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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Community Mapping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Hyung-suk Kim* ･ Jongwon Lee**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학교에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의 특징을 이해하고,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매핑 센터를 통해 진행된 28편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매핑은 안전/유해시설과 같은 일부 선호되는 주제들
이 있지만 장애인 접근성, 관광자원, 흡연예방, 마을정보 등 지역사회의 이슈 및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과 연결되었다. 총 7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만큼 커뮤니티 매핑을 구성하는 학생활동 요소와 단계도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교사들의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가 학생들의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지역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준다고 평가했다. 학교교육에서 커뮤니티 매
핑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교육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실천의 과정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하며 학교 밖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하나의 흥미로운 이벤트로 여겨지던 커뮤니티 매핑을
교수･학습전략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매핑 활동의 모습을 종합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주요어 : 커뮤니티 매핑, 교수･학습전략, 야외조사활동, 문제중심학습

Abstract :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mapping education being
conducted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community mapping education. For this purpose, 28 cases implemented through the Community
Mapping Center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re were some preferred topics such as safety issues,
but community mapping were linked to various topics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students and community
issues such as accessibility of the disabled, tourism resources, smoking prevention, and village information. The elements and stages of student activity constituting the community mapping were also
diverse and classified into 7 types. Teacher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mapping education was overall
very high, and they evaluated that participation in community mapping increased students' understanding
of GIS, and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local geography and social issues. The community mapping
to be continuously used in school education and to expand the educational effect, not only teache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is required, but also cooperation with
various agencies outside the school is required. This study is important in that it sees community
mapping, which was considered an interesting event, in terms of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nd
presents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mmunity mapping activiti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Key Words : Community mapping, teaching and learning approach, fieldwork, problem-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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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거나 여러 차시의 수업으로 구성할 경우 단계별로 어

1. 서론

떤 활동 요소를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논의는 절대
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커뮤니티 매핑이 학교교육에서 지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은 지역사회를 뜻
하는 커뮤니티와 지도 제작, 매핑의 합성어로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지도를 의미한다. 기존의 지도가 공공
기관이나 회사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방
식이라면, 커뮤니티 매핑은 이용자들이 특정 주제에 맞춰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지도라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매핑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공
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
어, 201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해 뉴욕과 뉴저지 일

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커뮤니티 매핑 활동이
학교교육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즉, 커뮤니티 매핑이 학교교육의 어떤 교육과정
을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주제를 조사하고 지도화 하
는지, 활동은 어떤 요소와 단계로 구성되는지 등을 이해해
야 한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매핑을 교수･학습을 위한 방
법이나 전략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구순옥･남상준,
2019; Schlemper et al., 2018). 이것은 학습목표에 맞춰 커
뮤니티 매핑 활동의 요소와 단계, 학생활동을 계획하고, 설

대 대다수의 주유소에 기름이 부족했을 때 기름이 충분한

계하고, 배치하고, 교사의 지도와 피드백 등 교수･학습 활

주유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지도가 만들어

동의 맥락에서 커뮤니티 매핑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졌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주변의 주유소 정보를 지도에 업
데이트 하면서 해당 지도는 점점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커뮤니티 매핑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장애인과 시민들이 함께 휠
체어로 접근 할 수 있는 장소를 모아 휠체어 접근성 지도를
제작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참여해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거나 협소한 곳, 불편사항 등을 표시한 자전
거 도로를 제작하기도 했다(https://www.lx.or.kr/kor/com
munityMap/map.do).
최근 커뮤니티 매핑 활동은 학교교육의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커뮤니티 매핑 활동은 본질적으로 학생 참여형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학교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
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의 특징을 이해하고,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매핑 센터(Community Mapping
Center)’를 통해 초･중등학교에 진행된 커뮤니티 매핑 활
동 사례들(N=28)의 조사 주제, 학생활동의 요소와 단계, 교
사의 역할, 관련 학교교육과정, 소그룹 및 시간 구성을 분
석하였다. 특히, 학생활동 요소와 단계를 분류하고 분석함
으로써 커뮤니티 매핑의 유형화와 모델화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에 대한 인
식과 만족도는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수업을 계획하기 쉽고, 생태환경, 오염문제, 약물남용, 지
역개발, 안전문제 등을 다룰 수 있어 교과의 내용과 통합하

2. 이론적 배경

기 쉬우며, 지역사회의 이슈를 조사하거나 문제해결에 참
여할 수 있어 탐구나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데도 적합하
다(고성원 등, 2016; 구순옥･남상준, 2019; 손현미 등, 2016;
장진아, 2018). 학생들의 역할과 참여 정도를 설정하는 것
도 가능하다. 매핑의 주제를 선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

1) 커뮤니티 매핑

고, 지도화 하는 등 전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하거나 교사가

커뮤티니 매핑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Perkins(2007)은

지정한 대상을 찾아 지도화 하는 부분에만 참여하는 것도

커뮤니티 매핑을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지역과 관련된

가능하다. 무엇보다 참여가 쉽고 대규모의 인원이 동시에

지도를 만드는 것이라 했으며, Lydon(2003)은 지역주민들

참여할 수 있어 학교에서 교사가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

이 생활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표현하

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는 과정이라 했다. 한편, Amsden and Van Wynsberghe

현재 학교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커뮤니티 매핑은 하

(2005)은 커뮤니티 매핑을 데이터 수집 및 커뮤니케이션에

나의 흥미로운 이벤트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강점을 지닌 연구도구로 보았다. 커뮤니티 매핑은 VGI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교과목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할 수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나 PPGIS(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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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GIS)라고도 불리는데 이들 용어는 커뮤니티

상황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

매핑이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유래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으로 공공의 자원문제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이

인 참여를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VGI가 웹을 매개로 시

끌어 낼 수도 있다(Berkes, 2009; Elwood et al., 2012; Flanagin

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유를 통해 생산하는 지리정보

and Metzger, 2008).

를 강조한다면(Elwood et al., 2012; Goodchild, 2007),
PPGIS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데이터 생산과 공유 뿐 아
니라 이를 활용한 정책결정까지 포괄하는 용어이다(Sieber,

2)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
커뮤니티 매핑과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을 구분할 필

2006).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커뮤니티 매핑의 모습을 획기적으

요가 있다. 커뮤니티 매핑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

로 변화시켰다(Fu and Sun, 2010; Harris et al., 2010; Panek

한 관심과 이해의 증가, 지역 정체성의 강화, 실천적 시민

and Sobotova, 2015; Perkins, 2007).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성의 향상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커뮤

Web 2.0 환경을 통해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니티 매핑이 처음부터 교육을 위해 제안된 것은 아니다. 반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지오웹(Geoweb) 기술을 활용한

면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은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통한

스마트 디바이스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동

교육적 경험과 성과를 강조한다.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

영상, 사진, 사운드,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수집,

에서 커뮤니티 매핑은 목표이자 수단이 된다. 목표로서의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Favier and van der Schee, 2009;

커뮤니티 매핑이 커뮤니티 매핑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서

Goodchild, 2007; Hedberg, 2014).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강조한다면 수단으로서 커뮤니티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소

매핑은 또 다른 목표의 달성, 즉 교과내용의 학습이나 연구

한 이슈들(예,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할 수 있는 환경 등)까

방법의 습득, 혹은 특정 학습목표를 위한 교수･학습전략으

지 커뮤니티 매핑의 주제에 포함되었으며, 참여자들의 구

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이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기는

성도 다양해졌다.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시민참여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인접한 교수･학습전략과의 비교를 통해 성격과 잠

(Corbett, 2013). 첫 번째는 ‘시민센서(citizen sensor)’, ‘시

재력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은

민과학(citizen science)’의 측면으로 시민들이 과학적 연구

공간정보기술(GIS)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각화

를 위한 공간 데이터 구축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생물

한다는 측면에서 ‘GIS 활용교육’과 유사하며, 야외에서 데

학 연구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역에서 관찰되는 새의 종

이터를 관찰, 수집,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야외조사활동

류나 개체 수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지도화 하는 것이 여기

(fieldwork)’과 공통점이 있다. 한편, GIS 활용교육과 야외

에 해당한다(Silvertown, 2009). 두 번째는 커뮤니티 매핑

조사활동은 공통적으로 실세계의 문제해결이나 탐구하는

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측면이다

방식의 교수･학습 설계를 강조한다(이종원, 2016; Bednarz,

(Elwood, 2008). 예를 들어,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커뮤

2009).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장소를 기반으로 경

니티 매핑을 통해 산불상황과 대피소, 구조요청이 필요한

험과 교육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장소기반교육(Place-

지점, 숙박시설이나 이재민을 위한 무료 식사장소 등의 지

Based Education)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Israel, 2012)

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산불이라는 재난에 대응하였다.

(그림 1).

커뮤니티 매핑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장점은 다양하

먼저 GIS 활용교육과 비교할 수 있다. GIS 교육은 크게

다(Aberley, 1993; Lydon, 2003). 시민들은 커뮤니티 매핑을

‘GIS에 대한 교육(GIS education)’과 ‘GIS 활용 교육

통해 지도 제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익힐 수 있으며

(Teaching with GIS)’으로 구분된다. ‘GIS에 대한 교육’이

(Kyem, 2004),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Parker, 2006).

GIS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면, ‘GIS 활용교육’은 GIS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은 지역정체성을 형성

를 교수･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지리, 지구과학, 역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사, 생물, 환경 등 다양한 교과목의 개념과 기술을 익히는

적 자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Brown and Kyttä, 2014).

것이 목표가 된다(Hammond and Bodzine, 2009; Sui, 1995).

행정가들과 연구자들은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지역의 현지

GIS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능이 문제해결과 잘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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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GIS 활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문제를 해결

업자료는 부족했고,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

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Committee on Support for Thinking

다. 특히 GIS 프로그램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GIS

Spatially, 2006; Demirci, 2011; Kolvoord et al., 2011).

활용교육의 주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Baker et al., 2009).

Bednarz(2000)는 5가지의 지리적 기능(지리적 질문 던지

야외조사활동은 “교실 밖의 장소에서 지리적 현상을 학

기, 지리정보 수집하기, 지리정보 조직하기, 지리정보 분

습하고 경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

석하기, 지리적 질문에 답하기)을 활용해 '문제중심 GIS 교

될 수 있다(Oost et al., 2011, 309). ‘지역학습'이라는 용어

수전략(PBL-GIS)'을 제안하기도 했다. GIS 활용 교육이 학

가 지역이라는 목적지를 강조한다면, 야외조사활동은 '어

교 지리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이라는 주장

디'를 방문하느냐 보다는 그곳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이 많았지만 실제의 모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GIS를

어떤 기능을 익히느냐에 초점을 둔다(이종원, 2020). 교사

활용하기에 교사들은 준비되지 않았으며, 활용 가능한 수

와 학생들이 야외조사활동에 참여하는 방식과 특징에 따
라 탐구기반, 테크놀로지 활용, 프로젝트기반, 지역학습,
체험학습, 교사주도의 답사, 학습자 주도 탐방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실천이 가능하다. 특히, 2015년 이후 학교교육에
서는 탐구기반 야외조사활동의 증가가 뚜렷하게 관찰되
었으며, 탐구기반 야외조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질문
하기-계획하기-데이터수집-설명하기-의사소통/성찰과
같은 탐구의 절차에 맞춰 야외조사활동에 참여한다. 표 1
은 교사주도 및 학생주도 방식의 탐구기반 야외조사활동
의 단계별 특징을 보여준다(Lee, 2020).
장소기반교육은 학습을 위해 지역의 문화, 현상, 문제를
활용하는 교육과정 및 수업전략을 의미한다. 장소기반교
육은 지역사회를 학습의 주요자원으로 인식한다는 측면
에서 기존의 텍스트 중심 및 교실기반의 교육과 구분된다
(Sobel, 2004). 장소기반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다른 사
람의 삶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배우고
자 하는 열망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증가한다는 것

그림 1.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의 성격

표 1. 탐구기반 야외조사활동의 단계
유형
단계

교사 주도 방식

학생 주도 방식

질문

교사가 탐구질문과 학생활동을 결정하고 제시한다.

계획

교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결정한다. 데
교사는 학생들이 적절한 데이터 수집방법과 절차를 찾을 수
이터 수집에 필요한 장비/기기를 제공하고, 사용방법을 알
있도록 지원한다.
려준다.

조사지역에서 교사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해
야 하는지 시범을 보여준다.
데이터 수집
학생들의 데이터 수집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피드백을 제공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탐구질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학생들이 원한다
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장의 상황에 맞춰 수집방법이나 절차를 주도적으로 변경
한다.

설명

교사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 분석, 표현, 해석할 것인지 교사는 학생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최적의 방법으로 정리,
알려준다. 교사는 데이터에 나타난 패턴이나 상관관계를 읽 분석, 표현,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신들의 해석이나
고, 결과를 해석한다.
설명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의사소통/
성찰

교사는 학생들이 제작할 최종 산출물의 유형을 결정하고 안 학생들은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을 제
내한다. 탐구가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 교사가 말해준다. 작할 수 있다. 자신들의 탐구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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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

성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장소기반교육

생태교육의 방법으로 커뮤니티 매핑이 활용되기도 했

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의 질 향상을

다. 반딧불이로 유명한 전북 무주의 대안학교 학생들은 반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Semken and Freeman, 2008; Smith,

딧불이 발견되는 지점, 지역의 반딧불 관련 상징물(예, 조

2002).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변장소 중 한 곳을

형물, 사진, 캐릭터 등), 옛날에 반딧불이 많이 관찰된 지점

골라 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실천사항을 발

등을 찾아 지도화 하였다. 학생들은 예전 반딧불이 많이 나

표하고,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타났다는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동네 어르신들과 인터뷰

수 있다(윤옥경, 2016). 주변 지식을 학습을 위한 주요 자원

를 진행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반딧불 개체수의 감소 및 서

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문제해결이나 봉사를 강

식지의 변화를 파악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
심과 애착, 나아가 스스로를 무주시민으로 느끼는 소속감

조하는 측면에서 커뮤니티 매핑과 공통점이 있다.

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고성원 등, 2016). 구순옥･남
상준(2019)도 지역의 환경문제와 커뮤니티 매핑을 통합한

3)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 사례

사례를 보고하였다. 경남 고성군의 초등학생들은 해안지

최근 커뮤니티 매핑 활동은 초･중등학교에서 적극적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사례들은 미디어나 학술논문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들 사례들을 통해 학교교육의 맥락
에서 활용되는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의 특징을 파악하

역의 선박 오염물, 생활하수 유입지역, 자원재활용 시설,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 쓰레기 소각장 등의 위치를 지도화
했으며, 지자체에 보낼 환경문제 해결책을 작성하였다. 활
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물

는 것이 가능하다. 손현미 등(2016)은 청소년 흡연 예방 프

론 지역 발전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

로그램과 커뮤니티 매핑을 통합하였다. 그들은 기존의 흡

을 기를 수 있었다.

연 관련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이나

문제중심학습의 절차에 맞춰 커뮤니티 매핑을 설계한

인식의 변화 등 개인적인 동기나 태도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례도 있다. Schlemper et al.(2019)는 2주 동안의 커뮤니

비판하며,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

티 매핑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을(7-12학년) 대상으로 스

에 대한 고려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커뮤니티

스로 문제를 선정하고, 커뮤니티 매핑 등의 방법을 통해 데

매핑에 참여한 학생들은 흡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이터를 수집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환경적 요인(예, 금연구역, 벌금 안내 표지판, 길거리 흡연

들어,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원 및 휴

빈발 지점들, 청소년들이 담배를 비우는 장소 등)을 찾아 지

식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조사하기

도화 했으며, 청소년안전지킴이 가게 표시인 스티커 부착

위해 학교주변에 위치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인하고, 이

협조 구하기, 담배꽁초가 많은 곳 찾아 꽁초 줍기 등의 지역

들의 규모와 관리 상태, 청소년들이 이용을 꺼리는 이유,

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청소년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고,

은 흡연예방 효과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협동작업을 경험

사진으로 찍고, 지도에 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시청

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공무원, 경찰, 도시계획가, 지자체의 토지 담당 공무원, 대

전보애･홍일영(2020)은 도시재생을 위한 방법으로서

중교통 담당자, 대학교수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나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사례를 보고했다. 학생들은 동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담당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참여

시에 위치한 논골담길 마을을 더 나은 관광지와 생활공간

학생들에게서 관찰된 가장 큰 성과는 지역사회 개선을 위

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드론으로 마을지도를 제작하고, 마

해 자신들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임파워먼트

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

(empowerment)의 경험이다.

(예, 안내판,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통, 휴게시설, 개선이

학술연구를 통해 발표된 학교교육 사례들은 단순히 지

필요한 폐가의 위치, 도보로 관광하기에 경사가 급한 구간

도화 작업을 넘어 조사활동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

등)을 조사하여 지도로 표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고등학

동과 결합해서 운영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때 조사

교의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활동의 콘텐츠는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동아리의 성격과

학생들의 사회참여역량, 특히 개인시민성 및 공동체시민

관련이 깊다. 또한,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를 통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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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특히 시민성 역량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학

로 분류되었다. 교사주도형은 활동의 계획부터 수행까지

술논문에 발표된 사례들인 만큼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고

전 과정을 교사가 주도하는 형태이다. 협력형은 교사들이
대체로 어려워하는 테크놀로지의 활용(‘툴 익히기’) 부분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특징이 있다.

을 센터의 전문가가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사가 담당
하는 방식이다. 관찰형은 전체적인 진행을 센터의 전문가
가 주도하고 교사는 활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관

3. 연구방법

련 학교교육과정은 커뮤니티 매핑이 활용된 시간(예, 정규
수업, 동아리활동 등)을 가리킨다. 특히, 정규수업이나 수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커뮤니티 매핑 활

행평가의 콘텐츠로 활용되었다면 어떤 과목의 단원이나

용 교육의 특징을 이해하고,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에 대

주제와 통합되었는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및

한 교사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시 구성에서는 커뮤니티 매핑 활동에 참여한 인원, 소그

2016년 4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커뮤니티 매핑 센터를

룹의 개수, 소그룹별 인원과 활동을 위해 계획된 차시를 조

통해 초･중등학교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매핑 사례들(N=

사하였다.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만족

28)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에 대한 수집은 직접적인

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5

1)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조사하는 주제는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수집

점 척도의 리커트 스타일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9 참

하는 데이터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

조). 각각의 문항은 커뮤니티 매핑 활동의 참여를 통해 기

(예, 장애인 접근성, 안전지도 등)를 의미한다. 학생활동의

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문항 1-5), 중요도(문항 6), 만족

요소와 단계는 커뮤니티 매핑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

도(문항 7)를 평가한다. 리커트 문항 외에 개방형 질문을

습의 내용과 순서를 가리킨다(표 2). 표 2의 학생활동 요소

추가하여 리커트 스타일의 문항들이 파악하지 못한 커뮤

는 문제중심학습의 일반적인 학습절차(예, 질문 던지기,

니티 매핑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 커뮤니티 매핑 활동
의 특징(예, 툴 익히기 등), 학교교육의 맥락(예, 산출물 제

4. 연구결과

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학생활동 요소
와 단계를 토대로 28편의 사례들을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표 4). 교사의 역할은 외부 조력자(센터 전문가)와의
관계에 따라 3가지 유형 - 교사주도형, 협력형, 관찰형 -으

표 2. 커뮤니티 매핑의 학생활동 요소
학생활동
요소

활동 내용

1) 커뮤니티 매핑의 학생활동 구성과 진행 방식
표 3은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 사례들(N=28)을 학년별
로 제시하고, 분류기준(주제, 학생활동 요소, 교사역할, 학
년, 학교교육과정, 진행방식 및 차시)에 맞춰 정리한 결과

주제선정

커뮤니티 매핑 활동의 주제를 선정한다.

를 보여준다. 전체 사례 중 절반이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

계획수립

수집할 정보를 구체화하고, 활동의 공간적 범위
를 정하고, 소그룹을 편성한다.

14)에서 각각 1/4씩 실시되었다.

툴 익히기

정보를 디바이스를 통해 지도화 하는 방법을 배
운다.

으며(연번 15-28), 초등학교(연번 1-7)와 중학교(연번 8-

(1) 커뮤니티 매핑의 주제

데이터수집 데이터를 수집하고 매핑한다.
문제인식
문제해결
산출물제작

수집한 데이터 및 활동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발
견한다.

커뮤니티 매핑을 위해 선택된 주제를 보면 안전･유해시
설, 마을정보, 장애인 접근성, 흡연예방, 관광요소 등 다양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일부 주제들은 반복해서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보고서, 동영상, 제안서 등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토대로 산출물을 제작한다.

고등학교에서 고루 선택되었다(8개 학교). 안전･유해시설

다. 가장 많이 선택된 주제는 ‘안전･유해시설’이며, 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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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중등학교에서 활용된 커뮤니티 매핑 사례(N=28)
학생활동 요소

진행 방식

툴 데이
산출 교사
주제 계획
문제 문제
익히 터수
물제 역할
선정 수립
인식 해결
기 집
작

연번

주제

학년

학교 교육과정

1

장애인 접근성

○

○

○

주도

초3

융합교육(STEAM)

20명(4-5명)

4

2

장애인 접근성

○

○

○

3

마을정보

○

○

주도

초6

동아리활동

20명(4-5명)

4

주도

초3

동아리활동

25명(4-5명)

4

4

안전/유해시설

○

○

5

마을정보

○

○

관찰

초6

사회

24명(4-5명)

4

협력

초4

사회

25명(4-5명)

6

6

안전/유해시설

○

○

7

마을정보

○

○

○

주도

초4

사회

22명(4-5명)

4

○

주도

초4

동아리활동

22명(4-5명)

8

진로

4

◍

◍

관찰

중1

봉사활동(봉사의날)

100명(4-5명)

3

관찰

중3

봉사활동(봉사의날)

150(4-5명)

3

관찰

중1

봉사활동(봉사의날)

142명(4-5명)

2

◍

주도

중1-3

동아리활동

31명(4-5명)

24

◍

협력

중1

동아리활동

25명(4-5명)

8

사회(수행평가)

140명(4-5명)

4

9

장애인 접근성

◍

◍

10

안전/유해시설

◍

◍

11

흡연예방

12

마을정보

13

○

◍

◍

◍

◍

◍

◍

안전/유해시설

◍

◍

◍

◍

◍

협력

중3

◍

◍

◍

관찰

중1

동아리활동

24명(4-5명)

16

주도

고2

세계지리(수행평가)

120명(4-5명)

3

◍

14

마을정보

15

안전/유해시설

16

장애인 접근성

17

지하철 환경

18

학교의 보물

19

관광요소

●

20

관광요소

●

21

안전/유해시설

22

흡연예방

23

흡연예방

24

관광요소

25

안전/유해시설

26

안전/유해시설

27

관광요소

●

●

28

공연 무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규모 및 소그룹
차시
구성

●

주도

고1

통합사회

240명(4-5명)

2

●

관찰

고1-2

기타(환경특별강좌)

5명(2-3명)

34

●

관찰

고1-2

기타(인문사회캠프)

40명(2-3명)

2

●

주도

고2-3

한국지리(수행평가)

50명(4-5명)

4

●

●

●

주도

고2

한국지리

75명(4-5명)

8

협력

고1-3

동아리활동

20명(4-5명)

6

●

●

●

관찰

고1

동아리활동

24명(4-5명)

3

●

●

●

●

●

●

●

●

●

●

●

●

●

●

●

●

●

●

●

●

관찰

고1

동아리활동

24명(4-5명)

3

협력

고1-3

환경(수행평가)

93명(4-5명)

12

관찰

고1

동아리활동

20명(4-5명)

2

관찰

고1

봉사활동(봉사의날)

100명(4-5명)

2

주도

고1

동아리활동

14명(4-5명)

6

주도

고1

동아리활동

15명(4-5명)

8

을 선택한 학교에서는 학교 주변이나 학생들이 생활하는

력이 있는 지점들이나 포토존, 혹은 관광객을 위해 개선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환경적 요소나 유해시설 혹은

필요한 지점들을 찾아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지도 제작을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예, 고장난 신호등, 파

위해 학생들은 이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장애인의 입장에

손된 계단, 포트홀 등)을 찾아 지도화 한다. 안전･유해시설

서(예, 휠체어 장애인) 통행이 불편하거나가 개선이 필요

외에 마을정보(5곳), 관광요소(4곳), 장애인 접근성(4곳),

한 곳을 찾아 지도화 한다. 흡연예방은 청소년들의 흡연 및

흡연예방(3곳) 등이 선호되었다. 마을정보는 주민들이 필

금연교육을 목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곳, 흡연구역, 담배

요로 하는 지역정보(예, 문화시설, 편의시설, 산책로 등)를

꽁초가 많은 곳 등의 지리정보를 수집한다. 안전･유해시

찾는 과제이며, 관광요소를 위해 학생들은 관광지로 잠재

설 주제의 선호에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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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활동을 계획할 때 교사들은 이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참여했다는 체험의 의미를 강조한다. A그룹에 포함된 다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유해시설은 교사들

른 유형들은 유형①을 기초로 계획수립, 주제선정, 산출물

사이에서 이미 많이 시도된 주제에 해당한다. 일부 교사들

제작 등의 학생활동 요소들이 추가된 형태이다. 초등학교

은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위한 교사연수에서 안전･유해시

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매핑 사례들(N=7)은 전부 A그룹으

설 사례를 접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로 분류되었다. 반면, B그룹에 속한 유형들은 문제인식이
나 문제해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이슈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뮤니티 매핑이 도구로

(2) 학생활동의 요소와 단계
28편의 사례를 학생활동 요소와 단계(순서)에 따라 분류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2편의 사례가 유형⑦로 분

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된 유형을 파악하였다. 2개의 학생

류되었으며, 모두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두 사례는 참

활동 요소를 가진 가장 간단한 유형①(툴 익히기-데이터수

여인원의 숫자(5명, 75명), 활동시간(34시간, 8시간), 수업

집)부터 7개의 요소로 구성된 유형⑦(툴 익히기-주제선정-

유형(특별 프로그램, 한국지리 수업) 등에서 확연한 차이

계획수립-데이터수집-문제인식-문제해결-산출물제작)까

를 보인다(표 6).

지 총 7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표 4). 대체로 유형①에서
유형⑦로 갈수록 학생활동 요소와 단계는 복잡해지며, 활

(3) 교사의 역할

동 소요시간은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표 5). 75%에 해당하

커뮤니티 매핑의 계획과 실천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는 사례들은 6차시 내에서 모든 활동들이 종료되었다. 한

교사주도형, 협력형, 관찰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

편, 이들 유형들은 문제인식 혹은 문제해결 요소를 포함하

다. 교사주도형, 협력형, 관찰형은 전체 사례의 42.9%,

고 있느냐에 따라 2개의 그룹(A, B)으로 다시 구분되었다.

17.9%, 39.3%에 해당한다. 교사들이 주도할 경우 커뮤니티

약 1/3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유형①로 분류되었다. 유형

매핑의 유형이 복잡해지거나 문제인식이나 문제해결 관련

①은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즉,

요소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교사의 역할과 유형

지역의 이슈를 조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

(①-⑦) 간에는 뚜렷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표 7). 즉,

로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하기보다는 새로운 교육활동에

일부 교사들은 교사가 주도해서 유형①의 방식으로 진행했

표 4. 학교급별 커뮤니티 매핑 활동의 유형
구분
그룹
A
(N=21)

B
(N=7)

학생활동 요소와 단계

유형

초

중

고

합

①

툴 익히기–데이터수집

2

2

5

9

②

계획수립-툴 익히기–데이터수집

2

0

1

3

③

툴 익히기–데이터수집-산출물제작

3

1

1

5

④

주제선정–계획수립–툴 익히기–데이터수집-산출물제작

0

1

3

4

⑤

툴 익히기–데이터수집–문제인식–문제해결-산출물제작

0

1

1

2

⑥

계획수립–툴 익히기–데이터수집–문제인식-산출물제작

0

2

1

3

⑦

주제선정–계획수립–툴 익히기–데이터수집–문제인식–문제해결-산출물제작

0

0

2

2

표 5. 커뮤니티 매핑 활동의 유형과 활동 시간
유형
차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1-3 차시

7

0

2

0

1

0

0

10

4-6 차시

2

3

3

2

0

1

0

11

7-9 차시

0

0

0

2

0

0

1

3

10 차시 이상

0

0

0

0

1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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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형⑦로 분류된 커뮤니티 매핑 사례의 단계별 활동 내용
사례

사례 17

단계

사례 20

주제선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 선정하기(‘우리 동네 지하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 선정하기(‘걷기 좋은 해변 길’)
역의 환경’)

계획수립

소그룹별 활동 구역 나누기
수집할 데이터의 내용 결정(예, 담배꽁초, 쓰레기통, 일회용
수집할 데이터의 내용 결정(예, 걷기 힘들 길, 무단 투기된
컵, 기타 쓰레기, 청소년을 위한 꿀팁 등)
쓰레기, 아름다운 곳, 잘못 표시된 혹은 훼손된 안내판 등)

툴 익히기

매핑 툴 익히기

매핑 툴 익히기

데이터수집 사진과 텍스트 유형의 데이터 수집하기

사진과 텍스트 유형의 데이터 수집하기

문제인식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문제인식 하기(예, ‘지하철역 환경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문제인식 하기(예, 해변 길의 좋은
은 괜찮은가? 개선될 수 없는가?’)
점, 개선할 점,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문제해결

인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하기(예, 쓰레기통의 위치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결책 제시하기(예, ‘걷기 좋은 해
알리기, 일회용 컵 청소 봉사하기 등)
변 길’ 제안)

자신들이 발견한 지역 사회의 문제와 해결책을 발표
소그룹별 해변 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지리정보, 문제, 제안
산출물제작 커뮤니티 매핑과 자신들이 희망하는 대학전공과의 관련성
사항 등을 포함한 최종산출물을 제작하고 발표
발표
표 7. 커뮤니티 매핑 활동의 유형과 교사의 역할
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교사주도형

3

2

2

3

1

0

1

12

협력형

1

1

0

1

0

2

0

5

관찰형

5

0

3

0

1

1

1

11

교사의 역할

다면, 다른 교사들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형

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학습하고자 했다. 커뮤니

⑦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티 매핑을 활용한 동아리의 성격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청

(4) 관련 학교 교육과정

는 내셔널트러스트,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마을

소년 건강과 관련된 동아리에서부터, 생태환경을 조사하
커뮤니티 매핑은 교과활동(수행평가 포함 35.7%), 동아

중심 동아리(예, 마을 자원지도 만들기) 등이 포함되었다.

리활동(42.9%), 봉사활동(14.3%), 기타(7.1%) 등 다양한 학

동아리 지도교사들의 담당과목은 초등을 제외하면 지리

교 교육과정의 콘텐츠로 활용되었다(표 8). 교과활동과 동

(4), 일반사회(2), 과학(1), 보건(2) 등 다양했으며, 지리 전

아리활동의 콘텐츠로 활용된 비율이 대략 80%를 차지한다.

공 교사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과활동의 경우 주로 지리나 사회과목의 수업에서 활용되

에서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교과활동 및 동아리 활동으로

었다.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 ｢사회｣의 ‘지역사회의 발전’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단원, 그리고 6학년 사회의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단원
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중학교 ｢사회｣에서는 도시단원

(5) 소그룹 및 차시 구성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과 고등학교에서는 지리정보

커뮤니티 매핑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는 사례에 따라

(｢한국지리｣ ‘국토인식과 지리정보’)나 지속가능한 생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2). 절반 이상의 사례들이 30명

(｢통합사회｣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단원과 연계되기도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5명 혹은 240명

했다. 지리정보 단원의 경우 커뮤니티 매핑을 지리정보의

이 참여한 사례도 관찰되었다. 참여학생들의 숫자는 커뮤

한 유형으로 가르치고자한 것이라면, 지속가능한 삶의 경

니티 매핑이 적용된 학교교육과정과 관련 있다. 즉, 전체

우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조사함으

학년이 참여해야 하는 수행평가의 콘텐츠로 활용되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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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매핑 도구를 통해 매핑을 경험하다보니 자연스

표 8.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커뮤니티 매핑 활동
교과활동

럽게 공간정보기술이 이런 것이구나 이해하고 이렇게 지

수업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초

4

0

3

0

0

7

중

0

1

3

3

0

7

“학생들이 학교주변에 이런 것도 있었나 했다는 것을 볼

학령

봉사
기타 합계
활동

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8]

고

2

3

6

1

2

14

수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커

합계

6

4

12

4

2

28

뮤니티 매핑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것도 있
구나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고 해
요. 그러다보니 학교주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다고 합니다.” [교사6]
“커뮤니티 매핑 활동은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의 경험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분명히 학생들에게 실제
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했을 겁
니다.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사17]

그림 2. 커뮤니티 매핑 활동 참여 학생 수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앞으로
나(사례 13, 15, 24) 학교의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봉사활

도 커뮤니티 매핑을 계속 활용해 보고 싶다”)에 높은 수준의

동의 콘텐츠로 활용된 경우(사례 8, 9, 10, 26) 상대적으로

동의(4.50)를 표시했다. 한편, 커뮤니티 매핑에서 그들이

참여인원의 수가 많았다. 한편, 사례들 간 참여인원의 숫

수행한 역할(교사주도형, 협력형, 관찰형)에 따른 만족도

자가 다양하다는 것은 커뮤니티 매핑을 실천하는데 학생

점수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커뮤니티 매핑을 교육과

숫자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정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

도 하다. 참여인원 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경우 4-5명으

들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낮게 조사되었다(4.00). 교사들

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일반적으

은 커뮤니티 매핑에 대체로 만족하면서도 교과목의 일부로

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둠활동의 구성인원과 크게 다르

매년 가르치는 방식에는 아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지 않으며, 야외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

있다. 이는 현재 교과목과 통합해서 진행하는 방식보다 동

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4-5명으로 구성했

아리 활동이나 봉사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비중이 높은

을 가능성이 높다.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64.3%). “정규수업에 활용하기에는

2) 커뮤니티 매핑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요.” [교사 21] “계속 진행한다면 방과 후나 동아리 프로그램

커뮤니티 매핑을 진행한 교사들 대상의 설문조사의 결

교과시간을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아리 프로그램으

시간적으로 어렵고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힘들 것 같아

과는 표 9와 같다. 참여교사들의 대부분은 커뮤니티 매핑

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으로 실제
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28]

활용 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커뮤니티

야외조사활동에의 참여가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매핑 활용 교육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

관심을 높여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반

은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가 학생들의 공간정보기술에 대

적인 야외조사활동과는 구분되는 커뮤니티 매핑만의 장점

한 이해(4.53), 지역에 대한 이해(4.57), 지역에 대한 관심

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 역시 교사들의 개방형 질

(4.43)을 높여준다고 평가했다. 교사들의 이러한 평가는

문에 대한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 중 6명의 교사들은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의 장점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

협력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공유를 통해 문제해결을 경험

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할 수 있는 점을 커뮤니티 매핑만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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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N=28)
응답자 수(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질문

(5)

(4)

15
13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는 학생들이 공간정보기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53.6%) (46.4%)

보통
이다
(3)
0

그렇지 전혀
않다 그렇지
않다
(2)
(1)

평균

0

0

4.53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는 학생들의 지도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8
18
2
(28.6%) (64.3%) (7.1%)

0

0

4.21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6
12
(57.1%) (42.9%)

0

0

0

4.57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는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

12
16
(42.9%) (57.1%)

0

0

0

4.43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

11
17
(39.3%) (60.7%)

0

0

0

4.39

커뮤니티 매핑이 교육과정에 더 많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6
17
(21.4%) (60.7%)

4
(14.3)

1
(3.6%)

0

4.00

앞으로도 커뮤니티 매핑을 계속 활용해 보고 싶다.

15
12
1
(53.6%) (42.9%) (3.6%)

0

0

4.50

로 꼽았다. 이와 관련한 교사들의 설문조사 응답은 다음과

시간에 걸쳐 툴을 익히고 야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같다. “학생들은 협업을 통해 데이터가 모이는 것을 경험할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매핑의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

수 있었고, 정보공유와 집단지성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던

었다면 다른 사례는 유형⑦을 활용해 34시간 동안 지역사

것 같아요.” [교사21] “한 학년 전체가 함께 우리학교 주변의

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커뮤니티 매

장애인 접근성 지도와 같이 필요한 지도를 만드는 활동이

핑을 활용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매핑은 정규수업, 수행평

학생들에게 집단지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사9]

가, 동아리, 봉사활동 등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의 콘텐츠로
활용되었으며, 참여 인원은 사례별로 다양하게 관찰되었
다. 한편,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조사하는 주제, 활용방식,

5. 논의 및 결론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다양하다는 것은 단위 학교의 다양한
수요와 환경에 유연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

본 연구는 커뮤니티 매핑의 교육적 활용에 주목하고, 현

는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가 학생

재 커뮤니티 매핑이 초･중등학교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되

들의 지역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높여준다고

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만족도는 어떠한지

평가했으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구순옥･남상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

준, 2019; 고성원 등, 2016; 손현미 등, 2016). 소그룹별로

뮤니티 매핑을 통해 학생들이 조사하는 주제와 커뮤니티

구역을 나눠 조사지역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지역에 대

매핑의 활용방식은 다양했다. 안전･유해시설과 같은 일부

한 지식은 확대될 수 있지만 이러한 양적인 지식의 확대 이

선호하는 주제들이 있지만 장애인 접근성, 관광자원, 흡연

외에 커뮤니티 매핑에 참여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

예방, 마을정보 등 지역사회의 이슈 및 학생들의 일상생활

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Lee,

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커뮤니티 매핑의 대상으로 선

2020). 즉, 지도화 할 대상을 찾아 주변환경을 주의 깊게 관

정했다. 커뮤니티 매핑의 활동요소와 단계, 그리고 활용방

찰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지역을 바라보는 경험은 지

식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사례들은 유형①을 활용해 2

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사들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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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매핑 활동의 참여가 학생들의 공간정보기술에 대

고되었지만 대부분 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적인 성격이 강

한 이해를 높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중등학교에

하고, 장기간 진행되며, 단일 사례만을 보고하고 있어 전체

서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교육이 교과서 위주의, 중첩개념

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초･

등 이론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들은 공간정보

중등학교에서 진행된 28편의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 매핑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서태

의 조사 주제, 학생활동 요소와 단계, 교육과정 연계, 시수

동 등, 2021). 그에 비해 커뮤니티 매핑의 경우 참여하는 것

와 인원 등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만으로 GIS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되고, 이러한 도구와

둘째,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을 교수･학습의 전략 측면

방법의 장점이 무엇인지 ‘행하면서 이해하는(learning by

에서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활용된

doing)’ 방식에 해당한다.

커뮤니티 매핑은 교수･학습전략이 아닌 하나의 흥미로운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육 사례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벤트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했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매

들도 관찰되었다. 첫째, 학교 밖 주체들과의 협력 부족이

핑의 교수･학습전략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비교 가

다. ‘문제인식-문제해결’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들(예,

능한 전략들 - GIS 활용 교육, 야외조사활동, 문제중심학

유형⑤, 유형⑥)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습, 장소기반학습 -과 비교를 통해 커뮤니티 매핑 활용 교

는 측면에서 단순히 데이터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

육의 특징, 학생활동 요소와 단계를 확인하였으며, 유형을

들(예, 유형①, 유형③)에 비해 진일보한 방식이라 평가할

파악하였다. 커뮤니티 매핑에서의 교사의 역할 분석과 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커뮤니티 매핑의 과정과 영향이 학교

형화를 통해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례들을 추가

내부에만 한정되어 커뮤니티 매핑의 장점이 온전히 발휘

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 나은 방식을 위

되지 못하고 있다. 본래 커뮤니티 매핑의 문제해결은 지도

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공유된

본 연구는 커뮤니티 매핑 센터라는 단일 기관을 통해 수

지도를 활용하거나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

집된 사례들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사례들을 표준화하

이 커뮤니티 매핑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으

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센터와 관련 없이 진행된 사례들을

로 기여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나 시민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

성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면 지자체, 시민단체 등 학교 밖

들의 경우 센터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

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커뮤니티

이 있어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매핑의 설계와 실천 과정에서 교사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커뮤니티 매핑에 필요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
담으로 인해 교사들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관찰되었다(예, 협력형, 관찰형 등). 우선, 교사들의 역할
에 상관없이 교사들은 커뮤니티 매핑의 교육적 효과에 자

주
1) 커뮤니티 매핑 센터는 2013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 민간기관, 학교 등과 협업하여 커뮤니티 매

신들의 실천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이러한 실

핑 관련 사업 및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관련해

천이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

서는 교사연수, 소프트웨어 및 수업지원 등의 방식으로 커

로 활동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과 자신감을 갖추는

뮤니티 매핑 활동을 지원해 왔다. 본 연구의 저자들 중 한명

것이 중요하다(이진희, 2019). 장기적으로 교사들의 역할

은 연구기간 중 커뮤니티 매핑 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은 관찰형에서 협력형, 협력형에서 교사주도형으로 바뀌
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커뮤니티 매핑을 2
회 이상 시도한 교사들을 관찰해 역할에 변경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초･중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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