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기반 K-환경교육 활성화 모델 개발
이한진 1) 구현희2) 민주희 3) 서보화4) 송가영5)
1) 서울청년시민위원
2) 녹색연합 회원
3) 한국ESD교육센터 대표
4) 언더독스㈜ 매니저
5) 창의융합연구소 대표

그 어느 해보다 기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
슈들이 우리에게 도전과제를 던져주었다. 코로나의 재확산, IPCC 보고서의 심각한 경
고, 식량위기 및 물가폭등, 재난 수준의 가뭄과 폭염 등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치기 시작했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
어가기 시작했다. 우리의 여정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다년 간 각 멤버별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진행 중, 서울시 사회혁신팰로우 과정을 통해 한 자리에 모여 더
큰 목표를 향해 손을 모아보았다. 그 손짓은 처음에는 작고 미미했으나, 점차 같은 방향
으로 비슷한 리듬으로 공명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뚜렷한 궤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작은 궤도가 만드는 동심원을 소개하고, 앞으로 더 많이 퍼저나갈 물결에
함께 할 에너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마이에코버스(My Ecoverse)로 이름붙인
본 프로젝트 그룹(동아리)은, 메타버스 기반의 K-환경교육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
을 목표로 매주 가상공간에서 정기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외에서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 연계 환경교육을 최신 메타버스 플랫폼 위에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추구한다. 시범적으로 플랫폼 친숙도와 교육효과가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운영 통해 프로토타입의 성과를 확인하였고, 단계적으로 수
요층을 확대해갈 것이다. 그 소정의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사회혁신과) 주최 공
모전 최우수상 및 탄소중립 실천모임 우수사례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그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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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전을 이 자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논고를 통해서는 또 하나의 성과
인 '2021 솔.직.챌린지 공모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
원 주최·주관) 우수상 수상의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

1. 추진배경
1.1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현황과 한계점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교육기관은 환
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주도로 이
뤄진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2011년부터 5년 단위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1)> 수립 후
추진 중이나 수요자 중심의 환경교육 기반 부족 및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콘텐츠 제
공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표 1>과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고교 환경교과목 채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6.7%, 2013년 9.8%, 2016년 8.9%에서 2018년에는 8.4%
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과목 선택과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부추기
는 사교육도 한 몫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공교육 현장에서 시험과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목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폭넓은 사고를 하거나 선택
의 기회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담
당할 환경전공 교사 임용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2004년 23명 임용에서
2008년에는 70%가 급감한 단 6명에 그쳤고, 2009년 이후에는 아예 없는 상황이다2).
한국교원대,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등에 전국 4개 대학에만 환경교육과가 있는 상황인
데, 입학생수와 진학률이 낮아지고 폐과가 검토되는 등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좋지 않
은 상황이다.

1) 환경부. (2021.01.05)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1~'25). http://www.me.go.kr/
2) 최예린. (2019.11.05)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 전반 손본다, 한겨레.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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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고교 환경교과목 채택 및 환경전공 교사 임용 현황

1.2 SDGs & ESG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 대두
국제연합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에서 명시한 17개의 의제는 지구환경 보호를
기초로 추구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3).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요한 발전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의제로 2015년 9월 채택되었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 분
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인간 중심’의 가치 지향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 이렇듯 지구
촌 중요한 일원으로 자라날 미래세대의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세계가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를 인식시키고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시나브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전세계 기업과 공공 분야, 시민사회까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적 관점
에서 친환경적 가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ESG 개념 중 학생들의 기초소
양에 있어 환경교육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3) 유엔글로벌콤팩트. (2015.09.2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unglobalcomp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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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민간과 공공 분야의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선 학교
단위로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 교과과정은 2015년 개정판 이후
아직 ESG에 대한 직접적인 이론과 사례를 다루지 못하고 있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문제정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전세계적인 ESG 실
천과제, 한국형뉴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미래형 환경교육의 의제를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 문헌검토와 정책 현황조사를 통해 크게 3가
지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
제점은 환경교육 기반의 파편화, 비대면 수업 환경의 상호작용 한계, 교원 대상 환경교
육 연수 부족 및 활용 미흡으로 갈음할 수 있다.

2.1 환경교육 기반의 파편화 및 공급자 중심의 체계
가장 먼저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교육 기반의 파편화 및 공급자 중심의 체계이
다. 이는 기존 초중고 교과과정 내에서 기초 중심과목 외에 이루어져야 하는 주제와 내
용의 특성 상 공급자 중심의 불가피한 상황과 맞닿아 있다. 문제배경에서 <표 1>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교육의 영역에서 특별한 지원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교육 과
정의 한계를 내포한다. 이 또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250개 지자체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다. 그러다보니 행정 중심의 획일적인 환경교육 추진 체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부족한 예산과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민간과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이나 고등학교 진로학습체험의 과외 시간을 활용한 에너지학
교, 환경교실 등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 받고
있다. 즉, 학생들의 관심과 강사 선생님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의 한계로 인
해 타 교과목에 비해 수업진행 차수, 시간, 내용, 깊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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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연스럽게 초중고 청소년 학생들의 눈높이와는 격차가 있어 흥미 유발이 어려운
것은 물론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으로 이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표 1>과 같이 국가환경교육포털4)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5학년 영
어교과에 환경교육을 접목하는 예시로 "What time is it?" 문장을 응용하여 '정동진의
일출시각이 언제인지 물어본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4학년 과학4-1교과에서는 여러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여 재활용 가능 물건을 찾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소 흥미
가 떨어지는 교과내용으로 보인다.

표 1. 국가환경포털 제공 환경교육 가이드라인
학년

과목

성취기준
코드

성취기준(학습목표)

동 단원의 내용과 환경교육이 연관될 수 있는 부분
(단원 내용 / 연관된 부분의 내용)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도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탐색
사회 4-2 4사 04-01 각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1.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탐색한다

생태 훼손, 도시,
해결방안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예를
과학 4-1 4과 09-01 조사하고, 무게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찾아보기

자원순환, 폐기물.

할 수 있다.

화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석을 관찰
화석 관찰 후 실제 모습 상상해서 그리기
과학 4-1 4과 06-03 하여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할
(2. 지층과 화석)
수 있다.
4학년

주요 키워드

재활용

생태, 생물다양성,
화석

숲의 가장 아랫부분의 식물과 큰나무를 비교하여 식물의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 생김새, 생활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 나누기 생태, 생물다양성,
과학 4-2 4과 05-02
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발표하기 환경
(1. 식물의 생활)

과학 4-2 4과 17-01

물이 이동하거나 상태가 변하면서 순환하는 모둠별로 인류가 사용한 에너지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정을 생명체, 지표면, 공기 사이에서 일어 그림으로 표현하고 에너지가 왜 소중한지 물 에너지
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와 관련지어 토의하기
있다.
(5. 물의 여행)

에너지, 물 순환

2.2 비대면 수업 환경의 상호작용 한계
전 세계적으로 2020년 코로나 팬더믹 이후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걱정하고 그
실태에 대해 보도하는 내용이 늘어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에 따르면5) 2020년
4) 환경교육포털. (2019.12.12)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정규교과 교육과정 분석표. www.keep.go.kr/portal/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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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학교가 완전히 폐쇄된 기간은 연중 최대 약 5.5개월(22
주)까지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수업가능 기간의 70%를 넘는 수치이다. 2021년
현재도 COVID-19으로 인해 여전히 8억명 이상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잃어버린 교육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특히,
그 기회 상실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해 9월 발
표한 보고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6).
미래 세대들이 마주한 장기간의 교육 공백은 21세기가 끝나는 향후 80년 동안 세계
주요 국가에서 약 1.5%의 GDP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했다(한국의 경우 약 1,656조
원). 교육 공백이 학업 성취도 저하를 가져오고, 이것이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개개인의
생산성 저하와 사회경제적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팬더믹 상황 속 비대면 수업환경의 영향으로 기본 교과과정의 함양은 물론 친구들과 선
생님과의 상호작용에도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 동반
디지털 교육환경이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개선이 되고
있어 가능성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교육 환경의 차이가 크고, ICT 디
지털 역량에 따른 학습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3 교원 대상 환경교육 연수 부족 및 활용 미흡
환경교육 기반의 파편화, 비대면 수업 환경의 상호작용 한계에 이어 또 다른 큰 문제
의 축은 바로 교원 대상 환경교육 연수 부족 및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활용 미흡이다.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디지털화 가속, 국제적 지속가능 표준
요구 등 학교 현장을 둘러싼 변화는 급변하고 있는데 반해,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과 대
책은 큰 차이가 있어왔다. 현실과 떨어진 법에 규정된 교과과정과 체계를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수요를 가진 학생들의 눈높이를 빠르게 맞춰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발맞
추어 나가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급성과 비중이 낮은
환경교육에 있어 기존에 짜여진 대면 중심의 프로그램은 실행하기도 쉽지 않고, 인프라
와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빠르게 변화하기에 한계도 높다.
5) UNESCO. (2020), Act Now: Reduce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Cost of Achieving SDG4. Policy Paper 42
6) OECD. (2020.09) The Economic Impacts of Learning Losses Report. Education Working Papers No.225 https://doi.org
/10.1787/21908d7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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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 교육프로그램7)' 609종의 약 92%가 현장 기반의 대면
프로그램이며, 그나마 있는 온라인 비대면 연계 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여 활
용이 난감한 상황이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활성화 및 환경 교과목 담당 교사의
전문성 향상 연수 계획은 있지만, 이 마저도 대면 기반 프로그램 중심으로 코로나19 사
태로 인해 2020, 2021년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실효성을 재검토 해야할 것
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21년 1월 15일에 환경부가 고시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진흥법)8)’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크게 개정되어 하위 법령이 제정을 위해 전
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
표로 환경 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
다. 또한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
관에 요청하는 소극적인 명시를 하고 있는데, 환경교육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개정안의 뼈대다. 환경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서로 연동하고, 제대로 이행됐는지 평가해 다음 계획
에 반영하게 된다. 환경부 주도로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며 지역
별 맞춤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는 등 정부가 재정과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 포함되어 있다.

3. 사용자조사
3.1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해결방향 검증
마이에코버스 프로젝트 팀은 디자인씽킹 방법론 워크샵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의 배경
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주요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대상은 우선

7) 국가환경교육포털 (2021.08.18)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현황, https://www.keep.go.kr/portal/486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01.15)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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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 학교에서 환경 관련 교육을 1년 이상 받은 학생 무작위 추출 20명으로
2021년 8월 31일~9월 5일, 전 세계적인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타입폼 Typeform)을
통해 수집 후 분석하였다. 주요 설문내용은 주요한 관심사, 교육상황, 환경수업의 이해
도와 만족도, 게임형 메타버스의 흥미도와 능숙도, 인구통계학적 정보 등 총 12문항으
로 이루어졌다. 문항 중 정도를 측정하는 영역에서는 7점 만점의 리커트척도를 활용하
여 이용자의 응답을 수집하였고, 각 문항별 신뢰도는 크론바흐알파 계수 0.75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효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메타버스/
게임 내 환경교육 진행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2 메타버스ㆍ게임 활용 환경교육 가능성 발견
성장하는 미래세대 중 입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교 유소년 학생들의 관심
과 의지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기후위기 대응안 실천 의향 및 관심도 향
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탄소발자국 줄이는 생활 속 실천과제나 마을 주
변 생태탐방 프로그램, 과학시간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교구 만들기 등 몇 가지 학습교
과를 예시로 질문하였다. 주요 항목의 점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환경교육에 대
한 중요성은 높게 인지(80점)한 대 반해, 학교 내 이루어지는 수업흥미도는 낮은 편(59
점)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논의배경과 문제제기에서 살펴본 문헌조사와 보도기사에서 지
적하고 있는 부분들과 맥을 같이 했다. 또한 환경 관련 대화를 월 1회 나누는 빈도에
관해서는 부모님과 약 55%, 친구들과는 약 33% 정도만 진행한다고 응답하여 소통의
기회가 적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메타버스/게임은 주 6회 이상, 일 2.5시간
평균 사용하여 사용친숙도와 능숙도 높다는 반응이 나왔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답게
경험해본 메타버스 플랫폼도 로블록스Roblox(78%), 제페토Zepeto(74%), 마인크래프트
Minecraft(71%), 게더타운Gathertown(54%), 이프랜드ifland(37%), 기타others(16%)
순으로 조사되었다(중복응답 포함). 만약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환경보호 도전과제나
관련 퀘스트, 미션이 있을 경우 관심도는 78점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친구들에게 추천
의향도 83점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만큼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게임형으로 환경교
육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접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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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추가 인터뷰 통한 사용자 유형(페르소나) 정의
한 단계에서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환경교육 서비스의 주된 사용자로 초등학
교 5학년 남학생을 우선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현재 겪는 문제점과 필요사항을 도출하
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구축하려는 메타버스형 K-환경교육의 서비스 디자인과 콘텐츠
기획, 프로그램 단위의 활동목표 설정의 일관된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했다. 학생 페르
소나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으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페르소나의 이름은 '한나무'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며 부모님
과 두 살 터울의 누나와 함께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전반적으로 환경 수업에 대한 이
해도는 중간 정도(100점 만점 중 60점, 이하 100점 만점 기준 대비 점수), 수업의 만
족도는 40점 정도이다. 이에 반해 게임과 같은 가상현실 플랫폼에 대한 경험도도 높아
전반적으로 흥미도와 능숙도 모두 80점 정도의 높은 수치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한나
무'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지구를 지켜야하는 건 알겠지
만, 학교 수업은 재미없는 걸"이다. 그는 직접 보고 듣고, 뛰어다닐 때 가장 즐겁다. 그
런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만히 앉아서 듣는 수업시간들이 따분하고 싫증이 난다.
종종 부모님과 저녁시간에 TV를 보며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학교수업에
서 선생님이 강조해주시지만, 사실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그 때뿐이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격은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향에 교과목 중 현장학습이나 체육시간을 가
장 좋아하고, 취미와 관심사도 이와 유사하다. 스포츠를 좋아하다보니 유튜브로 게임 방
송을 즐겨보거나 거의 매일 2~3시간씩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다. 물론 숙제를 다하고 부
모님께 허락을 맡고 해야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환경 관련 교육 경험에 관해서는 한 달에 1~2번 정도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올해
딱히 인상 깊었던 수업은 없었다. 오히려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접했던 생
생한 영상이 기억에 남았다. 부모님과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지만, 친구들과
는 거의 하지 않는다. 사실 좀 그러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다. 장난치고 게임
에 관한 이야기는 활발히 나누게 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학교에서 듣고 있어서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기적
으로 실천 활동은 거의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한나무' 페르소나 주인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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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로 하는 점과 애로사항을 정리해보자면, 첫째로 좋아하는 체험학습시간이 적
어서 너무 아쉽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제한적인 활동으로 단순 이론수업으
로 이루어지는 학교수업에 흥미가 떨어지고, 대신 유튜브와 같은 나의 취향을 잘 아는
동영상이 더 관심이 간다. 이왕이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친구들과 좀 더 재밌게
지내고 유익한 환경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그림 2. 학생 사용자 유형(주요 페르소나) 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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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조사
주요 타겟 대상 시장현황 자료조사
이러한 사용자조사를 기반으로 주요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사례가 있는지 추가 시장조사를 진행해보았다. 구글(Google)에서 관
련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 후 중복내용 및 연관도가 떨어지는 검색결과를 제외하여 의
미있는 최근 사례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다. 환경부와 교육부 공동주최의 환경방학
캠프, 친환경가치를 오랫동안 추구해온 민간기업 유한킴벌리의 그린캠프, 꾸준한 환경시
민운동을 이어온 어린이환경센터 주최의 메타버스 어린이환경영화제가 바로 그 사례들
이다(그림 3. 참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환경교육의 시도는 있어 고무적이었지만,
공통적으로 단발성의 행사에 그친 시범적 운영에 아쉬움이 컸다. 제한된 사용자와 기간
으로 인해 충분히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환경교육의 기능과 효과, 지속성을 가늠하기
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 3. 메타버스 활용 환경교육 사례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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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방학캠프 탄소 Zero
먼저 '환경방학캠프 탄소 Zero'는 2021년 7~8월 간 환경부와 교육부와 공동으로 주
최한 행사로 정부 주도의 메타버스 접목 환경교육 사례로 다수의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방법은 먼저 2021년 7월 정해진 기간 내에 제페토(Zepeto) 플랫폼에 접속
하여 '환경방학캠프 탄소 Zero' 도전과제(퀘스트) 3종을 수행 후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
이었다. 다만 한정된 기간 내에 해당 가상행사 공간(월드 맵)에는 최대 16명만 참여가
가능하다보니 한계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시 8월에 후속조치로 주최 측에
서 대표 체험스토리를 유튜브(https://youtu.be/hKpMbAHjEk8)에 4분 56초의 영상으
로 게시하였고, 학생들은 이를 끝까지 시청 후 댓글로 실천서약 다짐을 남기는 방식이
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학교, 바다, 숲에서의 미션을 체험해보자는 취지는 흥미로웠
으나, 대국민홍보가 적었던 탓인지, 유튜브의 영상 조회수는 2021년 11월 1일 기준 약
4개월 간 누적 28,180회, 댓글 참여는 59개에 그치고 있다.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색감이 강하고 캐릭터의 이동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 넓
은 가상공간에서 환경도전과제를 체험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다는 댓글 반응이 보였다.

2) 메타버스 숲 그린캠프
두번째로 '메타버스 숲 그린캠프'는 2021년 8월 2일에서 4일까지 월~수 총 3일간
유한킴벌리가 주최한 행사로 민간기업 주도의 메타버스 접목 환경교육 사례로 인터넷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방법은 먼저 2021년 7월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접수를 받
아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town)에 가입 및 접속하여 체험하는
방식이었다(현재는 접속링크 접근 종료 상태). '2021 유한킴벌리 메타버스 숲 그린캠프'
캠핑장에 3일간 방문하여 총 7개의 행사를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2가지 도전과제(미션)
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사전접수 받아 선발된 총 400명은 상시로 숲깅(산책하며 쓰레
기줍기), 환경 메시지다리, ASMR체험존, 숲의 주방, 숲의 서재, 포토존 등의 다양한 이
벤트를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첫날은 브랜드 콘텐츠 시청 통한 오리엔테이션(OT), OX
퀴즈 진행, 이튿날은 숲터디, 3명의 강연 및 질문답변, 도전 그린벨 행사, 마지막 날에
는 공방참여, 방탈출 이벤트 등의 행사참여를 통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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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그린캠프는 33년간 이어온 그린캠프 중 최초로 진행된 가상세계 기반 행사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이 빠른 Z세대에게 흥미를 주면서도 기후변화와 숲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시사점도 함께 찾을 수 있었다. 다만 평일 낮에 종일 진행된 행사인 관계로
학생들이 중심이고, 게더타운 자체의 요금제 기준이 (행사진행 요원 포함) 최대 400명
동시사용에 시간대별로 $2~$7 과금되는 관계로 인원수 책정된 한계가 있었다. 관련 행
사의 블로그와 SNS에는 알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가상공간의 특장점을 조금 더 활용하여 참여 개개인 간의 지속가능한 소통의 기회를 넓
히면 좋겠다는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어린이환경영화제
또 하나 살펴볼 사례는 창립 9주년을 맞은 어린이환경영화제이다. 어린이환경센터(공
공)에서 주최한 행사로, 2021년 10월 20일 2~5시 SKT에서 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ifland)에서 영화 관람 및 강연 워크숍 진행되었다. 환경을 학습하는 우수 환
경영화 총 6편이 상영되었고, 각 세션에는 관련한 환경전문가와 작가, 연구자의 강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아쉽게도 현재는 접속링크 접근 종료 상태). 1부
에선 ‘나무들의 수다’와 ‘얼음 없는 집’ 두 편의 영화와 이원영 동물행동학자 겸 극지연
구소 선임연구원의 ‘지구온난화와 극지 동물들’ 강연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구운 생
선’, ‘플라스틱의 여행’, ‘산 할아버지의 하루’ 세 편의 영화와 오은미 감성위빙아트센터
대표 강사의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공예’ 워크숍이 열렸다. 마지막 세션인 3부에서는
기후 변화로 기존 삶터에서 쫓겨난 비센테의 이야기를 담은 ‘이누크와 소년’이 상영된
뒤 최원형 환경 작가의 ‘왜요, 기후가 어떤데요’ 강연이 이어졌다.
영화제 참가자들은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전하는 느낌이었다”,
“메타버스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메타버스에서
진행돼서 훨씬 현장감 있게 감상할 수 있었다” 등 다양한 감회와 소감을 남겼다. 다만
사전접수로 최대 130명 동시입장에 한해 진행된 점과 영화 상영 시간이 단 하루 3시간
에 그쳐 시공간적으로 다소 아쉬움이 많았던 행사였다. 특히, 영화제의 특성 상 작품이
주는 몰입감과 현장감이 느껴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환경이었던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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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플랫폼 기본 설정 상 참석자들의 입장과 퇴장이 빈번하게 알람으로 화면에 뜨다
보니 영상을 시청하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영화제 공간을 자유로이 이동하는 어수선함
이 생각보다 방해요소로 작용한 점은 앞으로 보완할 과제로 보였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제작한 환경영화나 콘텐츠를 상영하는 행사를 병행해보았다면 행사가 더 풍성해지지 않
았을까 하는 제언도 남기고 싶다.

5. 아이디어 기획
5.1 메타버스 기반 환경교육 플랫폼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용자조사, 시장조사를 토대로 마이에코버스 프로젝트 팀은
ICT 활용 메타버스 기반 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하였다. 특
히, 플랫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와 기대를 맞추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볼 수 있다는 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나아가 자유롭고 개
방된 플랫폼 생태계 기반의 교과목 간의 자연스러운 융합 교육을 추구하고, 교사와 학
생 간 친밀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비중있게 다루었다. 결국
교육적 적합성, 학습자 특성 및 내용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교육 콘텐츠의 내용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수업 프로그램 전략을 구성, 이를 통해 선순환형 ESG 교육 생태계
를 지향하는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구체적인 하위 기획방향을 제시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 관련 환경 교과목 융합 커리큘럼
먼저 탄소중립 관련 환경 교과목 융합 커리큘럼을 지향한다9). 이는 전 세계가 보편적
으로 합의한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기후환경 분야의 탄소중립을 중점적인 교
육 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17개의 세부 교육주제를 초등학교 4~6학년을 통해 다루게
되는 다양한 교과과정과 연계한 커리큘럼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프로젝트의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한 이후, 단계적으로 향후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
할 수 있다.
9) 국가환경교육포털 (2021.11.03) 탄소중립 환경교육. https://www.keep.go.kr/portal/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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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재차 강조하는 주요 페르소나 대상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
년의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점도 중요하다10). 특히, <환경소양 증
진기>인 유소년 교육과정의 단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효과적인 환경에 대한 이
해도를 향상시키는 점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배양은 물론 자
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메타버스 플랫폼 연계 범용 AI 교구 활용
또 한 가지 중요한 기획방향은 위에서 언급한 2가지 내용과 합치되는 방법론적인 시각
에서 접근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바로 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게임형 교육방식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세부기획요소다. 교육
환경에서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ICT 기반의 1대1
맞춤형이자, 동시 참여 교육공간으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다11). 이와
관련된 효과성을 배가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흥미에
맞는 디지털 환경교재와 범용 소프트웨어(SW) 기반의 코딩 활용교구도 적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5.2 메타버스 플랫폼 내 환경체험관 프로토타입 구축
핵심 사용자층(Persona)의 친숙도 높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정하기 위해 1차 사용
자조사에서 선택된 제페토(Zepeto)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1차 시범운영 추진하기로 했
다. 플랫폼별로 각각의 장단점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해당 플랫폼은 다양한 아바타를 중
심으로 3D 가상공간에서 소통해볼 수 있는 장점이 우선 보였다. 아울러 2018년 8월
출시 이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누적회원이 2억명 이상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사용성이
검증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과 요소들이 발전되어 검증해보기에 적합하다고

10)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2020.07.23)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방안 연구보고서.
11) 한국교육개발원. (2021.10.01) 메타버스와 미래교육 특집기획. 교육개발 웹진 가을호(통권 220호)
https://www.kedi.re.kr/edzine/ednews/2021_09m/page.jsp?pageNu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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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다. 특히,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을 직접 모듈형 방식으로
빠르게 구축하고 수정 및 적용해나갈 수 있는 특징은 본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기획방향
과 가장 잘 부합하였다.
오픈소스 플랫폼인 구글 잼보드(Jamboard)를 통해 도출한 스토리보드를 중심으로 제
페토 스튜디오의 스페이스 모듈을 활용하여 환경체험관을 구축하였다. 2021년 9월 1
일~6일 간 각 체험관별 공간구성 및 컴포넌트를 조립한 이후, 2021년 9월 7일에 제페
토 운영단 측에 리뷰 과정을 요청했다. 약 1주일 간의 확인 과정을 거쳐 모든 연령층의
회원이 무료로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등급으로 승인받아 제페토 월드 목록에 게시되었
다. 프로젝트 팀은 시범운영을 위해 게시된 월드맵의 고유주소를 확보하여 추후 참여자
들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탄
소중립 #기후위기 #미션도전 #마이에코버스의 주요 5개 키워드를 함께 추가하였다.
한편 프로토타입은 학습 수요자의 환경교육 체험의 재미와 흥미도는 물론 검증가능한
도전과제의 목표치와 미션의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기존 환경교육이 파편화
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은 '북극곰'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주요 스토리라인을 설정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스토리텔링 기법
을 도입했다. 크게 5곳의 플롯 단계를 각각 UN 지속가능개발계획(SDGs)과 연계하여
풀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환경체험관을 경험하며 목표로 한 교과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SDGs 3번, 4번, 7번, 13번, 14번, 그리고 15번과 연계한 기후위기
국제협약, 멸종위기동물, 자원재활용 실천, 친환경 에너지의 재발견을 각각의 주제로
<그림 4>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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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타버스 플랫폼 내 환경체험관 예시(제페토 에코맵과 도전과제 안내)

1) [기후위기] 증강현실(VR) 콘텐츠로 북극곰을 만나봐요
국경을 넘어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WWF)이 매년 2월 27일로
정한 북극곰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장 가깝게 만나본다. 현재 그들이 사는 극지방 세상에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WWF가 제작한 콘텐츠를 실감나게 보고 듣고 느끼며 미션을 수
행한다.
- 미션제목: “해수면 상승으로 집을 잃은 북극곰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 도전방법: 360도 VR콘텐츠로 소통한 북극곰 가족에게 위로의 한마디 전해주기
(댓글 달기)
- 연계교과: [과학4-2] 4과17-01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식, SDG 13번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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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다양성] 사라져가는 동물 친구들 사진전
1948년 설립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5년마다 조사 후 공개하는 야생멸종위기동물 Red List12)에 등재된 보호
종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공간이다. IUCN은 위험이 높은 순으로 모든 종을 총 9개로 구
분(1.절멸(Extinct) 2.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3.위급(Critically Endangered),
4.위기(Endangered), 5.취약(Vulnerable), 6.준위협(Near Threatened), 7.최소관심
(Least Concern), 8.정보부족(Data Deficient), 9.미평가(Not evaluated))하고 있는데,
본 교과과정에서는 멸종위기종 범주에 속하는 위급, 위기, 취약의 3단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미션제목: “무심코 했던 나의 행동에 친구들이 사라져가요”
- 도전방법: 생물다양성의 대표 지표인 IUCN 적색목록 단계별 멸종위기동물 3종 조사
해보기
- 연계교과: [과학3-2] 4과03-02 동물의 서식환경, SDG 14번 해양생태계 & 15번
육상생태계

3) [자원재활용] 우리 마을을 함께 청소해요
기후위기로 인해 위험에 처한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온 주인공은 당장 할 수 있
는 일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한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여러 실천과제 중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손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하기가 될 것이다.
게임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정확한 종류별 분리배출(합성수지 무색페트, 플라스틱, 비닐
류(HDPE/LDPE/PP/PS/PVC/OTHER), 금속 캔류(알미늄/철), 종이(일반팩,멸균팩), 유
리, 도포-첩합 등)13)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여 나간다. 내가 사는 지
역 내 분리배출 가능장소와 재활용품의 처리과정을 영상 더보기로 제공하며, 나아가 부
모님과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보는 보너스 미션을 추가했다.

12) IUCN. (2021.11.01)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www.iucnredlist.org
13) 한국환경공단. (2021.07.09)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www.keco.or.kr/kr/business/resource/contentsid/1564/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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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제목: “우리 마을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도 해요”
- 도전방법: PET병/플라스틱/비닐/캔/종이/유리 총 5종을 찾아 올바른 수거통에 넣어
점수 획득
- 연계교과: [사회4-1] 4사03-06 주민참여 문제해결 실습, SDG 3번 건강과 웰빙 &
6번 위생
4)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로 달려봐요
우리 주변에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찾아본다. 특히,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의 생산 비율 순서
대로 나열하여 자연스럽게 그 규모를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1분 내 코스를 달려보는 체험을 통해 탄소
가 얼마나 줄었는지 보는 단계이다.
- 미션제목: “나만의 전기차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실천해요”
- 도전방법: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를 찾아 코스를 달려 절약된 탄소절감액 확인 미션
- 연계교과: [과학5-1] 6과02-01 에너지의 이해, SDG 7번 에너지 & 9번 혁신과 인프라
5) [탄소중립] 퀴즈 도전! 에코 마스터!
위에서 체험해 온 기후위기의 현장, 멸종위기동물, 자원재활용, 재생에너지 등 환경교
육과 관련한 주요한 주제를 총정리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퀴즈단계를 구성했다. 지속가
능한 발전, ESG와 밀접하게 연관된 탄소중립의 핵심 이해를 자연스럽게 아우르고자 총
7개의 질문을 준비했다. 물론 학습자의 퀴즈참여 방식과 기능 테스트를 위해 워밍업 문
제 2개를 제출하여 학업성취도를 합리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모든 문제마다 답안 제출 후 정답인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려 나아
갈 수 있게 하고, 오답인 경우에는 힌트를 통해 다시 맞출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최종
미션 통과 시 별도로 디자인한 에코 마스터 뱃지 이미지를 (참여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
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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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제목: “친구들과 퀴즈 대결로 기후변화지식 레벨 업!“
- 도전방법: 7개의 퀴즈를 맞추고 최종 미션 완성 (미션 통과 시 에코마스터 뱃지 부여)
- 연계교과: [도덕3-1] 4도04-01 인간과 자연의 공존, SDG 4번 양질의 교육 & 11번
지속가능한 도시

6. 활동성과 및 의의
6.1 메타버스 기반 환경교육 플랫폼 시범운영 결과
지금까지 마이에코버스 프로젝트 팀은 ICT 활용 메타버스 기반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후환경교육을 혁신해보고자 추진해왔다. 그 결과 문헌
조사, 사용자조사,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페르소나와 시장호응가설을 수립하여 빠르게 검
증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애자일 방법론에 따라 프로젝트 멤버들의 짧은 스프린트 기간
에 집중적으로 솔루션을 구현하도록 일일 단위의 프로젝트 관리를 해나간 덕분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팀이 구현한 프로토타입이 우리의 페르소나 대상으로 적합한
해결책인지, 10월 내 두 차례 시범운영을 해보았다. 먼저 수도권에 거주하며 메타버스
경험도가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10명을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여 적합성을 살
펴보았다. 아울러 주요 이해관계자 중 교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여 교육현장의 최
전선에 있는 매개자의 관점도 확인하였다.
해당 시범운영을 통해 우리의 주된 사용자들의 이해도 및 만족도와 같은 정량적인 지
표는 물론, 즉각적인 반응과 심층적인 의견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프로토타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본
프로젝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면 수업의 보조적 방법 외에도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보다 나은 교사와 학생 간 친밀한
네트워킹의 장 마련이 가능한 성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형 플랫폼의 장점
인 상호작용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다양성을 기반으로 교과목 간의 자연스러운 융합
교육도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SDGs & ESG 교육 생태계 구축 통해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기관의 연계성 높여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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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학생 대상 테스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장 먼저 시범운영을 해본 그룹은 수도권 소재 환경교육과 메
타버스 이용 경험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명이었다. 2021년 10월 30일 토요
일 오전 10~12시에 안성몽실학교의 협조를 받아 멀티미디어 수업공간에서 개별 스마트
기기로 메타버스 접속 후 5종 탄소중립 도전과제 수행하였다. 물론 교육강사를 통해 학
부모와 아이들에게 사전에 시범교육에 대한 안내와 양해를 구하고, 본격적으로 단계별
체험을 진행하는데 총 70분이 소요되었다. 마이에코버스 팀원 2명은 보조진행요원으로
Zoom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구축된 환경맵에 접속하여 아이들이 정확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5개의 환경 미션은 10명 중 9명의 학생들이 도전에 성공하였고, 도전시간은
평균 12.4분 소요, 퀴즈 응답률 68%에 달했다. 프로젝트 팀이 설정한 학년별 편차인
10~15분 사이에 들어오는 소요시간이었으나, 퀴즈 응답률은 70% 이상을 예측했던 바
에 조금 미달했다. 첫 시범운영인 관계로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초반 인터넷 접속환경
이 불안정하여 버퍼링이 생기는 동안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했으나 다행
히 교육강사의 노련함으로 테스트를 이어갈 수 있었다.
도전에 성공한 아이들에게는 최종 미션 통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프로젝트 팀이 손수
디자인한 에코 마스터 뱃지 디지털 이미지를 (참여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메일이
나 문자로 발송했다. 역시 소정의 결과물이 있어 아이들은 금세 환한 미소를 짓고 테스
트팀도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교육강사가 교육완료 후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체험해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학교수업보다 재미있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14) 현장에 함께 한 학부모들도 만족한 모습으로, 맘
카페와 다른 학교에 추천해주겠다는 좋은 말씀도 남겨주었다.
2) 주요 이해관계자 중 교사 대상 테스트
다음으로 시범운영을 해본 그룹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과 항상 대화하고, 직접 수업
을 하는 선생님들이었다. 현재 환경 담당교육 전임교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전
문성을 더 갖춘 방과후교실 참여 교사와 사회환경교육지도 인증 강사 총 16명을 대상으로
14) 안성투데이. (2021.11.05) 보도기사 www.anseong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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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2021년 10월 31일 일요일 오전 10~12시에 창의융합연구
소와 사회혁신 전문기관 에이블런(ablearn.kr)의 협조를 받아 Zoom 가상공간에서 1차
설명과 안내를 받은 후, 개별 스마트 기기로 메타버스 플랫폼 접속 후 탄소중립 도전과제
수행하였다. 물론 에이블런을 통해 디자인씽킹 수업에 모집 선발한 선생님들이었지만, 해
당 시범운영의 목적과 비전을 토대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본격적으로 단계별 체험
을 진행하는데 총 50분이 소요되었다. 1차와 마찬가지로 마이에코버스 팀원 2명은 보조
진행요원으로 Zoom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구축된 환경맵에 접속하여 프로젝트
팀이 설계한대로 정확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5개의 환경 미션은 16명 중 14명의 교사 및 강사진이 도전에 성공하였고,
도전시간은 평균 14.6분 소요, 퀴즈 응답률 74%에 달했다. 초기에 프로젝트 팀이 초등
학생의 소요시간 범위로 예측한 10~15분 사이에 들어오는 소요시간이었으나 시범운영
학생들보다는 2.2분 더 걸린 점이 흥미로웠다. 아울러 퀴즈의 응답률은 내용 자체는 어
렵지 않았으나,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요구하는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았던 탓에 74%
로 프로젝트 팀의 예상보다는 살짝 웃돌았다.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Zoom 채팅창으로
도 활발하게 의견을 주시는 점이 학생 그룹과 두드러진 차이점이기도 했다. 역시 ICT
기반으로 블랜디드 교육을 진행하는 점이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참여방식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도전에 성공한 선생님들에게도 최종 미션 통과에 따라 순차적으
로 프로젝트 팀이 손수 디자인한 에코 마스터 뱃지 디지털 이미지를 문자 혹은 메신저
로 발송했다. 역시 아이들과 소통하는 선생님들답게 미션완료 뱃지에 상당히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시범운영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별도의 시간을 내어 실
제로 교육완료 후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도 “ICT 활용 환경교육 가능성을 확인하여 보람
찼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다음 주에 아이들과 바로 실시해보려
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역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입장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주었는데,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마트
기기의 접속환경에 따른 체험속도와 품질 문제, 학년별 진도의 차이에 따른 문제 난이
도와 단계 조절의 준비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단어와 문장 선택의 배려 등은 향후
보완해 가야할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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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기반 K-교육 플랫폼 확보 기대
그간의 프로젝트 진행방식과 활동성과를 중심으로 마이에코버스 프로젝트 팀의 수행
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 연계 환경교육을 최신 메타버스 플랫폼 위에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플랫폼 친숙도와 교육효과가 높은 초등
학교 고학년 대상 운영 통해 프로토타입의 성과를 확인하였고, 단계적으로 수요층을 확
대해나가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프로젝트 팀은 앞서 소개한 아이디어에 AI
맞춤형 추천 콘텐츠, 메타버스 메이커 멘토-멘티 서비스,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안 매칭
기능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장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주최, (사)환경교육센터 주관 '2021 탄소중립 실천모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캠페인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아울러 더 발전된
기획안과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
원 주최 ·주관한 '2021 솔.직.챌린지' 대국민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해당 아이디어가 단순한 제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법과 제도의 변화 흐름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 팀이 기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기반 K-교육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간의 협력적 추진과제의 모범사례로 대국민 디지털전환
(DT: Digital Transformation)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프로젝트 추진일정 및 향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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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지속가능한 메타버스형 K-교육플랫폼을 통한 인
재양성 및 ESG 역량강화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세분
화해보면 크게 4가지로 기대효과를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ICT 기반 메타버스
기술 활용 교육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 보인다. 단일적, 획일적인 교구 사
용을 넘어 장기적이고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지속가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간 자연스러운 STEAM 교육 진행이 가능한대, 이는 바로 4차
산업시대의 인재 양성에 중심이 되는 교과목 간 융합 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누구든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는 차원에서 ICT 기반 교육 인프라 확
보 및 글로벌 콘텐츠 연계로 디지털 기반 학습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과 메타버스 세계관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들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메타버스 리터러시(Metaverse Literacy)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현실(XR) 플랫폼을 기반으로 좀
더 친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개방적이면서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은 미래
형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팬데믹 기간 사회적거리두기와 공간
폐쇄 등으로 직접 대면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대면 수업과 비
슷한 정도의 교사-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어울림(Mingle) 분위기 형성도 가능하다고 보
인다. 오히려 학생들이 잘 알고 친숙한 방식으로 수업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플립러닝
교육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 환경이다. 즉,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산하는 참여형 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향상은 물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시범운영에 참여해주신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은 물론
서울시 사회혁신과 고소영 주무관님과 (사)환경교육센터 활동가 김민선님, 에이블런 박진아
대표님, 함명훈 매니저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향후 마이에코버스 프로젝트 팀에
도움을 주실 여러 메타버스 및 교육 분야의 멘토와 코치, 컨설턴트, 서포터즈(Supporters)
분들께도 미리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핵심어: 메타버스 리터러시, ICT기반 환경교육, K-러닝플랫폼, 탄소중립(Net-Zero),
ESG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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