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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위한 평가 방안 연구

Ⅱ. 연구 과제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21세기 4차 산업 혁명으로 도래한 정보기술사회에서는 단순 지식의 암기와 적용을 넘어
서 현실 세계의 다면적, 복합적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
과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됨.
○ 이러한 인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연결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협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창의력, 비판력 및 컴퓨팅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STEAM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정의 변화와 더불어 STEAM 교수학습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의 혁신이 요청
됨. 즉, 교육현장에서 혁신적인 수업 형식과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평가 또한 학생들
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필요로 함.

2. 연구제안의 배경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물론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도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증거기반 과정중심 평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
음.
○ 특히 융합인재교육(STEAM)의 ‘교육내용-교수학습(수업)’과 연계된 과정중심 평가 모델
과 모듈을 개발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STEAM 수업 유형과 수업목적(지식 창출, 설계 기반, 창조 기반)과 연계한 수업–평
가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중심 평가 모듈과 매뉴얼을 학교현장에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STEAM 수업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STEAM 수업은 물론 과정
중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본 연구는 학생 성장 위한 STEAM 수업과 평가를 연계함으로써 현장 밀착형 평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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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이를 통해 STEAM의 3가지 수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이뤄지는 STEAM 수업–평
가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STEAM

교수학습(수업)

과정과

평가를

결합한

모듈형

(Process-Products Combined Module type)의 STEAM 평가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함.
○ 개발한 ‘STEAM 수업—평가 연계 모형’, 즉 P2CM STEAM 평가 모델에 근거하여 대표
적인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업–평가-피드백 유형별 예시자료 개발을 목표로 함.
○ 예시자료와 더불어 현장 교사가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STEAM 수
업—평가 연계 모형’에 근거한 평가 매뉴얼 개발을 목표로 함.
○ 2015개정 교육과정과 4차 산업 시대의 STEAM 활성화를 위한 수업—평가 연계 모형의 특
성 탐색: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STEAM 수업 및 평가 사례연구 등을 통해
2015 교육과정과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교수학습하고 평가하는 모형을 탐
색하고, STEAM의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업—평가 연계 모형의 특성을 탐색함.
○ <P2CM STEAM 평가 모델> 개발: X축(과정평가지표)으로 STEAM의 4C 역량(Creativity,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Critical thinking, & Communication)을 설정하고, Y축(결과
평가지표)으로 STEAM의 3가지 수업 유형(지식 창출, 설계 기반, 창조 기반)을 설정하며,
Z축(역량발달수준)으로

역량발달과정

및

수업결과의

수준을

결합한

평가

기준

(Assessment Standards)을 설정함. 이를 종합하여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평가 모듈
(안)을 예시함.
○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효과성 분석 및 수정･보완
○ <P2CM STEAM 평가 모델>에 따른 수업–평가-피드백 유형별 예시 개발 및 매뉴얼 개발

4.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전략
○ 문헌 연구: 2015 교육과정과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교수학습 및 평가하
는 모형 탐색
○ 사례연구: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STEAM 수업—평가 사례 조사: 2015개정 ‘역
량중심 교육과정’과 학생참여형 수업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를 구현하고 있는 초중고 학
교 사례 선정 및 수업관찰을 통한 사례 연구
○ 개발연구: <P2CM STEAM 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 매뉴얼 개발: 역량중심 모듈형
(module-type) 평가를 특징으로 하는 <P2CM STEAM 평가 모델>을 구성하는 구인별 학습
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듈형 평가 모델 개발 및 과정평가
사례, 수업–평가-피드백 유형별 예시 자료 등을 담은 평가 매뉴얼 개발
○ 질적연구: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효과성 분석:<P2CM STEAM 평가 모델>을 적용한
STEAM 수업에서 발생하는 담화분석, 참여자(교사, 학생 등) 심층면담 등을 통해 모형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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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 연구 분석
1. 4C 핵심역량
가. 창의역량
○ STEAM 분야의 창의역량이란 다양한 시대적, 문화적, 과업적 상황 속에서, 새롭고 유용한
창의적 산출물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개인의 능력과 특성 및 그 산출과정과 환경이 통합
되어, 개인과 집단과 조직의 다양한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는 학제적 개념의 핵심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음.
○ STEAM 창의역량의 구성 차원을 인지 창의, 과정 창의, 산출물 창의로 구분하고, STEAM
창의역량의 발달수준을 이론적으로 도출함.
○ 창의역량의 3가지 차원에 대한 학습발달수준은 선행연구로부터 이론적으로 도출한 것이
므로, 본 연구를 통해 증거에 기초한 창의 역량발달수준을 도출하고 정교화해나갈 필요
가 있음.

나. 비판적사고 역량
○ 비판적사고 역량이란 비판적 사고력은 여러 가지 가능한 주장 또는 사고들 중에서 보다
나은, 보다 합리적인, 보다 논리적인 추리에 의해 하나의 주장 또는 사고로 수렴하는 사
고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데이터기반 추론 역량, 모델기반 추론 역량, 시스템사
고 역량과 같은 발달과정으로 이론적으로 제안함.
○ STEAM 비판적사고 역량의 발달 수준을 각 차원별로 다시 1~3수준으로 제안하였으며, 이
는 증거기반 연구를 통해 역량 발달 수준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다.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이란 둘 이상의 주체가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이해와 노력을 공
유하고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지식, 기능, 노력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는 과정
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을 크게 이해공유, 역할분담,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였음.
○ STEAM 수업유형 3가지와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의 3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협력 문제해결
역량의 발달수준을 실제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증거에 기초하여 역량발달수준을 도출하
고 정교화 하고자 함.

라. 의사소통역량
○ 의사소통역량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지식을 드러낼 수 있는 역량으
로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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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역량을 의견말하기와 전달 역량,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 생산적
비판 소통 역량으로 구분하였음.
○ STEAM 의사소통역량의 각 차원에 대해 다시 역량발달수준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역량
의 학습발달수준은 실제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증거에 기초하여 정교화 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STEAM 학습 평가
가. 국내 연구
○ 국내의 STEAM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STEAM의 역량 또는 하위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만
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STEAM 학습에 대한 평가 모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박현주 등(2012)은 STEAM 수업 설계를 위한 준거 틀을 제시하였으며, 김성원(2012)은
STEAM의 구성요소에 따른 STEAM 학습 평가 모델을 제안하였음.
○ 특히 STEAM의 평가는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김현미와 강인애(2015)가 연구한
STEAM 수업에서의 자기 평가, 옥미례(2016)가 연구한 STEAM 디자인교육에서의 동료 평
가 등은 본 연구의 실행에 참고가 됨.
나. 국외 연구
○ STEAM 학습 평가에 대한 국외 연구 역시 그 수가 적은 편이며, Capraro, Capraro, 와
Morgan(2013)이 PBL-STEM 평가의 원리, 다양한 평가 방법 및

실제 수업에서 사용되는

루브릭 등을 제시하면서 수업과 연계된 STEAM 평가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
음.

Ⅳ. 연구 결과
1. P2CM 평가 모델의 4C 역량 추출 과정
○ 본 연구에서

P2CM 평가 모델은

근거기반 평가 모델과 학습발달과정 원리에 의해 설계

됨. 근거기반 평가의 1단계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핵심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이론적 초기 역량 모델을 세워 정의하고, 2단계의 증거 모형 단계에서 학생 특성과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요소(무엇을 관찰할 것인가?)와 측정 요소(관찰한 단계를 측
정 가능한 단계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이론적인 역량 모델을 측정 가능한 모
델로 구체화 한 후, 3단계의 실제 수행 단계를 거쳐 검증하고 수정하여 4단계에서 모듈
화(평가 요소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를 함.
○ 학습 발달과정이란 개념(concept)이나 수행(practice)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이, 적절한
학습에 의해 시간에 따라 점차 성숙되고 발달되는 과정을 검증 가능한 모델로 구현할 수
있다는 원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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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수집
○ 경기도 소재 과학 중점 학교인 B고등학교 1학년 7개 학급 196명, 2학년 3개 학급 103명
을 대상으로 통합과학, 물리Ⅰ, 화학Ⅰ, 지구과학Ⅰ 과목에서 STEAM 수업을 실시함.
○ B고등학교 교사 5인은 자발적으로 교사 공동체를 결성하여 연구팀이 촬영한 수업 장면의
공유를 통해, 평가와 연계된 STEAM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음. 또한
연구팀은 교사 공동체와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STEAM 수업은 과학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됨. 학생들은
모둠별 협력 학습의 형태로 CER(주장-근거-정당화/추론) 과학 논의에 참여함. 1학기동안
진행된 STEAM 수업 주제는 1학년 3개, 2학년 4개로서 하나의 주제는 총 2~3차시에 걸쳐
진행됨.
○ 본 연구에서는 360도 VR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둠 내 STEAM 활동을 촬영하였고, 이 중
초점집단으로 선정된 학급 당 1~2개 모둠활동에 대해서 담화 분석을 실시함.
○ 담화 분석은 문장 단위로 역량 발달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코딩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됨.
분석 결과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 2인의 연구자가 교차 검토하였으며, 일치하지 않는 코딩
결과는 제3의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함.

3. 코딩 결과
○ STEAM 수업에 대한 학생 담화 분석을 토대로 역량별 1차 코딩을 실시한 후, 연구진의
협의를 통해 2차 코딩을 실시함.
○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4C 역량의 각 역량별 발달수준은 실제 STEAM 수업에 대한 학
생 담화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수정･보완함.
○ 각 역량에 따라 구별된 예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다시 코딩을 진행하여 역량 변수와 실
제 예시와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3차 수행 확인 단계를 거치면서 단계별 하위 역량에 대
한 예시도 확정하여 첨부함.

4.

P2CM

역량 평가 모듈의 현장 적용

○ 본 연구 대상 학교에 속해 있는 교사 5인은 STEAM 수업을 실시한 후, P2CM 역량 평가
모듈을 이용하여 관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학생 299명은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음.
○ P2CM 역량 평가를 통해 교사는 정의적인 영역을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용어로 평가가
가능하였고,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게 되었음. 이와 같은 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별 특기사항에 기재되었음.
○ 본 연구는 고등학교 STEAM 수업에서 보여 지는 학생 담화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 역량
수준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평가 문구를 고안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으로의 확
대를 위해서는 본 평가모듈의 초등학교 적용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초등교사 9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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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사들의 경우 비판적 사고 역량의 하위 요소들인 데이터기반 추론, 모델기반 추론,
시스템기반 사고 등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초등 교사들이 비판적 사고 역량이 올해
부터 도입된 코딩 교육에 적합한 평가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
로 보임.

5. 평가 문구 수정
○ P2CM 평가 모델의 현장 검증 후, 현장 교사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본 평가 모델에 사용된
문구를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보완함.

Ⅴ.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 본 연구는 STEAM 활성화를 위한 수업–평가 연계 모형의 특성을 탐색한 문헌 연구 및 실제
STEAM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 수업의 담화 분석을 기반으로 STEAM 평가 모델
을 추출하였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였음.
2.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STEAM 역량중심 모듈형 수업–평가 연계 모형을 토대로 관련 교과 및 범교과적 교수학습
및 평가 연계 모델과 예시 자료 제공
○ STEAM 수업유형(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모형)과 핵심역량 구성요소(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평가기준과 모듈화된 평가 방법을 타교과로 확산 및 적용하여 교사 및 학생의 교육
효과성 제고
○ STEAM 수업 수행시 모듈 평가를 사용하여 교사의 평가도구 개발이나 평가요소 구성 등
의 부담이 줄어서 STEAM 수업이 더욱 활성화에 기여
○ STEAM 수업과 평가 연계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 및 평가 방향과 요소 제공
○ STEAM 수업에서 역량중심 과정-결과(process-product) 모듈형 수업–평가 모델 개발 및 제
공
○ STEAM 수업유형(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모형)별로 핵심역량 및 하위 구성요소(지식, 기
술, 태도)에 대한 평가기준 구체화 및 모듈화된 평가 방법 제공
○ STEAM 수업유형(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모형)별로 수업유형-과정평가를 결합한 모형과
피드백(자기참조, 목표지향, 비계설정, 동기유발 피드백 예시 등) 자료 제공
○ 핵심역량의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전략(담화 패턴, 교사 발문, 발문 전략 등)에
대한 예시자료 제공
○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STEAM 역량중심 모듈형 수업–평가 모델 활용을 위한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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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STEAM 역량중심의 과정평가의 실효성에 비추어 향후 미래 STEAM 및 과학교육 개선 방
안 제공
○ STEAM 및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및 차기 STEAM 관련 교과목의 교
육과정 개선 방향 제공
○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연계하는 모듈형 평가 확산
방안 제공
○ STEAM 수업에서 핵심역량 중심 과정-결과(process-product) 연계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STEAM 교육의 실효성 제고
○ STEAM 교수학습-평가 연계 강화를 통해 학습을 위한 평가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학생들
의 STEAM 관련 분야 진로개발 역량 제고
○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 정착을 위한 평가 모델
및 현장 적용 지침서 제공
○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STEAM 역량중심 모듈 기반 수업–
평가 연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STEAM 및 과학교육에서 수업–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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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연구 과제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제안의 배경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
4.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전략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21세기 4차 산업 혁명으로 도래한 정보기술사회에서는 단순 지식의 암기와 적용을 넘어
서 현실 세계의 다면적, 복합적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
과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된다. 이러한 인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연
결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협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창의력, 비판력 및 컴퓨팅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분야
간 융합 및 학문과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추구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이하 STEAM)을 통
해 이러한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미래사
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STEAM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변화와 더
불어 STEAM 교수학습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의 혁신이 요청된다. 즉, 교육현
장에서 혁신적인 수업 형식과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평가 또한 학생들의 역량을 종합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 최근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평가에 대한 인식은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결과 지
향적 평가(Assessment of Learning)’에서 ‘학습 지향적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혹은 학습의 일환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에서 평가는 교육과정(curriculum) 및 수업(instruction)과
상호보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에 있으며 평가의 목적은 학생을 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학습자중심의 응답형 수업을 설계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Pellegrino, 2002). 또한 지금까지의 수행평가가 학생의 수업에 대한 이해만을 즉각적으로
평가(assessing immediate learning effects)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 창의력을 신장하고
협력적 활동을 중시하는 교육에서의 평가는 (1) 학습자가 배운 것을 실세계의 문제해결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2)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
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STEAM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평가 모델은 수업과 연동되어 있으
며, 평가의 목적이 수업을 개선하고 학습 자체를 향상시키는 과정 중심의 평가(이하, 과정
중심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과정중심 평가가 기존의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와 차별화 되는 점은, 평가 자체가 유의미
한 학습 경험이며, 교수학습의 과정 그 자체가 평가가 되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자기조절(self regulated) 학습과 동기가 부여되는 학습자 성장 지향
평가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 이러한 연구 동향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 STEAM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
고, ② 과정평가(process-centered)와 결과평가(product-centered assessment)가 동시에 가
능하며, ③ 다양한 STEAM 주제와 수업 유형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Process-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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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Module-type (P2CM) STEAM Assessment Model(이하 P2CM STEAM 평가 모
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개관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목적: Process-Products Combined Module-type (P2CM)
STEAM 평가 모델 개발

○ 본 연구는 협력형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교수학습 맥락을 전제하고, STEAM 수업 유형을
지식기반-설계기반-창의적
STEAM의

4C

(Creativity,

산출물

기반의

Collaborative

세

유형으로

problem

구별하여,

solving,

각

Critical

수업유형별로
thinking,

&

Communication) 역량을 기준으로 그 과정을 평가하고, 수업유형별 결과도 평가하여 유기
적으로 연계된 모듈형 평가 모델(Process-Products Combined Module-type (P2CM) STEAM
Assessment Model)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역량학습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각 역량에 대한 학습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s)에 맞게 3수준(levels)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림 2]처럼 STEAM을 수업유형
별로 구성하고 역량별로 수준을 구분하면, 실제 수업에 맞는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어서 모듈형 평가가 가능하다. 이 모듈형 평가는 STEAM의 수업유형과 역량별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STEAM 주제를 막론하고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수업 목표와 평가 목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서 형식 평가 및 비형식 평가, 채점 루브
릭 설계 등 평가 요소를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4C 역량은 과학과, 공학 및
기술, 수학, 예술 분야 등 각 교과별 핵심역량과 비교 연계하여 교과 내, 교과 간 STEAM
수업에서 각 교과별 교사가 과목별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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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2CM STEAM Assessment Model에서 추출한 평가 모듈 예시
: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역량)×설계기반(수업유형) 평가모듈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추구하는 <STEAM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방안의 기본 원리>는 다음
과 같다.

<STEAM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방안의 기본 원리>
(1) 협력적 문제해결 기반에서 학습 상황과 평가 상황 연계
(2) 역량별 학습발달과정을 참고하여 다양한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 학습유형별 모듈 평
가
(3)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의 진술, 관찰, 면담 등의 평가결과가 동기 유발, 비계
(scaffolding) 설정, 피드백이 되어 자기조절학습의 기반이 되는 역동적 평가
(4) 수업 전 진단 평가와 과정 평가의 피드백이 연계되어 개인 평가와 모둠 평가가 용이
할 수 있도록 평가 설계
(5) 수업 도구가 평가 도구가 되는 다양한 예시를 교과 내 및 교과 간 제시

○ STEAM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활동을 연계하여 핵심역량 함양에 초점을 둔 수업을 평가
하면, 이러한 과정중심 평가는 그 자체가 수업의 일환이 된다. 즉, 협력적 문제해결 중에
발생하는 상호 작용과 협력이 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업이 평가와
연계되는 평가 모델에서 학생은 자신의 성취를 모니터링하여 자기 주도적 조절과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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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자유 학기, 학년제 도입,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STEAM 수업은 많으나 과정 평가를 제
대로 하지 못해 과제형 수행평가 및 지필 평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 평가 혁신이 교실 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교사, 학생, 학부모 모

두 평가에 대한 사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국가 수준 평가에도 인지 영역, 내용 이해만을 묻는 평가에서 벗어나, 역량평가에 초점을
둔 과정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례 연구 및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을 수업과 평가에
연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제안의 배경
가. 국내･외 STEAM 교육 환경 및 동향
○ 세계 여러 나라들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1세기 사회를
위한 과학교육의 새 틀을 짜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예가 2013년 5월에 발표된 미국의
‘차세대 과학교육표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NGSS Lead States,
2013)이다.
○ NGSS는 과학과 공학측면에서 핵심 실천과 해당 활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의 목표를 학과내용을 전달하여 이해시키는 것에서 탈피하여, 실제 과학자나 공학자가 탐
구하고 설계하며 문제를 해결하여 산출물을 만드는 상황을 ‘수행(engag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하며 과학과 공학 실천의 구체적 변화(changes in disciplinary
practices)를 학습의 목표로 삼는다.
○ NGSS는 학제 간 공통개념(Cross-cutting Concepts)과 학제 내 핵심 아이디어(Disciplinary
Core Ideas)를 새롭게 제시한다. 학제 간 공통개념은 STEM을 아우르는 일관된 과학적 사
고와 추론 능력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으로는 경향을 파악하고, 인과 관계를 설명
하며, 척도 비율 양 등의 측정. 분석 척도를 이해하고, 계와 계의 모형, 구조와 기능, 안
정성과 변화 등 모델과 계의 이해하는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제 간 공통개념은 현
재 OECD에서 강조하고 있는 21세기 STEM 역량들과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 학제 내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별의 학습발달과정을 바탕으로 한 핵심 아이디어의 위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과학 분야에 대한 소개를 물상, 생물, 지구와 우주과학의 3개
분야에다 공학-기술-과학응용을 4번째 분야로 추가하여 STEM적 융합 학문으로서의 성격
을 드러낸다.
○ NGSS에서 강조하는 수행과 실천의 변화는 학습 목표와 평가 목표에 반영되어 프로젝트형
수행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제 간 공통개념의 이해와 실천도의 측정, 학제
내 핵심 아이디어를 학습발달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수업과 평가를 조직하는 연구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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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도 NGSS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과학 실천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제 간 융합과 창의적 미래 인재를 강조하여 배워야 할 교과내용의 부담은 줄였
다. 과정 평가와 학습발달과정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평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실천
과 역량의 평가 방안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STEAM 교육은 과학 기술의 융합 개념 형성, 낮은 과학 효능감과 과학에 대
한 흥미 등을 증진시킴으로써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설정한다(백윤수 외,
2011).
○ 수학, 과학 성취도에 비해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창의
적 설계를, 경쟁중심의 학교 분위기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감성과 배려를 강조한다(백윤수 외, 2011).
○ STEAM 연구시범학교, 교사연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과학 중점학교 적용 방안 포럼, 국
제 세미나 및 포럼 등 STEAM 교육의 적용과 확산을 위해 현장과 연구를 잇는 활발한 활
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STEAM 교육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성과
실제 교과별 목표와의 상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한 통합 및 융합으로 이해하고, 흥미
위주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 자유학기제 도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STEAM을 활용한 많은 주제들이 학교현장에
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핵심역량들을 STEAM 수업에서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향, 기준 및 예시가 제공되지 않아 현장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
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다면, 교육현
장에서의 STEAM 수업은 이러한 지향성을 실제로 구현하는 로드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STEAM 수업 과정은 물론 성과를 평가
에 반영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국내･외 핵심역량 교육 환경 및 동향
○ 핵심역량에 대한 담론은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
젝트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은 물론 생애 역량의 형태로 강조
되고 있다. OECD(2003)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개인적 차원의 성공적 삶과 사회적 차
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형 인간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해
DeSeCo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도출한 핵심역량을 3개

범주의 9개 하위역량 <표 1>과 같이 제시한다(OEC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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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도출한 핵심역량

범주(역량)

하위역량

1.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Use tools interactively)

1-1. 언어와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1-2.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1-3. 정보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2. 이질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하기 2-1. 타인과 관계 맺기
(Interact

in

heterogeneous 2-2. 팀 속에서 작업하고 협동하기

groups)

2-3.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3-1. 장기적 전망 속에서 행동하기

3.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3-2. 인생의 계획과 개인적 과제를 구상하고 실행하기

(Act autonomously)

3-3. 자신의 권리와 관심, 한계, 필요를 주장하고 옹호하기

○ 한편, 미국은 21세기 초부터 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P21)란 조직을 통해
21세기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을 목적으로 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P21은 학생들이 21세기 역량 숙달이라는 학습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기준,
평가, 교육과정, 수업, 교사 전문성 개발 및 학습 환경 등과 같은 21세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21은 21세기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안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핵심역량이 등장한다. P21에서는 학생들이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취해야 할 지식, 역량 및 전문성을 4개 영역으로 제안한다(<표 2> 참조).
<표 2> P21의 21세기 학생들의 학습 성과

1. 내용지식(교과) 및 21세기
주제들(Content
Knowledge and 21st
Century Themes)

• 교과: 영어와 모국어, 외국어, 예술, 수학, 경제, 과학, 지리, 역사,
정치와 사회
• 21세기 주제들(범교과 주제): 전지구적 인식, 재정･경제･사업적
소양, 시민 소양, 건강 소양, 환경 소양

2. 학습과 혁신 역량(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 창의성과 혁신
•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 의사소통과 협력

3. 정보, 미디어 및 기술 활용
역량(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s)

• 정보 소양
• 미디어 소양
• ICT 소양

4. 삶과 직업 역량(Life and
Career Skills)

• 융통성과 적응성
• 사회적 및 다문화적 기술
• 리더십과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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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취성과 자기주도성
• 생산성과 책무성

○ OECD에서 핵심역량을 국가를 초월하여 범국가적으로 최대로 단순화하여 제안하였다면,
미국의 P21은 미국 교육이 지향하는 비전을 담아 맥락 의존적으로 미국식 핵심역량을 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찬승, 2015).
○ ‘21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수(The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이하
ATC21S)’라는 다국적 연구 프로젝트는 21세기 교육과정의 기반이 될 역량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코 시스템스(Cisco Systems Inc.),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 기업들이 연합하여 2008년부터 ATC21S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오고 있다.
ATC21S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사고방식, 작업 방식, 작업
도구, 세상 속의 삶이라는 4개의 범주에 대해 지식(Knowledge), 역량(Skills), 태도･가치･윤
리(Attitudes, Values and Ethics)의 항목으로 세분하는 KSAVE 모델을 <표 3>과 같이 제안
한다(곽영순, 2016).
<표 3> ATT21S의 21세기 역량 내용 체계

사고방식
(Ways of Thinking)

• 창의성과 혁신
•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능력
• 학습 방법 학습/초인지(인지과정에 대한 지식)

작업 방식
(Ways of Working)

• 의사소통능력
• 협력(팀워크)

작업 도구
(Tools for Working)

• 정보소양
• IC(정보통신기술)소양

• 지역 및 세계 시민의식
세계 속의 삶
• 삶과 직업
(Ways of Living in the World)
•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문화적 인식 및 역량 포함)

○ 각종 연구기구와 단체에서 핵심역량을 제안함과 동시에, OECD/PISA에서는 핵심역량을 평
가한다.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는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교과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소양(literacy) 평가에 초점을 둔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OECD/PISA는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구성된다. 모든 참여국이 시행하는 필수영역은 읽기, 수학 및
과학의 3개 영역과 OECD/PISA 국제본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정한 추가영역으로 구성된다.
추가영역으로 PISA 2003에서 문제해결력 역량에 대한 지필평가가 처음 도입된 이래로
PISA 2012에서는 문제해결력에 대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Assessment, CBS)
를 그리고 PISA 2015에서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실시하였다.
○ 이러한 국외의 핵심역량 교육 동향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하여 과학과 핵심역량을 도입하였다(교육부, 2015). 2015개
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5가지 핵심역량은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
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등이다. 201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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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육성, 핵심역량 함양의 강조, 문‧이과 통합, 통합개념
중심의 단원 통합 등을 시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과학과 핵심역량을 성취기준 차원에서
도입한 점을 특징으로 한다.
○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미래 인재상 도출 연구(김도훈 등, 2016)에서는 증거
기반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 인재상과 일반시민의 과학기술 핵심역량을 정의하였다. 즉,
미래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4가지 핵
심역량으로 과학적 사고력(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포괄), 과학적 표현력(과
학적 의사소통능력), 과학적 협업(과학적 참여), 건전한 판단력(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은
건전한 판단력을 기르는 유효한 방법) 등을 제안한다.
○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Koreans) 개발(전승준 등, 2017)에서는 미래 한국
인이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의 하나로 핵심역량과 태도를 강조하였다.
○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김희백 등, 2017)에서는 과학 소양과 더불
어 과학교육역량으로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안되었던 5가지 핵심역량을 확인
하였다.

다.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업—평가 연계 모형 관련 선행연구
○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업—평가 연계 모형 개발에 앞서서 STEAM 혹은 STEM에서 수
업과 평가 연계를 추구한 선행연구로, CENSEI (Center for Embedded Network Sensing
for Education Infrastructure)에서 수행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 CENSEI (Center for Embedded Network Sensing for Education Infrastructure) 실제 STEM
데이터를 이용한 STEM 웹기반 모듈 수업 및 평가 CENSEI 는 UCLA, USC, CalTech 등 남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다양한 대학의 STEM 분야의 연구자들이 지역에 뿌려진 수천 대의
나노 로봇에서 모은 엄청난 종류와 양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분석 기술에 대한 협동 프로
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이러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방법 등을 학부생과 고등학생에게
교육과 동기유발의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 과학교육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웹 기반의 모듈과 관련 수업 과정을 개발하고, 지역
의 교사들이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을 제공하는 방향 등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웹모듈은 중･고교 및 대학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고 과학자들이 실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과학 모
델링, 과학적 논의와 설명, 복잡계의 시뮬레이션, 통계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Ryu
& Sandoval, 2012; Ryu & Sandoval, 2015; Ryu, 2016). 웹 기반으로 제작된 데이터 분석
도구와 모델링 도구, 논의와 설명을 단계적(주장-근거-정당화)으로 제공하고 증거가 되는
데이터를 직접 인용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다양한 STEM 주제(예: 잎의 모양이 다른 이유
는? 우리 강은 건강한가? 외국에서 건너온 불청객 식물들을 보고하라)에 대한 수업과 평
가를 위해 사용하였다(Griffis et al.,2007; Ryu & Sandoval, 2015).
○ 모듈 이용, 학습발달과정을 기반으로 한 준거기반 평가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디지털 기반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웹 모듈을 디지털 기반 교과서에서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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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행평가화 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디지털 기반 교과서 개발이 주관 기관인
UC Berkeley의 Lawrence Hall of Science는 평가로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보다
과학적인 평가 아이템을 개발하며 자동채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UCLA CRESST와 ETS
를 프로젝트에 새롭게 참여시켰다(Ryu et al., 2013).
○ 여기서 디지털 교과서에 포함될 평가로 중요하게 여긴 내용은 개인 맞춤형 평가를 위한
진단 평가로서의 기능 및 평가의 정보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준거기반 평가란, 평가가 학생의 학습발달 결과에 대한 주장이므로
그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리를 가진다(Mislevy

et al., 2005). 준거기반

평가 시스템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구인을 발달 단계별로 구조적으로 기술하
고(construct map), 이 단계를 바탕으로 평가 아이템을 개발하며 학생별, 평가 과제별로
평가결과를 기호화, 범주화하여 평과 결과를 해석함. 이런 평가 시스템에서 얻어진 평가
결과는 개인의 학습발달결과를 알려줄 뿐 아니라 목표가 되었던 구인에 대한 학습발달과
정을 정교화하기 위한 데이터로 순환적으로 사용하였다(Ryu & Lombardi, 2015).

○ 이상과 같이 CENSEI (Center for Embedded Network Sensing for Education Infrastructure)
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본 연구의 책임 연구자는 2005~2015년까지 박사 과정과 박사 후 연
구원 기간 동안 웹 기반 모듈 수업 및 평가의 STEM 웹 기반 모듈 디자인과 개발 및 현장
적용과 수정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2005~2011), 모듈 기반에서 학습발달 과정을
기반으로 한 준거기반 평가의 평가 흐름 디자인과 과학적 모델 및 과학 논의 수업 평가를
위한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및 평가 개발에 박사 후 연구원 및 Co-PI로 연구를 수행하여
수업과 평가를 잇는 과정평가 및 모듈형 준거기반 수업–평가 모델의 전문가임.

○ 국내 선행연구로는, CENSEI (Center for Embedded Network Sensing for Education
Infrastructure)에서 수행된 연구를 벤치마킹하여, STEAM 수업 및 과정평가 연계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경기도에 소재한 과학중점 고등학교에서 과학 교사 7인과 본 연구팀이
2017년에는 1학년 통합과학, 2018년 현재는 1,2학년 통합과학 및 물화생지, 3학년 생명과
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과학탐구 활동과 토론 기반 수업을 통해 STEAM 수업–평가가 연계
된 수업을 수행하고 있다.
○ 국내의 STEAM 수업–평가가 연계된 수업에서는 통합과학 주제와 사회, 과학, 윤리 쟁점
(socio-scientific issues) 주제를 다루며, 모둠별 협력 학습을 통해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
종합, 도출하여 CER(주장-근거-정당화/추론) 과학 논의에 참여하고 관련 개념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수업 과정에서 통합과목에서는 과학 교과 간, 과학과
기술 및 공학 융합 과목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SSI 수업과 실험 수업에서는 과학과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연구 시작 단계에서 교사들은 STEAM, SSI, 토론 기반 등의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나, 2015개정 교육과정과 더불어 새로운 수업 방법에 관심이
많지만 평가와 연계되지 않아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17년부
터 과학과 수행평가 점수의 비율이 매우 높아져서 학생들에게 따로 프로젝트형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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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STEAM
수업 중 모둠 별 활동이 수행평가가 되는 수업–평가 연계 방안을 교사-연구팀 협력 하에
2017년도부터 연구 개발하고 있다. 연구진이 과학중점 고등학교에서 수행한 STEAM 수업
및 과정평가 연계를 위해 개발한 연구 주제를 예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국내 선행연구: 과학중점 고등학교에서 수행한
STEAM 수업 및 과정평가 연계 연구 주제 예시

주제

유전자 복제
기술

AI의 발전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용액 구별하기

생물다양성
보전

물 부족의
원인과
해결방안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학습-평가 목표
유전자 및 배아와 관련된 과학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유전자 복제 기술 및 유전자 편집 기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타당한 근거
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I로 대체 될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해 알아보고 AI의 발
전이 인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 및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물질을 구별하기 위한 실험
을 수행할 수 있다.
물질을 구별하기 위한 실험에서 합당한 실험 도구 및 방법을
고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
하며,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의견을 모아갈 수 있다.
멸종 동물 복원과 관련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한다.
멸종된 동물을 복원하는 사용되는 기술과 공학의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다.
멸종 동물 복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 및 의사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주어진 데이터(표, 그래프)를 분석하여 물 부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 부족 원인에 대한 각각의 해결방안을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
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물 부족 원인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주어진 데이터(표, 그래프)를 분석하여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제시하
고 이를 통해 과학적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환
경을 보전하려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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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요소
S
T
S, A
T
S, A
S
T
S, A
S
T, E
S, A
M
S, A
A
M
S, A
A

과학의 본성

영양제 성분
탐구

놀이기구의
운동과 안전

카페인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전기담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탄산칼슘과
산과의 반응

미세먼지 대책
방안

GMO의
안전성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고 과학 지식의 구성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과학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인지, 상대적인 합의인지에 대한 자
신의 의견을 타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펼칠 수 있으며, 다른 사
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영양제 속 물질과 자연계 속 물질의 형태가 각각 이온과 원자
로서 서로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원자와 이온 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고안하고 설계
할 수 있다.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중 어느 것을 복용하는 것이 합리
적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말할 수
있다.
놀이기구의 작동과 관련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놀이기구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과학 개념 및 기술의 원리를 설
명할 수 있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자신만의 놀이기구를 설계할 수 있다.
카페인의 화학 구조 및 화학적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카페인이 청소년과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근거에 의
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교 내 커피 판매금지 법안의 타당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자기장과 전자기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전기담요에서 자기장 또는 전자기파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전기담요에서 발행하는 자기장 또는 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전기담요의 사용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탄산칼슘과 산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계란 속 탄산칼슘의 양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설계할 수 있
다.
자기 모둠의 결과를 다른 모둠의 결과와 상호 교환하면서 협력
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이루는 입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 학교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일상생활 속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고안하고 설계
할 수 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관련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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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A
S
S, T
S, A
S
S, T
T, E
S
S
S, A
S
S, T, E
S
S, A
S
S, T
S, A
S
S, A
T, E
S
T, A
S, A

○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STEAM 수업을 포함하여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는 평가 모델
개발의 기능과 모듈 기반 모듈화된 평가 모델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듈화된 평가 모델에서는, 모듈을 조합하면 다양한 형태의 STEAM 수업 유형과 평가 모
델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모듈은 수업의 형태와 목적,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준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준거형 수업–평가 모델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준거를 기반으로 교사는
수업과정에서 진술, 관찰, 면담 체크리스트 등의 평가 도구를 쉽게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이용해 학생 자신도 자기조절학습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비계형 역동적 평가
이다.
○ 수업—평가를 연계한 모듈화된 평가 모델의 경우 수업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할 수
있으며, 역량별 학습발달과정을 참고하여 다양한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 학습유형별 모듈
을 제공할 수 있고, 평가도구 개발이 용이하며, 수업 전 진단 평가와 과정평가의 피드백
이 연계되어 개인 평가와 집단 평가가 용이한 등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 국내외의 STEAM의 수업—평가 연계 모형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부터, 창의역량, 협력
역량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STEAM 역량중심 수업–평가 연계
방식의 연구는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연구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
나 창의역량과 협력 역량의 경우 정의적, 사회적 요소에 대한 객관적 평가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제 수행평가에는 최소한으로 반영해왔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창의역량과
협력 역량 평가 방안과 기준을 정교화하여 전체 4C—STEAM 역량 중심 평가 방안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준거기반 평가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다.
○ 평가 방안의 효과성 입증과 정교화를 위한 한두 번의 짧은 조사는 현장 적용을 통해 효
과성을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STEAM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방안 연구 개발은 본 연구팀
처럼 2년 정도 학교현장에서 교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이미 연구를 진행
해 온 연구팀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 목표
○ 본 연구는 학생 성장 위한 STEAM 수업과 평가를 연계함으로써 현장 밀착형 평가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STEAM의 3가지 목적(①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 제고,
②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 배양, ③ 실생활 문제해결력 배양)을 달성하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이뤄지는 STEAM 수업–평
가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STEAM

교수학습(수업)

과정과

평가를

결합한

모듈형

(Process-Products Combined Module type)의 STEAM 평가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
○ 개발한 ‘STEAM 수업—평가 연계 모형’, 즉 P2CM STEAM 평가 모델에 근거하여 대표
적인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업–평가-피드백 유형별 예시를 개발하고자 한다.
○ 예시자료와 더불어 현장 교사가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STEAM 수
업–평가 연계 모형’에 근거한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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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1) 2015개정 교육과정과 4차 산업 시대의 STEAM 활성화를 위한 수업–평가 연계 모형의 특
성 탐색: STEAM 수업 및 평가 유형과 적용에 대한 검토
(가) 검토(review) 연구: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STEAM 수업 및 평가 이론 검토
○ 본 연구에서는 ‘STEAM 수업—평가 연계 모형’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실제 초중고 학
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STEAM 수업과 STEAM 평가 모델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시사점
도출
○ 대상: 2015개정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학생참여형 수업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를 구현
하고 있는 초중고 학교에 대한 연구를 리뷰하고 시사점 도출
- 초중고에서 STEAM 선도 사례 선정 및 STEAM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연구 논문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학교급(초중고)별로 사례선정 및 교사 초점집단(FG)에 대한 인터뷰 실시

(나) 2015 교육과정과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교수학습하고 평가하는 모형 탐색
○ 현재 STEAM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창의융합 미래형 인재는 한 사람이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는 다양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나, 전문 분야에 대한 특화된 지식을 가진 다
양한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 기술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렇
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므로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및
협력 등과 같은 핵심역량이 강조되는 것임.
○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협력형 미래 인재를 준비하는 ‘핵
심역량을 평가하는 모형’은 2015 교육과정과 4차 산업 시대에서 강조하고 있는 4가지
핵심역량, 즉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력, 창의역량에 대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를 수업의 목표 및 평가 목표로 설정하고자 함.
○ 본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평가 모델에서 ‘과정중심(Process-centered) 평가’ 해당하는 핵심
역량은 4C 역량(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력, 창의역량)임.
○ 우리나라 2015개정 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과
정중심 평가를 실제 고등학교 학교현장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증

(다) STEAM의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업—평가 연계 모형 탐색
○ 본 연구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를 위한 STEAM 수업–평가 연계를 통해 궁극적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3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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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 제고-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단순히
‘재미’로 해석하는 대신 내재적 동기의 향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내재적 동기는 좀 더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할 때 향상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모델에서는 STEAM 수업의 속성
이 지식 창출, 설계, 창조 수업 위계별로 좀 더 어렵고 그 복합도가 증가하므로 학생들의 내재
적 동기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한다.
②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 배양- 교과 내, 교과 간 융합을 통해 ‘교과’를 융합하여 지식 내
용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뿐 아니라, 본 연구가 제안하는 수업 평가 모델은 무엇을 어떻
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이며, 왜 그 해결책이 최선인가에 대한 논
리를 제공하게 하여 현대 과학 기술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면적, 다각적 고찰이 가능한 융
합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실생활 문제해결력 배양- 지금까지 실생활 문제해결력은 교과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를 일컫는
경우가 많았다(예 꽉 닫힌 뚜껑을 뜨거운 물에 갖다 대어 연다) 본 연구의 STEAM 유형에서는
개념 적용을 넘어서 다양한 해결책을 비교하거나 설계하고 산출물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한 다양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 이러한 ‘STEAM 수업—평가 연계 모형’의 특성 탐색과 현장사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 STEAM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고, ② 과정평가(process-centered)와 결과
평가(products-centered assessment)가 동시에 가능하며, ③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STEAM
주제와

수업

유형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중심

모듈형

평가

모델,

즉

“Process-Products Combined Module-type (P2CM) STEAM Assessment Model(이하 P2CM
STEAM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2) <P2CM STEAM 평가 모델> 개발: ‘핵심역량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와 ‘STEAM 수업유
형에 대한 결과중심 평가’를 결합한 모듈 기반 STEAM 수업—평가 연계 모형 개발
○ 한국형 모듈 기반 STEAM 과정평가 모델 도출: 사례 및 문헌 분석, 현장 연구 등을 바탕
으로 한 현장 밀착형 평가 모델을 초기 모델로 제안, 본 연구를 통해 교실에 직접 적용하
여 정교화 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하여 수정 모델을 제시하여 한국형 STEAM 모듈 기반
과정평가 모델을 도출함.
○ 증거기반 평가 모델(evidence-centered assessment model) 도출: 기존의 STEAM 평가는 유
형 중심, 사례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평가 모델로서 원리와 과정, 목적 등의 기술이 결
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이런 경우 동일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려우며 다른
STEAM 수업으로 전이와 수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평가 모델의 원리와 전개
과정을 설명하여, 평가의 목적과 흐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모형, 즉 증거기반 평가 모
델(evidence-centered assessment model)이 절실히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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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중심 모듈형 평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STEAM 수업에 대한 과정중심평가’와 ‘핵심역량에 대
한

결과중심

평가’를

결합한

모듈

기반

STEAM

수업—평가

연계

모형,

즉

<Process-Products Combined Module(이하 P2CM) STEAM 수업—평가 연계 모형, 이하
P2CM STEAM 수업—평가 연계 모형>이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할 <P2CM STEAM 평가 모델>은 역량중심 모듈형(module-type) 평가 모
델로, (1) STEAM 교수학습(수업) 속성의 복합도 증가와 (2) 역량 발달수준을 기본 원리로
채택하여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려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P2CM STEAM 평
가 모델>을 구성하는 세 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그림 3] P2CM STEAM 평가 모델의 구조

(가) 과정평가지표(X축): STEAM의 4C 역량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P2CM STEAM 평가 모델>의 첫 번째 축은 STEAM을 통해 중점적
으로 길러줄 수 있는 그리고 길러주어야 할 4C (Creativity,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Critical thinking, & Communication) 핵심역량이다. 이러한 4C 핵심역량은 ①창의역량, ②
협력역량, ③비판적사고역량 그리고 ④의사소통역량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
의 역량의 특성과 발달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 결과평가지표(Y축): STEAM의 3가지 수업 유형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P2CM STEAM 평가 모델>의 두 번째 축은 STEAM 수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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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종류와 위계를 나타낸다.
○ <P2CM STEAM 평가 모델>의 Y축에 해당하는 STEAM 수업 유형은 지식 창출, 설계 기반,
창조 기반의 3가지 수업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식 창출 → 설계 기반 → 창
조 기반으로 갈수록 다루어야 하는 STEAM 수업의 융합 복합도(convergence complexity)
는 증가한다.

[그림 4] STEAM 결과평가 지표의 특성 및 STEAM 융합 복합도
○ 본 연구의 STEAM 수업의 융합 복합도(convergence complexity)는 ①문제의 불확실성
(problem uncertainty), ②기술적 난이도(technical difficulty), ③실용적 유용성(practical
usability)에 따라 결정되며, 이들 3가지 속성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STEAM 수업의 융합 복
합도가 증가하는 고난도의 어려운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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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TEAM 수업의 융합 복합도
STEAM 수업의 융합 복합도(convergence complexity)
• 문제 불확실성은 문제 정의의 개방성, 해결 방법의 다양성, 해결책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based on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n the problem vector)에 따라 결정됨.
① 문제의 불확실성
• 문제 불확실성에 따라 문제 유형을 Well-structured 와
(problem uncertainty)
ill-structured로 분류함.
• 문제의 구조는 물론 목적도 다양해서 요구되는 인지적 역량과 수준
이 다양해짐.
•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의 어려움, 혹은 기술상의 방법론적 문제를 의
미함.
② 기술적 난이도
• 기술적 난이도는 어떤 문제 상황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한 개
(technical difficulty)
념적 이해, 실제 적용시 생기는 작동 문제에 대한 추론, 다양한 과
정에서 기술을 조합하여 배치하는 요소 등으로 구성됨.
• 문제해결을 위해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의 설계, 혹은 산출물의 디자
인과 생산이 요구되는 STEAM 모형에서 디자인이나 산출물이 실제
③ 실용적 유용성
문제해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보는 척도를
(practical usability)
가리킴.
• 실용적 유용도는 적합도, 정확도, 용이성 등으로 구성됨.
○ 예컨대 설계 기반 모형은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를 추가하고, 창조 기반인 경우 설계와 요
구되는 지식에다가 초기 아이디어에서 문제를 구조화･구체화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로 요
구되므로 좀 더 어려운 융합 수업 유형임을 알 수 있다.
○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STEAM 수업 유형을 STEAM 수업의 융합 복합도와 STEAM 수업에
서 요구되는 결과물(learning outcome)의 속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① 지식창출, ② 설계기
반, ③ 창조기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STEAM 수업유형은 지
식 창출과 설계 기반을 혼합하거나, 지식창출+설계 기반+창조 기반을 모두 혼합하는 형식
등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 18 -

[그림 5] STEAM 수업의 융합 복합도(convergence complexity)에 따른 해결해야
할 문제유형의 특성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P2CM STEAM 평가 모델>의 Y축인 STEAM의 3가지 수업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 19 -

<표 6> 수업결과를 중심으로 구분한 STEAM의 3가지 수업 유형

① 지식 창출

② 설계 기반

③ 창조 기반

수업결과(products)를 중심으로 구분한 STEAM의 3가지 수업 유형
• STEAM 수업에서 지식의 이해를 물어보는 단답형, 정답형 문제를 해결하는 경
우는 많지 않지만, 지식창출 모형인 경우 개념의 이해와 적용을 바탕으로 풀이
과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더라도, 문제 자체를 해석하거나 해결책의 개방성은
비교적 낮음.
• 문제의 정의와 해결책이 개념의 이해와 적용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개념을 적
용한 기술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적 이해도도 비교적 낮고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의 설계, 혹은 산출물의 디자인과 생산이 요구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용
적 유용도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게 됨.
• 따라서 지식창출 모형에서는 비교적 초기 발달수준의 역량인 인지창의역량, 이
해의 공유와 전달, 데이터 추론, 의견 말하기와 전달 등이 요구됨.
• 기술이나 공학을 베이스로 하는 STEAM 설계 모형에서 문제 불확실성은 증가
하여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구조화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해결책
이 구성되어 논의, 합의, 조정, 평가 과정을 거쳐 해결책이 생성됨.
• 어떤 문제 상황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 실제 적용시 생기
는 작동 문제 및 다양한 과정에서 기술을 조합 배치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올라
감.
•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실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거나 프로토타입의 제작이 필
요할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 작동 문제에 대한 추
론 및 기술 조합 등이 요구되며 설계 디자인이나 프로토타입이 문제해결에 적절
하고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요구하는 실용적 유용도 또한 요구됨.
• 의견을 선택하고, 모델을 설계하며, 문제해결의 전반을 다 같이 해결하기에는 복
합도가 높고 과정을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과정 창의력, 역할에 대한
이해와 활발한 의사소통 역량 등을 통한 조율이 요구됨.
• 창조기반 STEAM 모형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보다, 현실 세계에 있는
문제를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해결하는 상황이므로 문제의 개방성, 해결 방법과
해결책의 다양성이 매우 높음.
• 새로운 산출물의 제작 또는 합성 및 산출물을 설계, 개발해야 하므로 기술적 난
이도가 높고, 산출물이 문제해결을 위해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적합도, 정확도,
용이성이 요구됨.
•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며, 산출물 창의역량, 제품의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루프적 사고와 일관된 아이디어의 조합 및
모니터링, 그리고 제품의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의 다양한 생산적 비판
역량이 요구됨.

(다) 역량발달수준(Z축): 역량발달과정 및 수업결과의 수준을 결합한 평가 기준(Assessment
Standards)
○

<P2CM

STEAM

평가

모델>의

세

번째

축은

수업과정과

수업결과를

결합한

(Process-Product Combined) 학습발달(Learning Progression) 수준인 평가기준(Assessment
Standards)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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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을 이루는 각 역량의 발달은 3개 수준으로 나누고, Y축을 이루는 STEAM 수업유형에
서 추구하는 결과(products)도 3수준(지식창출, 설계 기반, 창조 기반)으로 나눈다([그림 6]
참조).

[그림 6] 역량 수준 평가에 활용되는 모듈별 평가기준

(라)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평가 모듈 예시
○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P2CM STEAM 평가 모델>은 과정평가
(process-centered)에 해당하는 4C 역량과 결과평가(product-centered assessment)에 해당
하는 STEAM 수업 유형을 결함하여, 이러한 STEAM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의 학습발달과
정(Learning Progression)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assessment standards)을 담은 평가모
듈들로 구성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다.

- 21 -

[그림 7] 전체 모듈별 역량수준
○ 앞서 제시한 것처럼 <P2CM STEAM 평가 모델>에서 수업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4C 역
량(과정)은 물론 STEAM 수업(결과)도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할 수 있다. 실제로 과정—결
과 평가지표를 조합하여 활용 가능한 평가 모듈의 사례를 예시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과정—결과 평가지표를 조합하여 활용 가능한 평가 모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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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효과성 분석 및 수정･보완
○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효과성 분석 실시: 사회연결망 분석과 actor network이용한
참여 패턴 조사(상호작용)를 통해 모형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과 분석･해
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P2CM STEAM 평가 모델>을 적용한 STEAM 수업에서 발생하는 담화분석을 통해 모형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 모형을 적용하고 체험한 학교현장의 STEAM 수업 사례분석, 참여자(교사, 학생 등)를 대상
으로 심층면담 등을 통해 <P2CM STEAM 평가 모델> 적용시의 어려움, 개선방안 등을 조
사하고자 한다.
○ <P2CM STEAM 평가 모델>의 적용 효과성에 대한 질적, 양적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모형
을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4) <P2CM STEAM 평가 모델>에 따른 수업–평가-피드백 유형별 예시 개발
○ 본 연구의 STEAM 수업 유형이 지식 → 설계 → 창조라는 결과물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그 도전수준과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각 모형의 수업과정에
서 요구되는 역량의 발달 단계 또한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조 기반 STEAM
설계 기반 STEAM
산출물 창의역량

지식 창출 STEAM
4C 역량

과정 창의역량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창의역량

인지창의역량

역할분담 역량

시스템 기반 사고

협력 역량

이해공유 역량

모델 기반 추론

생산적 비판

비판적 사고 역량

데이터 추론 역량

의견 선택 및 표현

의사소통 역량

의견 말하기와 전달

○ 이러한 STEAM 수업 복합도와 교수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역량을 결합한 다양한 STEAM
수업 유형별, 성과 유형별로 수업—평가—피드백 예시를 개발하고자 한다.
○ 예컨대 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 STEAM 수업 유형별로 해당되는 과정평가 모델을 제시
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피드백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예시자료에는 자기참조, 목
표지향, 비계설정, 동기유발 피드백 예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5) <P2CM STEAM 평가 모델>에 따른 평가 매뉴얼 개발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P2CM STEAM 평가 모델>은 수업의 과정과 수업
의 성과를 결합한 평가 모델이다. 즉, ‘STEAM 수업에 대한 과정중심평가’와 ‘핵심역
량에 대한 결과중심 평가’를 결합한 모형으로, 역량별 학습발달과정을 참고하여 다양한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 학습유형별 모듈형 평가를 가능케 한다.
○ <P2CM STEAM 평가 모델>의 경우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STEAM 수업 수행 과정에서
의 진술, 관찰, 면담 등의 평가결과가 동기 유발, 비계(scaffolding) 설정, 피드백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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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학습의 기반이 되는 역동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 <P2CM STEAM 평가 모델>의 경우, 수업 전 진단 평가와 과정평가의 피드백이 연계되어
개인 평가와 모둠 평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평가 설계가 가능하다. 요컨대 <P2CM
STEAM 평가 모델>은 수업설계와 실행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평가 도구로 활용할 수 있
다.
○ 이러한 <P2CM STEAM 평가 모델>의 장점을 살려서, 본 연구에서는 <P2CM STEAM 평가
모델> 활용을 위한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 이러한 평가 매뉴얼에는 수업설계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평가도구인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특징을 살려서 ① 평가를 염두에 둔 STEAM 수업 계획, ② STEAM 수업–평가 연
계 방안, ③ 피드백 등과 같은 과정을 교사가 쉽게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팁
(tip)과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4.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
(1) 문헌 연구: 2015 교육과정과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교수학습 및 평가하
는 모형 탐색
○ 목적
(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협력형 미래 인재를 준비하는 ‘핵심역
량을 평가하는 모형’의 특성 도출
(나) STEAM의 교육목적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중심 평가와 수업—평가 연계 모형의 특
성 탐색
○추진방법과 전략
–STEAM 관련 국내외 교육과정 및 교육 동향 관련 연구물 검토 및 분석
–국내외 핵심역량 교육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물 및 2015개정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된 핵
심역량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
–국내외 STEAM 관련 수업—평가 연계 및 과정중심 평가와 관련된 연구물 분석

(2) 사례연구: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STEAM 수업—평가 사례 조사
○ 목적
(가) 학교현장의 STEAM 및 과학교육에서 교수학습과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
해 STEAM 수업—평가 연계 방안 도출
(나) 우리나라 2015개정 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학교현장 적용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핵심역량에 대한 수
업—과정 연계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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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과 전략
–2015개정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학생참여형 수업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를 구현하고 있
는 초중고 학교 사례 선정 및 수업관찰을 통한 사례 연구
–초중고에서 STEAM 선도사례 선정 및 STEAM 수업—평가 사례 수집과 분석
–학교급(초중고)별로 사례선정 및 교사 초점집단(FG) 구성 및 운영을 통해 STEAM 수업—평
가 연계 방안 및 지원방안 도출
(3) 개발연구: <P2CM STEAM 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 매뉴얼 개발
○ 목적
(가) ‘STEAM 수업에 대한 과정중심평가’와 ‘핵심역량에 대한 결과중심 평가’를 결합한
모듈 기반 STEAM 수업—평가 연계 모형 개발
(나) 역량중심 모듈형(module-type) 평가를 특징으로 하는 <P2CM STEAM 평가 모델>을 구
성하는 구인별 학습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듈형 평가 모델
개발
(다) STEAM 수업 유형(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별로 해당되는 과정평가 사례, 수업–평가피드백 유형별 예시 자료 등을 담은 평가 매뉴얼 개발
○추진방법과 전략
–한국형 STEAM 모듈 기반 과정평가 모델 도출: 사례 및 문헌 분석, 현장 연구 등을 바탕으
로 한 현장 밀착형 평가 모델을 초기 모델을 도출
–증거기반 평가 모델(evidence-centered assessment model) 도출: 평가의 목적과 흐름을 논
리적으로 제시하는 증거기반의 역량중심 모듈형 평가 모델 개발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현장 적용 및 현장적합성 평가를 통해 모형 정교화 및 수정
보완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현장 적용 사례분석 및 관계자 심층면담 등을 통해 평가 매
뉴얼의 세부 내용 및 수업–평가-피드백 유형별 예시 개발
(4) 질적연구: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효과성 분석
○ 목적
(가)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다양한 질적연구(심층면담, 수업관찰
등)를 통해 모형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나)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현장실효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모형 수정보완 및 모형
평가결과를 모형 활용 매뉴얼에 반영
○추진방법과 전략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효과성 분석 실시: 사회연결망 분석과 actor network이용한
참여 패턴 조사(상호작용)를 통해 모형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P2CM STEAM 평가 모델>을 적용한 STEAM 수업에서 발생하는 담화분석, 참여자(교사, 학
생 등) 심층면담 등을 통해 모형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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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협의회: <P2CM STEAM 평가 모델> 개발과 적용 및 평가 매뉴얼 개발 방안 도출
○ 목적
(가) 핵심역량을 교수학습하고 평가하기 위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
해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특성과 개발 방안 도출
(나) STEAM의 교육목적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중심 평가와 수업—평가 연계 방안 도출
○추진방법과 전략
–STEAM 교수학습 및 평가(예: 학생참여형 STEAM 수업과 과정중심 핵심역량 평가) 관련 연
구 경험을 지닌 연구(협력)진과 연구자문진을 구성･운영하여 <P2CM STEAM 평가 모델>에
구현해야 할 구성요소, 세부 특성 등을 도출
–전문가 협의회 및 초점집단 협의회를 통해 <P2CM STEAM 평가 모델>의 개선방안과 매뉴
얼에 담아야 할 내용 수렴

나. 연구의 추진체계

[그림 9] 연구 추진 체계

○ 연구진과 자문진으로 구성
– 연구(협력)진은 과학교육, 교육평가 및 교육공학 전문가 및 현장교사들로 구성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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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수학습 및 평가(예: 학생참여형 STEAM 수업과 과정중심 핵심역량 평가) 관련
연구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함.
– 자문진은 STEAM 교육 및 과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로 구성하되, 연구 추진 상황에 따라 자문진 탄력적으로 섭외함.
<표 7> 연구진과 자문진의 구성
구분

연구진

자문진

구성 방향
￮ STEAM(과학, 기술공학, 예술과 인문학 및 수학) 및 과학교육 분야의 전문가 포
함
￮ 현장 교육 경험이 풍부하며 연구력을 겸비한 박사급 초중등학교 교사 포함
￮ 과정평가 및 STEAM 수업–평가 연계 모형 개발과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교과
교육 전문가 포함
￮ 연구모형 개발, 통계분석, 프로그램 평가, STEAM 교수･학습 및 평가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교육평가 및 교육공학 전문가 포함
￮ STEAM 및 과학교육 분야, 과학기술 분야,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STEAM 수업–평가 연계 모형의 실효성 평가 및 현장적용 관련 자문을 제공할
초･중등 교사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
￮ 자문진의 의견은 연구진의 활동 시작, 중간, 최종 단계에 걸쳐 주기적으로 피드백
되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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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선행 연구 분석

1. STEAM의 4C 핵심역량
2. STEAM 수업 평가

1. STEAM의 4C 핵심역량
가. 창의역량

(1) S T EAM

분야의 창의역량의 특징

○ 창의역량이란 다양한 시대적, 문화적, 과업적 상황 속에서, 새롭고 유용한 창의적 산출물
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개인의 능력과 특성 및 그 산출과정과 환경이 통합되어, 개인과
집단과 조직의 다양한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는 핵심역량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 창의성 혹은 창의역량의 경우에도 영역 일반성과 더불어 최근에는 영역 특수성을 주장하
면서 분야별 창의역량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김혜순, 강
기숙, 2007; 한국교육개발원, 2012).
○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2012)에서 제안한 과학과 공학 및 예술(STEAM) 관점에서
의 창의역량의 정의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12)에서 제안한 STEAM 분야
의 창의역량은 현실적, 비현실적 사고들의 재구조화를 통해 이미 있는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소수의 몇몇 천재들이 지닌 역량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다양한 사고를 통해 만들어지고 발현되는 능
력이다(나종민, 1989). 인간의 사고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역량인 창의역량도 결국 인간의
사고력에서 출발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2012: 51)의 연구결과에서 출발하여, 창의역량(creative
competency)을 “다양한 시대적, 문화적, 과업적 상황 속에서, 새롭고 유용한 창의적 산출
물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개인의 능력과 특성 및 그 산출과정과 환경이 통합되어, 개인과
집단과 조직의 다양한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는 학제적 개념의 핵심역량”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STEAM 교수학습의 성과물을 가능케 하는 학생들의 창의역량
발달과정을 추적하려는 것이므로, 한국교육개발원(2012)의 창의역량 정의가 본 연구의 맥
락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 본 연구의 STEAM 관점에서의 창의역량 정의가 기존 창의성 혹은 창조성 개념과 차별화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창의역량은 STEAM 수업상황에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맥락에서, 창의역
량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과학적 창의성, 예술적 창의성 등)을 통합적으로 발휘한
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둘째, 본 연구의 STEAM 창의역량은 학제적 개념으로 기존 심리학 차원의 창의성뿐만 아니
라 과학, 예술, 공학, 산업 분야 등 여러 학문 분야로 확대된 포괄적, 통합적 개념이다. 창
의역량에 대해 학제적, 통합적 접근이 요청되는 이유는 “창의역량이 21세기와 미래사회
인간 삶의 주요 영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이면서 동시에 교육을 통해 창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창조성 등의 표현과 차별화하여 미래지향적 핵심역량, 즉 미래사
회와 삶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핵심역량 중 하나로 창의역량으로 표현하고, 미래학교
통합교육의 지향점으로 STEAM을 또 하나의 교육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육맥락에서 가장 필수적인 창의역량의 구성 차원을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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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수학습 과정에서 해당 창의역량을 발달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2) S T EAM

창의역량의 구성 차원

○ 창의성 혹은 창의역량에 대한 방대한 선행연구와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분야와 학자에 따라 창의역량은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는 창의역량이라는 개
념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이다(Davis, 1986; Urban & Jellen, 1995; 한국교
육개발원, 2012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STEAM 창의역량도 복합적이고 다면
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STEAM 창의역량의 구성 차원은 결국 STEAM 창의역량을 측정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2012)의 창의적 능력 측정 도구와 OECD(2017)에서 제안한 창
의력 발달수준을 종합하여 창의역량의 3가지 차원과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8> STEAM 창의역량의 구성 차원과 요소
차원

산출물 창의역량

과정 창의역량

인지 창의역량

구성요소
∙
∙
∙
∙
∙
∙
∙
∙
∙
∙
∙
∙

발명품(제품, 특허 등)
예술 작품(미술작품, 음악작품, 공연 등)
글(이야기, 시, 산문 등)
연구물(보고서, 리포트, 논문 등)
아이디어 등
개인 내 사고과정
개인 간 수행과정
유창성, ∙ 유연성(융통성, 애매함에 대한 참을성),
독창성(방향재설정, 재구성, 새로운 요소 첨가, 비관습성, 문제인식),
정교성, ∙ 구체성, ∙ 민감성, ∙ 통합성, ∙ 직관(통찰),
배경지식(학업성취, 상식 등), ∙ 지능(지각능력, 기억능력, 문제해결, 분석적)
심미성(매력도) 등등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2: 53)을 재구성한 것임.

① 창의역량을 구성하는 첫 번째 차원인 인지적 창의역량(이하 인지창의)은 창의적 사고와 문
제해결 등에 필요한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동기적 특성과 성향 등을 포괄한다. <표 8>에
서 볼 수 있듯이 인지창의의 구성요소로는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통합성 등이 포함된다.
② 창의역량을 구성하는 두 번째 차원인 과정 창의역량(이하 과정창의)은 다양한 시대적, 문
화적, 과업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산출물 등을 창조해내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
는 개인적, 집단적 사고과정과 수행과정을 포괄한다. 달리 말해서 개인내면 혹은 대인관
계 상황에서 창의역량이 발휘되는 수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이나 조직의 특성을 가리
킨다.
③ 창의역량을 구성하는 세 번째 차원인 산출물 창의역량(이하 산출물창의)은 인지창의와 과
정창의를 토대로 기획하거나 만들어낸 창의적 산출물을 포괄한다. 산출물창의는 인지창의
와 과정창의의 토대 위에 기존 것을 재구조화하거나 잠재성을 발견하여 새로운 것을 만
들어내는 역량을 포괄한다. 창의역량은

STEAM 창의역량이 “STEAM 상황 속에서,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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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용한 창의적 산출물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개인의 능력과 특성”으로 정의되므로,
산출물창의는 발명품(제품, 특허 등), 미술이나 음악 작품, 글, 연구물(보고서, 리포트, 논
문 등), 아이디어와 통찰 등으로 구현된다.
○ 본 연구에서는 창의역량을 크게 인지창의, 과정창의, 산출물창의로 나누고, 수업유형 중
지식창출 STEAM은 인지창의를, 설계기반 STEAM은 인지창의와 과정창의를, 그리고 창조
기반 STEAM은 여기에다 산출물창의를 추가로, 누적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설정하였다(<표
9> 참고).
<표 9> STEAM 수업의 융합복합도 증가에 따라 누적되는 창의역량의 차원들
역량발달수준
(Learning
Progressions)
3

창조 기반

인지창의역량

과정창의역량

2

설계 기반

인지창의역량

과정창의역량

1

지식 창출

인지창의역량

STEAM
수업유형

창의역량
산출물 창의역량

○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의 기본이 되는 인지창의를 기본 단계인 지식 창출
STEAM에 필요한 역량으로 보고, STEAM의 융합복합도가 더 높은 모델인 설계기반
STEAM에서는 인지역량에 추가하여 ‘창의적으로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창의’가 필요할
것으로 설정하였다. STEAM 수업 융합복합도가 가장 높은 창조기반 STEAM에서는 인지창
의, 과정창의에 추가하여 산출물창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 S T EAM

창의역량의 발달수준

○ 본 연구에서는 창의역량을 창의적 설계와 산출물 생산의 과정과 환경에서 필요한 정의적,
행동적 요인을 STEAM 수업유형(초점) 3가지(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기반)에 필요한 것
으로 규정하고, STEAM 수업유형 3가지와 창의역량의 3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창의역량의
발달수준(Creativity competency progressions levels)을 규명하고자 한다.
○ 창의역량 발달수준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2012)의 창의적 능력 측정 도구와 OECD(2017)
에서 제안한 창의력 발달수준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10> 창의역량의 3가지 차원별 학습발달수준
4C 역량

창의역량

수업･평가 모듈별
창의역량

1수준

2수준

3수준

산출물창의역량

독창적 디자인

작동하는 디자인

공감 디자인

과정창의역량

과정 고안

과정 수정

과정 평가

인지창의역량

문제 이해

연관개념
생각해내기

문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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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의 인지창의역량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제 상황에
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인지적 능력으로 설명한 것이다(하주
현･이병임･류형선, 2011). 이러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3수준으로 구분되며, 1수준은 주어
진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2수준은 문제와 연관된 개념을 생각해내는 능력, 3수준은 응용
된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창의역량 중 인지창의역량의 발달수준
역량발달수준

인지창의 역량

3수준

문제 만들기

개념적으로 응용된 문제를 만들 수 있다(지식 창출), 새로운 문제를
찾을 수 있다(설계 기반), 실생활에서 응용된 새로운 문제를 창조할
수 있다(창조기반)

2수준

연관 개념
생각해내기

문제와 연관된 개념을 생각해내는 능력

1수준

문제 이해

주이진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 과정창의역량은 계획의 설계와 수정 및 해결 방법 도출에 대한 개인적 내현 과정과 행동
으로 해석되었는데 과정적인 측면에서 창의성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에 대한 연구는 그
난이도로 인해 연구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박상범･박병기, 2007; OECD
2017)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동성, 집중성, 인내성을 개인 내현 과정으로, 설계 기반
STEAM에서 설계 과정의 고안, 수정, 평가에서의 창의성을 행동으로 해석하여 창의역량의
수준을 구성한다(박상범･박병기, 2007; OECD 2017).
<표 12> 창의역량 중 과정창의역량의 발달수준
역량발달수준

과정창의 역량

3수준

과정 평가

결과를 평가하여 과정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2수준

과정 수정

과정을 분석하고 바꾸어야 할 부분을 새 아이디어로 대체한다(changes
when necessary).

1수준

과정 고안

아이디어의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조합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일의 과정
을 고안한다. 상반되는 견해에서 고려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 산출물창의역량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STEAM에서 산출물은 과학, 기술적인 창의성과 예
술적인 창의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아 창의성의 차원에 공감을 추가하고자 한다.
Simonton(2004)은 과학적 창의성을 예술적 창의성과 비교하여 예술적 창의성은 일반적 사
람들에 의한 공감이 중요하지만, 과학에서 창의성은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아이디어라고
구별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1수준에서는 고유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독창적인 새로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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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2수준을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능을
식별하고 작동 원리에 의해 실제 유용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음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려
고 한다. 3수준에서는 과학적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심미
적인 창의성을 추가하여 제품을 평가하고 수정하여, 공감되는 디자인으로 향상시킬 수 있
는 역량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표 13> 창의역량 중 산출물창의역량의 발달수준
역량발달수준

산출물창의 역량

3수준

공감
디자인

제품에 대한 의견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공감되는 디자인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미적 호소력, 의미의
표현, 디자인 요구 반영)

2수준

작동하는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과학적 작동
원리를 반영하며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정교, 구체, 유용, 과학
성)

1수준

독창적
디자인

특정한 과학, 기술 아이디어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창의역량의 3가지 차원에 대한 학습발달수준은 선행연구로부터 이론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증거에 기초하여 역량발달수준을 도출
하고 정교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

나. 비판적사고 역량

(1) S T EAM

분야의 비판적 사고 역량의 특징

○ 비판적 사고 역량이란 문제해결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나 정보의 정확성이나 타당성을 논
리적으로 판단하여 분석ㆍ평가ㆍ분류하며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인과 관계를 밝히는 추
론 역량을 의미하며, OECD에서는 미래의 고소득 직업군의 고용주들이 고용인에게 가장
요구하는 상위 5개(top 5)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역량을 뽑았다.
○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학자들은 아이디어를 생성하
는 사고를 협의의 창의적 사고, 생산적 사고 또는 발산적 사고라 부르고, 아이디어를 다
듬고 선택하는 사고를 비판적ㆍ논리적 사고라고 부른다. 비판적 사고력은 여러 가지 가능
한 주장 또는 사고들 중에서 보다 나은, 보다 합리적인, 보다 논리적인 추리에 의해 하나
의 주장 또는 사고로 수렴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우정, 강순희, 2014)

(2) S T EAM

비판적사고 역량의 구성 차원

○ 본 연구에서는 OECD(2016)의 미래역량 보고서의 비판적 사고를 참고하여 비판적 사고 역
량을 데이터기반 추론 역량, 모델기반 추론 역량, 시스템사고 역량과 같은 발달과정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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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비판적 사고 역량이 의미의 이해와 문맥상 필요한 내용 연결, 상황에 대한 예
측, 명제로부터의 결론 이끌어내기, 문맥적 적합도에 대한 이해 등 주로 문헌 정보에 대
한 비판적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공학, 컴퓨터 기
반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비판적 사고인 데이터 패턴의 이해, 모델 기반 추론, 시스템 기
반 추론 등을 반영하였다(Hammer & Green, 2011; Richmond, 1993)
○ 비판적 사고역량을 구성하는 첫 번째 차원인 데이터기반 추론 역량은 데이터의 패턴이나
경향을 찾아 인과를 설명하는 역량으로 분석적 사고를 포함한다(Paul & Elder, 2006).
○ 비판적 사고역량을 구성하는 두 번째 차원인 모델 기반 추론 역량은 자연 현상의 원리
및 원인을 글, 그림, 수식이나 도표로 표현하는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맞물린 형태로 이루어진다(Aheren et al., 2012; Hammer & Green,2011; Paul& Elder,
2006; Schwarz et al., 2009; 이신영 외, 2012).
○ 비판적 사고역량을 구성하는 세 번째 차원인 시스템 사고 역량은 복잡한 계의 현상과 속
성을 시스템 요소들 간의 연결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비
판적 사고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직관력과 논리력, 창의력 모두를 필요로 한다(Gunckel
et al., 2012; Jin& Anderson, 2012; Mohan & Anderson, 2009; 맹승호 외, 2014).
○ 가장 기본적인 지식 창출 모형에는 데이터기반 추론 역량이 요구되고, 설계 기반 모형에
는 데이터기반 추론 역량과 더불어 모델기반 추론 역량의 발달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유형
인 창조 기반 모형에는 데이터, 모델 기반 및 시스템 사고 역량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표 14> STEAM 수업의 융합복합도 증가에 따라 누적되는 비판적 사고 역량의 차원들
역량발달수준
(Learning
Progressions)

STEAM
수업유형

3

창조 기반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

모델 기반 추론
역량

2

설계 기반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

모델 기반 추론
역량

1

지식 창출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

(3) S T EAM

비판적 사고 역량
시스템 사고
역량

비판적사고 역량의 발달 수준

○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구성하는 데이터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추론과 시스
템적 사고를 STEAM 수업 유형(초점) 3가지(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기반)에 필요한 것으
로 규정하고, STEAM 수업 유형 3가지와 비판적 사고 역량의 3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비
판적 사고 역량의 발달 수준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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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비판적 사고 역량의 3가지 차원별 학습발달수준
수업･평가 모듈별
창의역량

1수준

2수준

3수준

시스템 사고 역량

구조 이해

작동원리
시뮬레이션

시스템 평가

모델 기반 추론 역량

현상 표현

방법 구현

설명 구현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

자료 찾기

패턴 분석

결론 도출

4C 역량

비판적
사고역량

○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은 가장 낮은 차원의 비판적 사고 역량으로, 역량발달수준은 3수준
으로 구분된다. 1수준은 관련된 자료 찾기, 2수준은 자료의 해석과 분석으로 의미 있는
패턴이나 경향 찾기, 3수준은 증거에 의한 결론 도출로 이루어진다.
<표 16> 비판적 사고 역량 중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의 발달수준
역량발달수준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

3

결론 도출

증거에 의한 결론 도출

2

패턴 분석

자료의 해석과 분석으로 의미 있는 패턴이나 경향 찾기

1

자료 찾기

관련된 자료 찾기

○ 모델 기반 추론 역량의 발달 수준의 경우 관찰된 현상이나 예상되는 현상을 표현하는 1
수준, 현상의 이유나 방법을 설명하는 모델 만들기의 2수준, 모델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
한 고안을 시험하고 효과를 비교하기의 3수준으로 나누었다.
○ 모델 기반 추론 역량에 대한 학습 발달과정은 NGSS의 모델링 발달과정을 기본으로
Schwartz et al. (2009)에서 제안한 모델링에 대한 학습발달 과정을 참고하였다.
○ 데이터 기반 및 모델 기반 추론 역량의 유형 및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이신영 등(2012)
의 심장 내 혈액 흐름에 대한 데이터 기반 및 모델 기반 추론에 대한 유형 및 발달 과정
탐색 등 학습발달과정에 관한 관련 국내 연구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 특히 이신영 등
(2012)의 연구 중 비판적 검토 부분은 모델 기반 추론 역량의 단계에 대한 예를 잘 설명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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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비판적 사고 역량 중 모델 기반 추론 역량의 발달수준
역량발달수준

모델 기반 추론 역량

3

설명 구현

모델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고안을 시험하고 효과를 비교하기

2

방법 구현

현상의 이유나 방법을 설명하는 모델 만들기

1

현상 표현

관찰된 현상이나 예상되는 현상을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하기

○ 시스템 사고 역량은 산출물의 다양한 피드백 루프 구조 파악하기(1수준), 작동 원리 시뮬
레이션하기(2수준), 계나 과정을 표현하는 시스템의 정확성과 한계 발견하기(3수준)로 발
달수준을 나누었다.
○ 시스템 사고 역량의 발달 단계는 NGSS의 시스템과 시스템 모델(systems & system
models)에서 제시하는 중등과 고등학교에 도달할 때까지 발달시켜야 할 시스템에 대한 발
달 단계(NGSS, 2013; NSTA, 2013)를 바탕으로, 지구 시스템, 생태계 등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학습발달과정을 연구해온 미시간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Gunckel et al., 2012; Jin&
Anderson, 2012; Mohan & Anderson, 2009)와 국내에서 천문 시스템에 대한 학생의 학습
발달과정을 다룬 연구(맹승호 외, 2014) 등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 시스템 사고 역량의 발달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범위를

복잡계(complex system)의 범위로

확장해 보고 현대 과학, 공학에서 자연계, 혹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의 범위와 작
동원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정확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을 역량 발달에
반영하였다. 이는 NGSS의 수학과 컴퓨터 사고력 활용하기(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Thinking)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활동 등 시
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모델링 사고의 바탕위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
스템 사고로 발달하는 것으로 발달 과정을 디자인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NGSS, 2013).
<표 18> 비판적 사고 역량 중 시스템 사고 역량의 발달수준
역량발달수준

시스템 사고 역량

3

시스템 평가

계나 과정을 표현하는 시스템 모델의 정확성과 한계 발견하기

2

작동원리
시뮬레이션

산출물의 작동 원리를 시뮬레이션 하기

1

구조 이해

산출물의 다양한 피드백 루프 구조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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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1) S T EAM

분야의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의 특징

○ 협력적 문제해결력(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competency)이란 협력적 문제해결력은
둘 이상의 주체가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이해와 노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지식, 기능, 노력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다(OECD, 2017: 134). PISA의 협력적 문제해결역량 평가에서는 컴퓨터
상의 가상 팀원과 대화창을 통해 의사소통하면서 팀에게 주어진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평가한다.
○ OECD/PISA 평가에서 미래사회의 중요한 소양으로 간주하는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틀은
<표 19>와 같다(OECD, 2012). OECD/PISA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틀은 두 개 축으로 구
성된다. 세로축((A)~(D))은 PISA 2012 문제해결력 평가에서 사용되었던 개인적인 문제해결
과정 4단계를 나타낸다. 가로축((1) ～(3))은 협력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세 가지 역량으로,
공유된 이해의 수립과 유지,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기, 팀을 조직하고 유지하
기로 3개로 범주화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PISA 2015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틀은 이들
두 가지 차원이 교차하여 12가지 하위요소로 세분되며, 문제해결 능력이 협력 과정을 통
해 발현되는 2차원 평가틀이다(OECD, 2012, 조지민 외, 2012b: 7에서 재인용).
<표 19> PISA 2015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틀
(1) 공유된 이해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2)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기

(3) 팀을 조직하고
유지하기

(A)
탐색과 이해

(A1) 팀원들의 관점과 능력
발견하기

(A2) 목표와 함께 문제해결
력 위해 상호작용의 유
형 찾기

(A3)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
이해하기

(B)
표현과
형식화

(B1) 공유된 표시 만들기 및
문제의 의미 협상하기
(공통 기반)

(B2) 완성되어야 할 과제 확
인하기 및 설명하기

(B3) 역할과 팀 조직 설명하
기(소통 규약과 참여 규
칙)

(C)
계획 수립과
실행

(C1) 행동에 대해 팀원과 소
통하기

(C2) 계획 실행하기

(C3) 참여 규칙 따르기(예,
다른 팀원의 과제 수행
독려하기)

(D)
모니터링과
반성

(D1) 공유된 이해 점검 및 고
치기

(D2) 행동 결과 점검 및 문제
해결 성과 평가하기

(D3) 점검, 피드백 제공, 그
리고 팀 조직 및 역할
적응하기

구 분

○ 본 연구에서는 PISA 2015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틀(framework)을 참고하여 협력 역량
을 이해공유, 역할분담, 협력적 모니터링으로 학습발달과정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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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의 구성 차원

(2) S T EAM

○ Griffin(2014)은 협력적 문제해결역량의 학습발달단계(LP)의 한 차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였다.
<표 20> 협력적 문제해결역량의 학습발달단계(LP) 예시
6

공동 책임을 지고, 피드백을 종합하고 반영하며, 자신과 타인들의 수행을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맞추고 차이점을 해결함.

5

친숙함이나 외부지원과 무관하게 과제에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촉진함;
다른 사람의 관점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행에 대해 논평하며, 자신의 수행
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하고,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4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위해 의사소통을 조정하며, 다른 사람의 수행
을 인정하고 자신의 수행활동에 대해 논평함.

3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함; 다른 사람들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다
른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활동을 보고함.

2

과제가 친숙하거나 지원이 제공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함; 주요 사건이나
자원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함.

1

독립적으로 작업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인식함.

○ Griffin(2014)은 또한 협력적 문제해결역량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을 과제조정능력(자원 관
리, 정보 수집, 조직성, 융통성과 모호성, 문제 분석, 목표 설정)과 지식구성 능력(관계성,
원인과 결과, 가설에 대한 반성과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학습발달단계를
예시하였다.
○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을 크게 이해공유, 역할분담,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수업유형 중 지식창출 STEAM은 이
해공유를, 설계기반 STEAM은 이해공유와 역할분담을, 그리고 창조기반 STEAM은 여기에
다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을 추가로, 누적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설정하였다(<표 21> 참고).
<표 21> STEAM 수업의 융합복합도 증가에 따라 누적되는 창의역량의 차원들
역량발달수준
(Learning
Progressions)

STEAM
수업유형

3

창조 기반

이해공유 역량

역할분담 역량

2

설계 기반

이해공유 역량

역할분담 역량

1

지식 창출

이해공유 역량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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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 STEAM 수업유형 중 가장 기본적인 지식 창출 모형에는 이해공유 역량을 매치하였고, 설계
기반 모형에는 이해공유와 역할분담 역량을, 창조 기반 모형에는 이해공유, 역할분담, 협
력적 모니터링 역량이 모두 요구된다고 보았다.

(3) S T EAM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의 발달수준

○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즉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환경에서 필요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인을 STEAM 수업유형 3가지(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기반)에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STEAM 수업유형 3가지와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의 3가지 차원을 조합
하여 협력 문제해결역량의 발달수준을 규명하고자 한다.
○ OECD(2016)에서 제안한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의 발달수준을 종합하여 STEAM 협력적 문
제해결 역량의 발달수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22>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의 3가지 차원별 학습발달수준
4C 역량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수업･평가 모듈별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1수준

2수준

3수준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아이디어 모니터링

과정 모니터링

해결책 모니터링

역할분담 역량

역할 나누기

과정 속 역할분담
이해

협력 유형 파악

이해공유 역량

문제 이해

문제 공유

해결책 비교

○ 이해공유 역량은 협력적 문제해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으로 문제 이해와 공유, 문제
의 규칙과 표현 공유, 해결책 비교의 3수준에 걸쳐 발달한다고 보았다.
<표 23>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중 이해공유 역량의 발달수준
역량발달수준
3수준

해결책 비교

2수준

문제의 규칙과
표현 공유

1수준

문제 이해와
공유

이해공유 역량
제시된 해결책들의 이해 및 비교하기
문제의 의미를 협상하고 공유된 규칙과 표현 만들기
문제에 대한 이해를 다른 팀원과 나누기

○ 역할분담 역량은 문제해결을 위해 팀을 조직하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사회
적 역량으로 역할 나누기, 과정 속 역할분담의 이해, 협력 유형 파악 등의 수준으로 발달
이 진행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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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중 역할분담 역량의 발달수준
역량발달수준
협력 유형
3수준
파악
과정 속
2수준
역할분담 이해
1수준

역할 나누기

역할분담 역량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 파악과 참여 규칙 알고 따르기
분담 역할에 대한 팀원간 의사소통을 통한 수행 계획 수립 및 진행
완성할 과제를 구체화하여 역할 나누기

○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은 문제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및 수정 역량으로 아이디어 모니터링,
과정 모니터링, 해결책 모니터링의 3수준으로 나누었다.
○ 협력적 모니터링은 STEAM 분야의 특성이 요구하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이라고 할 수 있
다. STEAM 문제해결력은 수학, 과학 및 공학적 지식의 적용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한 후, 문제 상황의 요구와 제약점을 다양한 영역에서 고려한 후,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실행 후에 효과를 검증하려는 해결책 모니터
링 과정 또한 STEAM 분야 문제해결력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Fortus, et al., 2005;
Fralick, et al., 2009; Goonatilake, & Bachnak, 2012; Hynes, et al., 2011; Jarratt, et al.,
2011; Kelley, et al., 2010).
<표 25>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중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의 발달수준
역량발달수준
해결책
3수준
모니터링
2수준

과정 모니터링

1수준

아이디어
모니터링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문제해결 성과 평가
설계 및 제작에 대한 모니터 및 수정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정

○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분야와 단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로는 초･중등학교 학생의
STEAM 문제해결력 평가 도구 개발 연구(심재호 외, 2017)를 참고하여 PISA의 문제해결력
발달 단계 뿐만 아니라 STEAM 분야에 특화된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 이상과 같은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의 3가지 차원에 대한 학습발달수준은 선행연구로부터
이론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증거에 기
초하여 역량발달수준을 도출하고 정교화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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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소통역량

(1) S T EAM

분야의 의사소통역량의 특징

○ 의사소통역량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지식을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여 OECD의 기본 역량 중에서는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
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등이 의사소통역량과 관련이 있다.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호작용을 강조한 역량에서 자신의 의
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역량으로써 의사소통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K-CESA에 따르면 의사소통역량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지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으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토론, 조정의 여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는 메시지를 맥락화하는 능력과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를 효율적으로 정확하
게 전달하는 능력을 비롯하여 문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 주장
을 펼쳐 상대와 공유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진희, 김형규, 홍성연,
2014).

(2) S T EAM

의사소통역량의 구성 차원

○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역량을 의견말하기와 전달 역량,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 생산적
비판 소통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 의사소통역량을 구성하는 첫 번째 차원인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은 말이나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량을 의미한
다. 이는 읽기와 듣기,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한 역량으로 1차적 의미이해와 표현으로 해
석할 수 있다.
○ 의사소통역량을 구성하는 두 번째 차원인 의견 표현과 평가 역량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
소통에 적절한 수준ㆍ양식ㆍ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에 해당하며, 메시지를 맥락화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논리적이고 효과적으
로 전달하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의사소통역량을 구성하는 세 번째 차원인 생산적 비판과 소통 역량은 공동의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토론과 조정에 해당하며 의사소통역량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 가장 낮은 수준의 STEAM수업 모형인 지식 창출 모형에는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이, 2
수준의 설계 기반 모형에는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과 의견 표현과 평가 역량이 포함된
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STEAM 수업 모형인 창조 기반 모형에는 2수준에 포함된
역량들에 추가하여 생산적 비판과 소통 역량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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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STEAM 수업의 융합복합도 증가에 따라 누적되는 의사소통역량의 차원들
역량발달수준
(Learning
Progressions)

STEAM
수업유형

3

창조 기반

의견 말하기와 전달

의견 표현과 평가

2

설계 기반

의견 말하기와 전달

의견 표현과 평가

1

지식 창출

의견 말하기와 전달

(3) S T EAM

의사소통 역량
생산적 비판과 소통

의사소통역량의 발달 수준

○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역량, 즉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환경에서 필요한 인지적, 정
의적, 행동적 요인을 STEAM 수업유형(초점) 3가지(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기반)에 필요
한 것으로 규정하고, STEAM 수업유형 3가지와 의소소통역량의 3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의사소통역량의 발달수준을 규명하고자 한다.
<표 27> 의사소통역량의 3가지 차원별 학습발달수준
4C 역량

수업･평가 모듈별
창의역량

1수준

생산적 비판 소통
객관적 비판
역량
의견 표현 및 평가
의사소통 역량
자기 의견 정당화
역량
의견말하기와
근거 기반 의견
전달 역량

2수준

3수준

협상 및 조정

관련된 새로운 문제
생성

의견 평가 및 선택

의견 종합

타인 의견 재구성과
전달

다수 의견 요약과
핵심 전달

○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은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대며 말하는 ‘근거 기반 의견역량’
을 1수준으로, 자신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재구
성하여 정확히 전달하는 ‘타인 의견 재구성과 전달 역량’을 2수준으로, 토론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장과 근거에 기초하여 요약하고 핵심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다수
의견 요약과 핵심 전달 역량’을 3수준으로 구분하였다.

- 42 -

<표 28> 의사소통역량 중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의 발달 수준
역량발달수준
3

다수 의견 요약과
핵심 전달

2

타인 의견
재구성과 전달

1

근거 기반 의견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
토론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장과 근거에 기초하여 요약하고
핵심을 정리하여 전달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여 설명
하고 재구성하여 정확히 전달(rephrase)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대며 말하기

○ 의견 표현과 평가 역량은 1수준은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여 표현하는 ‘자
기 의견 정당화 역량’으로, 2수준은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 주장과 근거의 정당화를
비교하여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의견 평가 및 선택 역량’으로, 3수준은 의견들을
분류 종합하고 목표에 부합하도록 단계적,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의견 종합 역
량’으로 표현하였다.
<표 29> 의사소통역량 중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의 발달 수준
역량발달수준
3
2
1

의견 종합
의견 평가
및 선택
자기 의견
정당화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
의견들을 분류, 종합하여 목표에 부합하도록 단계적,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표현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 정당화를 비교하여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고 표현

○ 생산적 비판과 소통 역량은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 정당화를 근거로 비판하되 비난이나
판단하지 않기에 해당하는 ‘객관적 비판 역량’을 1수준으로, 견해 차이의 원인을 진단
분석하여 토론 협상 및 조정하기에 해당하는 ‘토론과 조정 역량’을 2수준으로, 생산적
문제해결 전략의 제시와 제시된 0논쟁으로부터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는 ‘전략 제시 및
의제 설정’의 3수준으로 나누어 발달수준을 표현하였다.
○ STEAM 분야에서 의사소통은 생산적 비판과 논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관련된
새로운 문제의 생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협력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비판 역량을 3단계에 넣어 STEAM 수업에서 지향하는 의사소통 역량
으로 구성하였다.
○ 학습발달과정 모델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과학 논의를 위한 학습발달과정 모델
(Osborne et al., 2016)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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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의사소통역량 중 생산적 비판 소통 역량의 발달 수준
역량발달수준

생산적 비판 소통 역량

3

전략 제시 및
의제 설정

생산적 문제해결 전략의 제시와 제시된 논쟁으로부터 새로운 의제 설정

2

토론과 조정

견해 차이의 원인을 진단 분석하여 토론 협상 및 조정

1

객관적 비판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 정당화를 근거로 비판하되 비난과 판단하지 않
기

2. STEAM 수업 평가
가. 국내의 연구

(1) S T EAM

수업과 연계된 학습 평가

○ 국내의 STEAM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STEAM의 역량 또는 하위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만
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STEAM 학습에 대한 평가 모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
히 STEAM 수업과 평가가 연계된 현장 기반의 연구는 극히 드물며, 일부 연구 등을 통해
STEAM 수업과 평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었다.
○ 박현주 외(2012)는 STEAM 수업 설계를 위한 준거 틀의 개발을 통해 교사들이 STEAM 수
업 자료를 개발하거나 선별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STEAM 준거의 틀에는 수업의 목표, 개념, 교육활동 준거(상황, 내용 융･통합, 창의적 설
계, 감성적 체험), 보상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STEAM 수업의 평가 준거로도 활용 가능하
다. 예를 들어 교육활동 준거의 창의적 설계 중 그 하위 요소인 협력 학습에 관한 준거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 학습을 하였는가?’의 평가 문구로 변환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 문구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평가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드러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김성원(2012)은 STEAM의 구성요소를 통합 개념, 통합 역량, 인성 및 미적감성으로 규정하
고 이에 따른 STEAM 학습 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통합 개념에는 현상과 사물의 규칙
성, 원인과 결과, 비율과 척도, 시스템과 조화, 순환과 보존, 구조와 기능, 그리고 안정성
과 변화의 개념이 포함된다. 통합 역량에는 창의적 설계, 모델 개발 및 활용, 시연과 시각
화, 패턴 인식 및 패턴 형성, 정보 관리, 증거기반 논증 활용,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 포
함된다. 마지막으로 인성과 미적감성에는 예술적 감성, 성공적 감성, 글로벌 시민의식, 생
태학적 세계관, 사회적 책임감, 공감과 배려, 그리고 협동심이 포함된다.
○ 이와 같은 요소들은 수업의 목표 및 평가 목표로 추출되고, 그 결과 각 요소들이 포함된

- 44 -

평가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스피커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만의 스피커를
제작할 수 있다.’의 수업 목표를 가진 수업에서 학습 평가를 위해 추출할 수 있는 요소
와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31> 요소에 따른 평가 모델 사례(김성원, 2012)
구성요소

주요소

통합개념

구조와 기능

통합역량

인성 및
미적감성

시연 및
시각화

예술적 감성

하위요소

평가목표
스피커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할 수 있
다.

산출물 제작
능력, 시연
능력
미에 대한
가치, 예술적
공감

설계에 따라 스피커를 제작하여 소리
를 낼 수 있다.
동료의 작품의 미적 가치를 공감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평가 모델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 모델과 유사하게 STEAM의 구성요소
에 따라 평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 목표는 추상적
이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진
술 문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김성원(2012)은 수업 규모와 단위에 따른 수업활동 및 평가 방법을 [그림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수업의 유형을 크게 교과내 수업, 교과연계 수업 그리고 창체 활용 수업으로
구분으로 다학문적 융합, 간학문적 융합, 탈학문적 융합에 따른 수업의 유형을 구분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STEAM 수업은 지식기반 평가, 산출물 평가, 보고서 평가, 관찰평가,
동료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평가 요소 중 예술
적 감성은 동료평가에 의해, 시연 및 시각화와 구조와 기능의 요소는 산출물 평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P2CM STEAM 평가 모델>이 구현되기 위
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사에 의한 관찰평가, 그리고 산출물 평가 등
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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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수업 규모와 단위 따른 수업활동 및 평가 방법(김성원, 2012)

(2) S T EAM

수업에서의 자기 평가

○ 특히 자기 평가는 반성적 실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지속적, 순환적인 학습
과정으로 볼 수 있다(김현미, 강인애, 2015). 학생들은 전문가적인 태도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실천을 함으로써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발상 등의 고등
사고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STEAM에서 추구하는 4C 역량 및
STEAM의 목적과도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김현미와 강인애(2015)는 ‘STEAM 수업에 있어서 자기평가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인으로 원인으로는 ① 대부분의 자기평가활동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고 주로 단순
한 체크리스트 형식이라는 점과, ② 자기평가활동에 대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하기 어렵다는 점, ③ 대부분 학습자가 실시한 자기평가의 경우 평가의 결과에 대한 신
뢰도가 낮다는 점 등의 세 가지 원인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의 근본 원인과
이에 따른 교육적 개입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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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STEAM 수업의 자기평가활동 문제점의 근본원인 및 교육적 개입 요소
(김현미, 강인애, 2015)
문제점의 원인
STEAM 수업 특징을 자기평가활동
반영 못함

⇨

자기평가활동 결과 활용방안이 부족함

⇨

평가에 대한 도덕적 태도 형성 기회가
부족함
학습자 자신의 학습과정 반성 기회가
부족함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 하지 못하는
단순점검활동임
수업 마지막에 1회 제공되는
자기평가가 대부분임
수업 목표와 상관없는 내용 평가로
학습자 무관심

⇨
⇨

교육적 개입 요소
프로젝트 학습의 구성요소를 평가
요소로 반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걸친 폭넓은
활용방안 마련
평가 활동에 대한 도덕적 태도 형성
필요
다양한 관점의 자기반성 기회 마련

⇨

시각화 요소 가미, 성취목표를
학습자가 설정
학습의 일부로 실시되는 지속적 자기
성찰활동 필요

⇨

학습자 수업 목표에 대한 인식 강화

⇨

○ 또한 김현미와 강인애(2015)는 STEAM 수업에 있어서 자기평가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자기평가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표 33>, [그림 11] 참고).

<표 33> STEAM 수업의 자기평가활동 기본요소에 따른 자기평가활동(김현미, 강인애, 2015)
자기평가활동 기본요소

자기평가활동

도덕적 태도형성

⇨

자기평가활동 ① : 학습계약서

학습목표와 평가내용의 일치

⇨

자기평가활동 ② : 개별 학습목표

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의 일치

⇨

자기평가활동 ③ : 마인드맵

실제 적용에 대한 평가

⇨

자기평가활동 ④ : 액션플랜

정의적 요소 포함

⇨

자기평가활동 ⑤ : 수업 참여도

지속적 자기성찰활동

⇨

자기평가활동 ⑥ : 성찰일지

수업 목표와 상관없는 내용 평가로
학습자 무관심

⇨

학습자 수업 목표에 대한 인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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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자기평가활동 모습과 활용사례(김현미, 강인애, 2015)

(3)

S TEAM

수업에서의 동료 평가

○ 옥미례(2016)의 연구에 의하면, STEAM 디자인교육은 디자인 문제의 발견, 디자인 아이디
어의 창출, 프로토타입의 제작, 디자인 평가 등의 프로세스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동료
평가는 각 프로세스의 단계 및 산출물에 대한 피드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STEAM 디자
인교육에서의 동료평가 지도 원리는 다음과 같다.

<표 34> STEAM 디자인교육에서의 동료평가 지도원리(옥미례, 2016)
지도원리

설명

1.준비성

사전에 충분한 STEAM 디자인 과제 동료평가 연습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2.실제성

다양한 교과가 융합되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유용성

디자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동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감성․배려

학습자가 자신의 평가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동료평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5.상호작용

학습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해야 한다.

6.반성․반복

디자인 활동과 동료평가 활동이 반성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위 동료평가 지도 원리는 본 연구의 평가 방안 적용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1)
STEAM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연습 (2) STEAM 수업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동료평가의
실시 (3)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성공적인 피드백 (4) 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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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5)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료평가의 실시
○ 옥미례(2016)에 따르면 STEAM 디자인교육에 동료평가 지도전략을 적용한 결과 지도전략
을 적용한 수업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
이 풍부해지고 STEAM 수업의 산출물도 그 질이 향상되었으며 정의적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STEAM 수업에 <P2CM STEAM 평가 방안>을 활용
한 동료평가의 실시가 수업 목표 달성 및 긍정적 자아 효능감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나. 국외의 연구
○ 국외의 STEAM 수업과 연계된 평가에 관한 연구는 국내의 연구보다 그 수가 더 적었으
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STEAM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
었다. NRC(2011)은 성공적인 K-12 STEM을 위한 평가 방안으로 지원적인 시스템의 구축
을 언급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 적용된 실질적인 STEM 평가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Stohlmann, Moore & Roehrig(2012)는 Integrated STEM을 위한 교수법의 일환으로,
수업의 일부로서 평가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과정 평가로서의 평가를 의미
하지만, 그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Honey, Pearson &
Schweingruber(2014) 역시 Integrated STEM 교육의 다양한 학습 및 정서적 결과 측정에
적합한 평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도구와 기법의 수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접
근법의 탐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STEM 수업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만, Capraro, Capraro, 와 Morgan(2013)이 PBL-STEM 평가의 원리, 다양한 평가 방법 및
실제 수업에서 사용되는 루브릭 등을 제시하면서 수업과 연계된 STEAM 평가 방안에 대
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PBL-STEM 평가는 협동 학습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형 수
업 상황을 전제로 하며 이 때 평가는 개인 및 모둠 모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평가의
방법으로는 에세이,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등이 있으며,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사의 관
찰평가 등이 수행될 수 있다. [그림 12]는 그들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통적인 평가와 구별
되는 PBL-STEM 평가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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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BL-STEM과 전통 교수법의 평가 비교(Capraro, Capraro, & Morg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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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1. P2CM
2.

연구 결과

평가 모델 개발 및

학교현장의 증거기반

4C

P2CM

역량 도출
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3.

증거기반

P2CM

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코딩 결과
4.

근거기반

P2CM

평가 모델의 역량발달수준 수

정 보완
5. P2CM
6.

P2CM

조사

평가 모델 최종(안)
역량 평가 모듈의 초등학교 적용가능성

1. P2CM 평가 모델 개발 및 4C 역량 도출
가. P2CM 평가 모델 개발 과정 개관: 근거기반 평가(Evidence Centered Design
Assessment)와 학습발달단계과정(Learning Progressions)의 원리로 설계된 평가
○ 위와 같이 P2CM 평가 모델은 근거기반 설계 원리를 기본 모델로 하여 구인별로 학습발
달과정 단계를 나눈 구인 모델링 방법에 의해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 진행 사
항에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그림 13] P2CM 평가 모델의 설계 원리
○ 근거기반 평가란 평가받는 사람에게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논거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Mislevy& Haertel,
2006). 근거기반 평가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핵심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이론적 초기 역량 모델을 세워 정의하고, 2단계의 증거
모형 단계에서 학생 특성과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요소(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와
측정 요소(관찰한 단계를 측정 가능한 단계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이론적인
역량 모델을 측정 가능한 모델로 구체화 한 후, 3단계의 실제 수행 단계를 거쳐 검증하고
수정하여 4단계에서 모듈화(평가 요소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치는 이유는 평가가 교육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
기 위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학습 발달과정이란 개념(concept)이나 수행(practice)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이, 적절한
학습에 의해 시간에 따라 점차 성숙되고 발달되는 과정을 검증 가능한 모델로 구현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Corcoran et al., 2009). 이는 발달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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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학습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비고츠키의 이론(Vygotsky, 1978)을 그 토대로 하고
있다. 학습 발달과정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발된 P2CM 평가 모델은 Wilson의
구인 모델링 방식을 도입하였다(Wilson, 2004). 그 이유는 구인 모델링 방식의 큰 틀이 근
거 기반 평가이기 때문이다. 즉, 근거 기반 평가 모델의 1단계인 역량 모델은 ‘역량에
대한 이론적 모델의 개발’이라는 이론적 원리를 제공하는데 비해, Wilson의 구인 모델링
방식은 좀 더 구체화하여 기술할 수 있는 평가틀의 기준을 제공해준다. 구인 특화 단계를
통해 역량을 학습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구인으로 보고, 한 구인에 대해 지식
(knowledge), 기술(skill), 태도 및 다른 능력(attribute)을 기술하고 기술된 세 요소가 한 가
지 역량에 대해서만 기술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비슷한 원리로 2단계의 증거 모형 단계에
서 학생 특성과 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 요소 및 측정 요소는 평가 문항 개발과 평가결
과를 기술하고 측정 모델을 추출해내는 Wilson의 모델을 따라 개발되었다. 좀 더 구체적
으로 설명하자면, 구인 모델링 방식에서는 평가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발달
단계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답
비율이 낮아지는 원리(Item-Response theory)를 사용하였는데, P2CM 평가 모델에서도 각
역량별로 세부적인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코딩된 횟수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이 원리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인지 창의 → 과정 창의 → 산출물 창의의 순서로 코
딩 횟수가 낮아져야 하고, 인지 창의의 하위 요소인 문제 이해 → 연관개념 생각해 내기
→ 문제 만들기의 단계에서도 각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코딩 횟수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
다.
○ P2CM 평가 모델의 검증 결과 각각 4C 역량의 하위 요소인 3개, 모두 12 세부 역량 안에
서는 발달 단계에 높아짐에 따라 코딩된 횟수가 낮아지는 패턴이 검증되었으나, 수업 유
형별로는 발달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코딩 횟수가 낮아지는 패턴이 확인되지 않았다(인지
→ 과정 → 산출물 순서로 코딩 횟수가 낮아지지 않고 과정 창의의 코딩 횟수가 높게 나
타남). 처음 수업을 설계했을 때 하나의 내용과 맥락에서 모든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수업
을 점차적으로 실시해 역량 발달을 관찰함을 원칙으로 했으나, 학교의 수업 편성 사정상
한 가지 수업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실시한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한 내용과 맥락에
서 발달 단계를 관찰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교과 내용에 대한 수업을 일단 진행한 후, 다
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STEAM 수업을 흥미를 높이며 동시에 수행평가도 실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교사가 많아, 설계 기반과 창조 기반 수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지식 창출
수업의 경우보다 많았다.
○ 근거기반 평가 모델과 학습발달과정 원리에 의해 설계된 P2CM 평가 모델의 설계를 단계
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4가지 역량을 선택하고 선택한 역량에 대해 이론
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역량 단계의 모델을 결정한 후, 2단계에서는 평가 요소와 측정 요
소를 고려한 학습발달단계를 개발한 후 STEAM 연구회 경험이 있는 교사들과 평가 및 교
과 과정 및 교과 내용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경기도에
위치한 과학중점고등학교에서 연구팀과 교사들에 의해 개발된 STEAM 수업을 진행한 후,
이를 모두 비디오 녹화하였고 총 400시간의 녹화비디오 중 이 중 초점집단(학급 당 1~2개
모둠)을 촬영한 122시간을 전사한 후, 전사본에 대하여 각 역량과 세부 단계를 코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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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분류하여 발달 단계가 적합한지를 검증하였다. 이후 추출된 1차 모델에 대해, 발달 단
계 코딩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각 단계별로 문장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쉽게 만들어
수정하여 2차 모델을 개발한 후 재코딩(2차 코딩)을 실시하여 2차 모델의 검증을 거쳤다.
3단계에서는 각 역량에 따라 구별된 예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다시 코딩을 진행하여 역
량 변수와 실제 예시와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3차 수행 확인 단계를 거쳤다. 4단계에서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교사 평가, 동료 평가, 자기 평가 형태로 평가를 모듈화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모듈형 모델로서의 기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4] P2CM 평가 모델의 구체적 개발 단계
○ 2차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만들기 위해 초등 교
사들에게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초등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모델을 완성
하였다. 2차 모델을 도입한 수업 및 비디오 녹화를 진행하였고, 녹화한 비디오의 전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8개월의 짧은 연구 기간이기 때문에 전사와 코딩을 끝내지는 못하였다.
현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딩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여 3차 수정 모
델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 추가적인 사항으로 초등 교사들의 경우 비판적 사고 역량의 하위 요소들인 데이터기반
추론, 모델기반 추론, 시스템기반 사고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초등 교사들이 비판
적 사고 역량이 올해부터 도입된 코딩 교육에 적합한 평가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코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경우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크래치 프로그램 등을 각 교과에 적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므로 P2CM의 수업 예
시에 IT 기반 수업을 첨가하고 초등용으로 좀 더 쉬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
다. 이 점 또한 향후의 연구. 개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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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P2CM 평가 모델은 근거기반 설계 원리를 기본 모델로 하여 구인별로 학습발
달과정 단계를 나눈 구인 모델링 방법에 의해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 진행 사
항에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나. 과정평가지표(X축): STEAM의 4C 역량의 도출
○ STEAM 평가 모델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4C 역량의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 T EAM

수업의 목적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

○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인문 소양 등
교과간의 통합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STEAM 기초 연구에서 백윤수 등(2012)은 4C 핵
심역량 및 그 요소를 제안하여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
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핵심역량 및 요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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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융합인재의 핵심역량 및 요소
핵심역량

창의
(Creativity)

소통
(Communication)

내용융합
(Convergence)

배려
(Caring)

인재상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융합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인재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인재
-

관련 역량 요소
창의력
문제해결력
문제확인능력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의사결정 능력
평가 능력
언어적 소통
시청각적 소통
학문적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소통하는 태도
협력하는 태도
다양한 지식의 이해
다양한 지식간의 연결성 및 연관성에 대한 이해
새로운 가치적 관점의 융합 지식의 창출
융합 지식의 활용
자기애
자신감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 존중
다문화 이해
감성(SEL)

○ 4C STEAM 모델(백윤수 외, 2012)에서 ‘창의성’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문제확인 능력,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 능력, 의사결정능력, 평가능력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기존
의 문제해결능력과 독창성, 유연성, 창발성 등의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 창의성을 모두 포
함한다. ‘의사소통’은 언어적 소통, 시청각적 소통, 학문적 능력, 글로벌 소통능력, 소통
하는 태도, 협력하는 요소가 포함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사
회문화적 이해를 위한 ‘소통’능력은 기존의 ‘의사소통능력’이나 ‘대인관계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내용융합’ 은 다양한 지식의 이해, 다양한 지식간의 연결성 및 연관성
에 대한 이해, 새로운 가치적 관점의 융합 지식 창출과 활용 등을 의미하는 역량으로 맥
락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설계, 응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배려’ 역량
은 자기애, 자신감,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 존중, 다문화 이해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포함하는 역량으로 자신과 남을 이해하며 나아가 사회 및 국가,
인류 전체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는 역량이다.
○ 초기 STEAM 역량의 대상으로 고려한 것은 기존의 4C-STEAM(백윤수 외, 2012)에서 융합
인재의 핵심역량으로 뽑은 창의(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내용융합(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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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려(Caring) 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융합 인재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기본으로 관
련된 역량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그대로 쓰기에는 관찰과 측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창조 역량에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함께 들어 있고 내용융합에는
연결성과 연관성, 지식의 융합 등, 역량 측정을 위한 조건과 맥락적 사항을 제시한 점이
더 많았다.
○ 배려의 경우, 자신감과 자아정체 자아효능 등 자신의 배려와 다문화 이해,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등을 그 요소로 뽑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적 요소를 합해 놓은 구인이
므로 학습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지식 및 기술 역량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를 하기
위한 학습발달과정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21세기 핵심역량 중, 지식, 인지적 능력,
기술력 등으로 점진적 발달에 대한 증거를 관찰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창의력, 비판적사
고, 협력적 문제해결 그리고 의사소통을 본 연구의 평가 모델 역량으로 선택하였다.

(2) S T EAM

수업의 핵심 준거를 반영하는 역량

○ STEAM 수업의 핵심 준거는 학생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상황제시,
학생이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창의적 설계, 문제해결에서 오는 성공의 경험과
감성적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평가 모델은 이러한 학습 요소들이 수업에 포함되어
있을 때 STEAM 수업에 대한 지속적이며, 내재적인 흥미와 동기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강
조하고, 이러한 수업의 핵심 요소를 반영하는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 제시란 학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나아가 자신의 실생활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을 고안하
며, 이러한 구체적이고 하위적인 문제 상황을 종합하여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해 수업을 맥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황제시에서 포
함하고 있는 문제의 인식, 실생활과의 연계, 문제해결의 확장 및 종합 등을 창의역량-인
지창의 역량 부분과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이해공유 역량 부분에서 강조하여, 교사가 상
황제시를 수업에 반영하였을 때, 그 수업 상황에서 관련지어 평가할 수 있는 역량들에 대
한 수준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수업
을 맥락화하여 문제해결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문제해결 상황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잘
인식하는지, 문제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실생활에 적용
되는 새로운 문제 상황을 생각해내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57 -

[그림 15] STEAM 수업의 핵심 준거를 반영하는 역량 도출 과정

○ 창의적 설계란 문제를“어떻게” 해결할지에 관련된 사고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 연구
에서는 공학적 접근(engineering approach)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모델을 디자인하
고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과정을 창의적 설계의 핵심 요소로 해석하였다.
창의역량-과정창의 역량, 비판적 사고 부분의 모델 기반 추론 역량 및 시스템기반 추론
역량,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의 역할분담 역량 및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등은 교사가 창의
적 설계를 수업에 반영할 경우, 설계 기반 수업 상황에서 관련지어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으로 이러한 역량들에 대한 수준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STEAM 수업에서 창의적 설계 요소가 고려되었을 경우,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모델이나 산출물을 설계하고 만드
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방법을 고안하며 설명
했는지, 혹은 관련 시스템에서 연관된 요소들이나 제한점은 고려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
이다.
○ ‘감성적’ 체험은 학생이 느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해결을
구현할 때 성공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공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
고 싶은 의지를 갖게 하는 요소를 수업에 반영한다. 특히 창의역량- 산출물 창의역량의 3
수준인 공감 디자인,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의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의사소통역량- 생산
적 비판 역량 등은 감성적 체험에 대한 요소가 수업에 반영되었을 경우, 이와 관련지어
평가할 수 있는 역량들로 이러한 역량들에 대한 수준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평
가 기준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STEAM 수업에서 감성적 체험 요소가 고려되었을 경
우, 학생들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도전정신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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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해결 과정 전반에 걸친 수행 능력을 포함하는 역량

○ 세계 여러 나라들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1세기 인재
를 기르기 위한 교육에 대한 새 틀을 짜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새 틀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역량이란 전통적

인 지식의 습득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McCleand(1973)에 의해 현대적인 정의가 처음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McCleand는 지
능 검사에 대비한 역량 검사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역량을 뛰어난 업무 수행을 보이는 고
성과자를 보통의 고용자와 구별해 주는 행동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역량은 인지
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해결 과정 전반에 걸친 수행 능력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역량중심의 교육에서 역량에 대한 평가는 실제 문제해결 과정 전반에 걸친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의 역량에 대한 정의와 쓰임새가 경영학이나 직업교육에서 주로 사용되어 학교 교육
상황에서의 수행능력과는 괴리가 있었다면 OECD에서 진행한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을
학교 의무교육 및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학습을 통해 발달될 수 있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
의했다고 할 수 있다. OECD 는 성공적인 삶과 살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역량을 선별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의 성공’과 ‘사회적 차원의 성공’이란 학교
교육의 두 가지 차원을 근거로 역량을 도출하였다.
<표 36> DeSeCo 프로젝트에서 도출한 핵심역량
범주(역량)
비판적 사고 및
총체적 통합적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접근을 중심으로

도구를

(Critical thinking and

상호작용적으

holistic/integrated

로 활용하기
이질적인

approach)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하위역량
Ÿ사회/경제적 규범 등 주변 큰 환경을 고려하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능력
Ÿ자신의 인생계획, 프로젝트를 구상, 실행하는 능력
Ÿ자신의 권리, 필요 등을 옹호, 주장하는 능력
Ÿ언어, 상징, 텍스트 등 다양한 도구 활용 능력
Ÿ지식과 정보를 상호 작용을 통해 활용하는 능력
Ÿ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 능력
Ÿ협업/협동 능력
Ÿ인간관계 능력
Ÿ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 미국의 역량 프레임인 P21은 OECD DeSeCo 프로젝트에 비해 좀 더 학교교육에 그 초점
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간학문적인 접근과 통합교육의 중점을 두어 STEAM 교육
에 중요한 역량을 포함하여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 소양(공공 보건, 영양, 예방 의학
등), 환경 소양 (에너지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태계적 이해)등은 그 대표적 예라
고 할 수 있다. 교과의 간한문적 접근을 특히 학습과 혁신 역량(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을 통해 강조하였는데, 이 학습과 혁신 역량은 4Cs로 제시되며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그리고 창의력(Creativity)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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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21의 21세기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

○ ATC21S (Assessment and Teaching for 21st century skills) 의 경우, 역량을 키워주는 학습
을 기존의 지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다룬 프로젝
트이다. 21세기 첨단 IT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인텔(Intel), 시스코(Cisco),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와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프
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에서 원하
는 인재상을 기업들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여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반영한 프로젝트이므
로 미래 ICT 기술 중심의 경쟁 사회에서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가를 최우선시 하는 역
량 프레임 및 평가틀을 그 핵심으로 한다. ATC21S는 OECD 등에서 연구한 역량 개념을
발전시켜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사고방식, 직무방식, 직무수단, 생활방식 4개의 영역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Griffin, 2011). 이는 OECD에서 제시한 역량에 비해 직무방식이
나 직무수단이라는, 보다 직접적으로 직업에서의 수행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프로젝트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호주의 멜버른 대학은 대표적인 온라인 오픈 교육기관
(MOOC)인 coursera에 ATC21S를 다룬 수업 (https://www.coursera.org/learn/atc21s)을 개설
하여 교사와 교육전문가들을 위해 핵심역량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교
육한다. 특히

ATC 21S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21세기 핵심역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연구. 개발에 많은 전문
가들을 초빙하여 연구･개발을 하였다. 2009년부터 3년간의 연구 결과로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과 정보문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기반 평가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중에서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부분이 PISA 2015에 반영되었다.
○ 미래사회 한국인의 핵심역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속적으
로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인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국가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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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미래사회 한국인의 핵심역량은 OECD, P21 그리고 ATC21S의 역량을 종합
하여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사회 각 분야
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역량을 9개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핵
심역량은 갈등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창의력, 다문화이해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삶의 향유능력 등이다. 2008년에는 학교교육에 초점을 두고 역량을
추출하였는데 초･중･고등 교육, 직업세계, 평생학습 등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영역 및
요소를 종합하여 1차년도의 결과와 비교･종합하였다. 3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10개의 핵
심역량과 하위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표 37> 미래사회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핵심역량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4) 2015

하위요소
창의적 사고기능
창의적 사고 성향
문제인식
해결방안의 탐색
해결방안의 실행과 평가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활용
정보 윤리
매체활용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협동
갈등 관리
관계형성
리더십

핵심역량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 이해

진로개발능력

기초학습능력

하위요소
자아정체성 확립
여가 선용
건강관리
합리적 경제생활
기본생활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공동체의식
준법정신
환경의식
윤리의식
봉사정신
우리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문화 향유 능력
국제사회 이해
외국어 소양
진로의식
진로탐색
진로설계
기초적 읽기
기초적 쓰기
수리력

개정 교육과정과 융합인재교육(S T EAM)의 핵심역량의 조화

○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도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STEAM의 핵심역량
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평가 모델은 2015 교육과정 및 STEAM의 핵심
역량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역량을 선별하여 4C 역량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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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2015개정 교육과정과 STEAM에서의 핵심역량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의 핵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

의사소통 역량
소통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융합

심미적 감성 역량
배려

자기관리 역량

※핵심역량 영역의 기본 의미에 따라 가장 근접한 역량을 서로 대응한 것임.

(5)

핵심역량의 비교 종합

○ 핵심역량을 추출하기 위한 배경 연구는 위와 같이 STEAM 교육의 목표 및 주요 수업 요
소를 반영하고, 국･내외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 고찰을 통해 공통으로 발견되는 핵심역량
중, STEAM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핵심역량을 선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한 핵심역량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 핵심역량 비교 매트릭스
역량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협력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
이해
진로개발능력
기초학습능력
심미적 감성

ü
ü
ü
ü
ü
ü
ü

한국인
미래역량
ü
ü
ü
ü
ü
ü
ü

4C
STEAM
ü
ü
ü
ü
ü
ü
ü

STEAM
학습준거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OECD

P21

ATC21S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2015
교육과정
ü

○ 역량들을 비교 종합해 보면,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협력, 비
판적 사고, 개인정서능력, 시민의식, 자기관리능력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다.
하위 요소들의 공통점 및 STEAM의 간학문･통합 학문적인 특징들을 고려하여 정보처리능
력은 보다 넓은 범주인 비판적 사고 역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협력의 경우 문제해결 상황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요소와 서로의 이해를 강조하는 의사
소통능력 등을 합하여 하위요소들이 정의되므로 협력적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능력에 포
함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통 역량으로 선택된 것은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개인정서능력 및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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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 역량이다.

(6) S T EAM

교사 초점집단(FG )의 의견 수렴

○ STEAM 교사 초점집단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세 개의 STEAM 교사 그룹으로 구성하였
다. 첫 번째 그룹은 STEAM 교사 연구회 교사그룹으로 중학교 교사 5인으로 이루어져 있
고, 과학 및 기술 시간에 통합과목 방식으로 STEAM 수업을 운영하며, 주로 컴퓨터 기반
이나, 기술 기반 과학 수업 등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 두 번째 그룹은 SSI 수업 교재를 개발하는 교사 그룹으로, 면담에는 박사 학위를 가진 5
인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STEAM 수업 방식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문
제에 대해 인문적 소양을 더한 STEAM 수업 방식에 초점을 가지고 있으며 토의･논의 중
심의 수업 및 평가에 관심이 있다.
○ 세 번째 그룹은 STEAM 수업에 약간의 경험이 있는 일반 교사 그룹으로 현재 대학원에
파견 나와 있는 석･박사 학위과정 중인 교사들의 그룹이다. 이 그룹은 지역과 연령이 다
양하며, 초･중･고 교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초점집단 교사들에 대한 간
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40> 교사 초점집단(FG) 구성
구성 인원
(인원수)

학력 및 경력
사항

충남 지역

학사2, 석사 3
평균 교육 경력
4.5년

3.5년

박사5명,
평균 교육 경력
19.5년

6.5년

학사 5명, 석사
2명
평균 교육 경력
5.8년

1년

STEAM 교사
연구회(5명)
서울･경기 SSI
수업 교재
개발 모임(5명)

일반 교사
그룹(7명)

평균 STEAM
지도 경력

특징
ŸSTEAM 교사 연구회를 2012년부터 해온

교사들 3인 포함
Ÿ로보틱스, 게임, 3D 프린터, 드론 등을
과학 활동과 접목하는 활동에 관심이 큼
ŸSSI 수업 교재 개발 중 STEAM 수업에
관심 생김
Ÿ서울･경기도에서 연수 강사, 교재 개발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리더 격의 교사들
ŸSTEAM 수업이 과학기술의 사회, 윤리적
영향과도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함
Ÿ지역과 연령 다양
ŸSTEAM 과제 대회에 참여하여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교사 1인 포함
Ÿ자유학기제나 정규 수업에 STEAM 수업
활용에 관심이 큼

○ 각 초점집단에 대해 집단 면담은 3~4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집단 면담은 반구조적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반구조적 면담이란 이미 만들어진 질문 이외에 자발적으로 생기
는 질문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면담을 의미한다. 면담은 연구책임자가 그룹
의 핵심 구성원에게 미리 부탁하여, 그룹의 핵심 구성원이 진행하고 연구책임자는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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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에는 관여하지 않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참가하였으며, 연구책임자에게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제공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면담 중 토론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의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집단 면담에서 주어진 질문은 ① STEAM 수업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평가 모델이 있었으
면 좋겠는가, ② 평가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③ 공통 핵심역량 중 평가 모델에 반영되
어야 하는 역량들은 무엇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다룬 질문으로
는 STEAM 수업에 대한 관리자들의 생각이 미치는 영향, 자유학기제와 STEAM 평가 방
안,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학부모 반응 등이다. 초점집단 면담 결과를 정리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초점집단 면담 결과 정리

구분

질문 1.STEAM
수업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평가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질문 2.평가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충남 지역
STEAM
교사
연구회

Ÿsteam 수업 특성에
맞는 평가
Ÿ외국의 예를 소개하
는 경우가 많으나 국
내 실정과는 거리가
있어 국내 수업에 적
합한 평가
Ÿ특정 수업이나 평가
형태의 소개 대신 평
가 기준을 제시 필요.

Ÿ수업 준비를 많이 했
는데 평가를 교과별
기준에 맞추어 하면
뭔가 중요한 것을 평
가하지 못한 것 같음
Ÿ창의적 활동을 하면
창의성이 늘어난다, 그
룹 활동을 하면 협력
성이 늘어난다는 피상
적인 평가결과라고 생
각되는데 현재로서는
딱히 대안이 없음

서울･경기
SSI 수업
교재
개발 모임

Ÿsteam 수업이 사회,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루기에 매우 적합
한 수업인데 시도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
Ÿ평가가 사회･윤리적
인 면을 다루면 수업
과정에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Ÿsteam 수업이 다른
수업과
차별화되는
융합, 통합적인 면이
평가에도 반영되어야
함
Ÿ과학･기술 본성에 대
한 고찰도 평가에 반

Ÿ학생들이 수업이 왜
좋았고 자신들의 성장
에 어떻게 도움이 되
었고 하는 식으로 평
가가 이루어졌으면 하
는데 점수만 따지는
평가라고 생각하는 것
이 제일 힘들다고 생
각됨
Ÿ토론･토의를 하는 경
우에도 평가 점수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발언과 질문의 횟수를
채우는 것은 토론･토
의의 질을 높이기 위
해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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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공통
핵심역량 중
평가 모델에
반영되어야 하는
역량들은
무엇이겠는가?

기타 질문 및
논의 사항

Ÿ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문
제해결력, 정보처
리 능력

Ÿ과정 평가가 기존
의 수행평가와 다
른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
지만, 수업과 평
가가 연계되려면
평가 기준이 구체
적이고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Ÿ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문
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개인정서능
력 및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시
민의식 역량

Ÿsteam수업의 성
공 여부는 관리자
의 인식이라고 생
각함. 한두 번 이
벤트식의 수업이
나 축제 대회용으
로 생각하는 관리
자가 많음
Ÿsteam 수업 자체
도 실제 높은 수
준의 논의가 이루
어지기 어렵고 만
들기가 추가 되는
수업인 경우가 많
음

영되어야 함

일반 교사
그룹

Ÿ이해하기 쉬운 평가
모델
Ÿ수행평가로
활용한
가능하게 구체화 되
었으면 함
Ÿ평가 유형과 수업 예
시만으로는 실제 수
업에 적용하기 어려
움. 구체적인 평가 기
준이 필요함 (과학과
의 탐구 능력 같이
구체적인 기준 필요)
Ÿsteam 교과특성이 잘
살아 있어 생기부에
반영했으면 좋겠음

Ÿsteam 수업을 하면 창
의력, 융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이 신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
지만 이러한 능력의
신장을 관찰하기 어려
움
Ÿ교과별로 평가가 어렵
고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Ÿ팀 프로젝트가 많은데
개인별로 점수를 다르
게 주기가 쉽지 않아
조구성에 따른 불만이
많음 (다른 팀프로젝트
기반 수업도 비슷하지
만 steam 수업은 학생
들도 노력이 많이 들
어가서 더 불만이 많
음)
Ÿ과학･수학･기술 능력
중에서 지필 평가로
평가되지 않는 부분을
평가했으면 하는 생각
은 하지만 적합한 문
장을 생각하기 어렵고
실천은 어려움 (손재
주, 눈썰미 같은 말은
평가에 쓰기는 적합하
지 않은데 미적 감각
이라는 말은 너무 추
상적임)

Ÿ2015 교육과정과
같은 역량이면 좋
을 듯함
(창의적 사고 역
량, 의사소통 역
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
량, 심미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Ÿ자유학기제에
steam 수업과 진
로 수업 등이 연
계를 위한 평가
방안도 있으면 좋
겠음
Ÿ고등학교인 경우
생기부에 부정적
인 말을 쓰는 경
우는 거의 없음.
긍정적으로 쓰는
데 최대한 객관적
으로 쓰는 방법을
제시하는 평가 기
준이 필요함.
Ÿ긍정적 피드백과
성장지향형 기술
이 요구됨
Ÿ학부모 항의도 고
려 사항임. 객관
성, 공정성이 중
요

○ 초점집단 집단 면담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P2CM 평가 모델의 4C 핵심역량 선정에
반영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는 역량
○ 과학이나 기술, 컴퓨터 수업 등에서 STEAM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안되었다. 미래사회에서 요구
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역량기반 중심의 교육과정이나 역량기반 평가인 것은 바람직하
지만 교사들이 보아온 역량이라는 것이 인성, 창의성, 협동성 등 STEAM 교과의 특성과
딱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생활기록부라든지 학생에 대한 특기 사항 작성에서도
학생이 특정 분야에 대해 흥미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주요 권장사항인데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평가도 너무 정의적인 영역(교사들은 인성, 창의성, 협동성 등을
정의적 영역으로 생각)만 강조하기보다는, 탐구 능력, 관찰 능력, 추론 능력 등 STEAM 과
목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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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에 대한 기초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역량 프레임은 대부분 교과-특이적이지 않은 일
반적 핵심역량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이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여 수준별 단계에서는 STEAM 수업의 특성과 교과-특이적인 역량으로 구성하고자 하였
다. 즉, STEAM 수업 유형을 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기반 수업 등으로 나누고, STEAM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역량으로 수준별 역량을 배치하였다.
○ 비판적 사고 역량의 경우 일반적인 비판적 사고 역량(의미의 이해와 문맥상 필요한 내용
연결, 상황에 대한 예측, 명제로부터의 결론 이끌어내기, 문맥적 적합도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공학, 컴퓨터 기반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비판적 사고인 ①데이터 패
턴의 이해, ②모델 기반 추론, ③시스템 기반 추론 등을 반영하였다.
○ 의사소통역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어･사회과에서 쓰이는 의사소통 모델을 역량 모델의
기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논의에 대한 학습발달모형
에 근거하여 역량 모듈을 구성하였고, 의견을 이해하고 종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STEAM 분야에서 의사소통은 생산적 비판과 논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관련된
새로운 문제의 생성이 그 목적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생산적 비판 역량을 3단계에 넣어
STEAM 수업에서 지향하는 의사소통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나)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는 평가
○ 교사들은 STEAM 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아 교사도 보람이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업과 평가가 동떨어져 있거나, 의미 없는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방식의 평가를 진행하면 STEAM이 가진 고유의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지만, STEAM 수업 예시 등에서 주어진 평가들은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물과 미술 수업을 접목하여 생태 정원 꾸미기를
시행하였는데 생물 교사는 생물부분의 지식을 평가하고 미술 교사는 미술 수업과 똑같이
디자인, 색깔, 구조 등을 평가했을 경우 평소 수업의 평가와 다른 점이 없어서 STEAM 수
업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거나, 소그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협동･협력성을 길렀다든가, 수
업에서 뭔가 만들었기 때문에 창의력이 높아졌다는 등과 같은 평가는 구체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 이와 유사한 의견으로 STEAM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많은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인 이후에 나온 평가결과가 보통 교과 수
업과 큰 차이가 없으면 수업을 준비한 교사나 참여한 학생이나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STEAM 수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차별
화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가 제안하는 학습
발달단계를 고려한 역량 평가 모델은 평가결과 자체가 학생의 현재 상태, 강점과 약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려한 피드
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평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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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AM 수업 평가가 아닌 학생을 위한 평가
○ STEAM 수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성취와 발달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도 제시되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웹사이트나 시･도 교육청, 각종 연수 등을 통해 많은
자료가 제공되지만, STEAM 수업 요소들에 대한 만족 여부가 평가요소로 그대로 제시되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 요소의 만족 여부가 평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면 정규 수업에서 STEAM 수업을 할 때 수행평가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수행평가
를 위한 틀을 다시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수업과 평가에 모두 큰 부담이 있다고 지
적했다. 교사들에 따르면, 처음에는 STEAM 수업을 학생들의 특별활동이나 창의체험시간
에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사실 평가에 큰 부담이 없었으나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후에는 정규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교과에
서 규정하고 있는 수행평가로 사용하기에는 STEAM 수업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 자
료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행평가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학생의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산출물 등에 대한 질적 차별을 객관화하여 미
리 제시해야 하는데 STEAM 평가는 흥미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질적으로 차
별화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비슷한 맥락에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가 가능한 평가, 배점이 가능한 평가, 학생중심평
가(토론,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성장중심평가(피드백을 통해 자기 성장이 가능한 평가)
등을 교사들은 제안하였다. 이밖에 소수 의견으로 수업 형태에 어울리는 평가, 교사가 쉽
게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평가, 학부모나 학생들이 항의하지 않도록 공정성이 유지
되는 평가 등을 제안하였다.
○ P2CM 평가 모델에서는 역량을 학습에 의해 발달 가능하고 수행을 통해 관찰 가능한 구
인이라고 정의하고, 학습발달과정모델을 통해 역량의 발달단계를 수준별로 자세하게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가 충분한 평가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 평가 근거를 바
탕으로 교사는 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은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을 구성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매뉴얼과 루브릭을 구체적인 예
시와 함께 제공하여 교사가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7)

전문가 자문협의회를 통해

P2CM

평가 모델의 역량 선정에서 정의적 영역 제외

○ 기초 연구에서 대부분의 역량 프레임이 대인관계, 자아효능감, 시민의식 등의 정의적 역
량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STEAM-4C 모델(백윤수 외, 2012)은 배려를, STEAM
수업 준거는 감성적 체험 등을 포함하고 있어, 흔히 정의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역량들
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들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역량들이나, 이 연구에서 개발한 P2CM 평가 모델은 이러한 정의적
영역의 역량들은 다루고 있지 않다.
○ 이 연구의 P2CM 평가 모델 개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1) STEAM 교과특성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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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은 학습을 통해 발달할 수 있으며 수행을 통해 관찰 가능한 구인으로 파악하며, 3)
역량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학습발달과정모델에 근거하여 개발한 점이다.
이러한 P2CM 평가 모델 개발 원칙을 고려할 때, 정의적 영역의 경우에는 관찰가능하고
학습발달과정에 근거하여 추적하고 포함할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P2CM 평가 모델에
포함시키기 어려웠다. 향후 STEAM 평가 모델에 정의적 영역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정의적 측면의 역량 제외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리기 위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세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로는 스탠포드 대학의 Jonathan Osborne
교수, 콜로라도 볼더 대학의 Erin Marie Furtak 교수, UCLA Center X의 Jarod Kawasaki
교수 등이다. Osborne 교수는 과학적 논의에 대한 학습과정발달기반 평가를 개발하였고,
Furtak 교수는 학습과정발달을 기반으로 한 형성평가와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을
다수 개발하였으며 Kawasaki 교수는 예비 교사교육을 위한 STEM 교육과정을 개발한 전
문가이다.
○ 전문가 협의회는 2018년 6월에 런던에서 개최된 학습 페스티벌(Learning festival)에서 비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연구 책임자가 실시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이 연구에서 개발
하고 있는 역량모델을 설명한 후, 수행(practice) 관점에서 정의적 영역의 역량들을 수준
별로 발달단계에 맞추어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세 명의 전문가들은 정의적
영역의 성격이 강한 배려, 대인관계, 자아효능감, 시민의식 등과 같은 역량의 발달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장연구 양 분야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여 짧은
시간에 모델로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P2CM 평가 모델의 역량 선정에서 정의적 측면의 역량
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8) P2CM

평가 모델

4C

역량의 선정

○ 지금까지 논의한 STEAM 수업의 목적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 STEAM 수업의 핵심 준거를
반영하는 역량, 문제해결 과정 전반에 걸친 수행 능력을 포함하는 역량, 2015개정 교육과
정과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핵심역량의 조화를 고려한 역량, STEAM 교사 초점집단(FG)
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협의회를 통해 P2CM 평가 모델의 역량 선정에서 정의적 영역
제외 등의 과정을 거쳐서 P2CM 평가 모델의 네 가지 역량을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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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최종 선정된 P2CM 평가 모델의 4C 역량
4C
창의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정의
Ÿ문제해결 상황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이
에 대한 과정 및 산출물의 제작에 관여하는 역량
Ÿ문제해결 상황에서 주장이나 정보의 정확성, 타당성을 논리적
으로 판단하여 분석, 평가, 분류하며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인과 관계를 밝히는 추론 역량
Ÿ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 이해와 노력을 공유
하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Ÿ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지식을 드러낼 수 있는
역량

다. 결과평가지표(Y축): STEAM의 3가지 수업 유형 도출

[그림 17] STEAM의 세 가지 수업 유형

(1) 수업 모델 유형
○ STEAM 수업 모델의 유형은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개발한 STEAM 수업
모델 유형을 참조하였다. 한양대 STEAM 수업 모델의 장점은 기존의 수업 유형에 연계하
고 연장선상에서 STEAM 수업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 모델은 STEAM 수업이 기존
의 수학, 과학, 기술 수업 등과 전혀 동떨어진 새로운 수업이라는 접근은 교사들과 학생
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므로 이 모델이 제시하는 초등학교 때부
터 주로 접하는 과학 실험을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 모델에 중･고등학교의 기술 수업 등
을 통한 프로젝트와 설계 단계를 더한 설계 기반 실험,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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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창조 기반 모델로의 단계적인 접근은 학교 현장에서 STEAM 수업을 도전해 볼만한
수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STEAM 수업을 과목과 과제 성격에 따라 다양한 단계와 유
형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 그러므로, Y축의 지식, 설계, 창조 유형의 STEAM 수업 유형은 별개의 유형으로 보기 보
다는 지식 창조에 설계 요소를 더하면 설계 기반, 이 바탕에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출발하
는 단계를 더하면 창조 기반 수업이 된다는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나 이렇게 연속적인 단계를 보이려면 수업이 같은 맥락과 내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예를 들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경제적인 주택” 이라는 주제를 다룬
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왜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지는가? 지진의 종류에 따라 건
물의 피해는 왜 달라지는가?” 와 같이 다양한 지진 현상을 탐구하여 지식을 창출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두 번째 설계 기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한 건물을 설계해 보자”를 다루어 문제해결을 위한
설계 요소를 도입한 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주, 포항 지역에 적합한 주택
을 만들어 보자” 등과 같이 지역 특성과 문화 등을 고려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주택을
만들어 보는 창조 기반의 수업으로 그 단계를 높일 수 있다.
(2) STEAM 수업의 융합 복합도(convergence complexity)
○ STEAM 수업의 융합 복합도는 지식 창출, 설계, 창조라는 수업 유형을 통하여 다양한 지
식을 이해하고, 지식간의 연결성 및 연관성을 이해하며, 새로운 가치적 관점의 융합지식
의 창출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변수를 선택하여 그 난이도를 나
타낸 것이다.
○ STEAM 수업의 융합 복합도는 이 모델의 세 가지 수업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도전해야할
문제 유형은 달라지지만, 각각의 문제 유형에 적합한 문제해결력(problem-solving)에 공통
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즉, 수업 유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
되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이 있으며 그 난이도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술적 상황에서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방법을
보고한 MIT 의 경영대학원(Schrader, Riggs & Smith, 1993)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선정하였
다. 이 보고서를 참고한 이유는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및 각
급 학교에서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STEAM 수업을 통한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대한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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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량발달수준(Z축): 역량발달과정 및 수업결과의 수준을 결합한 평가 기준

[그림 18] 역량발달과정 및 수업결과 지표를 결합한 평가 기준

○ X축을 이루는 각 역량의 발달 및 Y축을 이루는 수업 유형에서 추구하는 결과를 모두 3수
준으로 나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창의 역량에 대해서 지식 창출 수
업에서는 인지 창의, 설계 기반에서는 설계 과정 중에 요구되는 과정 창의, 창조 기반에
서는 창조기반 수업에서 요구되는 산출물 창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 역량의
경우 지식창출에서는 탐구실험 등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추론 역량, 설계 기반의 프로젝트
수업 등에서는 모델기반추론 역량이 필요하며, 창조기반 수업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을 연결시키고 연관성을 찾는데 필요한 시스템 사고 역량이 요구된다.
○ 수업 유형에 의해 분류된 역량들의 수준 및, 각 역량별로 3수준에 걸쳐 제시된 역량들은
이미 개발되어 이론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 참고한 모델
은 OECD에서 제안된 21세기 미래 핵심역량이며 여기에 PISA 와 P21 등의 다른 국제 기
준을 참고하고, 국내에 핵심역량을 다룬 보고서가 있을 경우 국내 모델을 참고하였다. 구
체적인 내용은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었다.
○ 간략히 설명하면, 창의 역량은 교육개발원에서 구조 방정식을 적용하여 개발한 창의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OECD(2017) 의 역량을 참고 하였고, 비판적 사고의 경우 OECD 의 역량
보고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은 PISA의 협력적 문제해결 평가틀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의
사소통의 경우 OECD와 K-CESA 의 모델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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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모듈별 역량 발달

마. 근거 모델 개발: 학습발달 과정을 고려한 발달 단계
(1)

학교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부 학습발달단계 정교화

○ 위와 같이 개발된 세부 역량의 이론적 모델에 관찰 가능한 학생의 행동을 반영하여 세부
적인 학습 발달 단계의 설명을 확정하였으며, 이 때, 평가 요소 및 평가 차원의 변수, 그
리고 측정 요소 등이 고려되었다.
○ 연구팀 → STEAM 교사 연구회 교사들 → 평가, 교과 과정 및 내용 전문가 검토(자문단
및 교내･외 교수진) 의 검토를 거쳐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 경기도 용인 소재 과학 중점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STEAM 수업을 녹화하고 전사하여 전
사본에 역량별 하위 요소(총 36)에 대한 코딩을 8명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실시하고
교차 코딩을 실시하였다(1차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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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산출물창의 역량 1차 코딩 결과
역량발달수준

산출물창의 역량

코딩 결과

독창적 디자인

특정한 과학, 기술 아이디어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을 만
들 수 있다.

694

2수준

작동하는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식별하
고 과학적 작동 원리를 반영하며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정교, 구체, 유용, 과학성)

744

3수준

공감
디자인

1수준

제품에 대한 의견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공감되는 디자인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
(미적 호소력, 의미의 표현, 디자인 요구 반영)

0

○ 추출된 1차 모델에 대해, 발달 단계 코딩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각 단계별로 문장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쉽게 만들어 수정하여 2차 모델을 개발한 후 재코딩(2차 코딩)을 실시
하였다.
○ 예를 들어, 위의 <표 43>과 같이 1~2 수준의 발달 단계 수정이 요구 되었고(1에서 2수준
으로 갈수록 코딩 횟수가 줄어야 함), 3 수준의 경우 공감 디자인의 코딩 결과가 0으로
나와 공감 디자인에 대한 평가･ 측정 요소를 재정의 할 필요성이 생겼다. 코딩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1수준과 2수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1 수준에서는 아
이디어의 제안 및 질문에 평가･측정에 핵심을 두어 2 수준과 구별을 명확히 하고, 3 수준
에서는 미술 수업 등과 결합한 STEAM 수업이 아닌 경우 교사가 평가하기를 매우 꺼리는
미적 요소나 디자인에 대한 요구를 제외시키고,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부분을 평가･측정 요소에 도입하여 공감 디자인을 단순히 미적 기준이 아닌 사람의 필요
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요인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역량에 대해 재코딩을 실시한 결과와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독창적 디자인인 경우에는 ‘아이디어
의 질문과 제안’을 핵심으로 하여 수정하여 그 횟수가 줄어들었고 3수준의 경우 기능성
에 대한 공감 부분을 추가하여 빈도 0에서 141로 증가하였다.
<표 44> 산출물창의 역량 2차 코딩 결과
역량발달수준
1수준

독창적
디자인

2수준

작동하는
디자인

3수준

공감
디자인

산출물창의 역량
새로운 산출물에 대한 제안 또는
질문을 하였는가?
새로운 산출물을 정교화, 구체화,
유용화, 과학적 원리 등을 사용하
여 설명하거나 제안하였는가?
사람들을 위한 기능을 고안하거나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미적인
기능을 포함하였는가?

- 73 -

예시

코딩 결과

• 롤러코스터를 만들자.

549

• 이 롤러코스터는
80km/s로 움직여.

429

• 사람의 안전을 위한 안
전벨트 고안

141

[그림 20] 창의 역량 코딩 결과(하위 발달단계별 역량 코딩)

(2)

수행 확인 및 모델 수정 단계

○ 3단계에서는 각 역량에 따라 구별된 예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다시 코딩을 진행하여 역
량 변수와 실제 예시와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3차 수행 확인 단계를 거쳤다. 이는 연구 책
임자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핵심 연구원이 수행하였다. 또한 3 단계를 거치면서 단계
별 하위 역량에 대한 예시도 확정하여 첨부하였다.

(3)

모듈형 모델 기능성 확인 단계

○ 4단계에서는 교실에서 교사, 학생들이 교사 평가, 동료 평가, 자기 평가 형태로 평가를 모
듈화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모듈형 모델로써 기능성을 확인하였다.
○ 위와 같은 과정을 필요시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역량에 대한 발달 단계 및 평가, 측정 요
소를 검증하였다. P2CM 평가 모델의 장점은 이론적 모델을 기본으로 설문 조사 등을 실
시하여 모델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STEAM 수업을 직접 설계하여 수행한 후 400시
간에 걸쳐 비디오 데이터를 모아 전사 코딩하여 개발한 현장 밀착형, 근거 기반 학습발달
기반 모델이라는 점에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연구팀의 처음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점(한 내용의 수업에 대해 3가지 별 수업 유형이 모두 적용될 수 없
음) 등의 문제가 있었고, 8개월의 짧은 연구 기간으로 인해 수정된 모델을 다시 녹화하여
코딩하는 단계 등을 모두 수행하기는 어려웠던 점이 있었으나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개발된 현장 밀착형 모델로 앞으로의 연구와 개발에도 유용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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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현장의 증거기반 P2CM 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가. 연구 참여자
○ 연구 참여 학교인 B고등학교는 경기도에 소재한 과학 중점 학교로서 과학 교과에 대한 교
사들의 연구 의지가 높으며 특히 STEAM과 연계된 과학 탐구 활동 및 토론 기반 수업에 대
한 관리자,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해당 학교는 본 연구팀과 ‘평가와
연계된 STEAM 수업’을 과학 교과에 적용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1학년 7개 학급 196명(남104명, 여 92명), 2학년 3개 학급 103명(남
76명, 여 27명)으로 총 299명(남 180명, 여 119명)이다. 1학년의 경우 계열의 구분이 없지만,
2학년의 경우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구에 참여
한 2학년 3개 학급은 모두 자연계열로서 인문계열 학생에 비해 과학에 수학, 과학 과목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다. 2학년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수강하는 과학 과목이 한 과목이어서
연구 적용 횟수에 제약이 있어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 본 연구의 데이터는 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과학(1학년), 물리Ⅰ, 화학Ⅰ, 지구
과학Ⅰ(2학년) 과목에서 수집하였다.
○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총 5인으로, 그들은 자발적으로 교사 공동체를 결성하여 매달 1
회 교과 연구 회의를 진행하였다. 교사 공동체는 연구팀에 의해 촬영된 수업 장면의 공유
를 통해, 평가와 연계된 STEAM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다. 또한 연구
팀은 교사 공동체와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은 학교의 일원인 교사의 목소리가 연구
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표 45>와 같다.
<표 45> B고등학교 STEAM 수업 담당 교사
1학년 담당 교사

2학년 담당 교사

A

B

C

D

E

전공

통합과학교육

화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지구과학교육

학위

박사과정

학사

학사

석사수료

학사

교직 경력

17년

4년

14년

15년

1년

STEAM
수업 경력

2년

1년

2년

1년

1년

나. 수업 설계
(1) S T EAM

수업 설계

○ STEAM 수업은 과학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생들
은 모둠별 협력 학습의 형태로 CER(주장-근거-정당화/추론) 과학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하
나의 과학 논의 주제는 총 2~3차시에 걸친 STEAM 수업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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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STEAM 수업 학년별 차시
주제
관련

주제 1

1학년
주제 2

주제 3

통합과학

교과
구성

3차시

차시
총 차시

주제 1
물리Ⅰ

3차시

3차시

3차시

2학년
주제 2
주제 3
지구과학
화학Ⅰ
Ⅰ
3차시

9차시

(2) S T EAM

2차시

주제 4
물리Ⅰ
3차시

11차시

수업 주제

○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문제해결 및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과학 주제 및 사회, 과학, 윤리
쟁점(socio-scientific issues)을 기반으로 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표 47> STEAM 수업 주제
관련
교과

연관 단원

STEAM 주제

STEAM
요소

<영양제 성분 탐구>
1. 우리 주변에서 철과 칼슘은 금속 상태이거나 이온결합화합
Ⅰ. 물질과

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철분제 속의 철과 칼슘제 속의 칼슘

규칙성

은 어떻게 존재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1. 물질의

논의해 보자.

규칙성과

2. 위의 1번 문항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해 보자.

결합

3.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에는 합성 영양제과 천연 영양

S, T, A

제이 있다. 두 비타민의 차이점을 조사해 보고, 어떤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토론해
보자.
<놀이기구의 운동과 안전>
1. 세계의 유명한 놀이기구 1개를 소개하고, 이에 적용된 운동
통합과
학

Ⅱ. 시스템과

량과 충격량에 대해 설명해 보자.

상호작용

2. 1번에서 소개한 놀이기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능성)를 2가

1. 역학적

지 이상 조사하고, 각각의 해결책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시

시스템

S, T, E

해 보자.
3. 본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기구 제작자라고 가정하고,
스릴 있으면서도 안전한 놀이기구를 고안해 보자. 그리고 그렇
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비일상적 자연현상과 지구시스템>

Ⅱ. 시스템과
상호작용
2. 지구
시스템

1.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일상적인 자연현상 중 그 원인이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된 것을 하나만 선택하시오. 또한 선택되지
않은 현상들의 원인에서 발견되는 과학적 오류를 보완하시오.
2. 1번에서 선택한 비일상적인 자연현상을 지구시스템 구성요소
(수권, 지권, 기권, 생물권, 외권)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하시오.
3. 1번에서 선택한 비일상적인 자연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새
로운 정부 정책을 제안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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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관련

연관 단원

교과

STEAM 주제

STEAM
요소

<놀이기구의 운동과 안전>
1. 세계의 유명한 롤러코스터 중 하나를 선정하여 역학적 에너
지 변환을 설명해 보자.

물리
Ⅰ

Ⅰ. 역학과 에

2. 다음은 롤러코스터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이다.

너지

(1) 롤러코스터가 회전을 하는 동안 레일에서 이탈하지 않는 이유는?

2.

에너지와

(2)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 회전을 하는 동안 레일에서 이탈하지 않

S, T, E,
A

열

는 이유는?

(1) 역학적 에

(3) 그렇다면, 안전바의 역할과 안전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지 보존

(4) 안전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본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기구 제작자라고 가정하고,
스릴 있으면서도 안전한 놀이기구를 고안해 보자. 그리고 그렇
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탄산칼슘과 산과의 반응>
1. 고등학생 A는 달걀껍질 안에 들어 있는 탄산칼슘의 양이 달

화학
Ⅰ

Ⅰ. 화학의 언
어
3. 화학반응식

걀껍질의 90%라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자 한다.
가능한 실험 방법을 설계하고,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그 실험
결과를 예측하시오.

S, T

2. 실제 실험을 실행하고, 모둠에서 예상한 결과와 비교하시오.
3. 본인 모둠의 실험 결과를 다른 모둠의 결과와 비교하고, 결
과가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지진>
1. 2016년 경주에서는 리히터 규모 5.8, 진도 Ⅶ의 지진이 발생
하였고, 2017년 포항에서는 리히터 규모 5.4, 진도 Ⅸ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리히터 규모는 비슷하였

지구

Ⅱ.

과학

지구 고체

Ⅰ

생동하는

1. 지구의 변화

지만, 포항 지진의 진도가 더 컸던 이유는 무엇일까?
2.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에서 긴급 재난 문자

S, T, E,

를 발송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을

A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고안해 보
자.
3. 우리학교 학교재난실무행동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 학
교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학교재난실무행동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해 보자.
<전기장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전기장판에서 발생하는 자기장과 전자파는 인체에 해롭다는 설
이 있는 반면, 인체에 무관하거나 오히려 이롭기까지 하다는 설

물리
Ⅰ

Ⅱ. 물질과 전

도 있다.

자기장

1. 전기장판에서 자기장 또는 전자파가 발생하는지를 실험적으

3. 전류에 의한

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

자기장

2. 전기장판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
향을 논하라.
3. 과학도로서 전기담요의 사용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
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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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E

(3) S T EAM

학
년
1학
년

2학
년

주
제
1
2
3
4
5
6
1
2
3
4
5
6
7

수업 진행 상황
3월

4월

5월

6월

7월

방
학

8월

9월

10월

11월

다. 자료 분석
○ 본 연구에서는 360도 VR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둠 내 STEAM 활동을 촬영하였고, 이 중 초
점집단으로 선정된 학급 당 1~2개 모둠에 대해서 담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1] STEAM 수업 장면(왼쪽), 촬영에 사용된 360도 VR 카메라(가운데), 360도 VR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오른쪽)
○ 담화 분석은 문장 단위로 역량 발달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코딩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되었
다. 분석된 결과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 2인의 연구자에 의해 교차 검토되었으며, 일치하지
않는 코딩 결과는 제 3의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되었다.
○ 각 역량 코딩에 사용된 담화는 실제 고등학교 1~2학년의 STEAM 수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
으며, 기본적으로 과학적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
는 형태이다. 수업은 모둠 간 협력 학습을 기반으로, 과학의 요소 이외에 수학, 기술, 공학,
인문학적 지식을 융합하여야 하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 코딩에 사용된 수업의 주
제 및 차시 수는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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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역량 코딩에 사용된 수업
역량
•

인지창의

•
•
•
•
•
•

창의
과정 창의

•
•
•
•

산출물 창의

•
•
•

근거기반
추론

비판적
사고

모델기반
추론

시스템기반
추론

이해공유

협력적
문제해
결

역할분담

협력적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수업 주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비교를 통한 우리 학교 지진 대피
매뉴얼 만들기
놀이기구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놀이기구 고안하기
전기장판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고안하기
달걀껍질 속의 탄산칼슘 양 알아내기
천연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합리적인 복용에 대해 토론하기
비일상적 자연현상을 대비할 수 있는 정부 매뉴얼 개발하기
총 차시 수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비교를 통한 우리 학교 지진 대피
매뉴얼 만들기
놀이기구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놀이기구 고안하기
전기장판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고안하기
달걀껍질 속의 탄산칼슘 양 알아내기
총 차시 수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비교를 통한 우리 학교 지진 대피
매뉴얼 만들기
전기장판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고안하기
놀이기구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놀이기구 고안하기
총 차시 수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비교를 통한 우리 학교 지진 대피
매뉴얼 만들기
놀이기구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놀이기구 고안하기
전기장판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고안하기
달걀껍질 속의 탄산칼슘 양 알아내기
총 차시 수
놀이기구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놀이기구 고안하기
전기장판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고안하기
달걀껍질 속의 탄산칼슘 양 알아내기
천연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합리적인 복용에 대해 토론하기
총 차시 수
놀이기구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놀이기구 고안하기
전기장판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고안하기
달걀껍질 속의 탄산칼슘 양 알아내기
천연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합리적인 복용에 대해 토론하기
총 차시 수
달걀껍질 속의 탄산칼슘 양 알아내기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비교를 통한 우리 학교 지진 대피
매뉴얼 만들기
총 차시 수
달걀껍질 속의 탄산칼슘 양 알아내기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비교를 통한 우리 학교 지진 대피
매뉴얼 만들기
총 차시 수
놀이기구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놀이기구 고안하기
달걀껍질 속의 탄산칼슘 양 알아내기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비교를 통한 우리 학교 지진 대피
매뉴얼 만들기
총 차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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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수
2
2
3
1
1
3
12
2
2
3
3
10
2
3
6
11
2
1
3
3
9
3
2
2
6
13
1
2
1
5
9
11
2
13
10
4
14
2
4
3
9

역량
의견
말하기와
전달

의사소
통

의견 표현 및
평가

생산적 비판

수업 주제
• 놀이기구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놀이기구 고안하기
• 달걀껍질 속의 탄산칼슘 양 알아내기
•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비교를 통한 우리 학교 지진 대피
매뉴얼 만들기
총 차시 수
• 천연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합리적인 복용에 대해 토론하기
• 비일상적 자연현상을 대비할 수 있는 정부 매뉴얼 개발하기
• 놀이기구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놀이기구 고안하기
• 달걀껍질 속의 탄산칼슘 양 알아내기
•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비교를 통한 우리 학교 지진 대피
매뉴얼 만들기
총 차시 수
• 천연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합리적인 복용에 대해 토론하기
• 비일상적 자연현상을 대비할 수 있는 정부 매뉴얼 개발하기
• 놀이기구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놀이기구 고안하기
• 달걀껍질 속의 탄산칼슘 양 알아내기
•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비교를 통한 우리 학교 지진 대피
매뉴얼 만들기
총 차시 수

차시 수
2
4
3
9
2
7
6
1
1
17
2
5
6
1
2
16

3. 증거기반 P2CM 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코딩 결과
가. 창의 역량

(1) 1

차 코딩 결과

○ 선행 연구로부터 도출된 발달 수준에 근거하여 STEAM 수업에 대한 학생 담화를 분석한 결
과, 일부 역량의 발달 수준의 경우 그 빈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창의 역량 중 산출물창의 역량의 3단계는, 12차시에 걸쳐 1단계가 694개 발견되
는 동안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산출물창의 역량의 3단계 기준에 미적 호소력,
의미의 표현, 디자인 요구 반영과 같은 예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주제 특이적
인 성격이 있어 일반적인 STEAM 수업 상황에서는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산출물
창의의 1단계는 2단계보다 그 수가 더 적게 드러났는데, 이것은 산출물창의 역량이 창조기
반 STEAM 수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산출물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의 특성 상
제품과 관련된 작동 원리의 언급 빈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1수준인 ‘특정
과학, 기술 아이디어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2수준인 ‘과학적 작
동 원리를 반영하여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평가의 정
확성을 위한 역량 발달 수준 및 평가 문구 수정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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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산출물창의 역량 1차 코딩 결과
역량발달수준

산출물창의 역량

코딩 결과

1수준

독창적
디자인

특정한 과학, 기술 아이디어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694

2수준

작동하는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과
학적 작동 원리를 반영하며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정교, 구체, 유용, 과학성)

744

3수준

공감
디자인

제품에 대한 의견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공감되는 디자인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 (미적 호소력, 의미의 표현, 디자인 요구
반영)

0

(2) 2

차 코딩 결과

○ 1차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산출물창의 역량의 3단계에는 사람들을 위한 기능을 고
안하였는가가 추가되었다. 단순히 미적인 기능의 표현뿐만 아니라 사람의 공감을 얻기 위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주제 특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미적인 기능에 대
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1수준은 기존의 ‘특정한 과학, 기술 아이디어를 반영
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에서 ‘새로운 산출물에 대한 제안 또는 질문을 하였는
가?’로 수정되어 2수준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수정된 역량의 발달 수준, 해당
예시 및 코딩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0> 산출물창의 역량 2차 코딩 결과
역량발달수준

산출물창의 역량

예시

코딩 결과

1수준

독창적
디자인

새로운 산출물에 대한 제안 또는
질문을 하였는가?

• 롤러코스터를 만들자.

549

2수준

작동하는
디자인

새로운 산출물을 정교화, 구체화,
유용화, 과학적 원리 등을 사용하
여 설명하거나 제안하였는가?

• 이 롤러코스터는 80km/s
로 움직여.

429

3수준

공감
디자인

사람들을 위한 기능을 고안하거나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미적
인 기능을 포함하였는가?

• 사람의 안전을 위한 안전
벨트 고안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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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코딩에 의한 창의 역량 발달 수준의 전체 코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창의 역량은
12차시에 걸쳐 1수준이 533개, 2수준이 337개, 3수준이 304개로 드러났다. 과정창의 역량은
10차시에 걸쳐 1수준이 610개, 2수준이 239개, 3수준이 182개로 드러났다. 산출물창의 역량
은 11차시에 걸쳐 549개, 2수준이 429개, 3수준이 141개로 드러났다.
<표 51> 창의 역량 코딩 결과
역량

1수준

2수준

3수준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인지창의

12

533

12

337

12

304

과정창의

10

610

10

239

10

182

산출물창의

11

549

11

429

11

141

○ 각 역량 코딩에 사용된 수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인지창의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통합과학] Ⅱ. 시스템과 상호작용 3. 생명 시스템 01. 생명시스템의 기본단위
비일상적인 자연현상을 지구시스템 구성요소(수권, 지권, 기권, 생물권, 외권)의 상호작용
으로 해석하시오.

A

그럼 내가 여기다가 태풍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어 하면은 대답할 수 있어?

B

태풍의 눈과 태풍의 날개로 되어있다.

└1수준-태풍에 대해 파악
C

근데 태풍은 어떤 과정으로 사라져?

└3수준-태풍이 사라지는 새로운 상황을 가정
B

태풍이 어떤 과정으로 사라지냐고?

B

그 열대성 저기압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열을 빼앗겨서 사라지겠지.

└2수준- 태풍이 사라지는 원인을 과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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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과정창의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지구화학Ⅰ] Ⅱ. 생동하는 지구 01. 화산과 지진
2016년 경주에서는 리히터 규모 5.8, 진도 Ⅶ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017년 포항에서는 리
히터 규모 5.4, 진도 Ⅸ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리히터 규모는 비슷
하였지만, 포항 지진의 진도가 더 컸던 이유는 무엇일까?

A

좋아 됐어, 두 번째 하자.

└1수준 – 다음 과정을 안내
B

잠깐 결론은?

└3수준 – 새로운 과정을 제안
A

결론 지금 낼 거야?

└2수준 – 과정 제안에 대한 의문제기
A

하나하고 하나하자.

└3수준 – 새로운 과정을 제안
C

잠깐만 이거 네모 치는 거 아니야?

└2수준 – 과정에 대한 의문 제기
B

선생님이 네모 쳐도 되고 글로 써도 된다고 했어.

└1수준 – 과정 안내
C

이게 경주고, 이게 포항이고.

└1수준 – 다음 과정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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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산출물창의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지구과학Ⅰ] Ⅱ. 생동하는 지구 01. 화산과 지진
OO고등학교 학교재난실무행동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제 OO고등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하였
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학교재난실무행동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해
보자.
A

지진이 일어난 긴박한 상황일 때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1수준 – 지진메뉴얼(산출물)에 대한 질문
C

엄청 흔들리고, 짐 다 떨어지고 있는데 나갈 수 없지. 반박해봐, 그럼.

└2수준 – 지진메뉴얼(산출물)에 대한 정교화
D

음... 지진 대피 훈련에서 책상 아래 먼저 숨는 것이 순서야.
왜냐하면 일본은 건물을 나무로 만들어.

└2수준 – 지진메뉴얼(산출물)에 대한 구체화
A

진짜 조사 많이 해왔다.

D

근데 한국은...

B

유튜브에서 나도 봤어.
유튜브가 도움이 되지. 하하하. 한국은 건물을 시멘트로 지어.

D

그래서 건물이 무너질 때 책상에 숨으면 시멘트 때문에 다칠 수 있어. 반면 일본은 나무여서
책상 아래 숨어도 안전해.

└2수준 – 지진메뉴얼(산출물)에 대한 구체화
C

그래서 결론이 뭐야?

D

안전을 위해서는 책상 밑에 숨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해.

└3수준 – 사람을 위한 지진메뉴얼(산출물) 제안
C

그럼 써, 거기다가.

B

책상 밑 엑스

C

그러면 반대한다는 소리야?

└1수준 – 지진메뉴얼(산출물)에 대한 질문
그럼 내가 쓸게.
내가 말하는 책상에 숨는다는 거는 계속 여기에 있자는 것이 아니라
어...물체가 떨어질 것을 예방하는 거지 이게 주목적은 아니야.
C

그러니까 결론은 책상에 있는 거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아닐 때, 머리에 충격이 가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예방하자는 거지.
내가 말하고자 한 거는 일단 책상에 숨고, 숨은 뒤 선생님의 지시나 안내 방송에 따라 안
전하게 대피한다.

└3수준 – 사람을 위한 지진메뉴얼(산출물) 제안

○ 역량별 코딩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코딩 수를 담화가 이루어진 차시수로 나눈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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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표 52>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도시한 결과는 [그림 22]와 같다. 코딩 결과를 보
면, 각 역량별로 1수준에서 3수준으로 그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52> 창의 역량 내 역량별 코딩 수의 상대적인 값
역량

1수준

2수준

3수준

인지창의

44.42

28.08

25.33

과정창의

61.00

23.90

18.20

산출물창의

49.91

39.00

12.82

○ 인지창의→과정창의→산출물창의 순으로 갈수록 역량 수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빈도는 일관성 있게 감소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해당 STEAM 수업
이 모둠의 협력 학습을 기반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과정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 창의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STEAM 수업이 산출물의 제작을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산출물 창의에서 도출되는 역량발달 수준이 비교적 자주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22] 창의 역량 코딩 결과

나. 비판적 사고 역량

(1) 1

차 코딩 결과

○ 비판적 사고 역량 중 근거기반 추론 역량은 총 9차시에 걸친 담화에서 1수준은 494개, 2수
준은 127개, 3수준은 56개로 코딩되었고, 모델기반 추론 역량은 총 13차시에 걸친 담화에서
1수준은 625개, 2수준은 427개, 3수준은 293개로 코딩되었다. 시스템기반 추론 역량은 13차
시에 걸친 담화에서 1수준은 963개, 2수준은 406개, 3수준은 192개로 코딩되었다(<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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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비판적 사고 역량의 1차 코딩 결과
역량

1수준

2수준

3수준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9

494

9

127

9

56

13

625

13

427

13

293

13

963

13

406

13

192

근거기반
추론
모델기반
추론
시스템기반
추론

○ 역량별 코딩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코딩 수를 담화가 이루어진 차시 수로 나눈 상대
값은 <표 54>와 같았는데, 시스템기반 추론 역량이 다른 역량에 비해 상위 역량임에도 불구
하고 다소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표 54> 비판적 역량 내 역량별 1차 코딩 수의 상대적인 값
1수준

2수준

3수준

근거기반추론

52.50

12.90

5.60

모델기반추론

48.08

32.85

22.54

시스템기반추론

74.08

31.23

14.77

○ 이에, 연구진들은 코딩 방식을 검토하여, 시스템의 정의 및 그에 대한 세부 요소들을 구체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협의 결과, 시스템이란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
련 요소를 조합한 집합체로 보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능들을 시스템의 요
소로 정의하였다.

(2) 2

차 코딩 결과

○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수정하여 비판적 사고 역량 중 시스템기반 추론 역량을 2차 코딩
한 결과, 시스템기반 추론은 총 9차시에 걸친 담화에서 1수준은 415개, 2수준은 146개, 3수
준은 80개로 코딩되었다(<표 55>).
<표 55> 비판적 사고 역량 2차 코딩 결과
역량
근거기반
추론
모델기반
추론
시스템기반
추론

1수준

2수준

3수준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9

494

9

127

9

56

13

625

13

427

13

293

9

415

9

146

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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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역량 코딩에 사용된 수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근거 기반 추론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지구과학Ⅰ] Ⅱ. 생동하는 지구 01 화산과 지진
OO고등학교 학교재난실무행동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제 OO고등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하
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학교재난실무행동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
해 보자.
C

내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는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1수준 – 지진 매뉴얼 자료에 대한 언급
C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에 숨지 말고 무조건 운동장으로 뛰어 나가야해.

└3수준 – 지진 매뉴얼 분석 결과에 대한 결론
A

무조건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C

이거와 같이 대피경로를 알려줘야지.

└1수준 – 지진 매뉴얼 자료에 대한 언급
A

네가 직접 그려 왔어?

C

어.
4층 같은 경우는 반이 여기에 2개 있고 여기에 교무실이 있고 여기에 교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7,8,9는 경로를 여기로 가.

C

6은 여기로 가.
운동장 출구도 3개잖아.
얘네는 여기로 오고, 얘네는 여기로 오고.

└2수준 – 지진 매뉴얼 경향 분석
C

이 경로대로 대피! 됐어.

└3수준 – 지진 매뉴얼 분석 결과에 대한 결론
B

일단 나는 우리 학교 매뉴얼은 좋아.

└1수준 – 지진 매뉴얼 자료에 대한 언급
B

그런데 학교 건물은 오래돼서 안 좋아.

└2수준 – 지진 매뉴얼 경향 분석
B

그리고 원래 여기가 초등학교 하려고 한 건물이어서 학교가 작아.

└1수준 – 지진 매뉴얼 자료에 대한 언급
B

그래서 애들이 대피하기가 힘들잖아.

└2수준 – 지진 매뉴얼 경향 분석
B

그래서 매뉴얼보다 대피 훈련교육을 나라에서 시키지 않아도 더 많이 해야
해.

└3수준 – 지진 매뉴얼 분석 결과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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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모델 기반 추론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화학Ⅰ] Ⅰ. 물질과 규칙성 1.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05. 우리주변의 다양한 물질
우리 주변에서 철과 칼슘은 금속 상태이거나 이온결합화합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철분제
속의 철과 칼슘제 속의 칼슘은 어떻게 존재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논의해 보자.
A 그 이유는, 일단 맨 첫 번째 어, 뭐라 얘기해야 되지?
A 예시를 들까? (B가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이거 이름 뭐라고?

└1수준-현상을 그림으로 표현
B

스테아린 산

└1수준-현상을 단어로 표현
D

근데 저거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거, 지그재그에 점 찍혀 있는 것 마다 원자가 결합 한 거
아냐?

└3수준 – 영양제 성분 탐구 과정(모델)에 대한 평가
B

A

어, 그렇지.
(이때 A가 깨달은 듯) 어! 근데 이제 거기에 스테아린산이라는 물질이랑 마그네슘을 합쳐서
영양제로 쓰는 거지.

└3수준 – 영양제 성분 탐구 과정(모델)에 대한 효과 검토
A 아, 야 그럼 어쨌든 같은 형태네!
D (B가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이게 모여서 이게 된 거 아니야?

└3수준 – 영양제 성분 탐구 과정(모델)에 대한 효과 검토
A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이게 된 거면 같은 형태네.

└2수준 - 영양제 성분 탐구 과정(모델) 과정 제시
B

근데 여기 스테아린산이 있는 거잖아.

└1수준-현상을 단어로 표현
A 아니지, 그니까 얘(D)는 그걸 다 배제하고 물어 본 거지.

A 철과 철이 같냐, 철분제 속의 철이랑 그냥 일반 철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1수준-현상을 단어로 표현
A 같은 형태지 애들아 그러면.

└2수준-현상의 이유를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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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시스템 기반 추론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물리Ⅰ] Ⅱ. 시스템과 상호작용 1. 역학적 시스템 02.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본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기구 제작자라고 가정하고, 스릴 있으면서도 안전한 놀이기
구를 고안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A 놀이기구를 무엇으로 만들지?
B

4D로 하자.

C 4D?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B

4D를 씌우고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야. 그리고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주
는 거지.

└2수준-놀이기구(시스템)의 요소를 파악
C 4D를 끼면 시야가 제한돼서 불편해.

└3수준-놀이기구(시스템)의 한계 발견
A 그리고 현실감이 오히려 떨어져.

└3수준-놀이기구(시스템)의 한계 발견
B

안전 장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해.

└3수준-놀이기구(시스템)의 한계 발견
A 놀이기구에 안전벨트는 필수적인 것 아니야?

└1수준-놀이기구(시스템) 요소 이해
C 안전벨트가 헐렁해서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어.
A 어딘데?
B

XX시에 있는 DD월드 바이킹.

○ 역량별 코딩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코딩 수를 담화가 이루어진 차시수로 나눈 상대
값은 <표 56>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도시한 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코딩 결과를 보면,
각 역량별로 1수준에서 3수준으로 그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56> 비판적 역량 내 역량별 2차 코딩 수의 상대적인 값
1수준

2수준

3수준

근거기반추론

54.89

14.11

6.22

모델기반추론

48.08

32.85

22.54

시스템기반추론

46.11

16.22

8.89

- 89 -

[그림 23] 비판적 사고 역량 코딩 결과

다.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1) 1

차 코딩 결과

○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중 이해공유 역량은 총 13차시에 걸친 담화에서 1수준은 759개, 2수
준은 417개, 3수준은 39개로 코딩되었고, 역할분담 역량은 총 14차시에 걸친 담화에서 1수
준은 287개, 2수준은 97개, 3수준은 63개로 코딩되었다.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은 9차시에 걸
친 담화에서 1수준은 113개, 2수준은 301개, 3수준은 210개로 코딩되었다(<표 57>).
<표 57>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1차 코딩 결과
역량

1수준

2수준

3수준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이해공유

13

759

13

417

13

39

역할분담

14

287

14

97

14

63

협력적
모니터링

9

113

9

301

9

210

○ 역량별 코딩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코딩 수를 담화가 이루어진 차시 수로 나눈 상대
값은 <표 58>과 같았는데,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의 1수준의 코딩 수가 2수준에 비해 다소
적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2수준에 해당하는 과정 모니터링의 일부 발화
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2수준에만 코딩이 되
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협력적 모니터링 중 2수준에서 발견 가능한 1수준의 역량은 1, 2수
- 90 -

준 모두에 해당하도록 재코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58>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내 역량별 1차 코딩 수의 상대적인 값
1수준

2수준

3수준

이해공유

58.38

32.08

3.00

역할분담

20.50

6.93

4.50

협력적 모니터링

12.56

33.44

23.33

(2) 2

차 코딩 결과

○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중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의 재코딩 결과 9차시에 걸쳐 1수준은 216
개, 2수준은 300개, 3수준은 210개로 확인되었다(<표 59>).
<표 59>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2차 코딩 결과
역량

1수준

2수준

3수준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이해공유

13

759

13

417

13

39

역할분담

14

287

14

97

14

63

협력적
모니터링

9

216

9

300

9

210

○ 각 역량 코딩에 사용된 수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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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이해 공유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화학Ⅰ] Ⅰ. 화학의 언어 03. 화학반응식
OO이는 달걀껍질 안에 들어 있는 탄산칼슘의 양이 달걀껍질의 90%라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자 한다. 가능한 실험 방법을 설계하고,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그 실험결
과를 예측하시오.
A 우리가 너무 실험 방법만 이야기한 것 같아.

1수준-문제에 대해 언급
B

우리 처음에 350% 오차가 발생해서 실패한 실험에 대해 쓸까?

2수준-문제에 대한 규칙 결정하는 과정
A 그거 결론 아니었어?

2수준-문제에 대한 규칙 결정하는 과정
C 그건 결론이 아니야. 그건 하나의 의견이었을 뿐이야.

2수준-문제에 대한 규칙 결정하는 과정
B

맨 처음에 나온 350퍼센트 그거 원인을 적어보고 싶었어.

A 350퍼센트라고?

1수준-문제에 대한 언급
B

어, 나왔었어.

C 내가 얘기했잖아. 네가 계산 잘못 했잖아.

1수준-문제에 대한 언급
A B의 계산 오류입니다.

1수준-문제에 대한 언급
C 정답입니다. 완벽합니다.
B

맨 처음에 했을 때, 흘린 게 있었잖아.

3수준-문제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제시
A 아~

B

흘린 양을 더했잖아.
그걸 원래 상태로 하니까 90.9퍼센트가 나왔어.

1수준-문제에 대한 언급
C 그랬구나.
B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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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역할분담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화학Ⅰ] Ⅰ. 화학의 언어 – 03. 화학반응식
OO이는 달걀껍질 안에 들어 있는 탄산칼슘의 양이 달걀껍질의 90%라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자 한다. 가능한 실험 방법을 설계하고,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그 실험결
과를 예측하시오.
B

달걀 껍질 얼마나 넣었어?

└1수준-역할 나누어 수행하는 과정
G

처음에는 8g.

└1수준-역할 나누어 수행하는 과정
B

너희 너무 잘 갈고, 염산 센 것을 써서 반응 빨라 가지구.

└1수준-역할 나누어 수행하는 과정
G

망했지.

B

만약에 양 조절 잘해서 성공했으면 너희들것이 오차가 없었을 텐데.

└2수준-분담된 역할에 대한 피드백
└3수준-역할 수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발견
G

염산을 얼마나 넣었는데?

└1수준-역할 나누어 수행하는 과정
H

우리 8미리.

└1수준-역할 나누어 수행하는 과정
F

우리는 처음에 1g를 넣거든. 근데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 같아서 0.3g를 넣었어. 그래서
했더니 나왔어.

└1수준-역할 나누어 수행하는 과정
B

그럼 너네는 실험이 아예 안 나왔겠네.

└2수준-분담된 역할에 대한 피드백
G

F

그래서 이걸로 해서 안 돼서 두 번째로 염산을 써서 했는데 그것도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
났어.
나는 갈아서 했는데 1g를 넣어도 반응이 안 일어나더라고.

└1수준-역할 나누어 수행하는 과정
B

F

B

몇 분 정도 했는데?

몇 분? 그냥 아주 곱게 갈아서 조금씩 넣으면서 했지. 조금만 넣으니까 0.12차이 정도만 나
더라고. (달걀 껍질을 조금 넣었더니 실험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듯)

우리 (질량 감소량)0.8g. (달걀)2g (염산)50mL

└1수준-역할 나누어 수행하는 과정
B

얘네께 제일 기대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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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화학Ⅰ] Ⅰ. 화학의 언어 – 03. 화학반응식
OO이는 달걀껍질 안에 들어 있는 탄산칼슘의 양이 달걀껍질의 90%라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자 한다. 가능한 실험 방법을 설계하고,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그 실험결
과를 예측하시오.
B

달걀 껍질에 있는 막을 포함한다. 안한다.

└1수준-제시된 과정(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C

안한다.

└1수준-제시된 과정(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D

무슨 막?

└1수준-제시된 과정(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B

댤걀 껍질에 흰 막.

└1수준-제시된 과정(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D

아. 흰 색…

└1수준-제시된 과정(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B

일단 그거를 제거하고, 한다고 했어.

└1수준-제시된 과정(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중간 생략)
D

뭐하려 이렇게 어렵게 해?

└2수준-아이디어 설계에 대한 논의(모니터링)
B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봐봐.

C

그러면 다른 방법을 얘기해보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2수준-아이디어 설계에 대한 논의(모니터링)
└2수준-아이디어 설계에 대한 논의(모니터링)
B

CaCO3랑 이거랑 반응을 해서 여기 있는 거랑 똑같잖아. 이거는 날아가잖아.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수집해서 이산화탄소질량을 측정해.
그리고 얘랑 얘의 질량비가 탄산칼슘이랑 이산화탄소의 질량비가 100대 44인걸 이용해가지
구 질량을 대입해서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
이산화탄소 양을 구하면 비례식이 완성되잖아. 그럼 구할 수 있지.

└3수준-결과에 대한 논의(모니터링)
C

이산화탄소 양 측정이 잘 안 돼.

└2수준-아이디어 설계에 대한 논의(모니터링)
D

이렇게 가두면 이산화탄소가 남을 수가 있어.

└2수준-아이디어 설계에 대한 논의(모니터링)

○ 역량별 코딩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코딩 수를 담화가 이루어진 차시수로 나눈 상대
값은 <표 60>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도시한 결과는 [그림 24]와 같다. 코딩 결과를 보면,
이해공유 역량과 역할분담 역량은 1수준에서 3수준으로 그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은 수준에 따른 코딩 수가 수준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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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관하게 도출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이 창조 기반
의 수업 유형에서 평가 가능한 역량이므로 실제 설계 및 제작에 관련되는 모니터링이 다른
모니터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역량이 바로 2수준의 과정 모
니터링이기 때문이다.
<표 60>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내 역량별 2차 코딩 수의 상대적인 값
1수준

2수준

3수준

이해공유

58.38

32.08

3.00

역할분담

20.50

6.93

4.50

협력적 모니터링

24.00

33.33

23.33

[그림 24]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코딩 결과

라. 의사소통 역량

(1)

코딩 결과

○ 의사소통 역량 중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은 총 9차시에 걸친 담화에서 1수준은 256개, 2
수준은 36개, 3수준은 56개로 코딩되었고,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은 총 17차시에 걸친 담
화에서 1수준은 509개, 2수준은 393개, 3수준은 53개로 코딩되었다. 생산적 비판은 16차시에
걸친 담화에서 1수준은 259개, 2수준은 113개, 3수준은 9개로 코딩되었다(<표 61>).
<표 61> 의사소통 역량 코딩 결과
역량
의견 말하기와
전달
의견 표현 및
평가
생산적 비판

1수준

2수준

3수준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차시 수

코딩 수

9

256

9

36

9

56

17

509

17

393

17

53

16

259

16

113

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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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역량 코딩에 사용된 수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지구과학Ⅰ] Ⅱ. 생동하는 지구 01. 화산과 지진
2016년 경주에서는 리히터 규모 5.8, 진도 Ⅶ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017년 포항에서는 리히
터 규모 5.4, 진도 Ⅸ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리히터 규모는 비슷하
였지만, 포항 지진의 진도가 더 컸던 이유는 무엇일까?
B

일단, 포항과 경주의 인구밀집지에 따른 피해로 발생했대.

C

인구가 다르니까 피해 정도도 다르게 나타났구나.

└1수준-자신의 의견 전달
└2수준-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해
B

경주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좀 적음.

└1수준-자신의 의견 전달
C

그래서 결론은?

B

포항이 피해가 더 컸다.

└1수준-자신의 의견 전달
D

포항이 235명이고, 경주가 23명인가 그럴걸?

A

반박할래. 피해 규모를 따지지 말고 진도 차이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

└1수준-자신의 의견 전달
C

진원이 얕은 지점에 있으면?

└2수준-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해한 것에 대한 의견 제시
A

얕다고?

D

진도가 커지고, 아 그거 말하려는 거야?

└2수준-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해한 것에 대한 의견 제시
A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1수준-자신의 의견 전달
C

포항?

A

포항이라는 지역 자체가, 섬과 섬 사이를 매립한 지역이야.
그래서 지반이 약하지. 지반이 강하지 않아서 잘 흔들려.

└1수준-자신의 의견 전달
D

그럼 포항의 피해가 커진 이유는 인구 밀집도 있지만 지반이 약해서 지도가 커진 이유도
있겠네.

└3수준-다양한 의견을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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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화학Ⅰ] Ⅰ. 물질과 규칙성 1.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05. 우리주변의 다양한 물질
우리 주변에서 철과 칼슘은 금속 상태이거나 이온결합화합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철분제
속의 철과 칼슘제 속의 칼슘은 어떻게 존재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논의해 보자.
D

그럼 뭐지, 내가 새로운 거 하나를 써볼게. 아까 너가 쇠못을 예로 들었잖아.
쇠못을 갈아서 마셔도 영양제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중금속 때문
에 안 된다고.
그럼 쇠못 간 거에서 그냥 순수한 철이랑 중금속을 분리한 다음에…….

1수준-자신의 의견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정당화함
A

자석으로?

D

어, 그런 식으로. 철분제를 각각 다른 빈혈. 철이 부족한 빈혈 환자한테, 두 명
한테, 한명한테는 쇠못 간걸 먹이고, 한 명한테는 철분제를 먹여가지고, 이제
만약에, 섭취해서 둘 다 만약에 같은 치료효과를 받으면,
둘이 같은, 둘 다 치료가 된다면, 빈혈이,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 둘이 같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지.

1수준-자신의 의견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정당화함
A

그러면, 여기서 반박을 하자면, 그 뭐지, 대상자한테, 사람에게 먹여야 할 것
아냐, 빈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대상자가 만약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만약에 제대로 분리가 안됐으
면,
거기다 플러스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돼.

└2수준-근거의 객관성을 가지고 의견을 평가함
D

아, 치료가 되는데, 오래 걸린다고? 음, 그래도 이론만 따지면 맞는 거 아냐?

└2수준-근거의 적절성을 가지고 의견을 평가함
A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랑 이거랑 합치자. 그래서 그 쇠못을 갈아가지고, 자
석으로 먼저 철 성분만 분리해 낸 다음에 그거를 불꽃색에 실험에 넣어보고,
그 담에 진짜 철분제 들어있는 거를 불꽃색 실험에 넣어보면 되지.

└3수준-의견을 종합하여 목표에 다가가도록 함
D

같게 나오면 같은 거니까, 그래 그걸로 하자.

A

그러면 우리 결론은, 어 불꽃색 실험으로 할 건데 그 이유는 일단, 어 쇠못을
갈아서 어 자석을 이용해 철을 분리해내고 철분제 속의 철분제를 준비한 다음
에 그담에 이제 불꽃반응 시켜서 그 불꽃반응 시켜서 같은 색이 나오는지, 유
무 확인.

└3수준-의견을 종합하여 목표에 다가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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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예시]
다음은 아래와 같은 수업 상황에서 생산적 비판과 소통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일부분이다.
[화학Ⅰ] Ⅰ. 물질과 규칙성 1.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05. 우리주변의 다양한 물질
우리 주변에서 철과 칼슘은 금속 상태이거나 이온결합화합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철분제
속의 철과 칼슘제 속의 칼슘은 어떻게 존재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논의해 보자.
D

그니까 내가 철분제를 조사해 봤거든? 철분제 속의 철이 헴철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 안에 헴철이란 철만 있는 게 아니라 철 자체는 10%밖에 없고, 이 헴철 주변에 펩탄이란
게 감싸고 있고 그런 형태야.

A

그니까 어쨌든 원소가 들어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

└1수준-의견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비판
D

하지만 이 원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따로 결합을 하고 있어. 다른 원소랑.

└1수준-의견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비판
B

A

나는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읽었냐면은, 원소 그 물체 안에 있는 그 구성하는 원소의 모양,
형태를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게 된 거거든. 근데 이 원소, 만약
에 마그네슘 영양제랑 금속 안의 마그네슘이랑 원소만을 보면은 원소는 당연히 같은데,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본 거 같아서 나는 다르다고 조사를 했었던 거거든?
그니까 우리가 찾아온 게 다 다른 이유가 우리 질문의도를 당사자가 파악하는 게 다 달라
서.

└2수준-견해 차이를 분석하여 협상
C

너무 애매하게 되어있어.

A

조금 질문자체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D)는 여기서 너는 같은 형태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야?

└2수준-견해 차이를 조정하려함
D

나는 금속상태의 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건 아예 그냥 순수하게 다른 거 없이 철, 칼슘, 마
그네슘 금속만 그것만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

└2수준-견해 차이를 분석
B

만약에 여기 질문에서 원소 형태라고 말했으면 당연히 같지 당연히. 근데, 그 형태 자체가…

└2수준-견해 차이를 분석
A

근데 앞에 주어도 없이 그냥 같은 형태인가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할까? 원소 형태는 같지만 결합 형태가 다르다.

└2수준-견해 차이를 조정하려함
B

응,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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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예시] (계속)
A

약간 미스터리한 것이 우리 몸의 약 2%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데, 막 철이면 철, 금이면
금 그런 덩어리째가 아니라 이거 역시도 화합물이나 이온형태로 인체 속에 들어있단 말이
야.
그러면 (고개를 갸웃하며) 같은 형태라고 원소 자체는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결합이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

D

그건 아니지 그니까 막 금속 덩어리가 우리 몸속에 떠다니는 건 아니잖아.
막 철도 철이라 해도 헤모글로빈 속에 다른 거랑 결합해가지고 다니는 거고.

└1수준-객관성을 근거로 의견을 비판
A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이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도 화합물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그런데 영양제 역시 화합물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지.
너(B)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합물 상태로 그게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게 과연 같을까?
형태가?

└1수준-객관성을 근거로 의견을 비판
D

철 원자가 자체 생긴 것만 보면 뭐 똑같이 생겼겠지 당연히.
그런데 형태, 형태라고 하니까 다른 거랑 결합해서 아예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게 아닐까 생각해.

└2수준-견해 차이를 조정하려함
A

너네 둘도(B와 C) 우리 의견에 동의해?

└2수준-견해 차이를 조정하려함
B

나는 흠흠. 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C

난 동의해.

A

동의해? 그럼 우리 4명 중에서 3명이 일단 동의 했으니까,

└2수준-견해 차이를 조정하려함
A

그럼 정리를 다시하자.
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같은 형태라고만 조사했는데, 더 조사해보니까 원소 형태는 같
은 형태지만 그 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결합 형태는 달라. 그러다보니 원소형
태는 같은 형태지만 결합 형태는 다르지.
그리고 영양제 속의 금속과 실제 금속은 순도와 이온화여부의 차이이지만, 그 결합된 원
소가 다를 수도 있어.

└3수준-문제해결 전략을 제시함

○ 역량별 코딩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코딩 수를 담화가 이루어진 차시수로 나눈 상대
값은 <표 62>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도시한 결과는 [그림 25]와 같다. 코딩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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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과 생산적 비판 역량은 1수준에서 3수준으로 그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은 2수준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였는가?’는 3수준에 해당하는 ‘다양한 의견을 요약하거
나 핵심을 정리하여 조정하였는가?’보다 낮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그 이유는, 본 STEAM
수업이 모둠의 의견을 하나로 도출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3수준에 해당하는
‘다수 의견 조정’이 다소 높게 관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62> 의사소통 역량 내 역량별 코딩 수의 상대적인 값
1수준

2수준

3수준

의견 말하기와 전달

28.44

4.00

6.22

의견 표현 및 평가

29.94

23.12

3.12

생산적 비판

16.19

7.06

0.56

[그림 25] 의사소통 역량 코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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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기반 P2CM 평가 모델의 역량발달수준 수정･보완
○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제안한 P2CM STEAM 평가모델을 실제 학교현장에 적용하고 관
련 데이터와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P2CM STEAM 평가모델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제안된 P2CM 평가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STEAM 수업을 진행하
는 고등학교 교사 5인과 그들이 지도하는 학생들 299명(남 180명, 여 119명)이 참여하는 수
업상황에서 4C 역량별 발달수준이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로 나타나
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다.
○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P2CM 평가 모델을 구성하는 4C 역량의 발
달수준별로 구체적인 예시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역량 발달수준을 확인하고, 관련
된 구체적인 진술문을 수정･보완하였다. 각 역량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창의 역량
역량발달수준

인지창의 역량

예시

1

문제
이해

(수정 전) 단순히 자료를
해석하거나 문제 상황을 이
해하였는가?
(수정 후) 문제 상황을 이
해하였는가?

2

연관
개념
생각해
내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연
관 지었는가?

문제
만들기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상황
또는 실생활에 문제를 적
용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제
시하였는가?

3

• 두 가닥이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데 무자계는
이걸 실 꼬듯이 꼬아서 자기장을 상쇄시켜서 자
기장이 안 나오게 하는 거야.
• (추가) 리히터 규모는 지진 시 방출되는 에너
지의 양이고 진도는 사람이 느끼는 거랑 구조물
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거야. 그
런데 경주지진보다 포항지진이 더 컸잖아.
• 자기장이 없다고 해서 전류가 안 흐르는 거는
아니잖아.
• (추가) 그 이유는 경주지진은 진원과의 거리
가 11~16km로 추정 되는데 포항지진은 5~9km
로 추청 되니까 포항지진이 더 컸던 거야.
• 최신에 나오는 거는 자기장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실험에 다 위배가 되는 거잖
아.
• (추가) 그런데 진원과의 거리가 그런 범위로
나타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

○ 창의 역량 중 인지 창의 역량은 2차에 걸친 코딩을 통해, ‘문제 이해-연관 개념 생각해 내
기-문제 만들기’순서로 결정하였다.
○ 1수준의 ‘문제 이해’는 ‘단순히 자료를 해석하거나 문제 상황을 이해하였는가?’에서
‘문제 상황을 이해하였는가?’로 수정하였다. 왜냐하면 자료 해석은 수업의 유형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며, 또한 자료 해석은 문제 상황 이해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전기장판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장의 영향’수업에서 도출된
예시에 ‘포항지진과 경주지진의 비교 및 지진대피 매뉴얼 작성’수업에서 도출된 예시를
추가하여 역량발달수준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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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발달수준

과정창의 역량

예시

1

과정 이해

과정을 이해하거나 과정을 안내하였는
가?

• 탄산칼슘의 질량에 곱하기 100
을 하면 된다는 거지?

2

과정 평가

제안된 과정의 아이디어에 의심을 품
거나 아이디어를 평가하였는가?

• 이거 끓이면 안 될 거 같아.

3

(수정 전)
새로운
과정에 대한
대안 제시
(수정 후)
과정에 대한
추가
아이디어
제시

(수정 전) 새로운 과정에 대한 아이디
어를 제시하였는가?
(수정 후)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
디어를 제시하였는가?

• 한 번 더 실험해서 두 개의 양
을 비교해보자. 진짜 90이 나오
는지.

○ 창의 역량 중 과정 창의 역량은 2차에 걸친 코딩에 의해, ‘과정 이해-과정 평가-새로운 과
정에 대한 제시’순서로 결정되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과정에 대한 제시’는 ‘과정에 대
한 추가 아이디어 제시’로 변경하여 과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과정의 개선을 위해
아이디어를 추가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역량발달수준
1

독창적
디자인

2

작동하는
디자인

3

공감
디자인

산출물창의 역량
새로운 산출물에 대한 제안 또는 질문
을 하였는가?
(수정 전) 새로운 산출물을 정교화, 구
체화, 유용화, 과학적 원리 등을 사용
하여 설명하거나 제안하였는가?
(수정 후) 새로운 산출물을 과학적 원
리를 사용하여 정교화, 구체화하였는
가?
사람들을 위한 기능을 고안하거나 사
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미적인 기능
을 포함하였는가?

예시
• 롤러코스터를 만들자.

• 이 롤러코스터는 80km/s로 움
직여.

• 사람의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
고안

○ 창의 역량 중 산출물 창의 역량은 2차에 걸친 코딩에 의해, ‘독창적 디자인-작동하는 디자
인-공감 디자인’순서로 결정되었다.
○ 2수준의 ‘새로운 산출물을 정교화, 구체화, 유용화, 과학적 원리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거나
제안하였는가?’는 ‘새로운 산출물을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정교화, 구체화하였는가?’
로 수정되어 의미를 더 명확히 드러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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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판적사고 역량
역량발달수준

1

자료 찾기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
근거 기반 추론 역량
(수정 전) 관련된 자료를 언급
또는 전달하거나 자료에 대한 질
문을 하였는가?
(수정 후) 관련된 자료를 언급하
거나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
가?

2

패턴 분석

자료의 패턴이나 경향에 대해 분
석하며 설명하였는가?

3

결론 도출

근거를 들어 분석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가?

예시
• 소아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전기담
요 사용 여부를 조사했더니 전기담요
를 쓸수록 소아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대.
•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
으로 두 배가 됐는지를 알아야 확률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지.
• 이거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2번의
결론은 혈관 내 심장, 혈액, 소화계
통에 영향을 주고 발암가능성이 있
어 인체에 해롭다는 걸로 결론 내
리자.

○ 비판적 사고 역량 중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은, ‘자료 찾기-패턴 분석-결론 도출’순서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의 ‘데이터’를 ‘근거’로 수정하여 더 쉽게
이해되도록 하였다.
○ 1수준의 ‘관련된 자료를 언급 또는 전달하거나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가?’는 ‘관련
된 자료를 언급하거나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가?’로 수정되어 의미 전달이 더 잘 되도
록 하였다.

역량발달수준

1

현상 표현

모델 기반 추론 역량

예시

(수정 전) 관찰된 현상이나 예상되
는 현상을 글, 그림, 도표, 수식 등
으로 표현하였는가?
(수정 후) 관찰되거나 예상되는 현
상을 글, 그림, 도표, 수식 등의 다
양한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나타내
었는가?

• 화학반응식의 표현
   →          ↑

•   기체가 발생할 것이므로 반응시
2

방법 구현

현상의 이유나 방법을 설명하는 모
델을 제시하였는가?

킬 삼각플라스크에 고무관을 연결하고
물이 든 수조에 넣어 기체를 포집한
뒤 성냥불을 갖다 대는 실험을 해보자.

3

설명 구현

제안한 모델을 수행하고, 모델의 효
과를 검토하거나 비교하였는가?

• 측정치 이거 맞아? 산을 더 넣어서
다시 해보자.

○ 비판적 사고 역량 중 모델 기반 추론 역량은, ‘현상 표현-방법 구현-설명 구현’순서로 결
정되었다.
○ 1수준의 ‘관찰된 현상이나 예상되는 현상을 글, 그림, 도표, 수식 등으로 표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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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찰되거나 예상되는 현상을 글, 그림, 도표, 수식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는가?’로 수정되어 현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역량발달수준

1

(수정 전)
구조 이해
(수정 후)
시스템 요

2

소 이해
(수정 전)
작동원리
시뮬레이션
(수정 후)
시스템 요
소 관계 이

시스템 기반 추론 역량

예시

(수정 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였
는가?
(수정 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해하였는가?

• (수정 전) 지그재그에 점 찍혀 있는 것 마
다 원자가 결합한 거 아냐?
(수정 후)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려면 에

(수정 전) 산출물의 작동 원
리를 시뮬레이션 하였는가?
(수정 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였
는가?

해

3

시스템
평가

너지를 발생시키는 부분과 움직이는 부분
을 고려해야 돼.
• (수정 전) 어! 근데 이제 거기에 스테아린
산이라는 물질이랑 마그네슘을 합쳐서 영양제
로 쓰는 거지.
(수정 후) 태양 전지판과 모터가 전선으
로 연결되어야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로 전환 돼.

• (수정 전) 아, 야 그럼 어쨌든 같은 형태네!
(수정 전) 계나 과정을 표현
(수정 후) 태양광 자동차가 1분 동안 움
하는 시스템 모델의 정확성과
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발전 양이 적어서
한계를 발견하였는가?
야. 그러니까 태양 전지판을 더 크게 만들
(수정 후) 시스템의 정확성
어야 돼.
과 한계를 발견하였는가?

○ 비판적 사고 역량 중 시스템 기반 추론 역량은, ‘시스템 요소 이해-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
-시스템 평가’순서로 결정되었다.
○ 1수준의 ‘구조 이해’는 ‘시스템 요소 이해’로 변경되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수준의 ‘작동원리 시뮬레이션’은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로 수정되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였는
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3수준의 ‘시스템 평가’는 기존의 ‘계나 과정을 표현하는 시스
템 모델의 정확성과 한계를 발견하였는가?’에서 ‘시스템의 정확성과 한계를 발견하였는
가?’로 변경하여 의미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천연 비타민과 합
성 비타민’주제의 토론 수업에서 도출된 예시가 이해를 돕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수업의 예시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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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역량발달수준

이해공유 역량

예시

1

(수정 전)
문제 이해와
공유
(수정 후)
문제 이해
공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다른
팀원과 나누었는가?
(수정 후) 문제에 대한 이
해를 팀원들과 함께 나누었
는가?

•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거잖아.

2

(수정 전)
문제의 규칙과
표현 공유
(수정 후)
문제 규칙
공유

문제의 의미를 협상하고 공
유된 규칙과 표현을 만들었
는가?
(수정 후) 문제에 대한 규
칙을 팀원들과 함께 결정하
였는가?

• 먼저 각자 의견을 말하고 나서 장점만 골
라서 정리를 하자.

3

해결책 비교
및 평가

제시된 해결책들을 이해하
고 이를 비교하거나 평가하
였는가?

• 지금 말한 아이디어가 아까 말한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

○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중 이해공유 역량은, ‘문제 이해 공유-문제 규칙 공유-해결책 비교
및 평가’순서로 결정되었다.
○ 1수준의 ‘문제 이해와 공유’는 ‘문제 이해 공유’로 변경되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팀원
들과 함께 나누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수준의 ‘문제의 규칙과 표현 공유’는
‘문제 규칙 공유’로 변경되어 문제에 대한 규칙을 팀원들과 함께 결정하였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량발달수준
1

역할 나누기

2

역할 수행
피드백

3

역할 수행
조정

역할분담 역량

예시

완성할 과제를 구체화하여 역할을 나누
었는가?

• 네가 1번을 조사해 와. 난 그
럼 2번을 조사해 올게.

(수정 전) 분담된 역할 수행에 대한 피
드백 또는 상대방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지지를 하였는가?
(수정 후) 분담된 역할의 수행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하였는가?
(수정 전) 팀원의 관점과 능력을 발견
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위한 조정 및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수정 후) 역할 수행에서 드러나는 문
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조정하였는가?

• 네가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발
표를 더 잘 할 것 같아.
• 정말 잘 했다. 좋은 의견이야.
자료 조사를 잘 해 오다니 대단
해.
• 이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네가 실험 기구
정리를 하면 내가 결론을 쓸게.

○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중 역할분담 역량은, ‘역할 나누기-역할 수행 피드백-역할 수행 조
정’순서로 결정되었다.
○ 2수준의 ‘역할 수행 피드백’은 기존의 ‘분담된 역할 수행에 대한 피드백 또는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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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수행에 대한 지지를 하였는가?’에서 ‘분담된 역할의 수행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하였는가?’로 변경하여 의미를 간결하게 나타내었다. 3수준의 ‘역할 수행 조정’의 ‘팀
원의 관점과 능력을 발견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위한 조정 및 활동을 수행하였는가?’는
‘역할 수행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조정하였는가?’로 이해하기 쉽게 수정
되었다.

역량발달수준
1

2

3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예시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모
니터링을 하였는가?

•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과정 모니터링

설계 및 제작에 대한 모니
터링을 하였는가?

• (다른 모둠원이 급발진 리프트 때문에 뒤
차의 안정성을 언급하자)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 차가 급발진 리프트가 걸려서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갈 때 다른 한 차가
추월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

해결책
모니터링

(수정 전) 결과에 대한 모
니터링 또는 문제해결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렸
는가?
(수정 후) 결과에 대한 모
니터링을 하거나 또는 문
제해결의 성과를 평가하였
는가?

• 근데 3번에서 우리가 만들 놀이기구가 철
제니까 2번에서 목재의 부식의 위험성이 있
어서 철제로 할 거라고 말을 할 생각이야.

아이디어
모니터링

○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중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은, ‘아이디어 모니터링-과정 모니터링-해
결책 모니터링’순서로 결정되었다.
○ 3수준의 ‘해결책 모니터링’은 기존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문제해결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가?’에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거나 또는 문제해결의 성과를 평
가하였는가?’로 변경하여 보다 간결하게 의미 전달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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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소통 역량
역량발달수준

1

(수정 전)
근거 기반 의견
(수정 후)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

예시

(수정 전)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대며
말하였는가?
(수정 후)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

• 왜냐하면 이게 그 근거거
든.

자기 의사 전달

2

3

들에게 전달하였는가?
(수정 전)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수정 전)
타인 의견 재구성과 의견에 대해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여
전달
설명하고 재구성하여 정확히 전달하였
(수정 후)
는가?
적극적 경청과
(수정 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해
이해하였는가?
(수정 전) 토론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수정 전)
의견을 주장과 근거에 기반하여 요약하
다수 의견 요약과
핵심 전달
거나 핵심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는가?
(수정 후)
(수정 후) 다양한 의견을 요약하거나
다수 의견 조정
핵심을 정리하여 조정하였는가?

• 너는 탄산칼슘이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
서 그렇다고 하는데, 탄산칼
슘의 분자량은 100이고 이
산화탄소는 44니까, 비례식
이 이렇게 쓰자고.
• 우리 모둠에는 포항의 지
반 때문에 진도가 크고, 진
앙의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 왜냐하면~.

○ 의사소통 역량 중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은, ‘자기 의사 전달-적극적 경청과 이해-다수
의견 조정’순서로 결정되었다.
○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은 기존의 ‘근거 기반 의견’에서 수정된 것으로, 1수준의 기
준을 하향 조정한 결과이다. 그 이유는 근거를 들어 의견을 말하는 것은‘의견 표현 및 평
가 역량’의 1순인 ‘자기 의견 정당화’와 중복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
의 실제 수업을 기반으로 분석하였을 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근거와 구분지어 드러내
지 않는 경우도 대다수 보여 졌기 때문이다. 2수준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가
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극적 경청과 이해’로 수정하였다. 3수준은 다양한 의견을 요약하
거나 핵심을 정리하여 조정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수 의견 조정’으로 수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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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발달수준

1

2

3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

예시

자기 의견
정당화

(수정 전)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고 표현하였는가?
(수정 후)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였는가?

• 그 담에 적란운이 형성되면서
태풍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태풍
은 결과적으로 생물권, 기권, 지
권, 수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의견 평가 및
선택

(수정 전)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 정
당화를 비교하여 의견을 평가하고 선
택하였는가?
(수정 후)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을
비교하여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였는
가?

• 이건 정확한 근거가 없었고 약
간 가능성으로만 판단했어, 우리
가.

의견 종합

의견들을 분류, 종합하여 목표에 부합
하도록 표현하였는가?
(단계적,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표현)

• 그러면 우리 2번도 여기다 연
결해서 여기 수권, 기권에 이걸
더 추가시키자. 생물권, 지권, 수
권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 의사소통 역량 중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은, ‘자기 의견 정당화-의견 평가 및 선택-의견
종합’순서로 결정되었다.
○ 1수준의 ‘자기 의사 정당화’는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고 표현하였는
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였는가?’로 수정되어 보다 명료하게 나타
내었고, 2수준의 ‘의견 평가 및 선택’은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 정당화를 비교하여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였는가?’에서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을 비교하여 의견을 평가하
고 선택하였는가?’로 수정되어 혼동되는 표현이 없도록 하였다.

역량발달수준

1

2

3

객관적 비판

협상 및 조정

관련된 새로운
문제 생성

생산적 비판 역량
(수정 전)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 정당화를
근거로 비판하되 비난과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상대방의 말에 근거를 든 반박 또는 질문 )
(수정 후)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을 근거로
비판하되 비난하지 않았는가?
견해 차이의 원인을 진단 분석하여 협상 및 조
정하였는가?
(수정 후) 견해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협상
및 조정하였는가?

문제해결 전략을 제시하거나 제시된 논쟁으로
부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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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수력에너지를 전기로 바
꿔서 사용하는 거지,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
잖아. 그치?
• 자, 근데 우리가 받는다
는 충격하고, 여기서 말하
는 충격량하고 다르잖아.
• 만약에 VR을 쓴 상태면
시각이 차단된 상태기 때
문에 안전위험도가 더 높
아진단 말야.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너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 의사소통 역량 중 생산적 비판 소통 역량은, 생산적 비판 역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객관적 비판-협상 및 조정-관련된 새로운 문제 생성’순서로 역량 발달 수준이 결정되었
다.
○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은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 정당화를 근거로 비판하되 비난과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에서 ‘근거의 객관성과 적절성을 근거로 비판하되 비난하지 않았
는가?’로 변경하여 비난과 판단의 개념이 갖는 모호함을 해소하였고, 2수준의 ‘견해 차이
의 원인을 진단 분석하여 협상 및 조정하였는가?’는 ‘견해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협상
및 조정하였는가?’로 수정되어 의미 전달이 분명히 되도록 하였다.

마. 수정 보완한

P2CM

평가 모듈의 현장적합성 평가

○ 본 연구 대상 학교에 속해 있는 교사 5인을 대상으로

STEAM 수업을 실시한 후, 수정･보

완한 P2CM 평가 모듈을 이용하여 관찰평가를 실시하였다([그림 26] 참고).

[그림 26] 교사에 의한 관찰평가 장면
○ 수정･보완한 P2CM 평가 모듈의 현장적합성 평가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역량을 평
가한다는 본 평가 모듈의 기본 아이디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평
가가 결과만을 중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교사들이 공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불명확했던 정의적인 영역의 평가 기준이 본 평가 모듈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자기 평가에 본 평가 모듈을 사용하면 학생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사는 평가 자료를 생활기록부 교과별 특기사항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 27]은 실제로 학생들이 자
기 평가를 실시하는 모습이며, [그림 28]은 학생에 의해 작성된 평가결과이다.

[그림 27] 학생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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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
○ 본 평가 모듈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역량에 대한 평가 가능
2) 정의적인 영역을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용어로 평가 가능
3)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확인
4) 평가 문구를 교과별 특기사항에 기재하기 용이
○ 반면, 교사들은 본 평가 모듈의 평가 문구가 교사와 학생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기
술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시스템 기반 사고와 같은 역량은 시스템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하기 어려우며, ‘계나 과정을 표현하는 시스템 모델의 정확성과 한계를
발견하였는가?’와 같은 문구는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야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역량의 수준이 모호하며, 교사가 각 역량의 수준을 명확히 인
지하지 않은 이상 평가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교사 C는 협
력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의 구분이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교사 C는 ‘층간 소음 측정 및 알
림 장치 개발하기 & 소음 공해 관련 법안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계획한 수업
을 설계기반이라고 생각하여 ‘설계기반×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설계기반×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에 해당하는 역량인 ‘역할분담 역량’은 자신이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여, ‘설계기반×의사소통 역량’인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으로 수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 교사 A는 한 차시의 활동이 여러 역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역량을 평
가하기를 원하였다. 실제로,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새로운
협약을 제작하는 수업에서‘데이터기반 추론 역량’과 ‘의견 말하기 및 전달 역량’의 평
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관찰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 지도와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
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교사 A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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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인 이상의 교사가 팀티칭으로 수업을 하거나 과목 간 융･복합 수업을 하는 것을 제안
하였고, 더불어 학생 자기평가 또는 동료평가에 P2CM 역량 평가 모듈을 적용하는 것이 좋
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교사 A는 실제로 학생 자기 평가에 본 모듈을 활용하였는데, 학
생들은 이 평가 모듈을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하였다.

5. P2CM 평가 모델 최종(안)
○ P2CM 평가 모델 최종(안)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
P2CM 평가 모델을 구성하는 각 역량 발달 수준과 양태를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연구진은
전문가 자문협의회 등을 통해 P2CM 평가 모델의 구인과 역량별 발달 수준 진술, 평가 문구
등을 집중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학교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
을 느끼고 구체적인 발달수준 진술문 등을 수정･보완하여 평가 모델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그림 29] P2CM 평가 모델 최종(안) 도출 과정
○ P2CM 평가 모델 최종(안)에는 앞서 도출한 각 역량의 발달 수준을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수행 단위(action)가 되도록 나누어 제시하였고, 각 평가 기준은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수행
기술(~할 수 있다)로 표현하였다. 또한 각 역량 발달 수준은 이전 수준을 토대로 드러난다는
점을 평가 기준에 명시하였다. P2CM 평가 모델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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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의 역량
(1) 인지창의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1

문제 이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의 원인을 말할 수 있는가?

2

연관 개념
파악하기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관련 개념을 말할
수 있는가?

인지창의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관련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역량

1수준의 문제이해와 2수준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3

문제
만들기

1수준의 문제이해와 2수준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로, 실생활에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와 2수준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로, 독창적인
문제(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가?

◯ 인지창의 역량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이해한 후, 해결하기 위해 개념들을 생각해 내고
연결시키며, 이를 발전시켜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발달 단계를 연속적으로 표현하였다.
◯ 인지창의 역량의 1수준 문제이해는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와 ‘문제를 풀기
위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문제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이
를 조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인지창의 역량의 2수준 연관 개념 파악하기는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의 원인을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관련 개념을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관련 개념 사이의 관계
를 설명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문제의 원인과 관련 개념, 그리고 그 개념들의 관계에 대
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 인지창의 역량의 3수준 문제 만들기는 ‘1수준의 문제이해와 2수준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
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와 2수준
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로, 실생활에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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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로, 독창적인 문제(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독창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상황을 구체화하였다.

(2) 과정창의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설계를 위한 과정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1

과정 이해
설계를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안내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설계 과정의 구현 가능성
을 점검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단계를 질문할 수 있는가?

2

과정 평가

과정창의
역량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를 토대로, 제안된 과정
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가?

3

과정에
대한 추가
아이디어
제시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를 토대로,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를 토대로, 과정이 새롭
게 제안될 경우, 새 과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

◯ 과정창의 역량은 실제 협력적인 설계 상황에서 발현되는 창의 역량을 설계 과정의 이해 및
질문, 장･단점 파악, 개선점 발견과 추가적인 아이디어 제시 등으로 연속적이며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 과정창의 역량의 1수준 과정 이해는 ‘설계를 위한 과정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설
계를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안내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단계별 이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과정창의 역량의 2수준 과정 평가는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설계 과정의 구현 가
능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단계를 질문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장･단
점을 평가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설계 과정이 실제로 작동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정의 한계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과정창의 역량의 3수준 과정에 대한 추가 아이디어 제시는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를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를 토대로,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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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를 토대로, 과정이 새롭게 제
안될 경우, 새 과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과정이 추가되었을 때, 추가
된 과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과정에 대한 추가 아이디어 제시가 타당한지를 평가하
도록 하였다.

(3) 산출물창의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독창적
디자인

평가 기준
새로운 산출물을 제안할 수 있는가?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기능을
고안할 수 있는가?

2

작동
하는
디자인

산출물
창의
역량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디자인
을 정교화, 체계화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
능을 고안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하는 디자인을 토대로, 사
용할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고안할 수 있는가?

3

공감
디자인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하는 디자인을 토대로, 사
람들의 공감(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고안할 수 있는
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하는 디자인을 토대로, 미
적인 측면을 추가할 수 있는가?

◯ 실제 협력적으로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산출물 창의 역량을 독창성, 과학적 원
리의 적용, 사용할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며 미적인 면 고려로 그 수준을 나누어 연속적이
며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 산출물창의 역량의 1수준 독창적 디자인은 ‘새로운 산출물을 제안할 수 있는가?’, ‘새로운 산
출물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산출물을 제안하고 다른 사람
의 산출물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도록 하였다.
◯ 산출물창의 역량의 2수준 작동하는 디자인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과학적 원
리를 사용하여 기능을 고안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과학적 원
리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정교화, 체계화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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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능을 고안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독창적 디자인에 과학적
원리를 추가하고 정교화, 체계화하여 작동하는 디자인이 되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산출물창의 역량의 3수준 공감 디자인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하는 디자
인을 토대로, 사용할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고안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하는 디자인을 토대로, 사람들의 공감(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고안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하는 디자인을
토대로, 미적인 측면을 추가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사용할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
람들의 심리적 만족과 같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고안하였는지, 그리고 미적인 측면
까지 고려하여 산출물을 제작하였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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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P2CM 평가 모델의 역량 발달 수준 – 창의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문제 이해

평가 기준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의 원인을 말할 수 있는가?

2
인지
창의
역량

연관 개념
파악
하기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관련 개념을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관련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와 2수준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로, 주어진 문제 상황과 다른
새로운 상황에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3

문제
만들기

1수준의 문제이해와 2수준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로, 실생활에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와 2수준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로, 독창적인 문제(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가?

1

과정 이해

설계를 위한 과정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설계를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안내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설계 과정의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제
가 될 수 있는 단계를 질문할 수 있는가?

2

과정 평가

과정
창의
역량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가?

3

1

과정에
대한 추가
아이디어
제시

독창적
디자인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를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를 토대로,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디
어를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를 토대로, 과정이 새롭게 제안될 경우,
새 과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
새로운 산출물을 제안할 수 있는가?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기능을 고안할 수 있
는가?

2
산출물
창의
역량

작동
하는
디자인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정교화, 체계
화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능을 고안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하는 디자인을 토대로, 사용할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고안할 수 있는가?

3

공감
디자인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하는 디자인을 토대로, 사람들의 공감(심
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기능을 고안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하는 디자인을 토대로, 미적인 측면을 추
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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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판적사고 역량
(1) 근거기반 추론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관련된 자료를 언급할 수 있는가?

1

자료 찾기
자료의 근거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의 패턴(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가?

2

패턴 분석

근거
기반
추론
역량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에 쓰인 그래프, 도표, 표를 해
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의 경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
1수준의 자료 찾기와 2수준의 패턴 분석을 토대로, 분석 결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3

결론 도출

1수준의 자료 찾기와 2수준의 패턴 분석을 토대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와 2수준의 패턴 분석을 토대로, 근거를 들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 근거기반 추론 역량은 지식기반 STEAM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 비판적 사고인 근거기반 추론
역량을 자료 찾기, 관련 자료의 분석 및 경향 파악과 결론 도출 수준으로 나누어 연속적이
며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 근거기반 추론 역량의 1수준 자료 찾기는 ‘관련된 자료를 언급할 수 있는가?’, ‘자료의 근거
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자료를 근거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근거기반 추론 역량의 2수준 패턴 분석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의 패턴(경향)
을 분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에 쓰인 그래프, 도표, 표를 해
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의 경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로 나누어, 패턴을 찾아 자료를 읽고, 이를 유의미하게 해석하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
다.
◯ 근거기반 추론 역량의 3수준 결론 도출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의 패턴(경향)
을 분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에 쓰인 그래프, 도표, 표를 해
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의 경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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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나누어, 패턴을 찾아 자료를 읽고, 이를 유의미하게 해석하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
다.

(2) 모델기반 추론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여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가?

1

현상 표현

관찰되거나 예상되는 현상을 말과 글, 그림, 도표, 수식 등의 다양
한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2

방법 구현

모델 기반
추론 역량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제안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
을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
을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과 2수준의 방법 구현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가?

3

설명 구현

1수준의 현상 표현과 2수준의 방법 구현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의
효과를 검토(평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과 2수준의 방법 구현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의
효과를 다른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가?

◯ 모델기반 추론 역량은 설계기반 STEAM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 비판적 사고인 설계기반 추론
역량을 현상 표현, 방법 구현, 설명 구현 수준으로 나누어 연속적이며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 모델기반 추론 역량의 1수준 현상 표현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여 현상을 표현할 수 있
는가?’, ‘관찰되거나 예상되는 현상을 말과 글, 그림, 도표, 수식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
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가?’로 나누어, 근거에 기반하여 표현하는지와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
용하여 표현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모델기반 추론 역량의 2수준 방법 구현은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자신의 아이디어
가 반영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제안된 방법을 설명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현상의 이유를 설명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아이디어 제시, 방법 제시 및 설명에 모델
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모델기반 추론 역량의 3수준 설명 구현은 ‘1수준의 현상 표현과 2수준의 방법 구현을 토대
로,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과 2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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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구현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의 효과를 검토(평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
과 2수준의 방법 구현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의 효과를 다른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모델을 활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추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제안된 모델을
검토하고 다른 모델과 비교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시스템기반 추론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시스템
요소 이해

평가 기준
시스템과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배경 요소를 구별할 수 있는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2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었을 때 발
생하는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가?

시스템 기반
추론 역량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
대로, 시스템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하거나 설정된 요소
들이 시스템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3

시스템
평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
대로, 시스템의 속성에 따른 한계를 발견(파악, 인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
대로, 시스템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는가?

◯ 시스템기반 추론 역량은 창조기반 STEAM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 비판적 사고인 시스템기반
추론 역량을 시스템 요소의 이해, 요소 관계의 이해 및 평가 능력으로 나누어 연속적이며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 시스템기반 추론 역량의 1수준 시스템 요소 이해는 ‘시스템과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배경
요소를 구별할 수 있는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무엇
을 시스템으로 설정하였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배경 요소들을 구분
짓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시스템기반 추론 역량의 2수준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는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
대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었을 때 발생하는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시스템의

구

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제로 시스템이 작동되었을 때 각 요소들이 어떻게 기능
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어떤 흐름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시스템기반 추론 역량의 3수준 시스템 평가는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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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하거나 설정된 요소들
이 시스템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의 속성에 따른 한계를 발견(파악,
인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
대로, 시스템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평가하되, 시스템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요소들이 시스템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지(예를 들어, 기체 분자의 확산을 설
명하는 시스템에서 기체 분자를 부피가 없는 입자로 가정하여 분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무시된 상황), 그리고 시스템의 한계와 장·단점을 파악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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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P2CM 평가 모델의 역량 발달 수준 – 비판적 사고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자료 찾기

평가 기준
관련된 자료를 언급할 수 있는가?
자료의 근거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의 패턴(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가?

근거
기반
추론
역량

2

패턴 분석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에 쓰인 그래프, 도표, 표를 해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의 경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와 2수준의 패턴 분석을 토대로, 분석 결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3

결론 도출

1수준의 자료 찾기와 2수준의 패턴 분석을 토대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와 2수준의 패턴 분석을 토대로, 근거를 들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여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가?

1

현상 표현

관찰되거나 예상되는 현상을 말과 글, 그림, 도표, 수식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모델
기반
추론
역량

2

방법 구현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제안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가?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가?
1수준의 현상 표현과 2수준의 방법 구현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가?

3

설명 구현

1수준의 현상 표현과 2수준의 방법 구현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의 효과를 검토(평
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과 2수준의 방법 구현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의 효과를 다른 모델
과 비교할 수 있는가?

1

2
시스템
기반
추론
역량

시스템
요소 이해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

시스템과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배경 요소를 구별할 수 있는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었을 때 발생하는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하거나 설정된 요소들이 시스템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3

시스템
평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의
속성에 따른 한계를 발견(파악, 인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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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1) 이해공유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문제의 의미를 팀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1

문제 이해
공유

문제가 다루기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팀원과 공유할 수 있는가?
문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자신과 팀원이 이해한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규칙들을 말할 수 있는가?

이해 공유
역량

2

문제 규칙
공유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전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문
제를 하위 부분으로 나누기 위한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하위 부분들을 결합하여 전체적
인 해결책을 구성하기 위한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
된 해결책들을 비교할 수 있는가?

3

해결책
비교
및
평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
된 해결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
된 해결책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가?

◯ 지식기반 STEAM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인 이해 공유 역량을 문제 이
해 공유, 문제 규칙의 공유 및 해결책 비교 및 평가 수준으로 나누어 연속적이며 점차적으
로 발달하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인지창의 역량의 경우 문제의 개념적 이해와 문제의 이
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조했다면 이해공유 역량은 협력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의 발달에 초
점을 두었다.
◯ 이해 공유 역량의 1수준 문제 이해 공유는 ‘문제의 의미를 팀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문
제가 다루기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팀원과 공유할 수 있는가?’, ‘문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자신과 팀원이 이해한 것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문제의 의미, 문제가 지니고 있는 속성 등을 팀
원과 공유하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이해 공유 역량의 2수준 문제 규칙 공유는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규칙들을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전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하위 부분으로 나누기 위한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하위 부분들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해결책을 구성하기
위한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규칙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하위 부분으로의 분해 및 결합에 대한 규칙 등을 공유하는가를 평가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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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공유 역량의 3수준 해결책 비교 및 평가는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들을 비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제시된 해결책을 비교·평가하고 새로운 해결책에 대해 제시
하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 역할분담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

1

역할
나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나눌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팀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
할 수 있는가?

2

역할 수행
피드백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전체 문제 해결에서 팀원 각각의
역할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분담된 역할 수행에 대해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가?

역할 분담
역량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행 피드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과 팀원의 역할 수행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발
견(파악, 점검)할 수 있는가?

3

역할 수행
조정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행 피드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팀원들 간에 협력
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행 피드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 수행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조정할 수 있는가?

◯ 설계기반 STEAM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인 역할 분담 역량을 역할 나
누기와 피드백 주기, 수행의 조정 등으로 그 수준을 나누고 연속적이며 점차적으로 발달하
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 역할 분담 역량의 1수준 역할 나누기는 ‘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나눌 수 있는가?’로 나누어, 문제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바를 분담했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역할 분담 역량의 2수준 역할 수행 피드백은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팀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전체 문제 해결에
서 팀원 각각의 역할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분담된 역할 수행에 대해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가?’로 나누어, 팀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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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었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역할 분담 역량의 3수준 역할 수행 조정은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행 피
드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과 팀원의 역할 수행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발견(파
악, 점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행 피드백을 토대로, 문
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팀원들 간에 협력하여 결정할 수 있는
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행 피드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역
할 수행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조정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역할 수행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며, 실제로 이를 조정했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3)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아이디어
모니터링

평가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협력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협력적으로 비교(평가)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토대로, 설계(과정)의 흐름을 협력
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2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과정
모니터링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토대로, 설계(과정)의 장･단점을 협
력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토대로, 설계(과정)가 실제 제작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대로,
해결책의 장･단점을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3

해결책
모니터링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대로,
구현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대로,
해결책의 적용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창조기반 STEAM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인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을 아
이디어 모니터링 과정 모니터링 해결책 모니터링 등으로 그 수준을 나누고 연속적이며 점차
적으로 발달하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의 1수준 아이디어 모니터링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
식을 협력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협력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문제 접근 방식을 협력적으로 만들고 이를 비교(평가)하
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의 2수준 과정 모니터링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토대로, 설
계(과정)의 흐름을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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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과정)의 장･단점을 협력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
링을 토대로, 설계(과정)가 실제 제작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가?’로 나누어, 설계와 관련된 과정의 흐름을 검토하고 잘못된 점은 없는지 검토하며, 실제
반영 과정을 염두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의 3수준 해결책 모니터링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대로, 해결책의 장･단점을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대로, 구현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
대로, 해결책의 적용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해결책에 대한 검토 및 수정, 그
리고 실제 적용의 범위에 대한 설명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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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P2CM 평가 모델의 역량 발달 수준 –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문제의 의미를 팀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1

문제
이해
공유

문제가 다루기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팀원과 공유할 수 있는가?
문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자신과 팀원이 이해한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규칙들을 말할
수 있는가?

이해
공유
역량

2

문제
규칙
공유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전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하위 부분으로
나누기 위한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하위 부분들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해결책을 구성하
기 위한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가?

3

해결
책
비교
및
평가

1

역할
나누
기

2

역할
수행
피드
백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들을 비
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들을 평
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을 개선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나눌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팀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가?

역할
분담
역량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전체 문제 해결에서 팀원 각각의 역할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분담된 역할 수행에 대해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행 피드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
과 팀원의 역할 수행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발견(파악, 점검)할 수 있는가?

3

역할
수행
조정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행 피드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팀원들 간에 협력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행 피드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
수행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조정할 수 있는가?

1

아이디어
모니터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협력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협력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토대로, 설계(과정)의 흐름을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
는가?

협력적
모니터
링
역량

2

과정
모니
터링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토대로, 설계(과정)의 장･단점을 협력적으로 비교(평가)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토대로, 설계(과정)가 실제 제작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대로, 해결책의 장･단점을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3

해결책
모니
터링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대로, 구현 결과를 기반으
로 한 해결책을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대로, 해결책의 적용 범위
를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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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소통 역량
(1) 의견말하기와 전달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자기 의사
전달

2

적극적
경청과
이해

3

다수 의견
조정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

평가 기준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말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장과 이유 등 요소를 분리하여 설
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말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
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적 경청과 이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적 경청과 이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을 주장과 이유 등의 요소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적 경청과 이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가?

◯ 지식기반 STEAM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 의사소통 역량인 의견말하기와 전달 역량을 자기 의
사 전달, 경청과 이해, 다수 의견 조정 등으로 그 수준을 나누고 연속적이며 점차적으로 발
달하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의 1수준 자기 의사 전달은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여 말하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의 2수준 적극적 경청과 이해는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
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장과 이유 등 요소
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다른 사람의 주장과 근거를 분리하여 설명하거나 요약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자신의 의견과 비교하였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의 3수준 다수 의견 조정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적 경청과 이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
들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적 경청과 이
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주장과 이유
등의 요소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적
경청과 이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공통

- 127 -

점과 차이점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다수의 의견을 조정할 때,
여러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취합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리고 여러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 의견표현 및 평가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자기 의견
정당화

평가 기준
주장을 말할 때 한 개 이상의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는가?
- 근거가 3개 이상인 경우: 상
- 근거가 1~2개인 경우: 중
- 근거가 없는 경우: 하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의견을 정당화하였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는가?

2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

의견 평가
및
선택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의 양을 비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가 주장을 지지하기에 적합한지 고려할 수 있는
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
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각 의견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는가?

3

의견 종합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
로, 각 의견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한 의견으로 종합하
여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로,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한 의견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비판하고 또 다른 의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 설계기반 STEAM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 의사소통 역량인 의견표현 및 평가 역량을 자기 의
견 정당화, 의견의 평가 및 선택, 의견 종합 등으로 그 수준을 나누고 연속적이며 점차적으
로 발달하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의 1수준 자기 의견 정당화는 ‘주장을 말할 때 한 개 이상의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는가?’,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의견을 정당화하였는가?’로 나
누어, 주장에 대해 근거를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주장과 연관 지어 올바르게

정당화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의 2수준 의견 평가 및 선택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
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의 양을 비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가 주장을 지지하기에 적합한지 고려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근거의 유형과 양, 그리
고 정당화가 타당한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의 3수준 의견 종합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각 의견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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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로, 각 의견의 장･단점을 체
계적으로 고려하여 한 의견으로 종합하여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로,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한 의견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비판하고 또 다른 의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로 나누어, 각 의견
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의견을 종합하고 다른 의견으로 발전시키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생산적 비판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객관적
비판

평가 기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1개 이상의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는가?
- 근거가 3개 이상인 경우: 상
- 근거가 1~2개인 경우: 중
- 근거가 없는 경우: 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근거가 왜 그 의견을 비판하는지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이 왜
다른지를 말할 수 있는가?

생산적 비판
역량

협상
및
조정

2

3

관련된
새로운 문
제 생성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협상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계속 주장할 것과 양보해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상 및 조정을 토대로, 문제 해
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 연역적, 귀납적, 생활 예시, 다른 과목에서 아이디어 가져오
기)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상 및 조정을 토대로, 문제 해
결을 위해 제시된 접근법 중 적절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상 및 조정을 토대로, 제시된
논쟁이나 문제 해결책으로부터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가?

◯ 창조기반 STEAM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 의사소통 역량인 생산적 비판 역량을 객관적 비판,
협상 및 조정, 관련 문제 생성 등으로 그 수준을 나누고 연속적이며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 생산적 비판 역량의 1수준 객관적 비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1개 이상의 근거
를 들어 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근거가 왜 그 의견을 비판하는지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근거를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비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연관 지어 올바르게 정당화 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도록 하였다.
◯ 생산적 비판 역량의 2수준 협상 및 조정은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이 왜 다른지를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의견
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협상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계속 주장할 것과 양보해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중요도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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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협상 및 조정하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생산적 비판 역량의 3수준 관련된 새로운 문제 생성은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
상 및 조정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상 및 조정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접근법 중 적절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상 및 조정을 토대로, 제시
된 논쟁이나 문제 해결책으로부터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다양한 문제 해결 접근법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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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P2CM 평가 모델의 역량 발달 수준 – 의사소통 역량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자기 의사
1
전달

2

적극적
경청과
이해

3

다수
의견
조정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

생산적
비판
역량

1

자기 의견
정당화

2

의견
평가 및
선택

3

의견
종합

1

객관적
비판

2

협상
및
조정

3

관련된
새로운
문제
생성

평가 기준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요약하여 말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
을 주장과 이유 등 요소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자
신의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적 경청과 이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적 경청과 이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주장과 이유 등의 요소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적 경청과 이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가?
주장을 말할 때 한 개 이상의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는가?
- 근거가 3개 이상인 경우 상
- 근거가 1~2개인 경우 중
- 근거가 없는 경우 하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의견을 정당화하였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의
양을 비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가
주장을 지지하기에 적합한지 고려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각 의견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로, 각 의견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한 의견으로 종합하여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로, 장･단점을 체계
적으로 고려하여 한 의견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비판하고 또 다른 의견
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1개 이상의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는가?
- 근거가 3개 이상인 경우 상
- 근거가 1~2개인 경우 중
- 근거가 없는 경우 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근거가 왜 그 의견을 비판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이 왜 다른지를 말할 수 있
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협상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계속 주장할 것과
양보해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상 및 조정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 연역적, 귀납적, 생활 예시, 다른 과목에서 아이디어 가져오기)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상 및 조정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접근법 중 적절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상 및 조정을 토대로, 제시된 논쟁이나 문제 해결
책으로부터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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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2CM

역량 평가 모듈의 초등학교 적용가능성 조사

○ 본 연구의 P2CM 평가 모델은 중등학교 STEAM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 담화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 역량 수준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평가 문구를 고안한 것이다. 따라서 본 평
가 모듈은 중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수준으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본 평가모듈의 초등학교 현장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초등학교에도
P2CM 평가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조사하였다. 물론 후속연구를 통해 초등학교에 적합
한 P2CM 역량 평가 모델을 현장기반으로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
교급을 대상으로 개발한 P2CM 역량 평가 모듈의 초등학교 적용가능성만을 조사하였다.
○ 초등학교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이 개발한 P2CM 역량 평가 모듈 최종(안)을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 9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그림 30] 참
고).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P2CM 평가 모델의 초등학교 현장 적합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그림 30] 초등교사 대상 설문 예시

○ P2CM 평가 모델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9명의 초등학교 적용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
(1) 모듈별 역량 발달 수준 및 평가 기준의 적절성
① 창의 역량×지식 기반=인지 창의 역량
문제를 이해하고 연관 개념을 생각,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실제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많
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 쉽고 간결하게 제시한다면 충분히 적
용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제시된 3단계로도 충분하지만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평가 모델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단계를 '문제 내용파악
(예: 이 그래프는 무엇에 대한 그래프 인가요, 초록색에 응답한 학생은 몇 명인가요)' 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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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녹색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로 세분화 한다면 효과적인 평가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② 창의 역량×설계 기반=과정 창의 역량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기초 탐구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탐구 과정을 이
해하고 평가하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정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어 위 3단계 역량 발달 수
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초등학생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
문에 제안된 아이디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으로 과정 창의 역량을 변화시키
면 적용하는 데 좀 더 용이 할 것이라는 기타 의견이 있었다.
③ 창의 역량×창조 기반=산출물 창의 역량
제시된 산출물 창의 역량 3단계는 다른 교과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과제 난
이도가 초등학생에 맞게 제시된다면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다만 초등
학생에게 과학적 원리나 정교화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기타 의견이 있었다.
④ 비판적 사고 역량×지식 기반=근거 기반 추론 역량
자료를 찾아 해석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 결론 내리는 근거 기반 추론 역량은 초등학생에게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초등 과학에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은로 포함 될 수 있다
는 의견이 절반이었다. 다른 의견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비판적 읽기는 자료의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적절성, 자료의 정확성 정도이므로 자료의 패
턴이나 경향을 분석하며 설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자료에
담긴 정보파악하기 단계를 추가하여 세분화 하거나 자료 분석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⑤ 비판적 사고 역량×설계 기반=모델 기반 추론 역량
초등 고학년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학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
견이 있었지만 다수가 초등 수준에서 과학적 지식이 많이 요구되어 이대로 적용하기 힘들 것
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수준에 대한 수정안으로 1수준을 현상 이해로 ‘현상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 2수준을 방법 실행으로 ‘현상의 이유나 방법을 설명하는 모델
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 3수준을 현상 표현으로 ‘관찰된 현상을 글, 그림, 도표, 수
식 등으로 표현하고, 모델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가?으로 변화 시켜 모델을 제시하고 설명을
구현하기 전 탐구 계획(준비물, 실험과정, 실험 시 주의사항, 변인 통제 등)을 세우는 과정을
추가한다면 효과적인 모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⑥ 비판적 사고 역량×창조 기반=시스템 기반 추론 역량
시스템 평가에서부터 시스템 요소 관계 이해, 시스템 요소 이해에 이르는 3단계 발달 수준이
초등학생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또한 시스템 기반 추론 역량이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평가를 내린다는 점에서 다음 교육과정의 코딩 교육에 특히 적합한 발
달 수준 및 평가 기준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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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지식 기반=이해 공유 역량
문제에 대한 의견 모으기와 의견 평가는 현재 초등학교 수업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역량 발달 수준과 평가 기준을 초등학생에게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의견
이 대다수였다. 다만 평가 기준을 1수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2수준
‘문제 공유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공유된 규칙과 표현을 만들었는가?’ 3수준 ‘제
시된 해결책들을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가?’로 수정한다면 좀 더 명확하여 적용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⑧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설계 기반=역할 분담 역량
모둠 학습에서 초등학생이 제시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역할 나누기부터 역할
수행에 대한 피드백, 역할 수행 조정과정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시된 3단계
역량 발달 수준 및 평가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특히 협동이 중요하시 되는 사
회에서 협동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그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
안 평가 요소로써 소외되었지만 이에 대해 평가를 함으로써 중요 역량으로 다룬다는 점이
P2CM 평가 모델의 강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⑨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창조 기반=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아이디어 모니터링부터 과정 모니터링, 해결책 모니터링에 이르는 역량 발달 수준 및 평가
기준이 초등학생에게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과반수이지만, 모둠 활동에서 모니터
링 자체가 소수의 지능이 높은 학생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다수의 학생들은 역할 분담 수
행 및 제안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
견이 있었다.
⑩ 의사소통 역량×지식 기반=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
대부분의 초등 교과목에서 근거 기반 의견에서 적극적 경청과 이해, 다수의 의견 조정에 이
르는 과정을 수업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3단계 역량 발달 수준 및 평가 기준을 적
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⑪ 의사소통 역량×설계 기반=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
자기 의견 정당화에서 의견 평가 및 선택, 의견 종합에 이르는 3단계 역량 발달 수준 및 평
가 기준이 초등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3단계 의견 종합 과정이
통합적 사고를 요하기 때문에 초등 수준에서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⑫ 의사소통 역량×창조 기반=생산적 비판 역량
학급 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비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 비판 역량이 초등학생에게 적용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학급 회의
에서 다수의 학생들은 객관적 비판이 가능한 소수 학생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생산적 비판 역량을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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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1수준을 ‘근거의 판단-문제를 인식하고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로, 2수준을 ‘객관적 비판-근거의 객관성, 적절성, 정당화를 근거로 비판하되 비
난하지 않았는가?’로, 3수준을 ‘협상 및 조정-견해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협상 및 조정할
수 있는가?’로 조정한다면 활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2) 초등학교 현장 적용의 가능성 및 후속 연구 제안
○ P2CM 평가 모듈 학교 현장 적용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첫째, 본 모듈을 활용
하면 수업에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역량을 구체화하여,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수업 디자인
이 가능하다. 또한 제시된 역량을 중심으로 관찰평가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역량을 객관적
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모둠 과제가 많은 초등학교에서 역할 분담 역량과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은 유용한 평가 기준이다.
○ 협력적 문제해결이나 의사소통 역량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의 단계를 알려주고 바람직
한 방향으로 활동하도록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년군별 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같은 평가 모듈을 적용하더라도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평가의 신뢰성을 담
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각 수준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경계에
있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3수준까지 갈 필
요가 없는 상황일 때, 교사는 학생의 수준을 낮게 측정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측면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이밖에도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사 및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및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평가의 예시 제공의 필요성, P2CM 평가 모듈을 활용한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
시 제공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급을 대상으로 개발한 P2CM 역량 평가 모델을 초등학교에서 활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만을 조사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STEAM 수업과 현
장연구를 토대로 P2CM 역량 평가 모델의 초등학교 버전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즉, 초
등학교 STEAM 수업과 핵심역량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를 위해 P2CM 역량 평가 모델을 정
교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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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절. 목표 달성도
2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 본 연구는 STEAM 활성화를 위한 수업–평가 연계 모형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실제
STEAM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 수업의 담화 분석을 기반으로 한 STEAM 평가 모
델 추출, 도출한 STEAM 과정중심 평가모델의 현장 적용 등을 통해 (1) STEAM 활성화를 위
한 수업–평가 연계 모형을 개발하고, (2) 현장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3)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과 제 내 용

6월

추

진

일

7월

8월

9월

정(8개월)
10월

11월

12월

문헌연구: 2015개정
교육과정과 4차 산업 시대의
STEAM 활성화를 위한
수업–평가 연계 모형의 특성
탐색
사례연구: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STEAM 수업–평가 사례
조사
<P2CM STEAM 평가
모델> 개발
현장적용을 통한 <P2CM
STEAM 평가 모델>의
효과성 분석 및 수정보완
<P2CM STEAM 평가
모델>에 따른
수업–평가-피드백 유형별
예시 개발
<P2CM STEAM 평가
모델>에 따른 평가 매뉴얼
개발
연구진도(%)

비고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30

70

100

나. 주요 결과물
○ 본 연구에서는 STEAM 활성화를 위한 수업–평가 연계 모델인 <P2CM STEAM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 모델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P2CM
STEAM 평가 모델>에 따른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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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CM 평가 모델 개발
■ 연구 결과 보고서
■ 교사 매뉴얼
■ 교사 관찰평가 체크리스트 및 학생 자기(동료) 평가 체크리스트
■ 현장 STEAM 수업을 기반으로 한 역량별 담화 분석(코딩 결과)
■ 학교현장 적용 결과물(연구 대상 학교 평가 적용 결과, 초등 교사 대상 설문지)

2.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STEAM 수업에서 역량중심 과정-결과(process-product) 모듈형 수업–평가 모델 개발 및 제공
○ STEAM 수업유형(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모형)과 핵심역량 구성요소(지식, 기술, 태도)에 대
한 평가기준과 모듈화된 평가 방법을 타교과로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수학습의 효
과성 제고에 기여
○ STEAM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평가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평가도구 개발이나
평가요소 구성 등의 부담이 줄어서 STEAM 수업 활성화에 기여
○ STEAM 역량중심 모듈형 수업–평가 연계 모형을 토대로 관련 교과 및 범교과적 교수학습 및
평가 연계 모델과 예시 자료 제공
○ STEAM 수업과 평가 연계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 및 평가 방향과 요소 제공
○ 학교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STEAM 역량중심 모듈형 수업–평가 모델 활용을 위한 매뉴얼 제
공
○ STEAM 수업유형(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모형)별로 수업유형–과정평가를 결합한 모형과 피
드백(자기참조, 목표지향, 비계설정, 동기유발 피드백 예시 등) 자료 제공
○ 핵심역량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전략(담화 패턴, 교사 발문, 발문 전략 등)에 대한
예시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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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가. 정책 활용 가능성
○ STEAM 역량중심의 과정평가의 실효성에 비추어 향후 미래 STEAM 및 과학교육 개선 방
안 제공
○ STEAM 및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및 차기 STEAM 관련 교과목의 교
육과정 개선 방향 제공
○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연계하는 모듈형 평가 확산
방안 제공
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 STEAM 수업에서 핵심역량 중심 과정-결과(process-product) 연계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STEAM 교육의 실효성 제고
○ STEAM 교수학습-평가 연계 강화를 통해 학습을 위한 평가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학생들
의 STEAM 관련 분야 진로개발 역량 제고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 안착을 위한 평가 모델
및 현장 적용 지침서 제공
○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STEAM 역량중심 모듈 기반 수
업–평가 연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STEAM 및 과학교육에서 수업–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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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P2CM 역량기반 과정평가 포트폴리오>
단계

평가 모델의 이해

세부 단계

Ÿ

Ÿ

P2CM

Manual chapter

STEAM

평가 Ÿ

Ⅰ-3.

P2CM

STEAM

모델의 배경 이해

평가 모델 소개

STEAM

Ⅱ-1. 4C 역량별 발달

수업

유형에 Ÿ

따른 역량 발달 수준

수준 해설

의 이해
역량 발달 단계의 이해
Ÿ

4C 역량 발달 수준에 Ÿ

Ⅱ-2. 4C 역량 발달

따른 평가 모델의 활

수준별 평가 모델 활

용 이해

용 안내

Ÿ

주제 선정

Ÿ

수업 유형 선정

Ÿ

역량 선정

Ÿ

평가 모듈 선택

Ÿ

학생 관찰

Ÿ

역량 발달 수준 평가

Ÿ

즉각적 피드백

수업–평가 개발

수업–평가 실시

Ÿ

평가의 설계

Ÿ

Ⅲ-2. STEAM 수업 및
평가의 수행

Ÿ

Ⅲ-2. STEAM 수업 및
평가의 수행

수업–평가 수정 및
반성적 수행

Ⅲ-1. STEAM 수업 및

Ÿ

평가 결과의 활용

Ÿ

Ⅲ-3. STEAM 역량 평
가 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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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사 관찰평가 체크리스트>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1

문제
이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
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의 원인
을 말할 수 있는가?

2

연관
개념
파악
하기

인지
창의
역량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에서 요
구하는 관련 개념을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를 토대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관련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와 2수준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로, 주어진 문제 상황과 다른
새로운 상황에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3

문제
만들기

1수준의 문제이해와 2수준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로, 실생활에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이해와 2수준의 연관개념
파악을 토대로, 독창적인 문제(아이디어)
를 제안할 수 있는가?

- 146 -

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설계를 위한 과정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1

과정
이해
설계를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안
내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설
계 과정의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제
가 될 수 있는 단계를 질문할 수 있는가?

2

과정
평가

과정
창의
역량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과
정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를 토대로, 제안된 과
정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
를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가?

3

과정에
대한
추가
아이디
어 제
시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
를 토대로,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디
어를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과정 이해와 2수준의 과정 평가
를 토대로, 과정이 새롭게 제안될 경우,
새 과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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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새로운 산출물을 제안할 수 있는가?
1

독창적
디자인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질
문을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기능을 고안할 수 있는
가?

2

작동
하는
디자인

산출물
창의
역량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정교화, 체계
화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을 토대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능을 고안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
하는 디자인을 토대로, 사용할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고안할 수 있
는가?

3

공감
디자인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
하는 디자인을 토대로, 사람들의 공감(심
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기능을 고안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독창적 디자인과 2수준의 작동
하는 디자인을 토대로, 미적인 측면을 추
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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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관련된 자료를 언급할 수 있는가?
1

자료
찾기
자료의 근거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의 패
턴(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가?

2

패턴
분석

근거
기반
추론
역량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에 쓰
인 그래프, 도표, 표를 해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를 토대로, 자료의 경
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와 2수준의 패턴 분석
을 토대로, 분석 결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3

결론
도출

1수준의 자료 찾기와 2수준의 패턴 분석
을 토대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1수준의 자료 찾기와 2수준의 패턴 분석
을 토대로, 근거를 들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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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여 현상을 표현
할 수 있는가?
1

현상
표현
관찰되거나 예상되는 현상을 말과 글, 그
림, 도표, 수식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자신의 아
이디어가 반영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가?

2

방법
구현

모델
기반
추론
역량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제안된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을 토대로, 현상의 이
유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과 2수준의 방법 구현
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추론
을 수행할 수 있는가?

3

설명
구현

1수준의 현상 표현과 2수준의 방법 구현
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의 효과를 검토(평
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현상 표현과 2수준의 방법 구현
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의 효과를 다른 모
델과 비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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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시스템과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배경 요
소를 구별할 수 있는가?
1

시스템
요소
이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할 수 있
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대로, 시
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
명할 수 있는가?

2

시스템
요소
관계이
해

시스템
기반
추론
역량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대로, 시
스템이 작동되었을 때 발생하는 행동들
을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를 토대로, 시
스템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
스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하거나 설
정된 요소들이 시스템의 정확성에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3

시스템
평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
스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의
속성에 따른 한계를 발견(파악, 인식)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시스템 요소 이해와 2수준의 시
스템 요소 관계 이해를 토대로, 시스템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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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문제의 의미를 팀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가?

1

문제
이해
공유

문제가 다루기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자
신의 이해를 팀원과 공유할 수 있는가?

문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자신과 팀원
이 이해한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규칙들을
말할 수 있는가?

2
이해
공유
역량

문제
규칙
공유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전체
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하위 부
분으로 나누기 위한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를 토대로, 하위
부분들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해결책을
구성하기 위한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들을
비교할 수 있는가?

3

해결책
비교
및
평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문제 이해 공유와 2수준의 문제
규칙 공유를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을 개
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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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
1

역할
나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나눌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팀원 각
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가?

2

역할
수행
피드백

역할
분담
역량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전체 문
제 해결에서 팀원 각각의 역할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를 토대로, 분담된
역할 수행에 대해 피드백을 나눌 수 있
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
행 피드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과 팀원의 역할 수행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발견(파악, 점검)할 수 있는가?

3

역할
수행
조정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
행 피드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팀원
들 간에 협력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역할 나누기와 2수준의 역할 수
행 피드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 수행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조정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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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아이디
어
모니터
링

평가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
을 협력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
을 협력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토대로, 설
계(과정)의 흐름을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2

과정
모니터
링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토대로, 설
계(과정)의 장･단점을 협력적으로 비교(평
가)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을 토대로, 설
계(과정)가 실제 제작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를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대로, 해결책의 장･단
점을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3

해결책
모니터
링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대로, 구현 결과를 기
반으로 한 해결책을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아이디어 모니터링과 2수준의
과정 모니터링을 토대로, 해결책의 적용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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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1

자기
의사
전달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가?

2

적극적
경청과
이해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말할 때, 다른 사람
의 의견을 주장과 이유 등 요소를 분리
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말할 때, 다른 사람
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
적 경청과 이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
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
의 의견들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가?

3

다수
의견
조정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
적 경청과 이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
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
의 의견들을 주장과 이유 등의 요소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사 전달과 2수준의 적극
적 경청과 이해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
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
의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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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자기
의견
정당화

평가 기준

주장을 말할 때 한 개 이상의 근거를 들
어 말할 수 있는가?
- 근거가 3개 이상인 경우: 상
- 근거가 1~2개인 경우: 중
- 근거가 없는 경우: 하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의
견을 정당화하였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로, 의
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
거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는가?

2

의견
평가
및
선택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로, 의
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
거의 양을 비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를 토대로, 의
견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 제시된 근
거가 주장을 지지하기에 적합한지 고려
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
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로, 의견을 종합
하기 위해, 각 의견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는가?

3

의견
종합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
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로, 각 의견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한 의견
으로 종합하여 말할 수 있는가?

1수준의 자기 의견 정당화와 2수준의 의
견 평가 및 선택을 토대로, 장･단점을 체
계적으로 고려하여 한 의견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비판하고 또 다른
의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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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객관적
비판

평가 기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1개 이상
의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는가?
- 근거가 3개 이상인 경우: 상
- 근거가 1~2개인 경우: 중
- 근거가 없는 경우: 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근거가
왜 그 의견을 비판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사
람과 자신의 의견이 왜 다른지를 말할
수 있는가?

2

협상
및
조정

생산적
비판
역량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의
견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바탕으로 설명
하고 협상할 수 있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을 토대로, 다른 사
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계속 주장할
것과 양보해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
는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상 및
조정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 연역적, 귀납적, 생활 예시, 다른 과
목에서 아이디어 가져오기)

3

관련된
새로운
문제
생성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상 및
조정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접근법 중 적절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

1수준의 객관적 비판과 2수준의 협상 및
조정을 토대로, 제시된 논쟁이나 문제 해
결책으로부터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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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부록 3]
<학생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1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
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문제의 원인을 말할 수
있습니까?

2

인지
창의
역량

1수준을 토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관련
개념을 말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
러 관련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주어진 문제 상
황과 다른 새로운 상황에 문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실생활에 문제
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독창적인 문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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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설계를 위한 과정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까?
1
설계를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안
내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제안된 설계 과정이 실
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문
제가 될 수 있는 단계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까?

2

과정
창의
역량

1수준을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장･단점
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제안된 과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과정에 대한 추
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과정이 새롭게
제안될 경우, 새 과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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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새로운 산출물(작품)을 제안할 수 있습니
까?
1
새로운 산출물(작품)을 만들기 위한 적절
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

1수준을 토대로,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기능을 고안할 수 있습니까?

2

산출물
창의
역량

1수준을 토대로,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정교화, 체계화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구체
적인 기능을 고안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사용할 사람들
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고안할 수
있습니까?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사람들의 공감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기능을 고안
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미적인 측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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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관련된 자료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1
자료의 근거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자료의 패턴(경향)을 분
석할 수 있습니까?

2

근거
기반
추론
역량

1수준을 토대로, 자료에 쓰인 그래프, 도
표, 표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자료의 경향에 대해 설
명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분석 결과의 의
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분석 결과를 종
합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근거를 들어 결
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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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평정 척도
상

중

하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여 현상을 표현
할 수 있습니까?
1
관찰되거나 예상되는 현상을 말과 글, 그
림, 도표, 수식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반영
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2
모델
기반
추론
역량

1수준을 토대로, 제안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추론을 할 수 있습니까?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의
효과를 검토(평가)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제안된 모델의
효과를 다른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가?

[참고 사항]
▶ 모델기반추론 역량은 자연 현상의 원인, 방법, 작동원리를 모델로 표현하는 역량을 말
합니다.
▶ 여기서, 모델은 현상의 원인이나 제안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물의 수소결합’을 설명하기 위하여 분자 모형을 사용하거나 ‘행성의 운동’을 설
명하기 위해 태양계 모형을 사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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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평정 척도
상

중

하

시스템과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배경 요
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1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할 수 있
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시스템
기반
추론
역량

1수준을 토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었을 때
발생하는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시스템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시스템의 속성
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하거나 설정된
요소들이 시스템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시스템의 속성
에 따른 한계를 발견(파악, 인식)할 수 있
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시스템의 장･단
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참고 사항]
▶ 시스템기반 추론역량은 복잡한 현상을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 여기서 시스템이란, 구성 요소들을 아우르는 전체 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를 지구 시스템적으로 생각하여 기권, 수권, 지권 등의 요소들이 기후 변화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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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문제의 의미를 팀원에게 설명할 수 있습
니까?

1

문제가 다루기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자
신의 이해를 팀원과 공유할 수 있습니까?

문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자신과 팀원
이 이해한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
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규칙들을 말할 수 있습니까?

2
이해
공유
역량

1수준을 토대로, 하위 부분들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해결책을 구성하기 위한 규칙
을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전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하위 부분으로 나누기 위한
규칙을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
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
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제시된 해결책
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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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팀원 각각의 역할이 무
엇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2

역할
분담
역량

1수준을 토대로, 전체 문제 해결에서 팀
원 각각의 역할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분담된 역할 수행에 대
해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
해 자신과 팀원의 역할 수행에서 드러나
는 문제점을 발견(파악, 점검)할 수 있습
니까?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
해 어떤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팀
원들 간에 협력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
해 역할 수행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조
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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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
을 협력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까?
1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
을 협력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습니
까?

1수준을 토대로, 설계(과정)의 흐름을 협
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2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1수준을 토대로, 설계(과정)의 장･단점을
협력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설계(과정)가 실제 제작
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협력적으로 검
토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해결책의 장･단
점을 협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구현 결과를 기
반으로 한 해결책을 수정 및 개선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해결책의 적용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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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평가 기준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1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
고, 그 의견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습니
까?

2

1수준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
해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장과
이유 등 요소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
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
해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야
기할 수 있습니까?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
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
의 의견들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습니
까?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
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
의 의견들을 주장과 이유 등의 요소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둘 이상의 의견
에 대해 종합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
의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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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평가 기준

주장을 말할 때 한 개 이상의 근거를 들
어 말할 수 있는가?
- 근거가 3개 이상인 경우: 상
- 근거가 1~2개인 경우: 중
- 근거가 없는 경우: 하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의
견을 정당화하였는가?

1수준을 토대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
기 위해, 제시된 근거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2
의견
표현 및
평가
역량

1수준을 토대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
기 위해, 제시된 근거의 양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
기 위해, 제시된 근거가 주장을 지지하기
에 적합한지 고려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의견을 종합하
기 위해, 각 의견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습니까?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각 의견의 장･
단점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한 의견으
로 종합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장･단점을 체계
적으로 고려하여 한 의견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비판하고 또 다른
의견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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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모듈별
역량

역량 발달
수준

1

평가 기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1개 이상
의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습니까?
- 근거가 3개 이상인 경우: 상
- 근거가 1~2개인 경우: 중
- 근거가 없는 경우: 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 근거가
왜 그 의견을 비판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
견이 왜 다른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2
생산적
비판
역량

1수준을 토대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까?

1수준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
이 있을 때, 계속 주장할 것과 양보해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
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연역적, 귀납적, 생활 예시, 다른 과
목에서 아이디어 가져오기)

3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
해 제시된 접근법 중 적절한 것을 판단
할 수 있습니까?

1수준과 2수준을 토대로, 제시된 논쟁이
나 문제 해결책으로부터 풀어야 할 새로
운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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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
상

중

하

[부록 4]
<교사용 평가지>
해당 과목

평가 일자

학생 정보
(학번)

(이름)

수업 주제
4C 역량 × 수업유형
①
역량발달수준④

×

평가 모듈

②

③
평가기준⑤

평가척도⑥
상 중 하

1

2

3

① 창의, 비판적사고, 협력적문제해결, 의사소통 중 하나를 기재하세요.
②
③
④
⑤
⑥

지식기반, 설계기반, 창조기반 중 하나를 기재하세요.
[4C역량×수업유형]에 따른 해당 모듈의 역량을 기재하세요.
해당 평가 모듈에 따른 역량발달수준을 기재하세요.
해당 평가 모듈에 따른 평가기준을 수준별로 기재하세요.
평가 척도는 평가 목적 및 편의에 따라 3척도 또는 5척도로 조정 가능합
니다.

- 170 -

[부록 5]
<학생용 평가지>
해당 과목

평가 일자

학번

이름

수업 주제
4C 역량 × 수업유형
①

×

평가 모듈

②

③
평가척도

역량발달수준

평가기준④
상

중

1

2

3

평가 근거
(위와 같이 평가한 이유를 자신의 활동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①~④는 교사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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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