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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Energy를 E롭게 하라!

□ 개요

ㅇ교육명 : 에너지투모로우

ㅇ일  시 : 수시(연중)

ㅇ 내  용 :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에너지전환 콘텐츠 소개와 에너지 체험활

동

ㅇ참석자 : 공단 직원 50명,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50명

ㅇ작성자 : 혁신인재육성실 우지호 주임

<에너지투모로우>

ㅇ교육개요

- 에너지·기후변화분야에대한문제해결및진로탐구능력을배양
- 4차산업혁명과에너지신산업파악후, 학생들의직업흥미유형에맞는에너지진로탐색

ㅇ실적(누계)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운영수(회) 21 44 53 69 102 290
학생수(명) 588 1,156 2,070 2,035 2,623 8,472

ㅇ교육구성

- (1차) 4차산업혁명과에너지, (2차) 에너지러닝, (3차) 진로및문제해결
- 나만의 LED램프만들기, 진로보드게임, 에너지자립섬, VR 등참여체험활동

□ 내용

ㅇ Prologue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보고 연락드렸어요. 에너지투모로

우를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은데... 신청 가능할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정중한 목소리는 대중교통이 닿기 힘든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초에 신청은 마감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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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라 따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

이들에게 실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좋

아보이는데 아쉽네요.”라며 나중에 가능하다면 꼭 연락주시면 

좋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 사실 우리는 지역본부에서의 벽지, 도서지역 대상 학교 학생들

을 모은 「BYC와 함께하는 에너지적정기술 체험캠프」를 참석

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들과 “와!! LED램프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며 아이들이 에

너지투모로우의 콘텐츠(LED램프 만들기, VR, 에너지JOB’s 보

드게임 등)를 열렬히 즐기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순수

하고 이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에너지투모로우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우린 더없이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더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에너지투모로우 체험]

▲ 몽골의 집 ‘게르’ 형상화 ▲ 최고인기 ‘LED램프’ 만들기

▲ 최초의 에너지BJ가 되어주렴 ▲ 멀리서도 인사해주는 이쁜 아이

ㅇ Point 1 : 에너지투모로우 활동횟수 102회, 전문강사 33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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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후로 우리는 전국 각지에 위와 같이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에너지투모로우 횟수를 더 늘리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으로 경

력단절여성 위주의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지역의 학교와 함께한 에너지투모로우]

6. 27, 양명여자고등학교 6. 27, 하탑중학교 6. 28, 안산고등학교

7. 6, 매곡초등학교 7. 16, 백암고등학교 7. 24, 냉정초등학교

7. 26, 옥산초등학교 8. 22. 에너지의 날 행사 9. 3, 시흥초등학교

7. 12, 강서초등학교 9. 16, 안양시민축제 10. 5. 경기친환경건축축제

10. 11, 삼일중학교 10. 26, 의왕초등학교 10. 29 기안중학교

7. 17, 명덕초등학교 9. 7, 불암중학교 10. 12, 용문고등학교

8. 30, 방배중학교 6. 12, 문창초등학교 8. 21, 상현중학교

  - 이에 따라 작년의 에너지투모로우를 더욱 확대·운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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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69회 → ‘18년 102회로 전년대비 148% 이상 활동횟수

가 증회되었고, 필요한 전문강사도 ‘17년 25명 → ‘18년 33

명으로 132% 이상 증원하였습니다. 특히 전문강사의 경우 아이

를 잘 이해하고 직접 키워왔던 경력단절여성으로 구성한 결과, 

「나는 프로그램 진행 선생님에게 만족하였다.」라는 설문에 

4.72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33명의 전문강사 활동]

① 파호초등학교 ② 부일여자중학교

③ 관저중학교 ④ 예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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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투모로우 설문조사결과 (표본 61개교)]

No 구  분 평균

1 나는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하였다. 4.66

2 나는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만족하였다. 4.65

3 나는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만족하였다. 4.63

4 나는 프로그램 진행 시간에 만족하였다. 4.56

5 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 교재 또는 교구에 만족하였다. 4.70

6 나는 프로그램 진행 선생님에게 만족하였다. 4.72

7 본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에너지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4.61

8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문제인식 및 절약의식이 향상되었다. 4.64

9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관련 직업에 흥미가 생겼다. 4.45

10 앞으로도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4.57

11 본 프로그램을 다른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다. 4.59

  - 하지만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관련 직업에 흥미가 생겼

다.」 설문은 4.4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투모로우에 학생들의 적성검사를 도입하여 

에너지관련 4차산업혁명 진로추천(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 에

너지 하베스팅 전문가 등)을 적용한 강의안 도출을 한국과학커

뮤니케이터협회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연계한 에너지투모로우 강의안]

▲ 산업혁명과 에너지 신산업 알기 ▲ 4차산업혁명과 에너지 진로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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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oint 2 : 4차산업혁명 연계 강의안을 시범적용하다.

  - “안녕하세요? 보라중학교의 ㅇㅇㅇ 선생님입니다. 홈페이지에

서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에너지투모로우를 저희 학교에 찾아

와서 진행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 때 마침 에너지투모로우를 요청하신 선생님 전화

가 걸려왔습니다. 우리는 앞서 개발 중인 4차산업혁명과 연계

된 에너지투모로우를 준비해갔습니다. 한국과학커뮤니케이터협

회의 이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정도로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학교 측 사정으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충분히 아이들이 4차산업혁명에 대해 신기해하고, 또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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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을 연계한 에너지투모로우 시범교육]

① 4차산업혁명과 신재생에너지 강의와, ② 태양광 센서 LED램프를 만들어보고,

③ VR을 직접 체험한 다음, ④ 진로보드(Energy JOB’s) 게임을 합니다.

ㅇ Epilogue : 널리 Energy를 E롭게 하라!

  - 에너지투모로우가 끝나면, 아이들은 태양광 센서의 LED램프를 

햇빛에 비추고 만지작거리며 “와 이거 진짜 재밌고 신기하

다.” 라며 감탄을 자아내고 VR콘텐츠는 서로 해보겠다고 난

리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

는 것보다 에너지를 담아낸 체험활동이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

여준 것입니다. 거기에 4차산업혁명을 녹여 더욱 친숙히 다가

갈 수 있었던 것도 에너지투모로우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언젠

가는 전국의 아이들이 우리가 발전시켜나가는 완벽한 에너지투

모로우를 통해 ‘널리 Energy를 E롭게’ 할 수 있는 에너지실

천가로 거듭나도록 도와주며, 우리와 미래세대는 밝은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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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 “선생님, 근데 에너지가 뭐에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 생

각하는 것,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는 것, 그 애 얼굴을 잘 보

이게 해주는 것, 모든 것들의 힘이지.” #인문학 #문과감성 #에

너지갬성

ㅇ 에필로그

  - 참고사항 : 에너지투모로우의 프로그램 구성은 에너지 관련 강

연이나 숙박 캠프,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강연 등에

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혁신인재육성실 우지호 주임, 031-260-4375)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과 사람 대 사람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회공헌활동

이라는 따뜻한 느낌도 가지고 활동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