, 개별
간에 구성
화 교육이 가능한 공간
- 교육과정 기반 실험 교구 기자재 - 교육과정 기반 융합 교육 교구
포함

및 기자재

- 조사, 발표, 협업을 위한 IT 기 - 조사, 발표, 협업을 위한 IT 기
기, 디지털탐구활동 도구 등

기, 디지털탐구활동 도구 등
- 프로젝트 중심의 팀 기반학습이
가능한 영역 이동 수업
-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 영역,

수업

- 프로젝트 중심의 팀 기반학습이
가능한 영역 이동 수업

공간의 확장이 가능한 공간
- 인근 교실, 특별실과의 유기적 관
계를 맺고 있는 영역
- 융합 수업 활동이 필요할 때 활
용

교사 - 지식의 공유자, 협력자, 촉진자로 - 지식의 공유자, 협력자, 촉진자로
역할
써 역할
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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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 구축가이드
가. 이해의 공간
구분

내용 설명
◦전통적으로 칠판, 교탁, 교사 테이블이 위치하는 영역

설명

기능

◦교사와 학생이 플랫폼에 등록한 데이터, 탐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
는 교실 전면 영역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발표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와 설비 구축
◦교사와 다른 모둠과의 공유와 상호작용/피드백을 통한 의사소통능
력 함양
◦전자교탁: 교실 내 기자재의 통합관리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으
나, 연결된 장치들의 개별적인 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단초점 프로젝터: 일반적인 칠판과 함께 사용 가능하고, 공간을 적
게 차지하나, 밝기가 어둡다는 단점이 있음

교구 및 ◦스마트TV: 발표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
기자재
면 전통적인 방식의 판서 행위가 어려움
◦센서: 자연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인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와 메
인 서버로 전송할 수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 교내 여러
위치, 다른 지역, 다른 시간대에서도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데
이터 접근이 쉽고 비교할 수 있음.
나. 공유의 공간
구분

내용 설명
◦학생의 실험 결과물이나 과제연구 산출물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

설명

기능
교구 및
기자재

구비
◦센서 네트워크와 오픈데이터에서 전달된 다양한 데이터를 전시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 구축
◦가치 있는 데이터와 산출물 공유를 통해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함양
◦스마트TV와 태블릿PC: 공유 데이터나 산출물이 영상으로 연속 재
생될 수 있게 하는 장치
◦진열장, 포스터대: 학생들의 산출물을 전시할 수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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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의 공간
구분

내용 설명
◦개인별 원격학습이나 모둠별 토의학습이 가능한 영역
◦학생들이 조사활동을 하거나 탐구 과정을 논의하는 협업 활동이

설명

가능하도록 둘러앉을 수 있는 테이블, 모둠 칠판을 구비
◦과제연구 활동에서 문제 발견,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구축
◦발표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구축
◦교사와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모둠원간의 협동학습을 통한 과학적 사

기능

고력 함양, 협력의 유용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조사 및 정리를 통한 정보처리 능력 함양
◦학생들의 협업을 통한 과학적 문제해결능력 함양
◦가변형 테이블과 의자
◦가변형 벽채 : 모둠 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이동형 칠판: 모둠별 칠판으로 활용할 수 있음

교구 및 ◦태블릿 PC: 원격학습, 인터넷 자료 검색에 필요한 장치
기자재 ◦협업 테이블: 모둠별 조사, 토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원형, 타
원형, 육각형 테이블
◦TV 모니터 및 노트북: 인터넷 검색을 통한 모둠별 조사활동 가능
◦모둠 칠판: 협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파티션 역할 가능
라. 준비 영역
구분

설명

기능

교구
및
기자재

내용 설명
◦융합 수업을 위하여 키트화된 준비 재료들이 학생의 수에 맞게 마
련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된 공간
◦여러 수업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공간
◦디지털 탐구도구 보관 및 관리
◦실험 준비 및 기자재 보관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수업 교구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공간
◦밀폐시약장, 환기시약장: 화학약품 보관
◦현미경 보관함 등: 현미경 보관, 기타 장치 보관
◦태블릿 PC 충전 및 보관함: 여러 대의 태블릿 PC를 한꺼번에 충
전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치
◦참고 자료: 각종 도서나 CD 등 디지털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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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별화 공간
구분

내용 설명
◦모둠 혹은 개인별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공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설명

◦과학 실험을 포함한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와 설비 구축
◦탐구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도구 구비
◦휴대 가능한 디지털 탐구도구 구비
◦전통적 실험 기능 습득을 통한 과학적 탐구력 함양

기능

◦디지털 탐구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측정 및 분석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곳에서의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
량이 함양되도록 함.
◦전통적 실험 장치: 과학 법칙이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교구
◦유/무선 MBL: 각종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노트북, 단말기 등에서 결과

그래프로 즉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실험 장비
교구 및
◦디지털 영상 장치 : 관찰된 영상을 외부 디지털 단말기로 무선 전송할
기자재
수 있는 장치. WiFi 휴대형 현미경, USB 디지털 현미경, 디지털 내시경
카메라, 무선 디지털 Inspection Camera, 구글 Glass, HMD(Head
Mounted Devi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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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래 융합 교육 공간 내 콘텐츠 구성-교실 1개 리모델링 기준
(1) 비품
품명

가격

수

금액

사물함

300,000

10

3,000,000

붙박이 책장

400,000

10

4,000,000

블라인드

100,000

5

500,000

일체형 PC

1,500,000

6

9,000,000

태블릿 PC

500,000

25

12,500,000

2,100,000

1

2,100,000

책상

250,000

24

6,000,000

의자

55,000

24

1,320,000

의자

40,000

20

800,000

쿠션

15,000

20

300,000

매트

180,000

10

1,800,000

스마트패드 칠판

5,000,000

1

5,000,000

전자현미경(USB)

880,000

6

5,280,000

3,500,000

1

3,500,000

500,000

6

3,000,000

레이저 커팅기

1,500,000

1

1,500,000

구글 글래스

2,000,000

6

12,000,000

HMD

1,000,000

6

6,000,000

냉장고

1,500,000

1

1,500,000

초단초점 빔프로젝터

4,500,000

1

4,500,000

600,000

1

600,000

열화상카메라

1,000,000

6

6,000,000

모션감지 카메라

12,000,000

1

12,000,000

조별녹화용 카메라

5,000,000

4

20,000,000

200,000

45

9,000,000

복합기

플로터
3D프린터

3D 스캐너

실험 기구 구입
계

13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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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예시

(2) 시설비
가격

품명

수

금액

리모델링 공사비

40,000,000

1

40,000,000

설계비

3,000,000

1

3,000,000

감리비

1,000,000

1

1,000,000

전기 시설 공사비

2,500,000

1

2,500,000

와이파이 시설구축 및
환경재구조화

10,000,000

1

10,000,000

비상샤워기부스설치

3,000,000

1

3,000,000

냉난방장치

3,000,000

2

6,000,000

공기정화장치

3,000,000

2

6,000,000

계

규격

62,500,000

(3) 운영비
품명

가격

도서

수

금액

10,000

200

2,000,000

20,000

100

2,000,000

5,000,000

2

10,000,000

실습준비물

100,000

15

1,500,000

안전 장비 구입

100,000

15

1,500,000

1,500,000

2

3,000,000

영상

CD,

DVD,

SW
전시물품

교수학습자료
작비

제

계

20,000,000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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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제6장 제언

제1절. 대상에 따른 융합 교육 공간
1.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에게 융합 교육은 자연스럽게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융합 교육 공간은 놀이가 곧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에게 친근한 놀이터와 같은 구성을 고려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한, 이 공간에서 놀이를 통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교과와 단원에
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한다.
2. 중학생
중학생들에게 융합 교육은 융합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 추구해온 분과형 교육을 토대로 다시 각 교과의
공통 분모를 찾아 융합을 꾀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고 각 분과에서 그
주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 보는 단
계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은 미래형 학습 공간에서의
휴식과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3.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은 융합 교육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가치의 발견 등 융
합 교육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집단 사고의 효용성, 융
합의 필요성 과 가치 의미를 알게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은 각
분과의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융합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융합 교육 공간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대학생이후
대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에 대한 학습이 심화되는 단계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 148 -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생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교육을 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즉, 전문성이 강조된 융합 교육. 기초 원리의 이해, 응용 분야, 사
회적 가치 등과 같은 영역이 포함된 교육이 가능하다. 대학생을 위한 융합 교
육의 공간은 강의와 실습 혹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예 : 한양
대학교 스마트팩토리 랩)이 필요하다. 실제의 산업 현장 혹은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 혹은 전문적인 주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일반 시민
일반 시민은 융합적 교육 환경에서 융합 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관련 전
문가를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공적인 의미
에서는 직장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개인의 필요 혹은 공적인 필요에 의해
융합 교육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융합
교육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이슈와 개인의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교육활용이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즉, 공적 공
간의 자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욕구와
연결되고, 시사성이 있는 문제와 관련된 융합 교육 주제 발굴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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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래 융합 교육 확산 방안
미래에 융합 교육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합 교육 공간을 중심으로 융
합 교육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
제로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는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에 해당하는 학습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융합 교
육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
고자 한다.

1. 융합 공간에서 융합 교육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첫째, 미래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의 받달로 디지털 디바이스의
활용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함께 제시되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우선, 디지털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들고
양이의 생태 조사를 하는데 활용되는 위치 기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프로
그램을 수업에 도입하는 것이다. 구글 글래스를 활용한 수업 프로그램, HMD
등의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AR, VR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수업 프
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응용이다. 이것은 지역의 날씨, 습도, 강
수량, 미세먼지 농도의 정보 제공 및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교육과
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존에 개발된 대규모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영국의 DISTANCE 교육 네트워크 활용, 미국의
NOAA 등의 공개 데이터 활용 등의 여러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셋째, 과학 기술은 공간적 제약을 많이 없애주고 있으므로 외국에 대한 문화
적, 지리적, 공간적 한계를 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해외의
학생들과 혹은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어
준다면 글로벌 문화 혹은 국제적인 상호 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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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통번역 시스템을 이용한 해외 학생 혹은 시민
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2. 융합 교육 공간 운영 지원
학교를 비롯한 융합 교육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첫째, 첨단 기자재 기술 소외 지역 학교 등을 개혁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필
요성이 있다. 먼저, 첨단 기자재와 기술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학교를 위한 원
격 교육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뿐만아니라 초·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K-MOOC 개발하여 홈스쿨링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장애우를 위한 가상의 학습 공간 구축과 아바타를 개발하는 것이다. 우
선 기본적인 목표로 정규교육에서 1 교 1 융합 교육 공간 구축을 실현하는 것
이다. 어떠한 형태든 융합 교육에 대한 경험과 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의 구축과 활용을 권장해야한다. 그러려면 공간 구
축이 필요하다.
셋째, 수업 중 1인 PC 혹은 태블릿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디지털
기기가 없어도 수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첨단 디지털 IoT 장비를 교육 현장에서 구입하고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대중 대상 인식 제고
미래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을 잘못하는 세대를 위한 혹은 새로운 장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장비에 대한 사용법 등 활용 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디지털 디바이
스에 대해 친숙해지면서 그것을 활용한 다음 단계의 교육 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첫째, 대중적 시사성을 가지는 사안을 공중파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미래 융
합형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대중들에게 미래 융합 교육 공간에
대한 효용성 부각시키는 방안이다. 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선거 등에서

- 151 -

의 투표 결과 분석, 미세먼지 현황 분석, 장마철의 강수량 예측 프로그램 운
영, 세계 온난화의 현황 분석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일반 시민 대중 혹은 학교의 학생 동아리의 모임 장소로
활용, 3D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 필요에 따른 제품 생산, 대중 대상 미
래 융합 교육 공간 활용 프로그램 공모, 인기 시사 프로그램 촬영, 기자재 소
개, 활용법 안내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지역 거점 도입을 통한 미래 융합 교육을 확산시키는 방안이다. 학교 혹
은 주민 센터, 과학관, 박물관의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을 중심으로 한 거점 센
터를 구축하여, 거점센터를 통한 융합 교육 확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융합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융합 교육 강
좌를 개설하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융합 교육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
고, 소정의 융합 교육 수행 연구비를 지급받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미래 융합 교육 공간 운영 방안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은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운영
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유 학기 및 방과 후 교실 수업 특화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내
용도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도록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시설을 관리하고 기자재를 운용할 수 있는 관리자 상주 필요하다. 디지
털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테크 매니저(예 : 창덕여중의 사례)가 상주하여 학생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들
이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 교육, 직업 훈련 교육, 평생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 참여 유도, 학교 시설의 개방을 통한 다양한 활용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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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K-MOOC 연계 미래 융합 학습 콘텐츠 활용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학교 및 기존의 교육 체험 공간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하여 융
합 교육 공간의 가상적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과학관 활동을 확
대하여 융합 교육 공간에서 실제로 실물 전시 활동 등을 하면서 융합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등과 협
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
정규 교육과정으로 생각되는 학교밖 교육은 사전 교육, 본 교육, 사후 교육의
단계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 사전, 사후 교육을 융합 교육 공간에서 진
행을 하는 것이다.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과 실시간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질 시대에 대해 학습을 할 때 자연사박물관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도슨트의 카메라로부터 공룡 등의 화석생물을 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협업 관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시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IoT를 활용하여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미술관, 박
물관, 과학관에서 가상현실로 전시물을 AR 혹은 VR을 만들었을 때 그에 대한
내용을 융합 교육 공간에서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제4절. 미래 융합 교육 핵심 플랫폼으로서 우수 공간 모
델들의 중장기 혁신적 발전방안 제안
1. 법·제도의 정비
과학기술 관련 첨단 기자재를 개발, 판매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
다. 예를 들면 ICT를 활용한 기자재 개발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등의 외부
영향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2. 교육 환경
첫째, 첨단 장비 및 시설 인프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초· 중· 고교에 첨

단 기자재(ICT) 교육 콘텐츠 활용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필요하다.
BYOD(Bring Your Own Device) 활용 방안, 자신의 디바이스가 없어도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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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인 1디바이스 제공 환경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 기업 협의체 구성 및 미래 융합 교육 정책 실행 참여를 적극 유도
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미래 융합 교육 관련 민간 기업 협의체 지
원하고, 민간 기업 참여를 통한 첨단 기자재 활용 교육 교수자 연수(TOT;
Traing of Traniers)를 시행하도록 한다.
셋째, 첨단 기자재 활용 교육 콘텐츠/서비스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한다. 첨단
기자재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 가치사슬 연계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미래 융합 교육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참여 및 협동 학습을 위한 인터랙션 지원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요구, 학생의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맞춤형 학습 제공을 위한 기
술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인화 학습, 협력 활동, 지식 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IoT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융합 교육 학습 패러다임 구현할 필요성이 있
다. 첨단기자재 융합 교육 콘텐츠 최소 표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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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대 효과
첫째 공교육기관으로써의 미래 융합 교육 공간으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이 단순한 시대적 흐름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
고, 학생들의 핵심역량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분명한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미래 융합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미래 융합 교육 거점학교 운영, 교사 커뮤니티 지원, 지역사회에
학교를 오픈함으로써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공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통해 융합 교육 공간의 허브로 융합 교육 공간이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요구의 실천과 자아 실현의 장으로써의 미래 융합 교육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신의 취미생활로 시작한 활동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핵
심역량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술민주주의를 통해 나 스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자신이 타인과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음
을 알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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