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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융합교육 2030의 정의, 방향 및 비전, 목표,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때 ‘융합교육
2030’은 미래교육(The future of Education)을 위한 것이며, 기존의 융합교육과 차별
화하기 위해 명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연구, 전문가 집단심층면접(Focused Group Interviews)과 델
파이 조사, 19세 이상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융합교육
2030의 방향 및 비전 설정의 기초 자료 및 근거로 활용하였다. 그 연구 결과로 정리된
융합교육 2030의 정의, 방향 및 비전, 목표 등은 다음과 같다.
융합교육 2030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유연한 관계 맺기
(networking)와 혁신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이다.
융합교육 2030의 비전은 유연한 관계 맺기와 혁신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균형
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융합교육 2030의 목표는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를 위한 사회성 및 정서 교육, 둘째, 인간과 사물(사건/자
연)의 관계를 통한 탐구 및 문제해결 교육, 셋째, 사물과 사물 사이의 혁신적 연계를 통
한 변혁가능한 역량 교육, 넷째, 관계성과 책임감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
하는 교육이다.
융합교육 2030의 필요성은 첫째,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
육에서 지향할 가치와 교육 방향을 선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과학 정보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현대 과학기술의 특징인 초연결, 초융합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
한 역량 교육 및 과학·수학·정보, 기술, 디지털 소양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 및 자원 문제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
치관, 교육의 방향, 내용, 방식, 전략, 교육과정, 환경 기반 등 전반적인 교육의 변혁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글로벌화 등에 따른 인성·감성 교육 및 다양성 교육으로 강화

해야 한다. 다섯째,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미래사회를 대비한 직업군의 출현이 예상되
는 데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융합교육 2030의 방향은 융합교육 발전 토대 구축, 융합교육 기반 강화, 융합교육
을 위한 교수학습 개선, 융합교육 문화조성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과 내
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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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장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융합교육 2030 기초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이때 ‘융합교육 2030’은 미래교육(The future of Education)을 위한 것이
고, 기존의 융합교육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다.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융합의 시대
‘융합(convergence)’은 현대 과학기술사회에서 공유와 개방을 강조하는 지식 플랫폼
발전의 핵심적인 개념이다(WEF, 2016). 세계경제포럼(WEF)의 K. Schwab 의장에 의
하면, “미래는 분야 간, 기술 간,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대융합의 시대로, 삶의 방
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기술혁명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 변화의 속도(velocity)와
범위(scope), 시스템의 영향(system impact)은 그동안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고 하였다(Schwab,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특징은 ‘초연결(Hyper-Connected)’과 ‘초
지능화(Hyper-Intelligent)’이다. ‘초연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Gartner Group, 2018), 이미 인류는 초연결 사회
로 진입해 있다(Ranadive, 2013). 초연결 사회는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증강 현실(AR) 같은 서비
스로 이어진다.또한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 디바이스로 인한 상호 네트워킹 강화, 인터
넷과 연결된 사물(internet-connected objects) 증가, M2M(Machine to Machine,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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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물)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초지능화’는 빅데이터 구축이 확대됨에 따라, 딥러
닝(Deeping Learning) 등 기계학습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전과 다른 새롭고 가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연결과
초지능화를 통해 융합이 확산된다.
오늘날 융합의 개념은 인간의 실행(Performance)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써(Roco &
Bainbridge, 2003),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의 의미나 범위, 지식과 기술,
사회의 융합(Roco, et al., 2013), 총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NRC,
2014). 융합은 학문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색을 지원하고, 진척된 결과를 학
계, 정부, 산업계로 신속하게 전이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라 시간적 순
차성과 동시적 충족에 대한 기대가 일상화되면서 이전에는 서로 무관했던 이질적 기술
을 하나의 기술로 통합하는 융합기술과 그에 기초한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박영석 외, 2012). 이미 현대 사회는 영역 분리의 단순계 과학시대를 벗어나서 융합을
추구하는 복잡계 과학시대로 접어들었다(김광웅, 2009).
융합은 새로운 기회의 창출과 혁신을 유도하여 사회적 이익 창출과 효율성을 가능케
하며, 개인의 웰빙(well-being)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직결된다(OECD, 2018). 융합은
자연의 근본 원리이자 인류 발달을 위한 시의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Bainbridge &
Roco, 2016).

Convergence is both a fundamental principle of nature and a timely
opportunity for human progress (Bainbridge & Roco, 2016).
현대 과학기술사회에서 융합은 교육계의 진정한 도전이다(NSF, 2017).

나. 융합과 ‘융합교육 2030’
‘융합’은 현대 과학기술사회의 지적 현상의 특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융합’의 사전적 의미는 이질적인 요인들이 ‘녹아 합쳐짐’의 상태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것이다(네이버 사전, 2019). 융합의 개념은 발산과 수렴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학문 분야나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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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들이 해당 문제로 수렴되어 서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보
다 나은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융합은 ‘전문가’ 집단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사
고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이질적인 것과의 결합을 시도하는 자
기 혁신의 행위이다.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공감과 상호이해, 소통, 배려, 협력을 통해
영역 경계의 자기 해체와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며, 그러한 해체와 재구성이 인류의 진
보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Wilson, 2005). 융합교육은 융
합의 그러한 특성을 교육을 통해 경험하게 한다.
교육에서 융합적 접근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내용의 융합 또는 통합의 개념은 이미
20세기에 시작되었고, 이것은 진보적인 교육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Oberholzer, 1937;
Vars, 1991). 그동안의 학습이 발견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창조(Creation)가 목적이었
다면, 현대 과학기술정보사회의 융합교육은 합성(Synthesis)과 구현(Embodiment)을
기반으로 한 창출(Emergence)을 목적으로 한다(NSF, 2017).
특히 융합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식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서의 경계를 낮추고,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소
통과 상호 논의를 통해 공유된 지식체계의 변환과 혁신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즉 지
식과 학생 사이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 학생의 삶과 존재의 일부가 되는 교육을 지향한
다(박영석 외, 2012). 그 결과, 학생들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며, 학습 결과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삶을
갖게 된다. 궁극적으로 융합교육은 학생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과, 학생, 교
사를 포함하는 교육의 장(場)에서 다양한 주체 간의 관계와 협력적 대화와 통합을 지향
하는 교육모델로 개념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육은 경쟁보다는 바람직한
관계 맺기를 통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융합교육 2030’은, 그동안 주로 진행되었던 학문
분야 또는 내용 융합의 초점에서 벗어나서, 학교 현장과 사회의 실제적인 맥락에서 접
근과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융합교육 2030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융합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합교육 2030’은 미래교육(The future of
Education)을 위한 것이다. OECD Education 2030 및 국내 미래교육 관련 연구에서
지칭하는 미래사회는 2030년 이후를 말한다(OECD, 2018) ‘2030’은 현재 중등학교 수
준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시점인 2030년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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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줄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p.16)

다. 미래교육으로써의 융합교육
21세기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다양한 지식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
고력과 실천력을 필요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기술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융합적 지식과 사고, 다양한 관점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의 협력에 의
해 해결 가능하다(박만준, 2010; Wilson, 2005).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창의력과 상상
력, 과정적 지식, 논리와 감성을 아우르는 통섭적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융합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김광웅, 2009; 박선형, 2010; 백윤수 외, 2012; Wilson,
2005).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에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신
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는
세계고용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15개국의 경우,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
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WEF, 2016). 특히
현재(201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65%는 2016년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GE 수석 이코노미스트 M. Annunziata는 미래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성장은 혁신에서 시작된다. (중략) 혁신에 의해 시장이 활성화된다. 경제 분야
뿐 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 사회 분야에서 이런 과정을 계속하
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는 것뿐이다.
(이상은, 2014).
이미 진입하였을 수도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미래 시대
를 선도하기 위한 인재양성의 관점에서 융합교육 2030의 개념적 정의 및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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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제정
2018년 4월 25일,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과 정보교육을 진흥하고 융합교육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하 과수정법)’이 시행
되었다. 기존 과학교육진흥법은 과학교육의 정의와 정부·지자체 의무, 연구시설·교재·교
구, 과학연구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과수정법은 과학, 수학, 정보교
육의 기본방향 및 융합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과수정법은 융합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교육 개
혁운동에 동참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함축된 것이
다. 따라서 융합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융합교육 2030의 정의와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여 융합의 질(quality)과 실행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
해야 한다.

마. STEAM 교육을 넘어 융합교육으로
융합교육의 대표적인 유형은 STEAM과 STEM이다(NSF, 2017). 2011년 우리나라 교
육과학기술부는 창의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
를 가지고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에 Arts(예
술·인문)를 포함한 『과학기술-예술융합(융합인재교육(STEAM))』을 주요 정책으로 발
표하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이하 STEAM 교육)의 목적은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의 양성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즉 STEAM 교육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
교육부의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아래, STEAM 교육은 학생들의 과학·수학에 대
한 흥미도 증가 및 수업개선 등 기존의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미
래교육의 모델로 교육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은 여전히 STEAM 교육을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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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중심의 교과 간 통합으로 인식하고 실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STEAM 교육을 다양
한 교과목에서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과학), T(기술), M(수학)의 글자에서 오
는 직관적 인식과 STEAM 교육 초기 단계의 오인으로 인하여 과학, 기술, 수학 등의 특
정 교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써 모든 교과, 다양한 방식에서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교과의 교사들이 함께 융합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확장된
개념의 융합교육 2030의 정의, 방향 및 비전, 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융합교육 2030’을 정의하여 그에 따른 방향과 비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융합교육의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때 ‘융합교육
2030’은 미래교육(The future of Education)을 위한 것이며, 기존의 융합교육과 차별
화한 것이다.

나. 연구 방법
[그림 Ⅰ-1]은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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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림 Ⅰ-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본 연구를 위해 융합교육과 STEAM 교육 관련 정책 보고서, STEAM 사업 계획서, 융
합교육과 STEAM 교육 관련 연구논문, 문헌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 Google Scholar, Wiley,
Springer 등에서 최근 3년 동안 발행된 연구 문헌 중 미래교육에 대한 동향과 이슈, 융
합 또는 통합 교육의 정의 및 내용 등을 제시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문헌을 선별하였다.
융합교육

관련

검색

키워드는

convergence,

convergence

education,

transdisciplinary, mul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education, integrated or
integrative education, future education 등을 다양하게 조합한 용어였다.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문헌들을 추출하고, 관련 참고문헌을 검토하면서
분석에 활용할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기초
로 하여, 조사 분석 과정에서 요구되는 논의의 쟁점과 내용을 도출하였다.

-7-

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2019. 8.)

2) 조사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전문가 집단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과 델파이 조사,
만 19세 이상 일반인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첫째, 과학·수학·정보 및 STEAM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집단 심층면담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문제인식, 현황과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
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집단심층면담은 융합교육의 쟁점에 대한 심층 토론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을 도출하고 이후 진행될 융합교육에 대한 델파이 조사지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과정에 해당한다. 조사 분석의 모든 과정에서 녹음(녹취), 연구 참여, 설문 참
여, 정보 활용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사전 동의 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문서화하여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둘째, 전문가 집단심층면담을 통해 도출한 융합교육의 의미와 방향, 필요성, 관련 역
량, 실행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융합교육 관련 전문가 대
상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융합교육 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국민의 인식 실태 파악을 위해 국내·외에 거주
하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
은 전문가의 2차 델파이 문항 내용 중 일반인들이 설문하기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으로 추출하여, 교육의 변화 필요성, 인성 교육의 필요성, 융합교육 관련 역량, 융합교
육 수업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진의 정기 회의 및 전문가 자문 협의회
연구진의 정기 협력회의와 더불어 전문가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교육부, 한국과학창
의재단 담당관, 연구진 및 관계자, 외부 전문가(교육전문가, 교육학자 등) 및 학교 교사
등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융합교육 관련 쟁점 분석, 현행 STEAM 교육의 실태 파악과 문제점 진단, 전문가 대
상 델파이 및 일반인 설문조사 문항의 타당성 검토, 정책 과제 도출 등을 위해 연구진과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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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융
합교육 2030 기초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의 변화, 융합교육의
의미와 개념 등과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선별하여 정리하였다.

1

미래사회 전망 및 교육의 변화

가. 미래사회 전망
OECD Education 2030 및 국내 미래교육 관련 연구에서 지칭하는 미래사회는 2030
년 이후를 말한다(OECD, 2018).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은 ‘교육의 인재상’, 즉 교육에서
어떤 인재를 길러내느냐에 영향을 준다. 여러 연구에서 전망하는 사회의 변화 추세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변화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게 한다.
한국개발연구원(2010)은 미래사회 변화가 인구 구조, 기술, 환경·자원문제, 세계경제,
정치 환경, 여가 및 문화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
로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창의적 글로벌 인재, 통합
과 균형의 국가 거버넌스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은 15대 메가트렌드로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네트워크 사
회, 가상 지능 공간, 기술의 융·복합화, 웰빙·감성·복지·경제, 지식기반 경제, 글로벌 인
재의 부상,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글로벌화, 안
전 위험성 증대, 남북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최상덕 외(2011)는 교육관련 사회 변화 양상을 크게 세계화, 과학·정보통신기술 발전,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양극화, 환경보전 문제 등으로 구분하고, ‘세계화’에서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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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세계화 및 인구 구성의 세계화를, ‘과학·정보통신기술 발전’에서는 융·복합 과학
기술의 발전,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와 정보 지식 격차의 발생을, ‘인구 구조 변화’에서
는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적 다양성의 증대 등을 다루었다. 또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
한 교육제도 차원의 혁신은 물론 사회, 문화적 환경의 조성을 요청하였으며, 초·중등교
육에서부터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제도의 일관성 있는 혁신과 창의
성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 등을 강조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전략보고서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의 동인을 기술적 측면과 사
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외, 2017).
첫째, 기술 진보는 데이터의 무한 증가, 네트워크의 폭발적 성장, 컴퓨팅 파워의 무한
확장, 인공지능의 일상화 등의 특징을 갖는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는 소비하
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를 가진 생산물이 될 것이며, 데이터를 매개로 네트워크는 폭발
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네트워크는 여러 연결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다양한 경계들의 구
분을 붕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팅 파워와 인공지능의 확장은 기계와 기계, 기계
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기존과 다른 네트워크, 즉 새로운 연결 관계를 발전시켜
기존의 모호한 경계가 무너지거나 이질적인 영역 간의 연결을 매우 자연스럽고 일반적
인 현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새로운 연결 관계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 경제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다. 기술의 진화는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간을 더욱 확장시키게 된다.
둘째, 사회경제 환경 변화의 경우, 2060년이 되면 세계 인구 중 고령화 인구가 차지
하는 비중은 9.3%로 증가하고, 2066년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20.5%로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조부모, 부모, 자녀 등 3대가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동환경 중에서 세대 간 격차를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삶의 질을 중시
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덜 풍족하더라도 행복한 삶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심화
되고 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 변화는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수
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산업 등의 분야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서비스·IT·문화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에서도 제품의 기본 기능 등 유형 가치보다 서비스, 콘텐츠 등 무형 가치의 중요성이 더
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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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미래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정리였다(주형미 외, 2016).
첫째,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1인 가족, 한 부모 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출
산율 감소, 고령 인구의 증가, 외국 인구의 유입 등으로 인구 구성 비율과 구조가 변화
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학제의 변화와 교육과정 다원화 및 유연
성 확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화되는 직업 세계에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 적성에 맞는 직업 및 진로 교육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고용정보원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직업 찾기’(김동규, 이은수, 2019)에서는 미래
직업세계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① 기계와 인간이 더 비슷해진다.
② 정형화된 업무는 기계와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된다.
③ 직업의 등장과 소멸이 더욱 빨라진다.
④ 로봇과 협력, 디지털 지식의 활용이 중요해 진다.
⑤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⑥ 아이디어가 더욱 쉽게 사업화된다.
⑦ 사람 한명 한명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커진다.
⑧ 평생직장, 평생직업의 시대에서 평생학습의 시대로 변화한다.

둘째, 지식기반 사회의 심화와 과학·정보 기술의 발달이다. 기술적·물리적 네트워크를
넘어서 사회·문화·정치적 요인과 관련한 네트워크 사회가 구축될 것이며 그 연결과 교
류의 속도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과학·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상관
없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나 상호 교류의 대상이 확대된다. 그리고 교육은 과학기
술의 발달로 인해 역량 교육 및 융합교육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휴머니즘, 사회성, 인성,
감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미래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식을 탐구, 생산하는 교육공동체 역할을 수
행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시행하는 Community School
이다. 온타리오주는 학습자의 실생활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 이론에 기반을 두고 지역공동체 연계 체험학습(community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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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tial learning)을 K-12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
을 학교 밖 마을공동체와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적용하고,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탐구·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온타리오주의 교육 목적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Ÿ

교육과정 안팎에서 학생들의 삶의 체험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심화

Ÿ

정보교육과 직업·생애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Ÿ

학습자의 학습을 일상생활로 전환시키는 것과 21세기(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의
사소통, 협력) 역량을 포함한 심화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공에 필요한 재능
과 기술을 갖추고,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가능성 개발 및 공동체 의식 강
화

셋째,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이다. 여기에는 저성장시대 진입으로 인한 낮은 취업률,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심화, 근무 형태의 다양화, 노동 시장의 세계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군 및 인력 수요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서의 직업탐색과 평생 학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교육의 사회 통합 기능이 강
조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기관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이 다양해지고 더욱 확
대될 것이다.
넷째, 환경 및 자원문제, 생활방식·가치관의 변화이다. 환경문제 및 자원의 고갈 등
인류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지구촌 공동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확대되고,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 등이 공존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생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 될 것이다. 협력하는
사람, 나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주형미 외(2016)는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 인간상, 교육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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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미래교육의 지향: 추구할 가치, 인간상, 교육 방향(주형미 외, 2016)
구분

내용
Ÿ 개방성, 다양성, 소통/관계형성
Ÿ 개성/개인차 존중, 자기주도성, 자율성/자발성

가치

Ÿ 인성/인간존중, 공동체 의식/공존, 공정성, 관용, 배려/협력
Ÿ 민주시민성, 비판의식도덕성, 준법성, 청렴
Ÿ 창의성, 혁신성
Ÿ 수월성과 형평성(모두를 위한 교육/불평등 해소)
Ÿ 고령화 사회 대비 심신의 건강한 사람, 다문화, 다원화 사회에 필요한 공감력, 공동
체의식, 관용, 배려하는 인간
Ÿ 정보, 디지털 소양을 갖춘 인재, 기계화가 가속할수록 감성, 창의성을 갖춘 인재

인간상

Ÿ 사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인재, 평등 의식을 갖춘 인재, 문제해결력과 적응 유연
성을 갖춘 인재
Ÿ 상생하고 협력하는 사람,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 자신을 포함하여 다
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
Ÿ 고령화 사회 대비 평생교육 확대,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 맞춤형 교육, 다
문화 사회에 맞는 문화 다양성 교육
Ÿ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교육, 인성/인문소양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교
육, 전통적 지식 전수 교육보다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교육, 과학기술과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 교육

교육방향 Ÿ 경제 구조 변화 고려 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교육,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
을 추구하는 맞춤형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 양극화/격차를 완화시키고 교육
복지를 증대하는 교육,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는 교육
Ÿ 환경 보호 및 생활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 교육, 자연과 환경을 존중 교육, 전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일/가정/여가의 균
형 잡힌 삶을 추구하게 하는 교육,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웰빙 교육

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예측한 2020년의 10대 핵심역량은 복잡한 문제 해
결, 비판적 사고, 창의성, 대인 관리, 타인과의 협조, 정서 지능, 판단과 의사결정, 서비
스 지향성, 협상, 인지적 유연성 등으로 인지적과 비인지적 역량이 총체적으로 포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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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복잡한 문제해결(Complex Problem Solving)
Ÿ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Ÿ 창의성(Creativity)
Ÿ 대인 관리(People Management)
Ÿ 타인과의 협조(Coordinating with Others)
Ÿ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Ÿ 판단과 의사결정(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Ÿ 서비스 지향성(Service Orientation)
Ÿ 협상(Orientation)
Ÿ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OECD의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이하 OECD
Education 2030)은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대표적인 프로
젝트이다. 이때 ‘2030’는 현재 중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시점인
2030년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줄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OECD, 2018).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의 구체
적인 내용과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혁신의 목적은 ‘Individual and collective well-being(개인과 사회의 웰
빙)’이다. 웰빙은 학생 개인의 건강, 안전, 생활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학생이 소속된 사
회, 경제, 산업, 직업, 환경 등 공동체의 삶의 질과 균형을 의미한다. 웰빙이 제시된 배
경은 미래사회의 변화된 모습과 예상되는 문제 상황이다. 즉, 과학기술정보 및 산업이
발달하면서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 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글로벌화의 가속화, 사회
문제와 분열의 심화, 지구 환경 오염 및 자원 고갈 등의 사회, 경제,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은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
로 대처하면서 개인은 물론 사회까지 웰빙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었고, 교육 정책
이나 방법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다(OECD, 2018).
둘째, ‘OECD Learning Compass 2030’은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라는 궁극적인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OECD, 2019a). ‘학습 나침반(Learning compass)’은 익
숙하지 않은 미래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나갈 길을 찾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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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미 정해진 또는 교사가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미 있
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림 Ⅱ-1]은 ‘OECD Learning Compass 2030’을 요약한 것이다. 나침반의 4개
‘침’ 은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할 미래 학습을 위한 필요한 ‘지식(Knowledges), 기
술(Skills), 태도(Attitudes), 가치(Values)’ 역량을 가리킨다.

[그림 Ⅱ-1] OECD Learning Compass 2030(OECD, 2019a, p. 3)

OECD Learning Compass 2030의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
은 미래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한다. 이 역량이
변혁적인 이유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관점을 발전시키고 반영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변화
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할지를 학습하는 역량이다. 이 역량은 학생 스스로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며,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Creating New Value), 긴장
과 딜레마 조정하기(Reconciling Tensions & Dilemmas), 책임감 갖기(Taking
Responsibility)로 구성된다(OECD, 2019a, 2019b).
OECD Learning Compass 2030는 Anticipation(예상/기대), Action(행동/실천),
Reflection(반성/반영)으로 구성된 학습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A-A-R 주기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변혁적 역량에 요구되는 지식, 사고력, 태도 등을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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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식(Knowledges)은 교과 지식(disciplinary), 간학문적 지식(interdisciplinary), 인식론적 지식(epistemic), 절차적 지식(procedural)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기술(Skills)은 인지적이고 메타인지적 기술(cognitive and metacognitive skills), 사
회·정서적 기술(social and emotional skills), 실습 및 신체적 기술(practical and
physical skills)으로 나뉜다. 태도와 가치태도(Attitudes & Values)는 개인적, 사회적
및 환경적 웰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choices), 판단(judgements), 행동
(behaviours) 및 실천(actions)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과 신념(principles and beliefs)
을 의미한다.
OECD Education 2030은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새로운 가치
를 창조하며, 성과와 실패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개
인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웰빙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예, 변혁적 역량)의 함양을 강조한다.
Yeh(2015)는 미래교육으로 기존의 STEM 교육에서 강조하는 비판적 사고나 컴퓨팅
사고에 윤리적 사고(Ethical thinking),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디자인 사고
(Design thinking)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융합교육인 ESTEAM(Ethic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융합교육
에서 다루어야할 역량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적인(Technical) 역량으로, 폭
발적으로 증가하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과 새로운 상
황 속에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관계적인(Relational) 역
량으로, 미래로 갈수록 글로벌화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개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사고력(예, 비판적, 창의적, 시스템적 사고 등)
을 함양해야 한다. 셋째, 개념적(Conceptual) 역량으로, 학생들은 문제해결과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이해하거나 넓은 맥락에서 사고하
고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Yeh, 2015).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구하는 인간상을 자주적인 사람, 창의
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상
을 구현하기 위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
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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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교 교육에서의 역량 중심 교육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역량 기반의 교육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최근 이슈이자 새로운 연구 동향이 되고 있다.

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변화
미래사회는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정보의 폭발로 내용 지식 중심의 전통적인 교
육시스템과 다른 ‘새로운’ 학교 교육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기술,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등의 기술의 융합은 사회 변화는 물론 교육의 변화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내
용, 방법, 체제 등 전반적인 변화 방향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주형미 외(2016)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의 방향을 교육 목표 및 내
용, 교육방법, 교육과정, 학교 환경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력, 자기 주도력, 창의적 사고, 협업 역량 등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개별화 교육, 다문화 교육, 직업·진로 교육, 지
식 활용 교육, 인성·감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한다.
둘째, 교육방법 측면에서, 로봇, 시뮬레이션 기계,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활용 교수 및 학습과 실습, 봉사활동 등 통합 교과 수업의 현장교육이나 체
험 교육을 확대한다.
셋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다원화와 인구구조 변화 및 사회적 수요의 변
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 학제(방송 중·고 등) 및 대체학력
인정제도(검정고시제, 홈스쿨링 등) 등 선택형 교과목 구성 및 학교 교육의 편제를 변화
한다.
넷째, 교육환경 측면에서, 학교의 교육 복지 및 사회 통합 기능 강화, 디지털 환경 구
축, 지역사회 연계 학교 운영, 소규모 학교 운영 등의 학교 환경을 지원한다.
홍선주 외(2017)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따른 학교 변화를 교육내용, 교수·
학습, 학교 교육의 주체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교육을 위한 사고력 중심의 통합 교육, 교과 통합
형 교육과정 및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에 직면하는 문제를 성찰하여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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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바를 스스로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한다.
둘째, 개인 맞춤형 학습 구현과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 병행, 개인별 학습과정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등의 교수·학습을 한다.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구현하지 못한 개
인 맞춤형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활용하여 구축한다. 또한 개별 학습자들의 다양한 능력과 특성에 따른
수업 방법의 다양화,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이에 상응하는 평가 방법의 개선을 통한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연계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교육과 정보기술의 융합, 교실, 학
교, 국가를 연계하는 협력 학습의 학습환경, 형식적 학습과 비형식적 학습의 연계를 통
한 학습경험 확대 등 연계·융합에 초점을 두는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셋째, 학교 교육 주체의 측면에서 교사와 학습자,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학습자 중심
으로 전환한다. 교사는 학습을 안내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학습지원자의 역할을, 학교
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물리적 공간의 역할을 줄이고 개념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
로 역할을 한다. 개별 학습자는 자신의 삶에서 독립적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
로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학습을 설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
계보경 외(2011)는 미래사회와 경제, 학습자의 특성 및 기술 측면에서 학교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학교 조직과 교육과정 측면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증대하
고, 학교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학교 밖 연계, 에너지 소비
감축과 환경 보호, 학습자는 창의성과 협동 능력 향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김홍주 외(2016)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육체제의 재구조화 방향을 제
시하였다. 그들은 미래의 교육체제는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한 자아실현이 가능하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수학습, 평가, 학교환경 등이 점차 경계를 허물어 연계·통합되
는 융합과 유연성으로,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생학습에 맞춘 개인
맞춤형 학습으로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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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교육의 의미와 개념

가. 통합과 융합교육
융합교육은 학문 분야의 통합(integration)을 통해 적용되고 강조된다(Nicolescu,
2002; NRC, 2014; Yeh, 2015). 교육 분야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통합’은 100년 이상
다루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큰 연구 동향이고 이슈이다(Berlin, 1991; Berlin & Lee,
2005; Pang & Good, 2000). 역사적으로 1905년에 출판된 문헌에서 수학과 과학 교과
의 통합적 시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등 세
부 분야에서 다양한 통합이 실행되고 있다(Berlin, 1991).
학교 교육에서 통합적 접근은 통합의 정도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고 통합 또는 통합
교육을 의미하는 용어 또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Berlin, 1999; Davison, et al., 1995;
Huntley, 1998; Lonning, et al., 1998; Sanders, 2009; Satchwell, et al., 2002). 예를
들어,

Berlin과 Lee(2005)가 분석한 555편의 문헌에서는 ‘transdisciplinary’,

‘multidisciplinary’, ‘linked’, ‘interrelated’,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coordinated’,

‘correlated’,

‘cross-disciplinary’,

‘connections’,

‘fused’,

‘interactions’, ‘united’ 등의 용어가 통합교육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통합에 대한 용어와 유형, 정의도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Burns, 1995;
Drake, 2000, 2007; Fogarty, 1991, 2009; Harden, 2000; Jacobs, 1989; Vars &
Beane, 2000; Vos, 2010), 통합의 범위, 수준, 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의 정의
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Czerniak, 2007; Rennie, et al., 2012). 대표적인 통
합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Davison et al.(1995)의 경우, 교과 간 통합(예, 수학, 과
학)을

‘discipline

integration(내용

specific
중심

integration(교과

통합)’,

‘process

중심 통합)’,

‘content

specific

중심

통합)’,

integration(과정

‘methodological integration(방법적 통합)’ 및 ‘thematic integration(주제별 통합)’
으로 5가지 다른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Stember(1991)는 통합을 intradisciplinary,
crossdisciplinary, muli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transdisciplinary 등의 유
형으로 구분하였다(그림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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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학문 내·외의 통합 유형(Stember, 1991)

Gresnigt et al.(2014)은 기존 학자들의 통합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토대로 통합의 유
형을 6가지(Isolated, Connected, Nested, Mul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Transdisciplinary)로 구분하였다. 이 유형은 교사나 학생에게 필요한 요구 사항이나
기회 제공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림 Ⅱ-3]과 같이, Isolated(cellular/fragmented) 유형에서 Transdisciplinary 유
형으로 갈수록 학생들에게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며, 교사들에게는 교원 전문성 개발 지원, 통합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학교의 시설 개선 등이 더욱 요구된다. 통합 유형은 계단 형태가
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통합의 수준이 높아지고 통합의 유형이 포괄적이고 복잡성을
갖게 된다.

[그림 Ⅱ-3] Model of integrated curricula(Gresnigt,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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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ed 유형은 교과목이 분리되어 있고 전통적인 교수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Connected(교과 연계 통합) 유형은 교사의 활동으로 수행되는 통합 교육 방식이다. 예
를 들어, 과학, 수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교사가 지난 시간의 수학 수업과 오늘의
과학 수업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Nesting and Fusion(교과 내 통
합) 유형은 한 과목의 목표가 다른 과목의 수업 내에 완전히 자리 잡는(nesting) 방식으
로 통합되는 교육 방식이다.
Multidisciplinary(다학문적 통합) 유형은 두 가지 이상의 교과목이 주제 중심, 실생
활 문제 중심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통합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다학문적 통합은
개별 과목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교과의 목표를 포함하지만, 통합 교육의 내용과 상황
은 통합하려는 교과목의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통합 교육이다.
Interdisciplinary(간학문적 통합) 유형은 개별 교과보다는 어떤 주제 중심으로 개념,
기능 등에 초점을 두고, 교사가 개발한 통합적 주제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통합 교육
을 실행하는 것이다. 끝으로 Transdisciplinary(탈학문적 통합) 유형은 개별 교과를 벗
어나 학생 중심, 실생활 맥락이 특징인 통합 교육 방식이다.
[그림 Ⅱ-4]는 통합의 유형을 학문 분야 간의 위계에 기반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Ⅱ-4] Pictorial summary of the convergent educational trend within the
disciplinary hierarchy

이와 같이 통합교육은 교과 간 통합의 방식이나 통합의 정도에 따라 교과 내 통합, 교
과 간 통합, 탈교과 등의 다양한 방식(Gresnigt, et al., 2014)이 제시되었다.
<표 Ⅱ-2>는 통합의 접근 방식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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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통합의 접근 방식 요약 (Gresnigt, et al., 2014)
구분

내용

Isolated/cellular/
fragmented

Separate and distinct subjects or disciplines. Often viewed as the
traditional way of teaching

Connected/aware

Explicit connection is made between the separate disciplines,
deliberately relating subjects rather than assuming that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connections automatically

Nested/fused

A skill or knowledge from another discipline is targeted within
one subject/discipline. Content from one subject in the
curriculum may be used to enrich the teaching of another subject

Multidisciplinary

Two or more subject areas are organised around the same theme
or topic, but the disciplines preserve their identity

Interdisciplinary

In the interdisciplinary course, there may be no reference to
individual disciplines or subjects. There is a loss of the
disciplines’ perspectives, and skills and concepts are emphasised
across the subject area rather than within the disciplines

Transdisciplinary

The curriculum transcends the individual disciplines, and the
focus is on the field of knowledge as exemplified in the real world

나. 융합(Convergence)과 융합교육(Convergence Education)
융합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2003년,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gnitive Science(Roco & Bainbridge, 2003)’는 융합을 인간의
실행(performance)을 위한 효율성의 도구로서의 융합 기술(converging technology)
을 융합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2013년, ‘Convergence of Knowledge, Technology, and Society: Beyond
Convergence of Nano-Bio-Info-Cognitive Technologies(Roco, et al., 2013)’ 에서
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사회의 융합을 말하고 있다.
2014년,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NASEM)
의 보고서 ‘Convergence: Facilitating Transdisciplinary Integration of Life
Sciences, Physical Sciences, Engineering and Beyond (NAP, 2014)’와 2016년의
MIT 연구보고서에서는 ‘융합은 미래 건강(Convergence: The Future of Healt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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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MIT, 2016).
미국의 국가교육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National Research Council(NRC, 2014)에
서는 ‘융합’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Convergence is an approach to problem solving that cuts across
disciplinary boundaries. It integrates knowledge, tools, and ways of
thinking from life and health sciences, physical, mathematical, and
computational sciences, engineering disciplines, and beyond to form a
comprehensive synthetic framework for tackling scientific and societal
challenges that exist at the interfaces of multiple fields (NRC, 2014, p. 2).

NRC(2014)에 의하면, 융합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다.
융합은 생명과학, 물리, 수학, 컴퓨터, 공학 등 학문 분야의 지식, 도구, 사고방식을 통
합하여 여러 분야의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문제해결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제공한다. NRC는 생명과학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에 초점을 두고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물리, 화학, 수학,
컴퓨터, 공학,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와 생명과학의 융합(convergence of
the life sciences)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고 새롭고 혁신적
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분절된 분야의 개별적인 통찰력과 접근 방법을 아우르는
융합에 의해 인간의 창의력이 발현되어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인간에게 다양한 과학적
이고 사회적인 기회를 제공한다(NRC, 2014).
NRC에서 제시한 융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미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융합이 핵심적인 방법과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융합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Global Perspective in
Convergence Education’에서 융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NSF defines convergence as the deep integration of knowledge,
techniques, and expertise from multiple fields to form new and

- 23 -

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2019. 8.)

expanded frameworks for addressing scientific and societ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nvergence refers to not only the convergence of
expertise across disciplines, but also the convergence of academic,
government,

and

industry

stakeholders

to

support

scientific

investigations and enable rapid translation of the resulting advances.
With the continued growth in science and engineering knowledge, and
the growing evolution toward deep interactions among and between the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convergence is becoming a real challenge
to the education communities (NSF, 2017, p.3).

NSF(2017)와 NAP(2014)에 의하면, 융합은 여러 분야에서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도전
과 기회를 위한 새롭게 확장된 틀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지식, 기술, 전문성
의 통합으로 정의된다. 또한, 융합은 학문 분야의 융합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색을 지원
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학계, 정부, 산업계의 융합을 의
미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의 융합적 접근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교과 내용의 융합
(convergence) 또는 통합(integration)의 개념은 20세기 초에 이미 시작되었고 진보주
의 철학은 융합 또는 통합교육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Dewey & Jackson, 1991;
Oberholzer, 1937; Vars, 1991).
국외의 문헌에 따르면, 국가별, 기관별, 개인별로 다루는 융합교육의 수준, 범위, 문
제점, 영역 등이 차이가 있다(Derrick et al., 2012; Ingber, 2013; NRC, 2014). 융합
교육(convergence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헌도 있지만, 다수의 문헌에
서 융합 또는 융합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부
문헌에서는 융합을 설명하기 위해 convergence라는 용어 대신에 탈학문적 통합
(transdisciplinary integration)이나 탈학문적 교육(transdisciplinary education)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용어 사용이나 정의의 명확성이 다소 부족하지만,
미래에 우리 학생들이 접하게 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융합교육(convergence
education)이나 탈학문적 교육(transdiciplinary educ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는 것은 명백하다(Nicolescu, 2002; NRC, 2014; Ye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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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과 간 융합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는
것이다. 각 교과의 목표와 성취기준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여러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목표나 성취기준을 탐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에 미국은 수학과 영어
과목의 공통핵심 주정부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을 만들었고,
차세대 과학기준을 제시하였다(NGSS, 2013).
[그림 Ⅱ-5]는 수학과 영어 과목의 공통 핵심 주정부 기준과 과학의 기준 사이의 공
통 요소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의 CCSS와 과학의 기준 사이의 관련
성을 살펴보면, 모형의 개발과 사용, 수학과 계산적 사고의 이용 등과 관련이 있다. 수
학과 영어의 CCSS와의 관련성으로는, 증거로부터 논쟁에 참여하기, 설명을 만들어 보
고 해결책을 디자인하기, 정보의 획득·가공·소통 등과 관련된다(Angela & Wiggs,
2012; NGSS, 2013).

[그림 Ⅱ-5] CCSSM(CCSS Mathematics Standards) 및 CCSSELA(CCSS
English Language Arts Standards)와 Science의 관계(NR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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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2017)는 기존의 학습이 발견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창조가 목적이었다면, 융합
교육은 합성(synthesis)과 구현(embodiment)을 기반으로 한 창출(emergence)이 목적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Ⅱ-6).

[그림 Ⅱ-6] 융합교육의 목적(NSF, 2017)

‘창출(emergence)’은 어떤 시스템에 있는 각 부분들의 상호작용을 통합함으로써 전
체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복합적 단위의 특별한 조절능력을 통
해 나타난다(네이버 백과사전, 2016).
Sihvola(2014)는 융합교육을 국제디자인경영관리(International Design Business
Management, IDBM)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발
표하였다. 그는 ‘융합교육’에 대해 ‘convergence’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만, 융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탈학문적 통합(transdisciplinary)’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Sihvola(2014)는 IDBM에서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Guest(1991)가 발전시
킨 융합교육 역량과 전문 분야 교육을 ‘T’ 형태로 제시하였다(그림 Ⅱ-7). 그에 의하면,
융합교육은 융합 역량과 전문 역량을 교육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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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T 형태의 융합 역량(Sihvola, 2014)

Sihvola(2014)는 효율적인 융합교육의 특징을 초기 상태(initial Stages), 통합 프로
젝트(interdisciplinary project), 환경(facilities), 조직(organization)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그림 Ⅱ-8).

[그림 Ⅱ-8] 융합교육의 특징(Sihvol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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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unduchi(2009)에 따르면 융합교육은 교차 기능 모둠 활동(또는 횡적 기능 모
둠활동, cross-functional teamwork)으로 진행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
며, 교차 역할 모둠 활동 장점의 특징을 제시하였다(그림 Ⅱ-9).

[그림 Ⅱ-9] 교차 기능 모둠 활동(cross‐functional teamwork)의 특징(Bunduchi, 2009)

Bunduchi(2009)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모둠 구성원의 장점과 모둠 구성원의 분
야가 일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위험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그림 Ⅱ-10).

[그림 Ⅱ-10] 교차 기능 모둠 활동 장점(Bunduch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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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ihvola(2014)는 개인이 융합교육을 통해 T 형태의 역량(융합, 전문 역량)을 증
진하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분야 간 교차 기능 모둠(Cross-functional Teams), 지식
의 다양성(Diversity of Knowledge), 생산적인 창의성(Productive Creativity), 시장
(Market)에서 다양한 역할과 장점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모델로 설정하고 융합교
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그림 Ⅱ-11).

[그림 Ⅱ-11] 융합교육 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델(Sihvola, 2014)

다. 융합의 대표적인 유형, STEM/STEAM 교육
STEM 또는 STEAM 교육은 융합교육의 대표적인 유형이다(NSF, 2017).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핀란드

등

거의

모든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학, 기술, 공학, 수
학) 교육은 궁극적으로 이학이나 공학 계열을 전공하는 인재의 양성뿐만 아니라, 초·중·
고 학생들이 이공 계열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적으로 STEM 분야의 인력 양성의 양적 증가와 STEM 교과에 연계된 교육
측면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Kuenzi, 2008).
특히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절반 수준의 기술공학
계의 인력 공백의 발생 문제(U.S. Congress, 2006), 더하여 관련 직업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교육 문제에 당면하였다(van Lan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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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kers, 200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학자, 과학자, 기술자 등의 양성과 학
생들의 과학·수학교육의 성취도 향상, 흥미 제고 등 국가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과
학, 기술/공학, 수학 교과를 아우르는 STEM 정책을 실행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출판된 관련된 문헌에 따르면, 미국은 STEM에 초점을 두고 통합 교육을 강화하였다
(AAAS, 1989, 1993, 1998; NAE, 2002, 2004, 2005; NCTM, 1989, 1991, 1995,
2000; NRC, 1996, 2001, 2012, 2013).
한편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11∼’15)‘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 잠재력을 높이는 ‘미래형 STEAM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STEM에 Arts(예술·인문)을 포함한 ‘과학기술-예술융
합(융합인재교육(STEAM))’를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STEAM은 초·중등학교 수준
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교육과
학기술부, 2010). 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
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력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인성
의 STEAM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백윤수 외, 2012).
우리나라 STEAM 교육의 효과에 따르면, STEAM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창의·융합적
사고력(문제 인식, 문제 해결력)이 향상하였고, STEAM 수업 후 자기주도 학습능력, 과
학 선호도, 수학·과학 흥미도, 자기효능감, 배려 능력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강
남화 외, 2017; 임성민 외, 2014). STEAM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즐거운 수
업으로 변화하고, STEAM 수업이 학생들의 설계, 토론, 발표 등의 학생 중심 수업으로
개선되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가 제고되었다. 특히 STEAM 수업 동영상 분석
결과, 일반 수업은 교사 설명시간 비율이 90% 이상인 반면, STEAM 수업의 교사의 설
명시간 비율이 8~4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남화 외, 2017; 박현주 외, 2015).
또한 우리나라의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학생들의 소
양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문·이과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통합 사회 및 통합 과학
을 신설하였다. 이들 교과목은 신설 과목인 동시에 통합·융합의 성격을 가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교과이다(교육부, 2015).
살펴본 것과 같이, 융합은 통합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학문의 다
양한 분야 뿐 만 아니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학교 안과 밖의 분야나 영역간의 경계를
허무는 미래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들이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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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소양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기존의 개별적이고 분절된 교과 중심의 패러다임
과 차별화되고 개별 교과의 분야나 영역과 학교 교육의 범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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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사 분석

본 장에서는 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융합교육 2030의 정의, 방향 및 비전,
목표 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한 전문가 집단심층면담,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일반인
(만 19세 이상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기술하였다. 전문가 집단심층면담은 융합교
육의 쟁점에 대한 심층 토론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을 도출하고 이후 진행될 융합교육에
대한 델파이 조사지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1

전문가 집단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가. 조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융합교육의 의미와 방향, 필요성, 관련 역량, 실행 방안 등을 포함
하는 델파이 검사지 개발을 위해 집단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
시하였다.
FGI 전문가는 STEAM(융합교육) 연구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본 연구의 맥
락을 잘 이해하여 융합교육에 대한 식견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선별하였다. 최
종적으로 FGI에 참여할 전문가 그룹은 융합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교육공학 등 다
양한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5명, 현장 교사 2명, 융합교육 관련 방송 PD 1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FGI 사전 질문지는 ‘미래교육’, ‘융합교육의 필요성, 방향, 목표, 효과’, ‘융합교육에서
필요한 역량’, ‘융합교육의 구성과 실행 방안’, ‘행·재정적적 정책 지원 측면’, ‘기타’ 영
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은 몇 개의 하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표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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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융합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집단심층면담 사전 질문지(배포자료)
영역

내용
1-1.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
입니까?

1. 미래교육

1-2.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어떤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3. 미래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학
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2. 융합교육의
필요성, 방향,
목표, 효과

1-4.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융합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융합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7. 융합교육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3. 융합교육에서
필요한 역량

1-8. 융합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글로벌 측면, ②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4. 융합교육의
구성과 실행 방안

1-9. 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대해 자유로
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① 교육과정 구성, ② 교사교육, ③ 평
가, ④ 교수학습방법, ⑤ 교육환경 등)

5. 행·재정적 정책
지원 측면

6. 기타

1-10. 융합교육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교육부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1. 융합교육의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행·재정적 지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2. 현재 우리나라의 융합교육 실행을 저해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FGI는 2019년 5월 11일,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FGI 전문가들을 선별하고, 질문지를 전자메일로 발송하여 면담 이
전에 사전 질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문가 집단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셋째, FGI의 내용을 모두 전사·분석하여 융합교육의 의미, 방향, 필요성, 실행 방안 등
으로 구체화하였다. 넷째, FGI 분석 결과는 델파이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 범주
와 각 범주별 문항 구성에 활용하였다.
FGI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 절(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제시하였다(FGI 전체 내용
은 부록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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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결과
1) 미래교육 관련
FGI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미래교육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라
는 질문에 대해 ‘인지적 영역보다 정의적 영역(자신감, 도전감, 인성, 인간 존중, 글로벌
사회) 교육 강조’,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현재의 고찰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중심 사
회가 될 것’,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역량이며, 기존의 사회에서 강조되던 좁은 의미
의 학력(읽기, 쓰기, 셈하기 기반의 지식)을 넘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협업 및 의사소
통역량, 창의·융합역량, 문제해결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적응과 대처하는 능력 강조’
등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어떤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방법’,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경험과 합리적인
교류와 소통을 하는 경험’,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현상기반학습’, ‘문제를 발견하는
경험으로서 메이커교육’,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협업 및 소통’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미래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학교 교육
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의 미래 역량을 신장시
킬 수 있는 촉진 환경의 조성’,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환경 조성’, ‘창의·융합역
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 조성’, ‘서로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
화 형성’, ‘학습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교 시스템 형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변화’, ‘지식과 자원을 연결하는 공간’, ‘새로운 지식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제공’, ‘학교
는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학교는 미래를 대비하여 유연하며
경계가 불분명한 역할로 재편되어야 함’, ‘융합교육의 명확한 커리큘럼 부재로 인한
어려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융합교육의 필요성, 방향, 목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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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융합교육 필요성과 방향, 목표와 기대 효과 관련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대 교육
사조로 볼 때 매우 필요’,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은 융합교육이 해답임’,
‘융합교육은 브랜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가야할 길’, ‘학생 중심 수
업, 학생 성장과 발전, 과정 중심 평가 관점에서도 융합적인 접근과 방법이 요구됨’, ‘우
리 사회의 주인공으로 살 학생들의 삶과 그들이 살게 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융합
교육이 꼭 필요함’, ‘융합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제해결과정임’,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융합적 소양을 가진 인재
를 길러주기 위해 융합교육이 꼭 필요함’, ‘융합교육은 특정 교과의 정책이 되기보다는
교육 전반의 지향점 목표가 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임’, ‘모든 교과에서
융합교육을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과정도 함께 개선되
어야 할 필요가 있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융합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이 미래사회에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구성해야 하며 방향성
을 잡아야 함’, ‘STEAM 교육이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에 가까웠다면 새로운 융합교육
계획의 방향은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시작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임’, ‘사회 문제를 함
께 고민해야 하며 모든 시민이 함께 주체가 되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함’, ‘과거 연구들이
기술발전이나 산업 영역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이야기했다면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임’, ‘웰빙은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나 가치로 적절
함’, ‘최근 OECD 역량 맵핑 연구에서 제안한 역량 프레임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임’, ‘소통, 배려, 창의, 학생 중심, 지속가능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어야
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융합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창의·융합형 인간
상, 학생 개인의 적응과 행복, 국가와 사회의 발전’, ‘다양한 관점과 유연한 사고로 접근
하는 융합 인재를 길러 주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융합교육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
는 질문에 대해 ‘미래사회 변화 대처 능력 함양’, ‘자신에게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학습
을 스스로 하게 될 수 있을 것임’, ‘학교 교육의 변화와 혁신으로 나타날 것임’,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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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증진’, ‘미래사회의 가치에 걸맞은 교육과 역량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짐’ 등의 의견
이 제시되었다.

3) 융합교육에서 필요한 역량
FGI 내용을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융합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글로벌 측면, ②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역량, 소통 역량, 글로벌 사회 적응력,
창의성’,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협업과 소통, 이질적인 사
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주도 학습 역량(기초 학습 역량을 포함
하여 자기 관리 역량과 창의·융합역량까지)과 문제해결역량, 사회·글로벌 측면에서 협업
역량과 의사소통과 배려의 역량,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및 논리력을 포함하는 인지적
측면의 역량,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인 학습 태도와 동기 그리고 협업 능력을 포함하
는 정의적 측면의 역량’, ‘생산자로서의 능력, 조절하는 능력, 균형을 맞추는 능력’, ‘유
연한 사고역량: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역량’, ‘조절역량’, ‘창조역량’ 등이 제
시되었다.

4) 융합교육의 구성과 실행 방안
FGI 내용을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① 교육과정 구성, ② 교사교육, ③ 평
가, ④ 교수학습방법, ⑤ 교육환경 등)’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과정에 융합교육 내용 포
함’, ‘융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 양성’, ‘평가에서 융합교육 내용 포함’, ‘학생 평
가도 융합과 관련된 평가가 비중을 차지해야 하며, 대학에 따라서 입시 대안이 마련되
어야 하고 정부가 시스템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
회와 환경, 교사들의 역량이 발휘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가능함’, ‘새로운 융합교육
은 인문학을 상당 부분 포함하여야 함’,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는 학교급을 고려해
야 한다는 것’, ‘미래교육에서는 실제 삶과 비슷한 상황, 가장 비슷한 맥락 속 문제해결
경험을 제공할 때 전이가능성이 높을 것임’, ‘학습자가 직접 커리큘럼을 짜고 빈 공간을
채워가는 형태도 가능할 것임’, ‘물리적 교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융합교육의 철학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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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있는 학교의 문화 형성 또한 매우 중요함’, ‘교육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교수학
습활동이 지원하기 위한 교육공간이 요구됨(아이디어 도출 공간, 시뮬레이션 공간, 설
계 공간, 제작 공간, 공유 공간 등). 공간이 있어야 행위를 유발할 수 있음’, ‘학교 문화
측면에서 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융합되어야 할 것임’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5) 행·재정적 정책 지원
FGI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융합교육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교육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교육부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학부모, 사회의 공감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함’, ‘융합교육이 학생들 개개인의 삶
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
것이 현재 정부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임을 공감하고 교육과정, 수
업혁신,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융합교육을 위한 문화 형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야 함’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융합교육의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의견에 대해 ‘특정 과목의 교사들만 누리는 융합교육이 아
닌 모든 교사들이 함께 하는 융합교육이 실천할 수 있는 지원, 수업 환경과 방법의 혁신
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함’, ‘융합교육을 설계, 실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배려, 융합교육을 위한 예산,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교육이 미래사회에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
로 대비하고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므로’(전문가 C)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관점에서 융합교육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STEAM

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의 방향으로서 융합교육의 의미를 다시 설정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융합교육의 안착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의 적극적인 대비로서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시각의’(전문가 B, C,
D) 융합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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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위와 같이 논의된 자료와 미래사회 대비 선행연구, 핵심역량 관련 선행연구,
STEM/STEAM/융합교육 관련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진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1
차 델파이 문항을 개발하였다.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가. 조사 방법 및 절차
1) 델파이 조사 참여자
전문가 집단심층면담(FGI)을 통해 만든 융합교육의 의미와 방향, 필요성, 관련 역량,
실행 방안 등에 대한 검사지를 바탕으로 융합교육 관련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실
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융합교육 관련 분야 내·외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
쳐 실시되었다.
<표 Ⅲ-2>는 델파이 참여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1차 조사에서 과학, 수학, 정보,
국어 등 각 분야 및 교육계와 비교육계, 학교급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참여자 중 13명이 참여하였다.
<표 Ⅲ-2> 델파이 조사 참여자 구성
델파이 조사 참여

연번

소속/직위

분야

1

대학교/교수

과학(지구과학)

○

2

대학교/교수

기술/STEM

○

○

3

대학교/교수

수학

○

○

4

대학교/교수

수학

○

5

대학교/교수

교육학

○

○

6

중학교/교사

과학(화학)

○

○

7

고등학교/교사

기술, 교육공학

○

○

8

중학교/교사

과학(화학)

○

○

9

고등학교/교사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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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등학교/교사

수학

○

○

11

대학교/교수

초등교육

○

○

12

대학교/교수

컴퓨터교육

○

○

13

대학교/교수

문예창작

○

○

14

대학교/교수

사회교육

○

○

15

대학교/교수

과학(생물)

○

○

2) 델파이 내용 및 조사 절차
델파이의 조사내용은 융합교육의 정의와 방향, 필요성, 관련역량, 실행 방안 등에 대
한 것이다. 1차, 2차 모두 조사 문항(질문 문항)에 대해 타당한 정도를 5점 리커트
(Likert) 척도 방법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각 문항별로 추가 의견을 적도
록 하였다.
1차 조사는 2019년 5월 22일~27일, 2차 설문은 2019년 6월 5일~10일에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안내하고 융합교육의 정의와 방향, 필요성, 관련 역량, 실
행 방안 등에 대한 타당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견란을 제시하여 전문가들이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였다.

[그림 Ⅲ-1] 조사절차 및 기간

1차 델파이 조사지는 선행연구 분석, 연구진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융합교육의 정의와 기본 방향, 융합교육의 필요성, 융합교육과 관련된 역량,
실행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2차 조사지는 1차 조사지에서는 타당도와 그에 따른 전문가
의견 및 연구진의 논의 통해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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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델파이 조사는 교육 전문가 총 15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 1차 조사 결과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델파이의 각 항목별 타당도를 바탕으로 2차 델파이 문항을 개발하였다(부록3 참
조).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각 문항별 타당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특이점이
제시되지 않아 2차 조사로 델파이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나. 델파이 조사 결과
1) 제1차, 제2차 델파이 조사 내용 및 타당도 비교
<표 Ⅲ-3>은 융합교육 기초 설정을 위한 1차 델파이 문항과 2차 델파이 문항 내용
및 응답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전문가 의견은 ‘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3) 2차 델파
이 조사 결과’에서 별도 제시하고 논의함).

<표 Ⅲ-3> 제1차, 제2차 델파이 문항 내용 및 응답 현황 비교표
구분

융합교육
정의 및
기본 방향

1차 델파이 문항

2차 델파이 문항

[문항1] 융합교육의 정의와 기본방향

[문항1] 융합교육의 정의와 기본방향

융합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인간, 사회, 자연이 조화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간 중심의 새로운 관계 맺
기(networking)를 통한 삶의 균형과 변화와 혁신
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융합교육은 학습자의 앎과 삶이 일체가 되는 학
습과 이를 지원하는 교육 체제와 교육과정이 교
과와 자원,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실현하는
교육이다.

(정의)
융합교육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유연한 관계 맺기(networking)와 혁
신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이다.

§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 인간
과 인간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을 이끌
수 있는 사회성 및 정서 교육

§

인간과 사물의 탐구 및 문제해결: 인간과 사
물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문제
의 발견과 융합적·발전적 문제해결 교육

§

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 상상력과 창의력
기반의 사물과 사물 사이의 혁신적 연계를 통
한 변혁가능한 역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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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육방향)
§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 시간
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을 이끌 수 있는 사회성
및 정서 교육

§

인간과 사물(사건/자연)의 탐구 및 문제해결:
인간과 사물, 사건, 자연환경 사이의 관계에
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문제의 발견과 시스템
적 사고, 융합적 사고력 등 고차원적 사고력
을 활용하는 문제해결 교육

§

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 상상력과 창의력
을 바탕으로 사물과 사물 사이의 혁신적 연계
를 통한 변혁가능한 역량 교육

Ⅲ. 조사 분석

구분

1차 델파이 문항
§

2차 델파이 문항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 관계성과 책임감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교육

▸ 타당성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융합교육의
필요성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 관계성과 책임감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교육

▸ 타당성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1

1

11

3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8

5

[문항2] 융합교육의 필요성

[문항2] 융합교육의 필요성

미래 한국 사회는 과학·정보 기술 발달, 인구구
조의 급격한 변화, 지식기반 사회의 심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문제 및 자원의 부족,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다양화 등으로 예측된다.
융합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미래사회는 과학·정보 기술 발달, 인구구조의 급
격한 변화, 지식기반 사회의 심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문제 및 자원의 부족, 생활방식
과 가치관의 다양화 등으로 예측된다. 융합교육
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
래교육에서 지향할 가치, 교육 방향 설정에 대
한 필요성

§

과학 정보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초연결,
초융합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의 필요
성

§

인구구조의 변화, 다문화, 글로벌화 등에 따른
인성·감성 교육 강화 등 학교 교육의 변화 필요
성

§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 및 자원 문제,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추구하
는 가치관, 방법, 평가 등 전반적인 교육의 변
화의 요구

§

다양성 인정,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진로 및 직
업 교육 강화, 협력을 강조하는 방법, 과학, 수
학, 정보 디지털 소양의 강화 등

▸ 타당성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융합교육
역량

§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1

2

9

4

§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
육에서 지향할 가치, 교육 방향 설정에 대한 필
요성

§

과학 정보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초연결,
초융합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 과학·수학·
정보, 기술, 디지털 소양의 강화 등의 필요성

§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
경 및 자원 문제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관, 교육의 방향, 내용, 방식, 전략, 교육과정,
환경 기반 등 전반적인 교육 변혁의 요구

§

다문화, 글로벌화 등에 따른 인성·감성 교육 강화
및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의 변화 필요성

§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미래사회를 대비한 직업
군의 출현이 예상되는 데 따른 진로 및 직업 교
육 강화

▸ 타당성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2

5

6

[문항3] 융합교육의 역량

[문항3] 융합교육의 역량

융합교육은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인

융합교육은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인
간, 사회,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사물·사건·자연 등), 사물과 사
물 간의 관련성을 강화하고, 재정립함으로써 교
육의 혁신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신

간, 사회, 자연이 조화를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

(networking)를 통한 교육의 혁신과 가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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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델파이 문항

2차 델파이 문항

을 추구한다. 이에 융합교육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념의 가치와 문화 창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을 선도하는 교육이다. 이에 융합교육에서 필요
한 역량을 휴먼 네트워크 역량, 유연한 인지 역
량, 혁신적 사고 역량,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으
로 설정하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관계역량, 지적역량, 변혁가능한 역량, 가치창출
로 설정하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관계역량: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 배려, 소
통, 인성 등 사회성 및 정서적 역량을 의미한

§

다.
§

휴먼 네트워크 역량: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
직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위한

지적역량: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

공감, 배려, 소통, 인성 등 인간다움을 추구하

고 탐구하기 위한 기초 지식 및 소양, 문제

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역량을 의미한다.

제기 및 탐구와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관련역량: 자기 주도성, 끈기, 개방성, 객관

력, 정보의 해석 및 활용 등의 인지적 역량을

성, 협력, 공감, 소통 등)

의미한다.
§

변혁가능한 역량: 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

§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기초 지식 및 소양,

와 응용을 위한 상상력과 창의력, 혁신적 사

문제 제기 및 탐구와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고력, 창조적 설계력 등 역량을 의미한다.
§

유연한 인지 역량: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사고력, 정보의 해석 및 활용 등 다양한 상황

가치창출: 관계성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인간

적 맥락에 대한 유연한 인지적 역량을 의미

중심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여 개인

한다.

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관련역량: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정보의

위한 역량을 의미한다.

검색과 활용 등)

▸ 타당성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임

1

4

§

④
타당함

혁신적 사고 역량: 사물과 사물의 연계와 응

⑤
매우
타당함

용을 통한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

3

(관련역량: 상상력, 창의적 사고, 사물 간의

8

로 사회적 혁신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의
미한다.
혁신적 연계와 응용 및 적용 등)
§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
여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역량을 의미한다.
(관련역량: 시스템적 사고, 융합적 사고 등)

▸ 타당성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매우
타당하지
않음

교육과정

융합교육
실행 방안

1. 국가 교육과정의 구
조 변화 및 학교교
육과정 구성의 자
율성 확대

②
타당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교육과정

4

1. 교과 중심의 견고한
국가 교육과정 구
조 변화 및 학교 교
육과정 구성과 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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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③
보통임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2

4

7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1

2

10

Ⅲ. 조사 분석

구분

1차 델파이 문항
2. 교과 간 연계, 진로
연계를 위한 탄력
적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3. 자유학기제와 같은 융
합교육 학기제의 시
행

영의 자율성 확대
3

1

4. 지역사회 참여 프로
그램 등 범교과 학
습 기회 확대

교사교육

5. 예비교사 양성 및
교사 평가 체제의
개선

3

10

2

3

10

3

8

5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1

6. 수업 설계 및 실행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보상
7.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협력적 멘토
링

2차 델파이 문항

1

2. 교과 간 연계, 진로
연계를 위한 탄력
적 교육과정 운영

4

9

3. 교사의 융합교육 수
업의 지원체계 수
립(수업연구시수 확
보, 융합연구 주간,
융합학기제, 융합
체험활동, 융합적
창의적 설계 지원
등)

1

4

8

4. 지역사회 참여 프로
그램 등 범교과 학
습 기회 확대

1

6

6

교사교육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1

2

12

5. 예비교사 양성 및
교사 평가 체제의
개선

1

3

9

3

5

8

6. 수업 설계 및 실행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보상

2

1

10

3

3

9

7.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협력적 프로
그램 및 멘토링 확
대

4

9

8.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학교, 대학교,
연구소 연계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

6

7

8. 교사의 융합교육 역
량 개발을 위한 학
교, 대학교, 연구소
연계 교사 융합교
육 및 연구 프로젝
트

3

교수학습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9. 실재적 문제해결 중
심 교수학습 강화

3

4

9

10. 정보, 테크놀로지,
자원의 활용성 극
대화

2

5

9

11. 관계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적 프로
젝트 활성화

1

12. 다문화, 소외계층,
통합교육과
함께
체감형 교육

5

4

5

9

교수학습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9. 실재(實在)적 문제
해결 중심 교수학
습 강화

1

3

9

1

6

6

10

10. 테크놀로지, 전문
가, 지역사회 등 자
원의 활용성 극대
화

4

9

7

11. 관계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적 프로
젝트 활성화
12. 다문화, 소외계층
등 다양성을 인정

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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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델파이 문항

2차 델파이 문항
하는 포용 교육
13. 지역사회 문제해
결을 통한 지역사
회와 관계 맺기와
공감 및 책임감 교
육

교육평가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14. 학습자 맞춤형 평
가 및 누적적인 평
가
2

* 경쟁을 부추기는 평
가 지양. 역량중심
평가, 과정중심평가
우선 실행

5

9

7

교육평가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14. 학습자 맞춤형 평
가 및 누적적인 평
가

2

3

8

15. 학습자 맞춤형
가 및 누적적인
가 지원을 위한
공지능 및 학습
석 기반 평가

3

3

7

5

8

평
평
인
분

16. 교수-학습 환류의
극대화와
교사의
평가 업무 효율화
를 위한 체제 및 시
스템 구축

교육환경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15. 시공간 상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2

6

8

1

4

10

16. 다양한 교수학습 활
동 지원을 위한 교
육 공간 개선

1

17. 지역사회, 공공기
관, 산업체 참여
공동 교육(활동)
공간 확대

1

6

교육환경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17. 교육공간의 시공
간 상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1

18.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공간 개선

4

8

4

9

4

8

19. 지역사회, 공공기
관, 산업체 참여
공동 교육(활동)
공간 확대

1

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 보통 타당 매우
타당 하지 임
함 타당
하지 않음
함
않음

18. 교수학습자료 생성
및 공유 플랫폼 구
축

3

5

8

20. 교수·학습자료 생
성 및 공유 플랫폼
구축

1

3

9

19. 학생, 교사의 심리
적･정서적 지원
강화

5

2

8

1

3

9

10

6

21. 협력과 소통의 융
합 수업 설계 지원
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기반
클러스터 조성

20. 지역사회 문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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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Ⅲ. 조사 분석

구분

1차 델파이 문항

2차 델파이 문항

결 프로젝트를 위
한 범교과학습 지
원

22. 지역사회 문제해
결 프로젝트를 위
한 범교과적인 학
습 지원

6

7

<표 Ⅲ-4>는 제1차,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영역별 문항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평
균을 비교한 것이다.
<표 Ⅲ-4> 1차 델파이 조사의 문항 내용 및 내용 타당도
문항

1차 타당도 결과

2차 타당도 결과

M

SD

M

SD

1

융합교육의 정의와 기본방향

4.00

.71

4.38

.51

2

융합교육의 필요성

4.00

.79

4.31

.75

3

융합교육의 역량

3.81

.81

4.83

.77

교육과정

4.30

.82

4.56

.67

교사교육

4.38

.86

4.62

.60

교수학습

4.40

.72

4.55

.56

교육평가

4.34

.70

4.46

.72

교육환경

4.35

.78

4.59

.59

교육지원

4.31

.74

4.59

.59

4

융합교육의
실행방안

2)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표 Ⅲ-5>는 융합교육 정의와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평균이 4.00, 표준편차는 0.71로 나타났다.
융합교육의 정의를 ‘인간중심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기존의 융합교육으로 인식되는
STEAM과 다른 의미로 제시한 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융합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은 융합교육과 STEAM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
하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므로 현재 융합교육의 정의와 의미 재정립의 취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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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한 융합교육의 정의와 방향
[문항1] 융합교육의 정의와 기본방향
융합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인간, 사회, 자연이 조화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간 중심의 새로운 관계 맺기(networking)를 통한 삶의 균형
과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융합교육은 학습자의 앎과 삶이 일체가 되는 학습과 이를 지원하는 교육 체제와 교육과정이
교과와 자원,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실현하는 교육이다.
§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을 이끌 수
있는 사회성 및 정서 교육
§ 인간과 사물의 탐구 및 문제해결: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문제
의 발견과 융합적·발전적 문제해결 교육
§ 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 상상력과 창의력 기반의 사물과 사물 사이의 혁신적 연계를
통한 변혁가능한 역량 교육
§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 관계성과 책임감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교
육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도 평균이 4.00, 표준편차는 0.79로 나타났다. 글
로벌 시대에서 대두되는 갈등 해결에 대한 교육, 과학, 수학, 정보, 기술의 소양을 기르
는 교육을 예술과 다양하게 결합시킴으로써 단순한 직업교육이나 지식교육을 넘어 인
성, 감수성, 상상력 등의 함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양성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자칫
다양한 학문과 교과의 인정으로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람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통
합교육 관점에서의 다양성 인정이라는 의미로 안내가 필요하고, 과학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초연결, 초융합에 따른 새로운 가치창출 역량 및 과학, 수학, 정보디지털소
양의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Ⅲ-6>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한 융합교육의 필요성
[문항2] 융합교육의 필요성
미래 한국 사회는 과학·정보 기술 발달,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지식기반 사회의 심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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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문제 및 자원의 부족,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다양화 등으로 예측
된다. 융합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래교육에서 지향할 가치, 교육 방향 설정에
대한 필요성
§ 과학 정보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초연결, 초융합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의 필
요성
§ 인구구조의 변화, 다문화, 글로벌화 등에 따른 인성·감성 교육 강화 등 학교 교육의 변화
필요성
§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 및 자원 문제,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추
구하는 가치관, 방법, 평가 등 전반적인 교육의 변화의 요구
§ 다양성 인정,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진로 및 직업 교육 강화, 협력을 강조하는 방법, 과학,
수학, 정보 디지털 소양의 강화 등

융합교육과 관련된 역량에 대해서는 타당도 평균이 3.81, 표준편차는 0.82로 나타났
다. 융합교육과 관련하여 제시된 역량들이 하나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관련된 역량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적 역량, 변혁가능한 역량 등의 용어에 대한 의미의 명
료화, 가치창출이 역량인지 융합교육의 결과인지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 융합
교육의 역량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연구진에서는 융합교육의 방향 등을
이해하고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의 제시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
시하게 되었다.
<표 Ⅲ-7>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한 융합교육의 역량
[문항3] 융합교육의 역량
융합교육은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인간, 사회, 자연이 조화를 유지하며, 지속가능
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
(networking)를 통한 교육의 혁신과 가치 생성을 추구한다. 이에 융합교육에서 필요한 역량
을 관계역량, 지적역량, 변혁가능한 역량, 가치창출로 설정하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관계역량: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 배려,
소통, 인성 등 사회성 및 정서적 역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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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역량: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기초 지식 및 소양, 문제 제
기 및 탐구와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정보의 해석 및 활용 등의 인지적 역량을 의
미한다.
§ 변혁가능한 역량: 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와 응용을 위한 상상력과 창의력, 혁신적 사
고력, 창조적 설계력 등 역량을 의미한다.
§ 가치창출: 관계성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인간 중심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여 개인
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역량을 의미한다.

<표 Ⅲ-8>은 융합교육의 실행방안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타당도 및 수정의견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Ⅲ-8>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한 융합교육의 실행방안
[문항4] 융합교육의 실행 방안
융합교육의 실천과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역

교육과정

교사교육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환경

실행 방안
국가 교육과정의 구조 변화 및 학교 교육과정 구성의 자율성 확대
교과 간 연계, 진로 연계를 위한 탄력적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자유학기제와 같은 융합교육 학기제의 시행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범교과 학습 기회 확대
예비교사 양성 및 교사 평가 체제의 개선
수업 설계 및 실행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보상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협력적 멘토링
교사의 융합교육 역량 개발을 위한 학교, 대학교, 연구소 연계 교사 융합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
9. 실재적 문제해결 중심 교수학습 강화
10. 정보, 테크놀로지, 자원의 활용성 극대화
11. 관계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적 프로젝트 활성화
12. 다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체감형 교육
13.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와 책임감 교육
14. 학습자 맞춤형 평가 및 누적적인 평가
1.
2.
3.
4.
5.
6.
7.
8.

* 경쟁을 부추기는 평가 지양. 역량중심평가, 과정중심평가 우선 실행

15. 시공간 상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16.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공간 개선

- 48 -

Ⅲ. 조사 분석

교육지원

17.
18.
19.
20.

지역사회, 공공기관, 산업체 참여 공동 교육(활동) 공간 확대
교수학습자료 생성 및 공유 플랫폼 구축
학생,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지원 강화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범교과 학습 지원 확대

<표 Ⅲ-9>는 각 항목별 타당도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Ⅲ-9> 1차 델파이 조사의 문항 내용 및 내용 타당도
1차 타당도 결과

문항

4

융합교육의
실행방안

M

SD

교육과정

4.30

.82

교사교육

4.38

.86

교수학습

4.40

.72

교육평가

4.34

.70

교육환경

4.35

.78

교육지원

4.31

.74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구조 변화라는 것의 의미, 자유학기제로 한정
된 용어 사용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교사들이 교육과정 융합을 연구할 수 있는 시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교사교육 영역에서는 협력적 멘토링은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 할 필요성과 전문가와 연
계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실재적 문제해결 중심
교수학습 강화’ 부분에서 실재적 문제라는 것의 의미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다. 교육
평가 영역에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학습자 맞춤형 평가’ 대신 ‘과정중심평가’로 대체 할
것과 교사와 학생에게 평가 결과의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평가와 관련된
추가내용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교육지원 영역에서는 각 내용에 대한 의미가 명료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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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타당도가 전반적으
로 상승하였다. 1차 조사 결과의 대부분의 수정 의견은 주로 이전의 융합교육의 의미
와는 다른 새로운 융합교육의 의미의 제시로 인한 의미 명료화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융합교육의 정의와 방향에 대해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분석 및 연구진의 의
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타당도 평균은 4.38, 표준편차는 0.51
로 나타났다.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모두 제시된 융합교육의 정의와 기본 방향에 대해
‘타당함’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로운 의미의 융합교육의 정의와 방향이므로 현장
교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Ⅲ-10>은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라 수정한 융합교육 정의와 기본방향을 정리
한 것이다.
<표 Ⅲ-10>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융합교육의 정의와 방향
[문항1] 융합교육의 정의와 기본방향
(정의)
융합교육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유연한 관계 맺기(networking)와
혁신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이다.
(기본 교육방향)
§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
람직한 관계 맺음을 이끌 수 있는 사회성 및 정서 교육
§ 인간과 사물(사건/자연)의 탐구 및 문제해결: 인간과 사물, 사건, 자연환경 사이의 관계에
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문제의 발견과 시스템적 사고, 융합적 사고력 등 고차원적 사고력
을 활용하는 문제해결 교육
§ 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물과 사물 사이의 혁신적 연
계를 통한 변혁가능한 역량 교육
§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 관계성과 책임감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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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도는 평균 4.31, 표준편차는 0.75로 나타났다. 탄탄한
기초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기초교육이 강조될 경우, 교과 교육의 강화
라는 의미로 전달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교육을 부각하지 않기로 하였다.
<표 Ⅲ-11>은 2차 델파이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한 것
이다.
<표 Ⅲ-11>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융합교육의 필요성
[문항2] 융합교육의 필요성
미래사회는 과학·정보 기술 발달,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지식기반 사회의 심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문제 및 자원의 부족,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다양화 등으로 예측된다.
융합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에서 지향할 가치, 교육 방향 설정에 대
한 필요성
§ 과학 정보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초연결, 초융합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 과학·수
학·정보, 기술, 디지털 소양의 강화 등의 필요성
§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 및 자원 문제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추
구하는 가치관, 교육의 방향, 내용, 방식, 전략, 교육과정, 환경 기반 등 전반적인 교육 변
혁의 요구
§ 다문화, 글로벌화 등에 따른 인성·감성 교육 강화 및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의 변화 필요
성
§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미래사회를 대비한 직업군의 출현이 예상되는 데 따른 진로 및 직
업 교육 강화

융합교육의 역량에 관한 타당도는 평균 4.83, 표준편차는 0.77로 나타났고, 1차 델파
이 조사에 비교해 상승하였다. 혁신적 사고역량이 창의성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
분 새로운 융합교육의 정의와 방향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표 Ⅲ-12>는 델파이 2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융합교육의 역량이다. 추후
융합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방향과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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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융합교육의 역량
[문항3] 융합교육의 역량
융합교육은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인간, 사회,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
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사물·사건·자연 등), 사물과 사물 간의 관련성을 강화하고, 재정립함
으로써 교육의 혁신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신개념의 가치와 문화 창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교육이다. 이에 융합교육에서 필요한 역량을 휴먼 네트워크 역량,
유연한 인지 역량, 혁신적 사고 역량,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으로 설정하고, 그 의미는 다음
과 같다.
§ 휴먼 네트워크 역량: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위한 공
감, 배려, 소통, 인성 등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역량을 의미한다.
(관련 역량: 자기 주도성, 끈기, 개방성, 객관성, 협력, 공감, 소통능력 등)
§ 유연한 인지 역량: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기초 지식 및 소양,
문제 제기 및 탐구와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정보의 해석 및 활용 등 다양한 상황
적 맥락에 대한 유연한 인지적 역량을 의미한다.
(관련 역량: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정보의 검색과 활용력 등)
§ 혁신적 사고 역량: 사물과 사물의 연계와 응용을 통한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
로 사회적 혁신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관련 역량: 상상력, 창의적 사고, 사물 간의 혁신적 연계와 응용 및 적용 등)
§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
여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역량을 의미한다.
(관련 역량: 융합적 사고 등)

<표 Ⅲ-13>은 융합교육의 실행방안 문항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Ⅲ-13> 1, 2차 델파이 조사의 문항 내용 및 타당도
1차 타당도 결과

2차 타당도 결과

M

SD

M

SD

교육과정

4.30

.82

4.56

.67

교사교육

4.38

.86

4.62

.60

교수학습

4.40

.72

4.55

.56

교육평가

4.34

.70

4.46

.72

문항

4

융합교육의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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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4.35

.78

4.59

.59

교육지원

4.31

.74

4.59

.59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교사의 융합교육 수업 연구 시수 확보’에 대해 융합수업이 보
다 적극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실재(實在)적 문제해결’이라는 것에 대해 실제적, 실재적이라는
용어의 혼용으로 인한 의미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평가 영역의 경우,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15
번 항목이 14번 혹은 16번과 내용이 겹치거나 하위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
하다고 제시되었다.
<표 Ⅲ-14>는 델파이 2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융합교육의 실행 방안이다.
<표 Ⅲ-14>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융합교육의 실행방안
[문항4] 융합교육의 실행 방안
영역

실행 방안
1. 교과 중심의 견고한 국가 교육과정 구조 변화 및 학교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2. 교과 간 연계, 진로 연계를 위한 탄력적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3. 교사의 융합교육 수업의 지원체계 수립(수업연구시수 확보, 융합연구 주간,
융합학기제, 융합 체험활동, 융합적 창의적 설계 지원 등)
4.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범교과 학습 기회 확대
5. 예비교사 양성 및 교사 평가 체제의 개선

교사교육

6. 수업 설계 및 실행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보상
7.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협력적 프로그램 및 멘토링 확대
8.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학교, 대학교, 연구소 연계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
9. 개인과 사회에서 직면하는 실제 문제(authentic)해결 중심 교수학습 강화
10. 테크놀로지, 전문가, 지역사회 등 자원의 활용성 극대화

교수학습

11. 관계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적 프로젝트 활성화
12. 다문화, 소외계층 등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 교육
13.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와 공감 및 책임감 교육

교육평가

14. 학습자의 학습 발달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과정중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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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및 학습 분석 평가
16. 교수-학습 환류의 극대화와 교사의 평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체제 및
시스템 구축
17. 학습공간의 시공간 상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교육환경

18.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공간 개선
19. 지역사회, 공공기관, 산업체 참여 공동 교육(활동) 공간 확대
20. 교수학습자료 생성 및 공유 플랫폼 구축

교육지원

21. 협력과 소통의 융합 수업 설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기반
클러스터 조성
22.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범교과적인 학습 지원

3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가. 조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거주 19세 이상 우리나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융합교육의 방향 설정과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교육
의 변화 필요성, 인성 교육의 필요성, 융합교육 관련 역량, 융합교육 수업 방법 등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는 2019년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14일 간 온라인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표 Ⅲ-15> 설문조사 방법
구분

내용

표집 방법

Ÿ 국내·외 일반인(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

설문 대상

Ÿ 국내·외 일반인(국내 일반인 및 재외국인)

설문 기간

Ÿ 2019년 6월 25일∼ 7월 8일 (14일, 약 2주 간)

<표 Ⅲ-16>은 설문조사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설문 문항 개발, 설문 문항 검토 및
수정, 온라인 설문지 개발, 설문 실행, 설문 결과 분석 등의 절차로 시행되었다. 먼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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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항 개발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연구 대상의
선정과 설문 문항의 영역 및 세부 문항에 대한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 문항 초
안에 대해서 연구진의 검토를 통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개발된 설문 문항을
연구 대상자가 쉽게 접근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으로 개발하였다(부록4 참
조).
<표 Ⅲ-16> 설문조사 절차
절차

내용

설문 문항 개발

Ÿ 설문조사의 필요성, 대상 선정 등을 고려한 설문 초안 개발

설문 문항 검토 및 수정

Ÿ 설문 초안 문항에 대한 연구진 검토

온라인 설문지 개발

Ÿ Google Survey 온라인 설문지 개발

설문조사 시행

Ÿ 국내외 대상 설문 안내 및 시행

설문조사 결과 분석

Ÿ 설문조사 결과 분석

<표 Ⅲ-17>은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의 내용 및 측정값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와 같이
초·중·고 교육의 변화 필요성, 인성, 융합교육을 위한 개별 교육의 필요성, 융합교육 역
량 등과 관련하여, 제시문, 질문, 안내사항을 제시하고, 각 항목의 질문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Ⅲ-17>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미래사회 대비 학교 Ÿ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
교육의 변화 필요성
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측정값
리커트형

Ÿ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항목에 제시된 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미래사회 대비
인성교육의 필요성

- 정직, 책임, 자기조절, 예의 교육
- 존중, 배려, 공감 교육
- 소통, 협동, 정의 교육
- 환경 보호, 시민성 교육
- 기타

융합교육을 위한 Ÿ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항목에 제시된 교육의
개별 교육의 필요성
필요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55 -

리커트형
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0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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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과목별 교육 강화
- 과학과 수학, 과학과 기술, 수학과 기술 등 2개 이상의
과목 간의 융합교육 강화
- ICT,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 진로 적성 교육 강화
- 기타
융합교육의 필요성

Ÿ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Ÿ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 항목에서 제시하는 [융
합교육 역량]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
배려, 소통, 인성 등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역량

융합교육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논리·비판적 사고력,
정보의 선별과 활용 능력 등 유연한 인지적 사고역량
- 다양한 상황, 그리고 사물간의 관계에서 아이디어 생
성과 산출물 개발에 요구되는 혁신적인 상상력과 창의
적인 역량
-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균형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
Ÿ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 항목에서 제시하는 수업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수업 방법

- 체험 탐구활동 중심 수업
- 토론 토의와 발표 수업
- 학교와 학교 밖 현장 학습과 연계 수업

기타 의견

Ÿ 초·중·고등학교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으
로, 융합교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서술형

Ÿ 성별(① 남자, ② 여자, ③ 표기안함)
Ÿ 연령(① 20대 미만 - ⑥ 70세 이상)
Ÿ 학부모 여부(① 학부모 ~ ② 학부모 아님)
응답자 기초 정보

Ÿ 자녀의 학교급(① 미취학 ~ ③ 대학생: 중복선택 가능)
Ÿ 응답자의 직업(① 농축어업~⑨ 교사)
Ÿ 응답자 중 직업이 교사인 경우, 근무하는 학교급
(ㄱ. 초등학교 ~ ㄷ.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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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참여자 현황
<표 Ⅲ-18>은 설문조사 참여자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총 응답자 수
는 1,534명이며, 설문 참여 동의여부, 성인 여부 등에 따른 유효 응답 수는 1,531개이
다.
<표 Ⅲ-18>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전체 참여자 중 유효 응답자 수: 1,531명)
구분
성별

응답자 수(명)

비율(%)

남

709

46.31

여

800

52.25

명시하지 않음

22

1.44

1,454

94.97

미국

64

4.18

영국

3

0.20

캐나다

3

0.20

호주

3

0.20

일본

3

0.20

필리핀

1

0.07

4

0.26

20~29세

433

28.28

30~39세

327

21.36

40~49세

480

31.35

50~59세

235

15.35

60~69세

48

3.14

70세 이상

4

0.26

1,017

66.43

학부모임

514

33.57

미취학

56

9.56

초등학생

306

52.22

중학생

163

27.82

고등학생

117

19.97

농축어업

1

0.07

자영업

75

4.90

서비스업

72

4.70

기능기술직

44

2.87

국내(한국)

거주 국가

국외(재외국민)

20대 미만

연령

학부모 여부
(자녀 수)
자녀 학교급
(*중복선택)

직업

해당 없음(학부모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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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무직

224

14.63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258

16.85

대학생, 대학원생

359

23.45

전업주부(가사에만 종사)

105

6.86

교사

382

24.95

기타

11

0.72

초등학교

87

22.77

중학교

141

36.91

고등학교

151

39.53

3

0.79

기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709명(46.31%), 여성이 800명(52.25%)이
고, 거주 국가는 국내(한국)가 1,454명(94.97%), 국외(재외국민)가 77명(5.03%)이었다.
국외(재외국민)의 거주국가별 응답자를 보면 미국이 64명,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이
각 3명, 필리핀이 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미만이 4명(0.26%), 20~29세 433명(28.28%), 30~39세 327명
(21.36%), 40~49세 480명(31.35%), 50~59세 235명(15.35%), 60~69세 48명(3.14%),
70세 이상 4명(0.26%)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응답자 중 학부모는 514명(33.57%)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인 경우 자녀의 학교급은
미취학이 56명(9.56%), 초등학교 306명(52.22%), 중학교 163명(27.83%), 고등학교
117명(19.97%)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축어업 1명(0.07%), 자영업 75명(4.09%), 서비스업 72명
(4.07%), 기능기술직 44명(2.87%), 사무직 224명(14.63%),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258명(16.85%), 대학생 및 대학원생 359명(23.45%), 전업주부(가사에만 종
사) 105명(6.86%), 교사 382명(24.95%)이었으며, 특히 직업이 교사인 경우 초등학교
교사 87명(22.77%), 중학교 교사 141명(36.91%), 고등학교 교사 151명(39.53%), 기타
3명(0.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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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 결과
1) 학교 교육 변화의 필요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의 평균은 8.94점/10점으로 나타났다(표 Ⅲ-19).
응답자 중 0.65%가 비교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응답한
반면, 86.02%가 변화가 필요하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
<표 Ⅲ-19>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변화 필요성
구분

0~2

3

4

5

6

7

8~10

계

인원(명)

10

9

3

57

31

104

1,317

1,531

비율(%)

0.65

0.59

0.20

3.72

2.02

6.79

86.02

100.0

M
8.94

SD
1.58

2) 인성 교육의 필요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인성 교육으로, ‘정직, 책임, 자기조절, 예의 교육’, ‘존중,
배려, 공감 교육’, ‘소통, 협동, 정의 교육’, ‘환경 보호,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를 조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직, 책임, 자기조절, 예의 교육’에 대한 동의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은 9.42
점/10점으로 나타났다(표 Ⅲ-20).
응답자 중 0.26%가 비교적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응
답한 반면, 92.82%가 필요성에 동의한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
<표 Ⅲ-20> 정직, 책임, 자기조절, 예의 교육의 필요성
구분

0~2

3

4

5

6

7

8~10

계

인원(명)

4

3

3

16

22

62

1,421

1,531

비율(%)

0.26

0.20

0.20

1.05

1.44

4.05

92.82

100.0

M
9.42

SD
1.20

인성 교육 가운데 ‘존중, 배려, 공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은 9.49점/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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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표 Ⅲ-21).
응답자 중 0.20%가 비교적 동의하지 않는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응답한 반면,
93.60%가 필요성에 동의한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
<표 Ⅲ-21> 존중, 배려, 공감 교육의 필요성
구분

0~2

3

4

5

6

7

8~10

계

인원(명)

3

1

5

16

16

57

1,433

1,531

비율(%)

0.20

0.07

0.33

1.05

1.05

3.72

93.60

100.0

M
9.49

SD
1.12

인성 교육의 필요성으로 ‘소통, 협동, 정의 교육’에 대한 응답 평균은 9.39점/10점으
로 나타났다(표 Ⅲ-22).
응답자 중 0.26%가 비교적 동의하지 않는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하였고,
92.29%가 동의한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
<표 Ⅲ-22> 소통, 협동, 정의 교육의 필요성
구분

0~2

3

4

5

6

7

8~10

계

인원(명)

4

1

7

13

30

63

1,413

1,531

비율(%)

0.26

0.07

0.46

0.85

1.96

4.11

92.29

100.0

M
9.39

SD
1.21

인성 교육의 필요성 중 ‘환경 보호,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은 9.22
점/10점이었다(표 Ⅲ-23).
응답자 중 0.33%가 부정적 동의 구간(0~2: 매우+대체로 부정)에 있었고, 88.57%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동의한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
<표 Ⅲ-23> 환경 보호,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
구분

0~2

3

4

5

6

7

8~10

계

인원(명)

5

4

5

28

38

95

1,356

1,531

비율(%)

0.33

0.26

0.33

1.83

2.48

6.21

88.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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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기타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모두 130명으로, 제시된 추
가 의견을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사회 변화에 따른 인성 교육의 필수불가결성(14
명)’,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 연계(10명)’, ‘교육의 다양성 확보(27명)’, ‘교육의 전반적
변화 요구(81명)’ 등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인성 교육의 필수불가결성’의 경우 과학기술 발전 및 기술환경 변
화(4명), 핵가족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2명), 사회·경제구조의 변화(2명) 등을 이유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1명),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1명)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포노사피엔스가 살아가야할 환경에 맞는 교육으로 완전 탈바꿈해
야할 것이다. 현재교육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이 되어버렸다.
50대, 전업주부

자신과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
를 가진 사람,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외향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 특정 알러지가 있는
사람, 채식주의자,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 등의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대학생(대학원생)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 연계’를 통해 가정교육과 학부모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10명)이 있었다.

가정교육 및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연계 필요

50대, 교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부모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사무직 종사자

‘교육의 다양성 확보(27명)’ 측면에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단순히 교육
다양성 확보 차원을 넘어, 인성 교육과 관계된 글쓰기 교육(1명), 상상력·인문학 교육(1
명), 애국심 교육(1명), 예절 교육·책임감 교육(4명), 자존감·유연성·탄력성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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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현장 학습, 지역 연계 학습(1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성장과 타인
과의 관계 이해하는 교육(1명), 예체능 교육(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스스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는 태도 또한 필수로 가져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50대, 기타 직종 종사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나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수라
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사회가 요청하는 인간상을 교육할 수 있다
고 봅니다.

40대, 전문직

‘기타’ 의견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전반적 변화 요구’이다. 이와 관련
하여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은 과학, 수학 등 교과 중심 교육 탈피(5명), 입시경쟁 위
주 교육 지양(4명), 인성 교육 최우선(교과목 지정, 학교와 가정 동반 교육, 배려와 공감
교육 등) 실행(30명) 등과 같은 교육 시스템의 직접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15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인성 교육의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2명)과 교육 환경의 변화(2명)가 필요하며, 교육
방법은 문제해결, 토론, 답을 찾아가는 과정, 활동 중심 등으로 변화해야 한다(9명)고
하였다.

현대에 와서 학생들과 관련된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더욱 붉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책임, 자기조절, 예의, 존중, 배려, 정의 등의 교육이 좀 더 실질적으
로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기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
해 심화되는 기후 변화, 이상기후 현상 등을 해결, 예방하는데 환경보호 그리고 시민
성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대학생(대학원생)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인성교육과 기본적인 사회 예절은 더더욱 중요
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의 기본이라 생각하며 초중고 아울러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62 -

40대, 기능기술직 종사자

Ⅲ. 조사 분석

3) 개별 교과 및 융합교육의 필요성
기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과목별 교육 강화, 2개 이상의 과목 간의 융합교육 강
화. ICT,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진로 적성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
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융합교육을 위한 개별교육의 필요성으로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과목별
교육 강화’에 대한 응답 평균은 5.96점/10점으로 나타났다(표 Ⅲ-24).
응답자 중 10.45%가 과목별 교육을 강화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응답하였고, 29.65%는 과목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8~10: 매우+대체로 긍
정)고 하였다.
<표 Ⅲ-24>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과목별 교육 강화
구분

0~2

3

인원(명)

160

95

비율(%)

10.45

6.21

4

6

7

376

164

215

454

1,531

4.38 24.56 10.71 14.04

29.65

100.0

67

8~10

계

5

M
5.96

SD
2.66

‘과학과 수학, 과학과 기술, 수학과 기술 등 2개 이상의 과목 간의 융합교육 강화’에
대한 응답 평균은 7.52점/10점으로 나타났다(표 Ⅲ-25).
응답자 중 3.85%가 비교적 동의하지 않는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응답한 반면,
58.65%가 비교적 과목간 융합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8~10: 매우+대체로 긍정)
고 하였다.
<표 Ⅲ-25> 과학과 수학, 과학과 기술, 수학과 기술 등 2개 이상의 과목 간의 융합교육 강화
구분

0~2

3

인원(명)

59

37

비율(%)

3.85

2.42

4
31

6

7

175

116

215

898

1,531

7.58 14.04

58.65

100.0

2.02 11.43

8~10

계

5

M
7.52

SD
2.31

융합교육을 위한 개별교육의 필요성으로 ‘ICT,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대한 응답
평균은 7.75점/10점으로 나타났다(표 Ⅲ-26).
응답자 중 2.35%가 비교적 필요하지 않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응답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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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는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
<표 Ⅲ-26> ICT,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구분

0~2

3

인원(명)

36

30

비율(%)

2.35

1.96

4
17

6

7

169

101

221

957

1,531

6.60 14.44

62.51

100.0

1.11 11.04

8~10

계

5

M
7.75

SD
2.11

‘진로 적성 교육 강화’에 대한 동의를 묻는 문항의 응답 평균은 8.46점/10점으로 나
타났다(표 Ⅲ-27).
응답자 중 1.63%가 비교적 동의하지 않는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응답한 반면,
76.35%는 진로 적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
<표 Ⅲ-27> 진로 적성 교육 강화
구분

0~2

3

4

5

인원(명)

25

13

16

98

비율(%)

1.63

0.85

1.05

6.40

6
56

7

8~10

계

154

1,169

1,531

3.66 10.06

76.36

100.0

M
8.46

SD
1.93

각 교과별 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기타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모두 90명으로,
제시된 추가 의견을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결과 ‘교과의 장벽, 교과 차별, 교과 개념 탈피
(5명)’, ‘교사 전문성 확보(2명)’, ‘교육 다양성 확보(36명)’, 교육 방법 변화(13명)‘, 교육
과정의 유연성 확보(11명)’, ‘기초 학문 및 기초 소양 교육 강화(4명)’, ‘역량 교육(2명)’,
‘제도 및 체제 개선(5명)’, ‘기타 및 부정 의견(12명)’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교육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은 ICT 교육 강화(1명), 가정 교육 병행(1명), 교육 봉
사(1명), 기업가정신 교육(1명), 수학 과학 축소 및 언어 교육 필수(1명), 순수 기술 교육
(1명), 스포츠·예체능 교육(4명), 실용학문 교육(6명), 역사·윤리 교육(1명), 외국어 교육
(1명), 적성 우선·특성화 교육(14명), 체험형 교육(1명), 코딩교육(1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적성 우선·특성화 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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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각자 개개인의 개성을 더 살리는 특화교육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 안에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취합해야할 것입니다.

40대, 전문직

각 과목의 강화 된 교육도 좋겠지만, 개개인에게 맞는 과목과 적성이 다르므로 특성화
된 교육도 고려되었으면 함

20대, 대학생(대학원생)

‘실용 교육에 대한 요구’ 의견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확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교육이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배우고 배운 것을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위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사무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과정의 과목 수를 줄이고 실제 생활
과 접목한 교과교육이필요함

40대, 교사

ICT,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나 그렇다고 독립된 교과로 가르
치면 기능만 습득하는 꼴이 되므로 그보다는 기존 교과와의 융합이나 실제 문제해결
에 필요한 소양으로 해당 교과에서 연계하여 지도 되어야 함.
50대, 전문직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선택과목을 늘려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서비스업

‘교육 방법 변화’ 범주에서는 주입식 교육 탈피(3명), 지역사회 연계, 현장 전문가
교육 참여 교육 강화(2명), 체험형 교육 강화(4명), 활동 중심 교육 강화(1명) 등의 요
구가 있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로 꿈 찾기, 진로적성 교육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좀
더 내실 있는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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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노출되는 직업이 한정적이라 다양한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 행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기회를 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대학생(대학원생)

‘교육과정의 유연성 확보(11명)’ 범주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개편과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창의력이 관건인 만큼 교육 과목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전문직

‘제도 및 체제 개선(5명)’ 범주에서는 입시 위주 교육과정 탈피(1명), 잦은 정책 변경
에 대한 부담(1명) 의견 외에도 교육 환경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으며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
들과 사회가 노력해야겠지요.

40대, 전문직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융합교육의 정의1)를 제시하고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의 평균은 8.46점/10점으로 ‘융합교육의 의미(정의)’를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었다(표 Ⅲ-28).
응답자 중 1.37%가 융합교육이 필요하지 않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응답한 반
면, 76.49%가 융합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
<표 Ⅲ-28> 융합교육의 필요성
구분

0~2

3

4

5

인원(명)

21

12

10

77

비율(%)

1.37

0.78

0.65

5.03

6
72

7

8~10

계

168

1,171

1,531

4.70 10.97

76.49

100.0

M
8.46

SD
1.85

1) 융합교육: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유연한 관계 맺기(networking)와 혁신을 통해 개인
과 사회의 행복 및 균형에 기여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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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합교육 역량 개념 및 필요성
전문가 집단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 융합
교육의 역량(휴먼네트워크 역량, 유연한 인지 역량, 혁신적 사고 역량, 가치와 문화 창
출 역량)에 대해 그 의미를 서술·안내하고, 각 역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휴먼네트워크 역량(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 배려, 소
통, 인성 등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역량)’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응답 평균은 9.24점/10점으로, 응답자 중 90.27%가 휴먼네트워크 역량이 필요하다
(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표 Ⅲ-29).
<표 Ⅲ-29> 휴먼네트워크 역량
구분

0~2

3

4

5

6

7

8~10

계

인원(명)

6

3

4

20

30

86

1,382

1,531

비율(%)

0.39

0.20

0.26

1.31

1.96

5.62

90.27

100.0

M
9.24

SD
1.31

‘유연한 인지 역량(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논리·비판적 사고력, 정보의 선별
과 활용 능력 등 유연한 인지적 사고역량)’에 대한 응답 평균은 9.13점/10점으로 나타
났다.
응답자 중 0.26%이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동의하지 않는다(0~2: 매우+대체로 부정)
고 응답한 반면, 89.48%가 해당 역량이 필요하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표
Ⅲ-30).
<표 Ⅲ-30> 유연한 인지 역량
구분

0~2

3

4

5

6

7

8~10

계

인원(명)

4

0

5

17

33

102

1,370

1,531

비율(%)

0.26

0.00

0.33

1.11

2.16

6.66

89.48

100.0

M
9.13

SD
1.27

‘혁신적 사고 역량(다양한 상황, 그리고 사물간의 관계에서 아이디어 생성과 산출물
개발에 요구되는 혁신적인 상상력과 창의적인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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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점/10점이었다.
응답자 중 0.52%가 비교적 필요하지 않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응답한 반면,
86.61%가 역량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8~10: 매우+대체로 긍정)하고 있었다(표 Ⅲ-31).
<표 Ⅲ-31> 혁신적 사고 역량
구분

0~2

3

4

5

6

7

8~10

계

인원(명)

8

1

10

26

48

112

1,326

1,531

비율(%)

0.52

0.07

0.65

1.70

3.14

7.32

86.61

100.0

M
9.00

SD
1.46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균형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
출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은 8.78점/10점이었다.
응답자 중 0.85%가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동의하지 않는다(0~2: 매우+대체로 부정)
고 응답하였고, 81.71%가 해당 역량이 필요하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표
Ⅲ-32).
<표 Ⅲ-32>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
구분

0~2

3

4

5

6

7

8~10

계

인원(명)

13

4

8

45

66

144

1,251

1,531

비율(%)

0.85

0.26

0.52

2.94

4.31

9.41

81.71

100.0

M
8.78

SD
1.63

5) 수업 방법의 변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 방법으로, ‘체험·탐구활동 중심 수업’에 대해 응답 결
과의 평균은 8.48점/10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0.78%가 비교적 필요하지 않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응답한 반면,
75.31%가 체험·탐구활동 중심 수업이 필요하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표
Ⅲ-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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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3> 체험·탐구활동 중심 수업
구분

0~2

3

4

5

인원(명)

12

11

13

75

비율(%)

0.78

0.72

0.85

4.90

6
81

7

8~10

계

186

1,153

1,531

5.29 12.15

75.31

100.0

M
8.48

SD
1.74

‘토론·토의와 발표 수업’의 경우 평균 8.56점/10점으로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0.52%가 해당 수업이 필요하지 않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응답한 반
면, 77.07%가 토론·토의·발표 수업이 필요하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표
Ⅲ-34).
<표 Ⅲ-34> 토론·토의와 발표 수업
구분

0~2

3

4

5

인원(명)

8

13

12

68

비율(%)

0.52

0.85

0.78

4.44

6
57

7

8~10

계

193

1,180

1,531

3.72 12.61

77.07

100.0

M
8.56

SD
1.68

‘학교와 학교 밖 현장 학습과 연계 수업 ’에 대한 응답 평균은 8.35점/10점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 중 1.11%가 비교적 필요하지 않다(0~2: 매우+대체로 부정)고 하였고, 73.42%
가 해당 수업이 대체로 필요하다(8~10: 매우+대체로 긍정)고 하였다(표 Ⅲ-35).
<표 Ⅲ-35> 학교와 학교 밖 현장 학습과 연계 수업
구분

0~2

3

4

5

인원(명)

17

16

16

85

비율(%)

1.11

1.05

1.05

5.55

6
86

7

8~10

계

187

1124

1,531

5.62 12.21

73.42

100.0

M
8.35

SD
1.83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 방법에 대한 기타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모두
65명으로, 제시된 추가 의견을 각 수업 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 ‘체험·탐구
활동 중심 수업(7명)’, ‘토론·토의와 발표 수업(5명)’, ‘학교와 학교 밖 현장 학습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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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업(20명)’ 외에 ‘학습자 중심 수업(2명)’, ‘기타 의견(27명)’, ‘부정 의견(4명)’ 등
으로 나타났다.
‘체험·탐구 활동 중심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으로는 문화예술, 연극 등의
체험 수업(2명), 예체능 교육(1명)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있었고, ‘토론·토의와 발표 수업
(5명)’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으로는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1
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학교와 학교 밖 현장 학습과 연계 수업(20명)’의 경우, 수
업 방법 개선(1명), 실습 위주, 실무 교육(1명), 전통문화와 연계 교육(1명), 학교와 가정
의 연계 교육(2명) 외에도 학교-지역공동체(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변화(4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입시 위주 교육제도의 한계(1명), 교육 환경 개선(4명),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계획가 실행 요구(9명) 의견이 있었으며, ‘부정 의견’으로는 교사 전
문성과 인식 개선이 우선(1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체험중심, 토론중심, 현장학습 등의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교육시설 및 용구 등 환경이 중요합니다. 학습환경과 교육이 함께 고려되면 좋겠
습니다.

20대, 대학생(대학원생)

학교가아니라 지역공동체가 교육을 주도하면 좋겠다.

40대, 전문직

학교안와 학교 밖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학교 안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볼 수
있는 학교 밖 활동의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사무직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
한 응답 결과는 평균이 8.94점/10점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현재의 교육이 변
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정직, 책임, 자기조절, 예의 교육’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이 9.42점/10점, ‘존중, 배려, 공감 교육’에 대한 결과는 평균이 9.49점/10점, ‘소
통, 협동, 정의 교육’에 대한 결과는 평균이 9.39점/10점, ‘환경 보호, 시민성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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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과는 평균이 9.22점/10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존경, 배려, 공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 보호, 시민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교육보다는 개인과
직접 관계를 맺는 분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융합교육을 위한 다음의 개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과목별 교육 강화’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이 5.96점/10점, ‘과학과 수학, 과
학과 기술, 수학과 기술 등 2개 이상의 과목 간의 융합교육 강화’에 대한 결과는 평균이
7.52점/10점, ‘ICT,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대한 결과는 평균이 7.75점/10점로 나타
났다. ‘진로 적성 교육 강화’에 대한 결과는 평균이 8.46점/10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
탕으로 개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의 과목별 교육의 강화보다 융합교육, 소프트
웨어 교육, 진로 적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진로 적성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평균이 8.46점/10점으로 나타났다.
융합교육 역량의 필요성에 대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공
감, 배려, 소통, 인성 등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역량’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이 9.24
점/10점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논리·비판적 사고력, 정보의 선
별과 활용 능력 등 유연한 인지적 사고역량’에 대한 결과는 평균이 9.13점/10점으로 나
타났다. ‘다양한 상황, 그리고 사물간의 관계에서 아이디어 생성과 산출물 개발에 요구
되는 혁신적인 상상력과 창의적인 역량’에 대한 결과는 평균이 9.00점/10점으로 나타
났다.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균형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에 대한 결
과는 평균이 8.78점/10점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융합교육의 역량으로 ‘사람과 사
람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 배려, 소통, 인성 등의 사회적이고 정서적
인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앞에서 기술한 사회 집단에 관한 교육 필요성과 유사하게 집단 보다는
개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징
을 나타낸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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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 방법에 대해 ‘체험 탐구활동 중심 수업’에 대
한 응답 결과는 평균이 8.48점/10점, ‘토론 토의와 발표 수업’에 대한 결과는 평균이
8.56점/10점, ‘학교와 학교 밖 현장 학습과 연계 수업 ’에 대한 결과는 평균이 8.35점
/10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 방법으로 대부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토론 토의와 발표 수업’으로의 수업
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

본 연구에서는 2차례의 델파이 조사와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융합교육 2030의 정의 및 방향, 융합교육 2030의 필요성 및 융합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첫째, 융합교육은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인간, 사회,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사물·사건·자연 등), 사물과 사물 간의 관련성을 강
화하고, 재정립함으로써 교육의 혁신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신개념의 가치
와 문화 창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융합교육과 관련된 역량으로 휴먼 네트워크 역량, 유연한 인지 역량, 혁신적 사
고 역량,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 등을 도출하였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융합교육
의 역량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휴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연한 인지 역량과
혁신적 사고 역량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치와 문화 창출을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미래사회 대비 융합교육이 학교 교육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되고 정착
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교사교육, 교수학습, 교육
평가, 교육환경, 교육지원 등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실행 방안은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교육과정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보상체제 및 연구 기반의 프로젝트 활성화, 공감과 관계 맺기를 강조한 실제적 문제해
결 중심의 협력적 교수학습,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및 학습 분석 평가를 적용한 맞춤
형 교육과정, 시공간 상호 연계 및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 공간 확장, 교수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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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플랫폼 구축 및 범교과적 차원의 클러스터 조성 등,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
하고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현재 교육이 변화해야 된
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으며, 존경, 배려, 공감 교육이 우선되는 인성 교육을 바탕으
로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과목별 교육의 강화보다 2개 이상의 과목 간의 융
합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융합교육과 관련된 역
량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 배려, 소통, 인성 등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델파이 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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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융합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의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집단심층면접 실시
및 결과, 델파이 조사 및 결과,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및 결과를 토대로 ‘융합교육
2030’의 정의, 방향 및 비전, 목표 , 융합교육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융합교육을 실현
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환경 기반 구축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융합교육 2030의 정의와 핵심역량(안)

가. 융합교육 2030의 정의
융합교육 2030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유연한 관계 맺기
(networking)와 혁신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이다.

나. 융합교육 2030의 필요성
미래사회는 과학·정보 기술의 발달,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지식기반 사회의 심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문제 및 자원의 부족,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다양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측된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융합교육
2030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교육에서 지향할 가
치, 교육 방향 설정

§

과학 정보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초연결, 초융합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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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육 필요
§

과학·수학·정보, 기술, 디지털 소양 강화

§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 및 자원 문제에 따른 학교 교
육에서 추구하는 가치관, 교육의 방향, 내용, 방법, 전략, 교육과정, 환경 기반 등
전반적인 교육체제의 혁신 요구

§

다문화, 글로벌화 등에 따른 인성·감성 교육 강화 및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변화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직업군의 출현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의 강화

다. 융합교육 2030의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융합교육 2030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을 이끌 수 있는 사회성 및 정서 교육

§

인간과 사물(사건/자연)의 탐구 및 문제해결: 인간과 사물, 사건, 자연환경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문제의 발견과 시스템적 사고, 융합적 사고력 등 고
차원적 사고력을 활용하는 문제해결 교육

§

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계: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물과 사물 사이의 혁
신적 연계를 통한 변혁 가능한 역량 교육

§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 관계성과 책임감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
하는 교육

라. 융합교육 2030의 핵심역량(안)
융합교육은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인간, 사회,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사물·사건·자연 등), 사물과 사물 간의 관련성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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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하는 교육의 혁신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신개념의 가치와 문화 창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교육이다.
이에 융합교육에서 필요한 역량을 휴먼 네트워크 역량, 유연한 인지 역량, 혁신적 사
고 역량,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으로 설정하고, 융합교육 핵심역량에 대한 의미는 다음
과 같다.

§

휴먼 네트워크 역량: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 배려, 소통, 인성 등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역량
을 의미한다. (관련역량: 자기 주도성, 끈기, 개방성, 객관성, 협력, 공감, 소통 등)

§

유연한 인지 역량: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기초 지식
및 소양, 문제 제기 및 탐구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정보의 해석 및 활용
등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 대한 유연한 인지적 역량을 의미한다.
(관련역량: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정보의 검색과 활용 등)

§

혁신적 사고 역량: 사물과 사물의 연계와 응용을 통한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혁신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관련역량: 상상력, 창의적 사고, 사물 간의 혁신적 연계와 응용 및 적용 등)

§

가치와 문화 창출 역량: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역량을
의미한다. (관련역량: 시스템적 사고, 융합적 사고 등)

21세기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분야의 전반에 걸쳐 문제해결,
사회․정서적 핵심역량(key competence), 혁신적 아이디어 등 웰빙(well-being)의 삶을
위해 교육하는 공간이다(Doll & Lyon, 1998). 학교에서 함양해야 할 융합교육과 관련된
역량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맺음을
이끌 수 있는 사회성 및 정서 교육 등을 의미한다(Doll & Lyon, 1998). 이는 휴먼 네트
워크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는 각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
지고 각 개인 사이의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구성된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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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맺기는 교육의 기본이다. 이는 협동과 협력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정직과 책임, 자기조절과 예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공감교육, 소통, 협
동의 정의교육, 환경 보호 및 시민성 교육 등을 포함한다(박현주 외, 2019; Snow,
2013; OECD, 2013). 특히, 기기, 기술, 네트워크로 인한 사회 변화와 진보는 기기, 기
계 등의 역할 변화가 아닌 인간의 역할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자동화,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로 인해 과거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작업을 기계가 대신 수행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기계와 차별화되는 인간다움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미래사회에는 인간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가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디지
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이 다수 대 다수로 온·오프라인
을 넘나들며 긴밀하게 연결된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사람, 기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SNS 등 네트워크가 과거 지인 중심으
로 단순한 정보와 소식을 주고받던 수단에서 벗어나 업무와 관련된 전문 정보를 교류하
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변화할 것이다.
미래에는 1인 가구의 증가, 개인화의 심화 등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족 및 이웃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개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업무의 상
당 부문을 기계가 대신하는 프로세스가 일반화되고, 이로 인해 인간은 보다 민첩한 대
응과 고도의 지식 노동을 요구받게 되지만 각 개인의 역량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
자만의 힘으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창의
성과 가치는 긍정적인 자아와 집단 속의 협동과 협력 과정을 거치면서 발휘된다(문용린
외, 2010). 올바른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람들로부터 창의적 의견과 지식이 추출, 협업
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과 협력은 융합교
육의 핵심으로, 인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생각들을 연결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학생
들은 미래사회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도전들을 함께 협력하여 지속가능하도록 책임
감 있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즉 융합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인성, 지성과 정서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 및 사회의 웰
빙과 균형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인간과 사물간의 관계성 맺기는 창의적으로 사물을 탐구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과 관련된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연한 인지역량이 필요하다.
세상은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이해는 사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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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전제로 한다(Latour, 2010). 인간과 사물의 관계는 인지적 영역의 탐구대상으
로, 사물, 사건, 자연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생성 또는 소멸하면서 상호작용적이고
상호지원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사물, 사건, 자연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문
제를 탐색하여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기획, 설계 및 수행, 평가 및 성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해결력, 논리비판적 사고력, 정보의 선별과 활용 능력 등 유연한 사고역량의 교육을
의미한다(박현주 외, 2019).
미래 인간의 일이 점차 기계로 대체되더라도, 인간이 기계를 이용하는 주체적인 역할
을 하기 위해서 기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듯이, 인간이 사물, 사건, 자연
환경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상호지원적 역할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사물, 사건,
자연, 환경 등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문제의 핵심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틀에서 벗어나 문제의 핵심을 해석함으로써 복합적인 문
제해결과 창의력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비판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인간이 사물, 사건, 현상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 숨겨진 핵심
적인 신호나 패턴을 찾아내고 일반적인 틀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들을 만들며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토대가 된다. 또한 사물, 사건, 현상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자기주도적으로 탐색하고 학습을 통해 문제와의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고, 논리적·비판
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보완함으로써 완성도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사물과 사물의 혁신적 연결망 연계하기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물과 사물
사이의 혁신적 연계를 통한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 교육을 의미
한다(박현주 외, 2019). 모든 사물과 사물들이 지능적으로 연결되어 인간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텔리젠트 혁명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크게 변하게 할 것이다
(Pichai, 2017). 이때 사물의 영역은 매우 넓다. 유무선 네트워크의 end-device와 더불
어 사람, 차량, 교량, 각종 전자장비, 문화재,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사물까지 모
두 포괄한다. ‘변혁적 역량’은 상상하고 혁신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성하는데 필요
한 새로운 성장 자원 및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과 관계된다(OECD, 2018, 2019b).
이러한 혁신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물들을 연결하고, 개별적인 사고와 작업이
아닌, 타인과의 협력 및 협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위와 같은 융합교육의 결과 새로운 가치와 문화 창출이 가능하다. 복잡한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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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 미래사회에는 다양한 유형과 출처의 많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스스로 검토, 조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수용되고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학습자에게 융
합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들을 길러줌으로써 미래사회에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
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새로운 가치, 문화를 창출할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융합교육의 정의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림 Ⅳ-1]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융합교육 2030의 교육의 방향과 관련 역량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도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Ⅳ-1] 융합교육 2030의 방향과 핵심 역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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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교육 2030의 비전과 전략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융합교육 2030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유연한 관계 맺기와 혁신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

비전

1. 인간과 인간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를 위한 사회성 및 정서 교육
목표

2. 인간과 사물(사물/사건/자연환경)의 관계를 통한 탐구 및 문제해결 교육
3. 사물과 사물 사이의 혁신적 연계를 통한 변혁가능한 역량 교육
4. 관계성과 책임감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교육

방향

추진전략

주요내용
-1. 한국형 융합교육의 핵심역량 및 기준 설정
Ÿ 융합교육 핵심역량 상세화 연구
Ÿ 융합교육 표준(Standards) 개발 연구

-2. 융합교육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구현 및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유연성 강화

1

Ⅰ

Ÿ
Ÿ
Ÿ
Ÿ

융합교육 2030
핵심가치 설정

융합교육 2030
발전 토대 구축

융합교육과정 표준(Standards) 제시
학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자율성 확보
융합교육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
학생 맞춤형 교육, 교과 간 연계, 진로 연계를
위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3. 융합교육 정책 추진 절차의 명료화
Ÿ 융합교육 2030 정책 연구(후속 연구) 시행
Ÿ 추진 절차, 방법, 실행 과정의 공유와 의견 수렴

 -1. 예비교사 양성 및 교사 평가 체제의 개선

2

Ÿ 교원 양성기관의 융합교육과정 표준
(Standards) 제시
Ÿ 교·사대 교육과정에 융합교육 관련 재교육
Ÿ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핵심역량 설정

교사의
융합교육 2030
전문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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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신임교사 임용 시 융합교육 핵심역량 평가

 -2. 수업설계 및 실행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보상
Ÿ 융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연수 체제 점
검 및 연수 개발
Ÿ 실습형·융합체험 중심 교사연수 강화
Ÿ 융합교육 네트워크 허브 구축
Ÿ 융합교육 직무연수를 승진, 인센티브와 연계

 -3.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협력적
프로그램 및 멘토링 확대
Ÿ 교사의 상호협력적 Reverse 멘토링 관계 맺기
를 위한 제도 마련
Ÿ 단위학교 중심 융합교육 연수 및 실천 활성화
Ÿ 학교 관리자의 지원 역할 강화

-1.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3

Ÿ 융합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Ÿ 국가, 권역, 지역 수준의 융합교육 연구(지원)센
터 설립 및 운영
Ÿ 융합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Ÿ 융합교육 수업 사례 발굴 및 보급
Ÿ 융합교육 연구 및 수업 활동 공간 확보
Ÿ 융합교육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체 지원 강화

융합교육 2030
지원 체계 강화

-2. 산업체, 지역 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Ⅱ

융합교육 2030
기반 강화

Ÿ 학생 맞춤형 교육, 교과 간 연계, 진로 연계를 위
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Ÿ 학교, 대학교, 연구소, 산업체 등 연계 교육, 지
역사회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관계 맺기 강화

-1. 다문화, 소외계층 등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 교육

4

Ÿ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Ÿ 다함께 프로젝트
Ÿ 경제적 약자와 성차별에 대한 형평성 확보

함께하는
융합교육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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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공간 개선
Ÿ 혁신적 기술로 지원된 유연하고 포용적인 학습
공간
Ÿ 학교와 학교 밖 다양한 기관의 파트너쉽 지원
및 상호협력적 체제 구축

-1. 개인과 사회에서 직면하는
실제(authentic)에 기반한 문제해결 중심
교수학습 강화

5

Ÿ 개인과 사회에서 직면하는 실제 문제 설정 및
해결 교수학습
Ÿ 문화적으로 호응하는 교육
(culturally responsive)

앎과 삶이 일체가
되는 학습

-2. 사회 참여·협력 융합프로젝트 활성화

Ⅲ

Ÿ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융합교육 프로젝트 확산
을 위한 플랫폼 마련
Ÿ 학교, 대학교, 연구소, 산업체 등 연계 교육, 지
역사회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관계 맺기 강화

융합교육 2030
교수·학습 개선

-1. 학습자의 학습발달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과정중심평가
Ÿ 학생 성장 기록 시스템 구축
Ÿ 온-오프라인 지원 플랫폼 활성화

6

학생성장을 위한
-2.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및 학습 분석
평가
평가
Ÿ 융합교육 도구 및 교구 개발 적극 지원
Ÿ 교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융합형 기술 활용
지원

-1. 교수·학습자료 생성 및 공유 플랫폼 구축

Ⅳ

융합교육 2030
문화조성

7

융합교육 2030
플랫폼 구축

Ÿ 학생 성장 기록 시스템 구축
Ÿ 온-오프라인 지원 플랫폼 활성화

-2. 교육공간의 시공간 상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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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역사회, 공공기관, 산업체 참여 공동 교육(활
동) 공간 확대
Ÿ 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구축
Ÿ 융합교육 거점 공간을 위한 융합교육센터 설립

-1. 수업설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기반 클러스터 조성

8

협력과 소통의
융합교육 2030

Ÿ 위탁 교육 활동(stewardship) 프로그램 제공
Ÿ 협력과 소통의 융합수업 설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기반 클러스터 조성
Ÿ 과학센터,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통해 융합교육
문화 형성

-2. 테크놀로지, 전문가, 지역사회 등 자원
활용의 극대화 및 범교과적 학습 지원
Ÿ 테크놀로지, 전문가, 지역사회 등 자원의 활용
성 극대화
Ÿ 범교과 학습과 시민교육의 관계 맺기를 위한 학
습 환경 공동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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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및 미래교
육(The future of Education)을 위한 우리나라 ‘융합교육 2030’의 정의, 방향 및 비전,
목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융합교육 2030’의 기초를 강화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융합교육 2030’의 정책 제언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1

정책적 제언

교육과정 1-1

융합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Ÿ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보
Ÿ 수준 높은 융합교육 교육과정 개발(융합교육 역량 중심 교육과정)
Ÿ 융합교육 표준(Standards) 가이드 제시
Ÿ 교과 중심의 견고한 국가 교육과정 구조 변화 및 학교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분권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여전히 교육과정의 분권
화와 자율화가 부족한 상황. 국가 교육과정 틀 내에서 가능한 교육과정 자율성의
확대 구도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단위학교의 협력 관계에서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우리나라 현실과 미래사회 변화 대비에 적합한 융합교육의 가치와 핵심역량에 따
른 교육과정 개발 필요. 이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융합교육의 실질적인 실행이
가능한 교수·학습, 교사교육 등의 실행 전략의 토대가 될 것임.

◯

다변화·다양성에 대응한 국가 교육과정 구조(틀) 변혁 및 변화 필요. 교과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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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정·정착되어 있는 국가 교육과정 구조를 보다 유연한 구조(틀)로의 전환
필요
-

미래사회 변화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탄력적으로 대비하며, 다양한 학생 특
성 및 요구를 반영한 높은 수준의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학교-지역사회-공공기관-기업을 연계한 교육과정의 개발, 그리고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문제를 설정하여 제시하는 융합교육 플랫폼 마련
필요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2~3명의 교사들이 융합수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
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융합 관련 교과목 신설 및 교과서 개발(예: 데이터과학, 융합디자인 등)과 더불어
모든 과목(또는 과학·수학·정보만)의 수업 시간에 융합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융
합 관련 성취기준 추가 및 관련 과목 개설
-

예) 중학교 1학년 수학의 통계 단원, 성취기준에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
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
다.’를 넣어 통계 수업을 융합 프로젝트 수업으로 하게끔 유도

-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있는 ‘실용수학’, ‘수학과제탐구’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학교에서 융합 관련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초·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등으로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융합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표 조정 등
의 대책 마련

교육과정 1-2

학교와 학교 밖 기관과 연계 등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Ÿ 교과 간 연계, 진로 연계를 위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Ÿ 학생의 맞춤형 진로 교육 또는 산업 창출 역량 증진을 위한 실행실습 중심의 탄력적 교육과
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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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주간, 융합의 달, 융합학기제, 융합 체험활동 등 개발 및 운영

◯

학생의 맞춤형 진로 교육 또는 산업 창출 역량 증진을 위해 교과 간 연계, 산학연
연계의 실행실습 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교과와 진로활동을 연계하여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일부를 자율화. 이때, 학생의
교육권보장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융합교육 진로 지도 확대,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실습 학습의 확대

◯

학교와 교육청, 대학, 과학관, 산업체, 다른 기관 등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한 수준
높은 융합교육 실현

교육과정 1-3

융합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Ÿ 융합교육 연구시수 확보, 융합 활동 지원
Ÿ 융합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Ÿ 융합교육 수업 사례 발굴 및 보급
Ÿ 융합교육 연구 및 수업 활동이 가능한 공간 확보(학교 안, 학교 밖의 공간)
Ÿ 교사들이 모여서 융합교육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확보
(예: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강화)
◯

교사의 융합교육 실행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실 안과 교실 밖을 연계한 디퍼러닝(deeper learning), 크로스오버러닝
(crossover learning), AR, VR 등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연계한 교수·
학습, 학습한 지식을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융합교육 가이드’ 개발 및 지원
필요

-

융합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융합
교육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국가수준 – 권역수준 – 지역수준의 융합교육(지원)
센터 필요

◯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계하여 학교-지역사회 주민들이 다양한 융합교육 콘텐츠를
배우고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공간 구축(예: 융합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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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자체적인 융합전담교사 운영
-

학교 차원에서 융합수업 나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전담교사 1인 배치

-

융합수업 공개 및 참관의 활성화 독려

-

교사들의 융합수업 나눔 모임 진행

-

융합교육 설계 및 나눔

-

융합전담교사의 지역별 모임 지원을 통한 정보와 자료 공유

교육과정 1-4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범교과 학습 기회 확대

Ÿ 사회문제해결형 융합교육 프로젝트 확산 및 플랫폼 구축
Ÿ 범교과 학습과 시민교육의 관계 맺기
◯

학생, 학부모, 교사와 시민들이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모여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확산 플랫폼 마련
-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추진으로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주제로 융합형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여 융합역량 강화 및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계획에서부터 실
천까지 활동의 전 과정을 플랫폼을 통해 공유

◯

국내외 우수 사례 <한국의 비영리단체 ‘유쓰망고(youthmango)’>, <미국의 다빈
치 스쿨(Da Vinci Schools)>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프로
젝트 지원 플랫폼 구축

◯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자원을 다각도로 연결하며 Real-world Learning을 실천

범교과 학습과 시민교육의 관계 맺기
-

학교라는 울타리가 지역 사회로 확대. 지역단위 융합교육연구센터가 학교-지역
사회-공공기관-기업을 연계해 주는 역할

◯

문화 활동 지원 환경과 사회적 학습 환경 공동 구축

범교과 학습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유관기관과 기
업체가 협력하여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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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나 학교 밖 배움터가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풀어가는 노력

-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체들이 서로 연결

-

지역 단체 교육 프로그램을 모으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람을 엮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

KYWA형 PBL 운영모형 사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 리
더십, 사회정서역량, 4C, GRIT와 같은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

지역 대학과 함께 하는 마을형 결합학교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주니어 칼리지(고등학교와 지역 대학이 연계한 융합학문
교육)

교사교육 2-1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 재교육 및 예비교원 교육

Ÿ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핵심역량 설정
Ÿ 교원 양성기관의 융합교육과정 표준(Standards) 제시 및 구성과 실시
Ÿ 교·사대 교육과정에 융합 관련 재교육 포함
Ÿ 신임 교사 임용 시 융합교육 핵심역량 평가
◯

융합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표준(Standards) 제시 및 교육과
정 개편 필요

◯

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에 융합교육 관련하여 융합교육과정 구성, 예비교원의 융합
교수 현장성 역량, 미래 교실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예비교사 양성에서 융합교육
의 필연성 확보

◯

교·사대 예비교원의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예비교원의 복수, 부전공, 연계 전
공 제도 활용 등 활성화
-

대학 내 융합교육 교원양성 센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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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육 2-2

융합교육 수업 설계 및 실행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보상

Ÿ 교사의 융합교육 전문성을 위한 정기적이고 필수적이며 체계화된 연수 개발 및 실시
Ÿ 실습형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연수
Ÿ 융합교육 관련 자료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 구축
Ÿ 직무 위주의 교사 연수 편성 및 실시, 그 결과를 승진 및 인센티브와 연계

◯

교사의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원의 융합교
육 전문성 수준에 따른 수준별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속적인 콘텐츠 개
발 및 융합교육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수 내용 개발

◯

실습형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연수 실시. 융합교
육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등 공통의 이해가 필요한 내용은 온라인 연수, 학습
자 중심의 융합 교수･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습형 오프라인 연수 또는 브랜
드 연수 시행

◯

융합 체험 중심의 교사 연수 강화
-

한 명의 교사에게 필요한 단기와 중-장기 연수, 이론과 실제적인 사례 등으로
프로그램 로드맵을 구성 및 제공. 또한 연수가 교원들의 직무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예시를 수집하여 공유 필요

◯

교사 학습공동체 또는 네트워크 허브 구축 필요
-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과 교수･학습 자료, 실제 연수나 포럼, 세미나 등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 구축 필요

-

이를 위해서 실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서버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네
트워크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관리비 확보 등이 필요

◯

교사 직무 위주의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의 승진,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융합교육의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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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육 2-3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협력적 프로그램 및 멘토링 확대

Ÿ 융합/ICT 능력이 있는 (신임) 교원과 경력 교원 간의 상호 협력적 Reverse 멘토링 관계 맺기
를 위한 제도적 지원
Ÿ 단위학교 중심의 융합교육 연수 및 실천 활성화
Ÿ 학교 관리자의 지원 역할(책임) 강화
◯

교원의 융합교육 전문성 개발을 위해 ICT 능력 또는 새로운 융합 지식을 갖춘 신
임 교원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경력 교원간의 상호 협력적 Reverse 멘토링 체제
를 갖추고 학교 내 융합교육 교사 공동체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

◯

교원의 융합 교수법(pedagogy), 수업실천(instructional practice)에서의 전문성
개발: 예비교사 교육, 현직교사 연수, 교사 선발 및 근속(retention) 장려

◯

단위학교 중심의 융합교육을 위한 연수를 활성화하고, 실제 학교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 필요.
이에 따라 관리자 자격연수 과정에 융합교육의 필요성, 융합교육의 개념, 방법, 평
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융합교육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지원 방안
에 관한 연수 개발과 실시

교사교육 2-4

학교, 대학교, 연구소 연계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

Ÿ 실천공동체의 학교, 대학교, 연구소 연계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관계 맺기
Ÿ 지역사회가 당면해있는 문제의 융합형 교육 프로젝트 실시
◯

지역사회가 당면해있는 문제를 학교·사회기관·아동보육 시설 등이 함께 협력하여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해볼 수 있는 융합형 교육 프로젝트 실시

◯

학교, 대학교, 연구소 연계 프로젝트 실행

◯

실천공동체: 학교 교사, 융합교육 프로그램 지도자들, 지역사회 기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융합교육을 지원
-

피츠버그의 전문가 네트워크 Remake Learning은 교육자와 전문가들이 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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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경험을 제공
-

이들 네트워크에 속한 피츠버그 어린이 박물관은 이공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연구 도구를 구비하고 방문자들이 그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거나 놀이를 하는 등
의 활동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박물관 일부 저소득층
을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현장에서 제공

교수학습 3-1

실제 문제(authentic) 해결 중심 교수학습 강화

Ÿ 개인과 사회에서 직면하는 실제 문제 설정 및 해결 교수학습 전략
Ÿ 문화적으로 호응하는 교육(culturally responsive): 개개 학생의 경험과 밀접한 내용 및 방식
으로 교육을 제공
◯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학생이 실제 경험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수업으로 연계. 매 학기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별하여 공지한 후 해결하도록 함.
-

◯

예) grand challenge project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공로를 인정하는 절차를 갖고, 경우에 따라
서는 특허 또는 산업 창출의 기회 제공

◯

의도적 놀이와 모험적이고(intentional play and risk) 할만한(accessible) 학습
활동

◯

학교에서 실패, 불확실성, 모호성의 경험이나 놀이의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은 학생들이 발견이나 경이로움을 방해함. 과학전(science fair)은 주로 이러한 경
험을 제공함. 최근에는 학습자들이 제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도구(3D 프린
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도구 등)를 제공하고 공학적 설계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
-

예) 통계포스터(http://www.통계활용대회.kr/): 어떤 주제를 정해 탐구한 후,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 장에 정리하여 공유

-

청소년 언어사용 어디까지 알고 있니?, 엘리베이터 탐구생활; 미세먼지 커뮤니
티 맵핑 프로젝트 협동수업;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강연, 미세먼지 키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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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체험, 미세먼지 측정, 미세먼지 수치 업로드, 분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세먼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교육활동; 경기 덕계초등학교의 미세먼지 프로젝트

교수학습 3-2

테크놀로지, 전문가, 지역사회 등 자원의 활용성 극대화

Ÿ 대학교, 연구소, 기업 등의 융합교육 전문성, 콘텐츠, 자원 공동 활용
Ÿ 융합교육 재능기부자 등의 연계망 구축
Ÿ 서로 다른 학교 급간의 연계를 지원, 학교 사이의 연계 강화
◯

대학교, 연구소, 기업 등에서 초, 중등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성, 융합교육 콘
텐츠 자원 연계망을 구축하여 융합교육의 실질적 자원으로 활용

◯

퇴직자, 교육재능기부자 등 인재풀을 활용한 융합교육

◯

서로 다른 학교 급간의 연계를 지원, 학교 사이의 연계 강화

◯

융합교육 전문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험
(hands-on) 활동 기회 제공

◯

융합교육 특파원으로서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외 활동, 융합교육 동
아리 활동, 진로지도 등에 활용함. 특히 이들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위해 연수 등
교육
-

예) 삼성투모로우솔루션: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사업. 사회를 발전시키는 창의적
인 아이디어와 솔루션 발굴, 실현 과정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사회 현안
을 해결
https://www.tomorrowsolutions.org/

URL

2014 IDEA 부문 최우수상 잔반을 줄이는 무지개 식판, 2014년 IDEA 부문 우수상 바른말 키패드
-

현대자동차 청소년 모형자동차 대회: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동차
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면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
http://young.hyundai.com/program/modelcar/info/select.do

URL
-

YIP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YIP(Young Inventors Program)는 발명가 그리
고 CEO를 꿈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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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 창업모델 확보까지 지원하는 미래의 예비 발명가 양성 프로그램
URL
◯

https://www.ip-edu.net/yip

학생들이 궁금한 내용은 스스로 찾고 익힐 수 있도록 교사나 부모는 지원을 하며,
학생들은 지식과 세상의 도구들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학
습 기회 제공

교수학습 3-3

다문화, 취약계층 등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 교육

Ÿ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Ÿ 다함께 프로젝트
Ÿ 경제적 약자와 성차별에 대한 형평성 확보
◯

다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팀플(team-play)을 통한 융합교육 제공

◯

다문화, 저소득층의 인식 개선을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

◯

다양성과 기회를 진작하는 사회적, 문화적 이미지와 환경 조성: 대중매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현대 과학기술의 특징, 융합교육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다문화, 장애인, 취약계층 등 참여 확대

◯

진로 지도에서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 노력

교육평가 4-1

학습자의 학습 발달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과정중심평가

Ÿ 학생 성장 기록 시스템 구축
Ÿ 온-오프라인 지원 플랫폼 활성화
◯

융합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의 다양성을 보여 줄 수 있고 성
취감을 느낄 수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교
사의 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등의 지원 필요

◯

교사들이 평가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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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성장 기록 시스템 구축
-

도전과 실패 경험을 통한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통한 개별화 학습과 학습
분석 시스템 활성화

◯

-

도전과 실패, 재도전의 선순환적 과정을 의미있는 실패의 과정으로 기록

-

수업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학습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지원

온-오프라인 지원 플랫폼 활성화
-

학생들이 자율적인 공간에서 배움의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포함
한 공간 개념 확장 및 온라인 영역 활용을 위한 교사 교육 지원

-

온라인으로 학습공간을 확장하여 온-오프라인의 자율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학
습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온라인 영역 활용 교육 실시

◯

예) 미국의 칸랩 스쿨(Kahn Lab School): 칸 아카데미의 교육철학을 오프라인 현
장으로 확산하여 2014년 설립
-

5~12학년이 나이에 따른 구분 없이 로어 스쿨(Lower School)과 Lab X로 구분
하여 활동

◯

협력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 학습 실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성
적과 진도, 출석 등을 관리해주는 시스템

교육평가 4-2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및 학습 분석 평가

Ÿ 융합교육 도구 및 교구 개발 적극 지원
Ÿ 교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융합형 기술 활용 지원
◯

첨단기술 사용 평가(technology-enabled assessment):
-

학습 중 학생들의 성장 지향적 태도와 행동을 평가 가능. 혁신적이고 접근 가능
한 학습평가는 즉각적인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수업 현장에서 바로 수업을 학생
들의 필요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학습하게 하
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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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학생들의 발달을 다양한 측면에서 전체적으로(holistic) 접근, 즉각적인 피드
백으로 학생들의 심도 있는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경험을 확장하며, 학생
들이 향상과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게 함.

◯

융합형 교육을 위한 도구 개발 지원
-

다양한 융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시키기 위한 기술 및 도구 개발의 적극
지원

-

주제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 및 융합교육을 위한 융합교육 교과서 개발 등의
지원

◯

AI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도구 개발
-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도구 개발을 통한 교육방법의 다양화 확대

교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융합형 기술 활용 지원
-

교원의 스마트 IT 기기 활용 융합 수업 역량 강화

-

교원 연수를 통한 수업지도안 작성 및 기기를 활용해보는 협업 활동을 통해 최
첨단 장비의 활용 역량 강화

-

융합교육을 위해 개발된 다양한 학습 도구 활용을 위한 연수 운영 및 교원 지원
사업 운영

◯

지능형 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 활성화를 통해 교육방법 및 도구의 다양화

-

문제를 푸는 패턴 분석 후 학생 수준/학습 방향을 판단하여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

학생 정보 보안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
-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및 학습 분석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 정보 수집. 이 정보
에 대한 보안 정책 및 기술 개발 필요

◯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개별화 학습, 수업용 PAD(가칭 eduPAD) 개발

◯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활용
-

URL

인공지능 수학 챗봇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9/2017121901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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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학습 플랫폼: 칸아카데미, 노리, 교원, 대교, 인공지능 수학 깨봉 등

-

알지오매스의 융합화: 블록코딩 도입(수학과 정보). 과학 접목해서 센서를 이용
하여 데이터를 얻고 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

Google Classroom, Google Education Tools, Microsoft의 Education 등

교육평가 4-3

교수·학습 환류의 극대화

Ÿ 교사의 평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체제 및 시스템 구축
◯

융합교육을 위한 교실평가 방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사가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필요

◯

IT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별 누적식 교수학습 및 평가 정보를 수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교과학습과 연계하는 학생평가 통합 체제
구축이 필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개별화, 맞춤형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동기 및 교과 흥미를 신장할 수 있는 학
생평가 시스템 필요

교육환경 5-1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공간 개선

Ÿ 혁신적 기술로 지원된 유연하고 포용적인 학습 공간
Ÿ 학교와 학교 밖 다양한 기관의 파트너쉽 지원 및 상호협력적 체제 구축
◯

학습자 중심 환경, 목적 지향 설계 환경, 개인화된 학습환경, 문화활동 지원환경,
사회적 학습환경 등 수요 주체의 요구에 따른 환경 개선 계획 필요

◯

교실 뿐 아니라 운동장, 가상공간 등 다양한 학습 공간에서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
는 자극 및 자원 지원 체제 예상. 인지적 학습 지원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 활용
유의미한 학습 활동이 강조되며, 저성장 시대를 대비 역량 중심 학생의 능력 개발
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유연한 교수학습 환경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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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기술로 지원된 유연하고 포용적인 학습 공간 구성.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게임, 모바일 장치, 가상 환경은 학생중심 수업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증진하고 기
술 습득이나 성취도를 증가
-

온라인 협력 도구,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교육환경, 몰입형 미디어, 게임과 시뮬
레이션, 지능형 가정교사 시스템, 증강 및 가상 현실: 이들 기술은 학생들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협력적 학습을 도모함.

-

차세대 과학기술과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조성하
도록 게임개발자, 교육공학 등에 과제 부여

-

예) 하버드대학 팀에서는 몰입형 컴퓨터 환경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환경문제 관
련 탐구를 하도록 하는 가상 학습 환경(EcoMUVE)을 개발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모바일 앱(EcoMobile)을 개발

◯

URL

Microsoft의 Skype 활용 수업: Skype-a-Thon
https://education.microsoft.com/skypeathon

교육환경 5-2

교육공간의 시공간 상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Ÿ 지역사회, 공공기관, 산업체 참여 공동 교육(활동) 공간 확대
Ÿ 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구축
Ÿ 융합교육 거점 공간을 위한 융합교육센터 설립
◯

수요조사 선행, 지역사회 환경과 연결

◯

생활기술과 놀이 멋짓 연구소

URL
◯

URL

https://web.facebook.com/groups/PaTI.Tech.Play/

서울미래학교 창덕여자중학교의 소극장
https://visitcd.modoo.at/?link=4lgv9fne&messageNo=10&mode=view

◯

다양한 수준의 융합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대한 연구개발

◯

융합교육 참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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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6-1

융합교육 문화 형성

Ÿ 관련 기관에 위탁 교육 활동(stewardship) 프로그램 제공
Ÿ 협력과 소통의 융합 수업 설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기반 클러스터 조성
Ÿ 과학센터,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통해 융합교육 문화 형성
◯

관련 기관에 위탁 교육 활동(stewardship) 프로그램 제공 – 아웃리치, 대중과의
소통, 지역 사회 대상 활동 등

◯

대중 교육과 평생학습 프로젝트: 출판, 웹페이지, 비디오, 시뮬레이션, 텔레비전
프로그램, 박물관 전시물, 대중 행사

◯

일반인 또는 학생 대상 융합교육 소개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현재 운영되고 있는 EBSMath, EBS이솦에 EBS사이언스를 추가하여 과학, 수
학, 정보 통합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

◯

기존 EBSMath의 융합 콘텐츠 예시
-

URL

나도 작곡가(수학+미술)
http://www.ebsmath.co.kr/url/go/59235

◯

‘융합교육 축제’, ‘융합교사 한마당’ 개최

◯

융합교육의 전문가, 연구자, 경험자, 교사들이 함께 협업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융
합교육 발전 도모. 전문가, 연구자, 교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창구를 플랫
폼이나 포털에 마련함으로써, 연구 모임을 조직하고 의견, 자료 등을 공유 가능하
게 함. 전국 교사, 학교,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사 연구 공
동체를 지원하고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각 연구공동체의 결과
및 효과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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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 연구 제안

제안1

◯

융합교육 핵심역량에 대한 상세화 연구

융합교육 2030의 목표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마련
을 위하여 융합교육의 4가지 핵심역량(안)을 제시하였다. 4가지 융합교육 핵심역
량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그리고 이러한 핵심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교사교육, 교수·학습 설계, 평가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함양해야할 핵심역량과 각 교과목 별
교과 역량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OECD에서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
래교육의 목표를 개인과 사회의 웰빙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미래사
회에 요구되는 역량(예, 변혁적 역량)을 새롭게 규명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교
육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융합교육의 발전적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융합교육의 정의와 방향에 따라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
엇이며 그러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연구가 체계적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안2

◯

융합교육 교육과정 내용표준(standards)에 대한 연구

미래사회 변화 방향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
생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수준 높은 융합형 교육과정의 내용표준(standards),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과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학교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융합교육 교육과정 내용표준 및 실행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

국가 교육과정의 충실한 실행에 있어 융합형 교육과정의 내용표준(standard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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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조정, 생성의 관점으로 이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라는 경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융합수업을 실행
하기 위한 시수 확보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단위학교의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사 개인의 의지로 교육과정을 융합하고 실행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합교육은 학교 단위에서 결정되고 전체 학
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기획되어 지속적인 교육 접근 방식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특색과 정체성에 맞게 학교의 교육과정의 자율성
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융
합교육은 교과 간의 내용상 융합만이 아닌 융합교육의 방향에 따른 학습의 과정이
중요하며 융합의 주체는 학습자이고 융합교육을 통해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역
량’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역
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특히 융합교육은 학교라는 울타리
를 벗어나 지역사회로 교육을 확대해야 하므로 학교-지역사회-공공기관-기업을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

융합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융합교육의 목표와 방향, 핵심
역량 등을 반영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
중고 학교급과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용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환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보
완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융합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안3

◯

융합교육의 성공적인 학교 현장의 안착을 위한 융합교육 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 연구

융합교육에서는 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설계하고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이 요구된다. 따라서 융합교육의 평가는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역량 중심 평가 체제, 즉 교과 지식에 한정
되지 않고 통합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역량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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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평가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융합교육의 활성화 및 성공적인 학교 현
장의 안착을 위해서는 융합교육에 적절한 평가 프로그램 및 방안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시범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하여 보
다 효과적인 평가 프로그램 및 방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융합교육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인공
지능 및 학습 분석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IT 기술을 활용한 학생 개인별 누적식
교수·학습 및 평가 정보를 수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교
과학습과 연계하는 학생평가 통합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미래 우리나라 교육현황
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개별화, 맞춤형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학생
의 맞춤형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동기 및 교과 흥미를 신장할 수 있는 학생평가 시
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첨단기술 사용 평가(technology-enabled assessment)는
학습 중 학생들의 성장 지향적 태도와 행동을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 시스
템을 통한 학습평가는 즉각적인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수업 현장에서 바로 수업을
학생들의 필요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어 학생들이 어려운 내용을 학습하게 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

융합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의 다양성을 보여 줄 수 있고 성
취감을 느낄 수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융
합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교사의 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및 교사의 평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효과적인 융
합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제안4

◯

융합교육의 활성화 및 현장 안착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융합교육을 학생들과 함께 실행하는 것은 교사이므로 융합교육의 활성화와 성공
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융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및 지원이 필요하다. 융합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표준
(Standards) 제시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교원양성기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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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표에 융합교육 관련하여 융합교육과정 구성, 예비교원의 융합교수 현장성 역
량, 미래 교실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예비교사 양성에서 융합교육의 필연성을 확
보한다.
◯

교사의 융합교육 전문성을 위해 연수의 범위,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정
기적, 체계적, 필수적인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융합교육의 특성 상 실습형 중·
장기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전문가와 함께 실천한 결과에 대해 피드백
을 제공하여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체험 중심의 교사 연수를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 직무 위주의 연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의 승진,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융합교육의 질 관리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설계 및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 교실, 학교 밖, 가
상공간 등 다양한 학습 공간에서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극 및 자원 지원 체제
가 가능해야 한다. 학교와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의 파트너쉽 지원 및 상호협력적
체제 구축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제의 교육활동이 유발하는 교실 공
간의 비효율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특허청의 발명교육센터, 중
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교육부의 무한상상실, 수학체험관 등)의 다양한
교육 분야 콘텐츠를 융합·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융합교육에서는 인지적 학습 지원 도구로서의 테크놀
로지 활용 유의미한 학습 활동이 강조되며, 저성장 시대를 대비 역량 중심 학생의
능력 개발 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
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의 유연한 교수·학습 환경 지원이 필요하다.

◯

융합교육이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교과 통합 플랫폼
을 운영해야 한다. 융합교육의 특성상 일방적인 교수·학습 자료 제공을 넘어서 교
사와 학생이 자료를 생산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의 포털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의 특성상 동일한 교수·학습 자료가 동일한 수업 결과를 보
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 다양한 적용 사례가 누적, 자유로운 공
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교수·학습 자료
를 주로 활용하는 수요자는 교사이므로 교사가 중심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오류가 있는 자료가 양산되고 유통되지 않도록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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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관리에서 자료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포털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

융합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융합교육이 학교 현장 및 지역 사회와 관련하여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과 제
도를 정비하고, 융합교육을 포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과 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위해서
는 개인 및 기관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
하다. 앞에서 제시한 제언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연구나 방안 제시로 끝나는 것
이 아닌 제반 사항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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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집단심층면담(FGI) 협의회의 논의 결과
1. 미래교육
1-1.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가

Ÿ

미래사회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 scope를 제시한 다음, 미래교

○○○

육을 논의해야 함. 미래사회 모습,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로봇 문

* 이하
기재하지 않음

화, AI, 빅데이터, IOT 등), 복잡성 등 이 모든 것을 반영하되 구체적으로 가
르치는 것보다는 기본 지식을 설정하여 교육 내용으로 제시 필요
Ÿ

인지적 영역보다는 정의적 영역(자신감, 도전감, 인성, 인간존중, 글로벌 사회)
교육 필요

Ÿ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현재의 고찰 필요

Ÿ

미래사회로 가는 기폭제는 결국 네트워크, 로봇, 빅데이터 등이 될 것이며,
이를 관점으로 미래교육을 논의해야 함.

Ÿ

4차 산업혁명은 사회, 문화, 사람의 혁명을 이끌어냄.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중심 사회가 될 것

Ÿ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역량임.

Ÿ

기존의 사회에서 강조되던 좁은 의미의 학력 (읽기, 쓰기, 셈하기 기반의 지
식)과는 차별되는 역량으로, 자기 주도 학습 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창
의·융합역량, 문제해결역량 등으로 대표되는 역량을 말함.

Ÿ

지식의 폭발로 학교교육에서 많은 지식을 다 포괄할 수 없음.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Ÿ

나의 필요와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이 필요함.
또한 개인 또는 사회의 문제가 확대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한 개
인의 천재적 역량으로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필요함.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편협한 한
분야의 지식보다 융합적인 접근을 가진 균형 잡힌 자세와 역량이 필요할 것.

Ÿ

따라서 학교교육을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창의·융합역량, 문제해결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Ÿ

미래사회란 무엇인가?

Ÿ

미래사회는 불투명하기에 적응과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역량 중심)

Ÿ

미래사회의 큰 궤적은 있다.(인권, 글로벌, 평화, 가치, 공동체 등)

Ÿ

기술 중심의 미래사회를 필력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술의 소비자로서 만
족한다.

Ÿ

미래사회는 기술발전 영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AI, IoT,
빅데이터, 로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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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히 이 기술을 이어주는 통신속도의 발전은 데이터 처리의 단위를 달리하게
됨에 따라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 따라서 미래는 매우 복잡
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

Ÿ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양
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협업하는 능력이 요구됨. 학교에서 교사는 단순
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지식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로 바뀌어야 함.

Ÿ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융합교육 종합계획이
미래교육의 하위 범주로 포함된 것인지, 또는 미래교육과 융합교육의 어떤 관
계성을 밝히고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결정해야할 것 같음.

Ÿ

(추가 의견) 미래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융합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었고, 의견이 통합되지 않고 산만하
게 진행되었다고 생각됨.

1-2.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어떤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Ÿ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방법: 미래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학생에게 필요한 경
험은 학생 개인의 현재를 포함한 미래의 삶에 꼭 필요한 경험을 해야 함. 이
러한 경험은 단순한 적응과 교양 수준의 학습 경험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복
잡한 문제들이 학생들이 만나게 될 학습 경험의 대상이 될 것. 따라서 학생들
개인, 사회, 가족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경험
이 필요함

Ÿ

학생이 문제해결의 주체이고 주인공으로 실제 다양한 수준의 문제해결을 하
는 경험이나 활동을 포함하게 될 것. 학습 경험을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
제를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의 경험과 합리적인 교류와 소통을 하는 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며 인간이 보
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경험도 역시 필요할 것

Ÿ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에는 동의한다.

Ÿ

역량에 대한 모호한 인식으로 인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역량 교육의 구현
이 어렵다.

Ÿ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교과교육의 연계성이 보다 중요하다.

Ÿ

가장 실천적인 방안으로 프로젝트 학습이 있다.

Ÿ

프로젝트라고 해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빅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Ÿ

아이들의 실생활이 컨텐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Ÿ

스스로 찾아낸 문제는 학습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뛰어나다.

Ÿ

문제 해결의 초점보다 교육적 방법을 통해 그 과정을 교수하는 것이 더 큰
효용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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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래사회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학습 경험이
필요할 것

Ÿ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프로젝트수업

Ÿ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협업하는 경험: 현상기반학습

Ÿ

문제를 발견하는 경험: 체인지 메이커교육(메이커교육) 등

Ÿ

학습 주제로는 환경문제, 기아, 성 역할 등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학습의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여야

함(예:

UN의

2030

목표,

http://worldslargestlesson.globalgoals.org/introduce-the-global-goals/)
Ÿ

현재 교육과정과 많은 연구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개인이 모
든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없기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특성
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업 및 소통 능력이 필요할 것임. 그리고 상대방을 존
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활동이 있는 학습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1-3. 미래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Ÿ

학생의 미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촉진 환경: 미래사회에서 학교의 환경,
교사, 교육과정은 문제해결을 위한 촉진자 또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함

Ÿ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학생은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하게 학교는 도와주는 입장이어야 함

Ÿ

학생 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는 우선 창의·융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함

Ÿ

학교의 문화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서로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로 발전되어가야 할 것

Ÿ

특히, 교사들이 교과 개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전한 교직 문화 형성 (특정 교과의 절대적 역량만 필요한 사회가 아니라는 점
에 조목할 필요)이 필요함.

Ÿ

학생 중심의 활동과 학생 성장을 응원하는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
는 체계적인 학교의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함

Ÿ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사로서 학교의 역할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판
단된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
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Ÿ

교사로서 대부분의 업무가 지식 전달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의 다변성과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하다.

Ÿ

하지만 아직도 경쟁을 통한 성과가 나의 자식에게 있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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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교육은 이러한 요구를 잘 수용한다.

Ÿ

학교를 믿지 못한다.

Ÿ

공정한 경쟁, 공정한 평가를 해주는 역할로 학교가 존재함. 융합교육은 오히
려 도구적 성격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함. 정확한 커리큘럼이 없는 상황에서
강조할 수는 없음.

Ÿ

학교는 지식을 전수하는 공간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과 자원을 연결하는 공간,
새로운 지식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함

Ÿ

AI와 로봇 관련 기술은 학교에 파괴적 혁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
교는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
하며 경계가 불분명한 학교의 역할이 기대됨.

2. 융합교육의 필요성, 방향, 목표, 효과
2-1.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Ÿ

현대 교육 사조로 볼 때 매우 필요함

Ÿ

근대 이후의 교육들을 성찰하는 측면에서,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
가? 근대교육의 한계는 무엇인가? 획일화된 교육, 소외현상.

Ÿ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은 융합교육이 해답이라고 봄.

Ÿ

융합교육은 브랜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과 성격일 것
임. 어쩌면 르네상스와 같은 것.

Ÿ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경향. 사회의 변화 속에 핵심키워드로 융합
은 필연적이며, 융합교육은 미래교육의 방향이자 가야할 길

Ÿ

학생들이 만날 문제들은 단 하나의 지식, 교과, 학문으로만 해결이 어려우며
개별 교과의 순차적 접근으로만은 미래 학생들이 가져야 할 역량을 기르기에
부족함

Ÿ

학문 융합 관점을 넘어 학생 중심 수업, 학생 성장과 발전, 과정 중심 평가
관점에서도 융합적인 접근과 방법이 요구됨.

Ÿ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 살 학생들의 삶과 그들이 살게 될 사회의 발전을 위
해서도 융합교육은 꼭 필요함

Ÿ

필요하다.

Ÿ

큰 궤적은 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미래사회의 대비를 위해서다.

Ÿ

융합적 소양을 가진 미래 시민이 필요하다.

Ÿ

과학을 좋아하는 어른은 드물다.

Ÿ

융합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제해결과정임. 현재 교과 수업으로 지식을 분절
적으로 학습하는 경험은 많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를 융합하는 경험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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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지 않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고, 다양
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융합적 소양을 가진 인재를 길러주기 위해 융합교육이
꼭 필요함.
Ÿ

융합교육이 어떤 특정교과의 정책이 되기보다는 교육 전반의 지향점 목표가
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임. 모든 교과에서 융합교육을 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과정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2. 융합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Ÿ

깊이보다는 폭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Ÿ

융합교육 종합계획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종합계획”이 필요하고, 그 다
음에 융합교육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은가. 융합교육은 교육의 일부이며, 융합
교육에는 글로벌교육이 비중 있게 포함되어야 할 것.

Ÿ

선호미래와 가능미래가 있듯이 미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개
입한다면 미래사회 능력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을 듯. 예를 들면,OECD는 미
래사회의 가치를 웰빙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즉, 교육이 미래사회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
적으로 대비하고 구성해야 하며 방향성을 잡아야 함.

Ÿ

학생이 주체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초기의 STEAM은 산업을
쫓아가는 것에 가까웠고, 새로운 융합교육 계획의 방향은 패러다임 전환과 새
로운 시각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함. 르네상스적
인간이라는 아이디어도 좋지만, 모든 시민이 함께 주체가 되는 교육으로 발전
해야 함.

Ÿ

OECD의 웰빙(가치)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세울 수 없음. 미래
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고, 이미 많은 것들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Ÿ

기술의 분배가 교육에서는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음. 미래교육을 이야기할
때, 기술발전이나 사회고도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불균형으로 인한 자원분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추가로
고민해야 함.

Ÿ

과거 연구들이 기술발전이나 산업 영역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이야기하였다
면,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머무르거나 밝은 미래를 기대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는 웰빙은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나 가치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Ÿ

(학교에서, 사회에서 학생들을 항상 경쟁을 시켜야 할까? 라는 질의에 대해)
경쟁은 인간 본능의 차원임. 그러나 교육에서 평가와 우월을 가리는 형태의
경쟁은 사라져야 할 것.

- 120 -

부록

Ÿ

(추가 서면 의견) 융합교육 목표와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것은 좋으나 융합교육을 통한 역량의 프레임을 미래교육의 역량 프
레임을 재구성해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최근 OECD 역량 맵핑
연구에서 제안한 역량 프레임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음.

Ÿ

소통, 배려, 창의, 학생 중심, 지속가능

Ÿ

융합교육에서는 개인의 뛰어난 엘리트 중심의 발전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소
통과 배려를 통한 협업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에 큰 지향점을 두어야 함.

Ÿ

학생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심이 되므로, 융합교육은 계속되는 교
육과 수업의 혁신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음.

Ÿ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통합교과, 문제해결학습 등과는 차원을 높여야 한다.

Ÿ

통합교과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통합교육은 성취기준 11개로 1학
기의 학습 내용을 만들어냄)

Ÿ

문제해결학습은 학생들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학습으로 융합교
육이 실천되는 형태와 비슷하다.

Ÿ

이러한 통합과 문제해결학습과는 달리, 융합교육은 그 재료가 신선하고 정갈
해야 된다고 본다.

Ÿ

학문의 핵심적인 개념과 목표(가치)가 그 재료가 되어야 한다.

Ÿ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Ÿ

융합교육에서 특정 교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
제해결에 맞게 꼭 필요한 지식, 활동이 서로 연계되어야 모든 교육활동에 설
득력이 생기게 됨. 융합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하면 될 것.

2-3. 융합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Ÿ

창의성 함양, 문제인식과 해결능력, 과학적 사고, 자신감, 자존감, 소통, 글로
벌 역량

Ÿ

창의·융합형 인간상, 학생 개인의 적응과 행복, 국가와 사회의 발전

Ÿ

융합교육의 기본 방침은 학생 개인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Ÿ

성공적인 적응과 행복을 누리는 삶은 복잡하고 예측되기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임

Ÿ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간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Ÿ

과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제공한다면, 과학교육은 그 안경을 아이들에
게 알맞게 전달하는 것이고, 융합교육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안경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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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융합교육도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보다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Ÿ

도구의 쓰임새를 잘 전달하기 위해 통합된 컨텐츠가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하
지 않을까?

Ÿ

융합교육의 목표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길러주
어야 하며, 궁긍적으로 ‘다양한 관점과 유연한 사고로 접근하는 융합 인재’를
길러주는 비전을 가져야 함

Ÿ

융합교육의 목표를 고려할 때 융합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융합교육의 과정
에서 부수적으로 습득되는 목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음. 예를 들면 간학문적
문제해결력은 융합교육의 최종적 목표일 수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나 협업
능력 등은 수업의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듦.

전체(동의)

Ÿ

문제인식, 문제해결, 창의성, 주체적 인격과 사고

2-4. 융합교육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Ÿ

미래사회 변화 대처 능력 함양

Ÿ

학생의 변화, 학교의 변화, 사회와 국가의 변화

Ÿ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수
동적이고 의미 없이 막대한 양의 정복할 수 없는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기보
다 자신에게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학습을 스스로 하게 될 수 있을 것

Ÿ

지식의 습득 수준을 뛰어넘는 학습자의 노력이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

Ÿ

학생들에게 보다 융합교육을 잘 실시하기 위한 노력들(교육과정,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개선, 교육환경 조성, 등)은 결국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으로 나타
날 것

Ÿ

과학교육자로서 과학교육은 교육의 실천만으로도 아이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경험이 있다.

Ÿ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지식 체계의 구성에 따른 학습 전개는 그저 분
절된 개념을 순서대로 학습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듯 하다.

Ÿ

융합교육은 스스로 발견한 문제를 아이들의 인식이나 심리체계에 따라 해결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이 잠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Ÿ

미래사회의 가치에 걸맞는 교육과 역량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

Ÿ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 육성

3. 융합교육에서 필요한 역량
3-1. 융합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적인 측
면, 사회적인 측면, 글로벌 측면, ②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Ÿ

문제 해결 역량, 소통 역량, 글로벌 사회 적응력,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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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hange, competition, costumer, core-competency를 지속적으로 고민하
는 것이 필요함.

Ÿ

20세기 교육이 질문에 답하는 교육이었다면, 미래교육은 스스로 질문하고 탐
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함. 협업과 소통, 이질적인 사람들과 지속
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든 가장 중요한 역
량이 될 것.

Ÿ

융합교육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자기 주도 학습 역량(기초 학습 역량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 역량과 창의·융합역량까지)과 문제해결역량을 기반으로
함

Ÿ

사회/글로벌 측면에서 협업역량과 의사소통과 배려의 역량이 필요함

Ÿ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및 논리력을 포함하는 인지적 측면의 역량과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인 학습 태도와 동기 그리고 협업 능력을 포함하는 정의적 측
면의 역량도 고려해야 함

Ÿ

미래에 필요한 능력: 생산자로서의 능력, 조절하는 능력, 균형을 맞추는 능력,
전문성

Ÿ

개인적 측면, (테오얀센의 움직이는 해변 동물이라는 키네틱 아트를 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를 다양한 측
면에서 바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합리성을 부
여할 수 있다. 탐구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Ÿ

사회적 측면, 융합 사회이다. 건설적 업무의 대부분이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다. 각각의 전문가가 모여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체
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할 역량들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사
회 참여 역량 등이 있겠다.

Ÿ

글로벌 측면, 사회적 측면과 필요한 역량이 비슷하다. 인류 보편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역량이 추가 될 수 있겠다.

Ÿ

인지적 측면, 앞선 이야기처럼 학문별 핵심 개념(가치)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
어야 한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융합교육 실천 후에 학습효과가 훨씬
높아진다.

Ÿ

인지적 측면, 예를 들면 별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도 과학교육에서 각기 분절
된 내용을 가르친다. 학문에 따라 제재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이 아니라, 제재가 소속된 학문 소속으로 학습 내용이 한계를 가진다. 아
이들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컨텐츠의 연결이 필요하다.

Ÿ

정의적 측면, 스스로 문제를 찾는 태도, 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역지사지
의 공감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끈기 등이 필요하다.

Ÿ

유연한 사고역량: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역량

Ÿ

협업역량: 다른 사람의 역량을 이끌어 내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함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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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는 역량
Ÿ

조절역량: 자신의 인지, 행동, 동기를 조절하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self regulation), 다른 사람의 인지, 행동,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social regulation) 역량

Ÿ

창조역량: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
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

Ÿ

융합교육의 역량과 관련해서 역량 프레임워크 연구 참고 바람. 현재 세계적으
로 논의되고 있는 역량들에서 융합교육과 관련된 역량을 찾아볼 수 있음.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내용 맵핑 참여 연구(RRC 2018-12), 평가
원 자료실)

4. 융합교육의 구성과 실행 방안
4-1. 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① 교육과정 구성, ② 교사교육, ③ 평가, ④ 교수학습방법, ⑤ 교육환경 등)
Ÿ

교육과정에 융합교육 내용 포함 필요

Ÿ

융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 양성(교사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교대와 사
대의 교육과정 변화 필요, 현직 교사교육에서 융합교육 연수(체계적 대응과
방법이 제시된))

Ÿ

평가에서 융합교육 내용 포함 필요

Ÿ

입시와 동떨어진 교육정책은 동감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 학생 평가, 입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 학생 평가도 융합과 관련된 평가가 비
중을 차지해야 하며, 대학에 따라서 입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가 시
스템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Ÿ

융합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교사들의 역량이 발
휘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가능(자동차 수리, DIY, 자원 투입 등을 예로
들어 설명)

Ÿ

기존 STEAM의 한계 측면에서, 창의성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특정 분야에
서 축적된 지식이 기반되어야 창의성이 발현됨. 그렇다면 교과교육이 선제되
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융합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가임. 그런 관점에서 새
로운 융합교육은 인문학을 상당 부분 포함하여야 함.

Ÿ

또한 다른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는 학교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초
중학교의 경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Ÿ

왜 융합교육이 필요했을까? 일전의 능력관은 다양한 상황으로 전이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면, 미래교육에서는 실제 삶과 비슷한 상황, 가장 비
슷한 맥락 속 문제해결 경험을 제공할 때 전이가능성이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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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러나 미래사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
도 있음. 그래서 문제해결상황에 대한 pool 필요. 예를 들면,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상황을 예측해서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커리
큘럼을 짜고 빈 공간을 채워가는 형태도 가능할 것.

Ÿ

자발적인 학습 상황이 가능할 것인가를 염두에 둔다면(자발적 학습 상황을 기
대한다면), 교육의 뼈대는 가지고 있어야 함. 중요할 것 같은 문제들을 미리
구성해서 학생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함. 교과목을
통해 융합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능력이 교사에게 요구될 것.

Ÿ

한편, 학생들에게 STEAM(또는 융합교육)을 교육하는 입장이 모두 다름. 교수
사회는 물론 교사들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됨.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신뢰로운가? 융합교육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Ÿ

교육과정 구성에서 학문적 Identity강조와 유연성 동시 추구. 융합교육이 제
대로 실시되기 위해선 교과마다 자신의 교과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과 정당
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협업과 교류의 문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는 자신의 학
문만 강조하고 특정 과목만 가르쳐져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의 구조와 학습내용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이 고찰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Ÿ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사교육 개선이 요구됨. 예비교사들에게는 적극적
으로 융합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반드시 심어줄 수 있는 강좌나 프로그램,
현직 교사들에게는 지속적인 연수와 교사학습공동체 제공 등

Ÿ

평가 & 교수학습방법 면에서는 일단 학생중심의 다양한 경험을 설계하고 촉
진할 수 있는 학생중심 교수방법과 평가가 필요함.

Ÿ

교육환경은 철저하게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며 교
사들의 좋은 학습촉진자와 안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함. 물리적 교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융합교육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의 문화 형성 또
한 매우 중요함

Ÿ

디지털 리터러시를 예로 들면, 교사와 학습자 모두 기술을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이용만 하는 소비지향적 형태로 씀(얕고 naive한 활용). 융합교
육을 하기 위한 준비로 교사교육이 매우 중요함. 교사양성교육, 교사교육, 교
사재교육 등

Ÿ

(교수학습 차원에서) 수직적 교육과정을 탈피한 문제상황을 제시하는 문제중
심학습, 프로젝트 형태의 교수학습방법 필요. 교사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공간, 학습자료 공유 등을 위한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함.

Ÿ

실패의 경험, 허용적 문화

Ÿ

교육 안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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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거꾸로 수업, STEAM, 문화 예술 등 모든 것들이 융합교육과 같은 맥락임.
아이들은 새로움을 느낄 때(흥미를 느낄 때)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판적 사고
를 기르게 됨. 해결해야 할 것은 입시문제일 수도 있음

Ÿ

교육과정 구성: 과학기반의 융합교육이라면,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영역별 중
복 내용(온도와 열, 물의 상태변화)을 적정화하여 빅 아이디어, 크로스 컨셉과
같은 통합적 성취기준을 일부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교과서의 변화가 주요할
것으로 보임

Ÿ

교사교육: 융합교육의 지원 정책(STEAM)의 확대, 융합교육 실행 교사에게 주
는 혜택 증대, 지시적 연수 보다는 교육 환경 기반 구축으로의 교사교육 정책
변화, 융합이라는 교육에서의 방법적 측면을 소개하는 다양한 사례 개발 공유

Ÿ

평가: 평가방법의 다양성 추구, 정형화된 수업에서 벗어난 융합교육의 경우
평가 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산출물 평가만으로는 융합교육의 취지에 벗
어나므로, 교육 공학과 연계한 평가 기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Ÿ

교수학습방법: 프로젝트, 문제해결학습 등과의 차별성, 다양한 사례 공유

Ÿ

교육환경: 과학실의 개러지화

Ÿ

융합교육의 실행에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 간의 경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점
(중등교육에서는 교과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인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사례로 핀란드 헬싱키시에 의무도입된 현상기반학
습을 예로 들 수 있음. 현상기반학습은 실생활 문제나 현상을 중심으로 교과
별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며, 교과 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융합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Ÿ

교육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이 지원하기 위한 교육공간이 요구됨
(아이디어 도출 공간, 시뮬레이션 공간, 설계공간, 제작 공간, 공유 공간 등).
공간이 있어야 행위를 유발할 수 있음. 융합교육의 활동을 분석하여 어포던스
(행위유발성)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Ÿ

학교 문화 측면에서 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융합되어야
할 것. 교사들이 서로의 교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
는 학습공동체가 필수적이며, 융합교육의 설계원리, 수업설계도구 등이 지원
될 필요가 있음.

Ÿ

5. 행·재정적 정책 지원 측면
5-1. 융합교육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교육부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Ÿ

10~15년 전 통합과학교사 선발과 교육이 생겼다가 사라짐.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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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학교 교육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학부모, 사회의 공감과 의
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함.

Ÿ

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융합교육이 미래교육의 방향임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 우선, 정부와 교육부는 융합교육이 학생의 삶을 생각하고 학
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인적 교육혁신의 방법
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Ÿ

융합교육이 학생들 개개인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과 과정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제 정부와 교육부가 추진하
고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임을 공감하고 교육과정, 수업혁신,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융합교육을 위한 문화 형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Ÿ

예를 들어 융합교육의 실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
한 교육과 배려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 문화가 신뢰와 배려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특정 교과만을 위한 융합교육이나 특정 교과
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의 유행을 보지 말
고 흐름과 핵심을 파악하면 결과적으로 학교에 있는 모든 교사가 서로를 믿
고 배려하면서 소통할 때 융합교육의 시너지가 나는 것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Ÿ

교사의 자율성 확대(여유가 없다)

Ÿ

교사교육의 변화

Ÿ

교과교육과정의 적정화

Ÿ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

Ÿ

과학교과전담, 과학교사의 전문화

Ÿ

통합과학교사의 전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Ÿ

융합교과 개설(법제화)

Ÿ

교육과정 연계, 교사 역할 재구성 필요

Ÿ

융합수업 코디네이터 필요: 각 교과의 지식을 서로 조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교사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역할
을 수행할 교사, 수업설계 역량이 있는 교사

Ÿ

융합교육을 위한 추가 교원 배정은 조심스럽게 탐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학
계에서조차 융합교육에 대한 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배
치를 한다고 해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아울러 융
합교육을 위한 coordination을 하려면 경험과 교과지식이 높아야하는데 그러
려면 신규가 아닌 고경력자가 되야 함. 현행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
는 분들의 활용도 고려해야하는데 그러려면 교장, 교감, 연구부장, 수석교사
등의 인력이 융합교육에 대한 리더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2. 융합교육의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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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십니까?
Ÿ

행정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교육에 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Ÿ

융합교육 교사 특별 양성(교대, 사대, 임용시험)

Ÿ

융합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
다면 융합교육의 실천은 모든 교사들이 그들의 수업 혁신의 관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Ÿ

특정 과목의 교사들만 누리는 융합교육이 아닌 모든 교사들이 함께 하는 융
합교육이 실천할 수 있는 지원, 수업 환경과 방법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독려
하는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함.

Ÿ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적극성)

Ÿ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는 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소극적 분위기

Ÿ

교육공간환경의 개러지화

Ÿ

융합교육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절차 간소화(안전 강요, 행정실 업무 부담
등)

Ÿ

교사의 자율성 확대(여유가 없다)

Ÿ

교사연구회, 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Ÿ

융합교육을 설계, 실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배려

Ÿ

융합교육을 위한 예산

Ÿ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6. 기타
6-1. 현재 우리나라의 융합교육 실행을 저해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Ÿ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초·중·고 교사와 학부모, 대학교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필요

Ÿ

새로운 정책과 방법에 대해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홍보와
연수 필요

Ÿ

차별과 특권, 여전히 융합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특권이 존재하며,
학생들 입장에서도 특정 지역만, 특별한 학교만 누리는 것이 아닌 모두가 누
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Ÿ

융합교육의 실천자들이 자유롭게 제한과 규제 없이 자신의 수업을 혁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교과에 대한 제한 또한 풀어져야 할 것. 무엇보다 대중의
인식 개선의 이슈가 그러함. 융합교육을 학생중심, 수업 혁신, 등의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전히 특정 교과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
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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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 (성과관리 지표)

Ÿ

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행을 저해하는 어려움
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고민. 교사교육을 지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교사교육이
바뀐다고 보지 않음.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교사자율성 확보되어야 함.

Ÿ

교육 본질 추구에 대한 일반적인 저해 요인은, 다음과 같음.

Ÿ

융합교육의 인식 부족(정의 및 실체, 학생 교사 학부모)

Ÿ

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

Ÿ

각 학문간 폐쇄성(교과서, 자료 등의 교육 생태계)

Ÿ

교사, 융합교육과 선발을 목표로 하는 평가와의 관련성 부족(학교에 대한 신
뢰 부족)

Ÿ

교사, 교사의 승진 제도(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것보다 기존 교육 질서에서
의 경쟁이 중요)

Ÿ

교사의 교육에 대한 획일적 자세(진로교육, 점수-대학-직장)

Ÿ

위의 행재정적 지원

Ÿ

융합교육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융합교육을 하는데 적절한 지원이나 인센
티브가 없음.

Ÿ

융합교육을 하는데 수업설계와 실행에 있어 많은 노력이 들어감. 수업 코디네
이터와 같은 새로운 역할의 교사 전문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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