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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점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방법
가. 조사 대상
설문조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로 2013년 10월 7일 개최된 [2013년 융합인재교육
(STEAM) 9월 전국 워크숍]에 참석한 교육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워크숍 참석
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이해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139명이었다.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된 응답자의 개인 배경에 대한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1> 조사 대상의 일반적 배경
구분
성별

연령

남

63(45.65)

여

75(54.35)

20대

12(8.70)

30대

52(37.68)

40대

53(38.41)

50대 이상

21(15.22)

교사
직업

교육경력

응답자 수(%)

133(95.68)

교장(감)

2(1.44)

장학·연구사(관)

4(2.88)

5년 미만

16(11.51)

5 - 10년

28(20.14)

11 - 20년

59(42.45)

21년 이상

36(25.90)

3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응답자가 어떠한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지와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교사(95.68%)였다는 점은 본 설문조사가 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자에는 인문사회,
실과/기술가정, 컴퓨터 공학, 수학, 예술 분야 등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교육 담당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과학분야 교육 담당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
중 교사연구회원이 가장 많았고, 리더스쿨 교원, 연수 이수 경험자가 많았다. 이는 응답자
들이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현장 경험과 교육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융합인재교육
(STEAM)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나.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현재 융
합인재교육(STEAM)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들의 관련 지식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설문 문항 초안을 개발한 후 교육과정 전문가 및 수학, 과학, 인문사회학 등의 교과전문가
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검토의견을 추가하면서 수정해 나갔다.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재차 수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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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설문 문항 구성 내용
영역
응답자 특성
STEAM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STEAM 교육의
발전 방향과 방안

문항 구성

문항 수

성별, 연령, 직업, 교육경력, 분야, SETAM 관련 경험

6

STEAM 교육의 발전 단계, STEAM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STEAM의
교육적 특성, STEAM 교육의 최근 경향성

4

STEAM 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

10

STEAM 교육의 핵심 취지 및 내용 인식

13

STEAM 교육과정(총론 및 성취기준)의 필요성

11

STEAM 교육과정 개발 방법

10

교과와 STEAM 교육의 관계, STEAM 교육 활성화 방안

18

계

72

설문 문항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은 응답자 특성을 파악하는 부분
이다. 응답자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 교육경력에 대한 문항과 담당하고 있는 교과분야
가 무엇인지,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지로 구성하였다. 두 번
째 영역은 융합인재교육(STEAM)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STEAM
교육의 발전 단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STEAM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STEAM의 교육적 특성이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STEAM 교육이 최근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STEAM 교육의
발전 방향과 발전 방안을 파악하는 위한 부분으로, STEAM 교육의 핵심 취지와 내용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STEAM 교육과정의 총론과 성취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STEAM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STEAM 교육과 각 교과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는지, STEAM 교육을 활성
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하였다.
설문 문항 중 응답자가 필요하거나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융합인재
교육(STEAM) 실시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실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융
합인재교육(STEAM)의 교육과정기준 개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파악
하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혹은 매우)를 사용해서 평정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향과 발전 방안
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단순통계분석에 의해 백분율과 평
균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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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가. 융합인재교육(STEAM)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STEAM)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실행되었다.
최근 가장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책 중 하나로, 2013년 현재 만 3년 동안
시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STEAM)의 발전 단계가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도입기’라는 응답이 52.86%로 과반 이상이었다.
<표 1-3> STEAM 발전 단계에 대한 인식
단계 구분

응답자수

태동기
도입기
정착기
발전기(도약기)
성숙기
쇠퇴기
소멸기
계

8
71
40
16
2
0
0
139

백분율(%)
5.71
52.86
28.57
11.43
1.43
0.00
0.00
100.0

표와 같이, ‘태동기’로 보는 응답자도 있었으나,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STEAM)의 발전
단계를 도입기를 지나 ‘정착기’에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28.57%, ‘발전기(도약기)’로 보는
응답자가 11.43%이었고, 성숙기로 보는 응답자도 1.43%로, 총 41.43%가 정착기 이상이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STEAM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가를 궁리해 가는 중’이라는 응답이 50.00%로 가장 많았다.
<표 1-4> STEAM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관심 정도
무관심한 편
STEAM 교육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초보단계

응답자수

백분율

0

0.00

15

10.71

STEAM 교육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파악하는 중

8

5.71

STEAM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가를 궁리해가는 중

70

50.00

STEAM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파악하는 중

21

15.00

STEAM 교육에 참여한 다른 교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

21

15.00

4

2.86

139

100.00

현행 STEAM 교육을 넘어 새로이 혁신하고 싶어 하는 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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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중 하나인 ‘STEAM 교육에 참여한 다른 교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
이라는 응답 역시 STEAM 교육의 전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STEAM 교육의 성공적인
실행과 연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의 응답을 보인 ‘STEAM 교육을 어
떻게 실천하면 좋은가를 궁리해가는 중’과 2순위(15.00%) 중 하나인 ‘STEAM 교육이 학
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파악하는 중’은 STEAM 교육의 실행과 관련된 항목
이다. STEAM 교육 관련자들이 STEAM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STEAM 교육이 학생들에게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은
추후 효과적인 실천 방법이 제공되고 STEAM 교육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리더스쿨 뿐 아니라 많은 학교에 권장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STEAM 교육 실시 저해 요인
내용

매우 낮음

응답자수(%)

<------------->

매우 높음

평균
3.78

1

2

3

4

5

STEAM 교육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 등 관련자의 이해 부족

2
(1.63)

14
(11.38)

27
(21.95)

50
(40.65)

30
(24.39)

3.75

STEAM에 관한 일관된 논리나 체계성,
명료성 부족

3
(2.42)

26
(20.97)

38
(30.65)

39
(31.45)

18
(14.52)

3.35

STEAM 교육 관련 교육과정, 교과서에
미반영 현실

2
(1.60)

11
(8.80)

22
(17.60)

48
(38.40)

42
(33.60)

3.94

STEAM 교육 관련 개발된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부족

8
(6.45)

27
(21.77)

34
(27.42)

37
(29.84)

18
(14.52)

3.24

학교 수업에서 교과간 단절·분할 현상

4
(3.25)

7
(5.69)

18
(14.63)

58
(47.15)

36
(29.27)

3.93

진도빼기에 급급할 정도로 많은 교과 내용

3
(2.38)

6
(4.76)

6
(4.76)

33
(26.19)

78
(61.90)

4.40

이론, 암기 위주의 학습 풍토

4
(3.20)

11
(8.80)

21
(16.80)

42
(33.60)

47
(37.60)

3.94

40·45·50분 단위 수업시간 운영 관행

7
(5.69)

13
(10.57)

36
(29.27)

35
(28.46)

32
(26.02)

3.59

STEAM 교육을 하기에는 빈약한 시설과 예산

3
(2.42)

14
(11.29)

20
(16.13)

47
(37.90)

40
(32.26)

3.86

선다형, 객관식 시험 풍토

4
(3.23)

16
(12.90)

24
(19.35)

36
(29.03)

44
(35.48)

3.81

7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제시된 저해 요인들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의 전체 평균은 3.78이었다. 이는 제시된 대
부분의 요인들이 보통 이상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
히 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하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진도빼
기에 급급할 정도로 많은 교과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평균 4.40이고 저해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6.19%,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1.90%로 총
88.09%가 교과 내용이 많은 것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했
다. 2순위인 ‘STEAM 교육 관련 교육과정, 교과서에 미반영 현실’에 대해 저해 정도가 높
다 이상에 72%가, ‘이론, 암기 위주의 학습 풍토’에 대해 저해 정도가 높다 이상에 71.2%
가 응답했고, 이 두 항목에 대한 평균은 3.94였다. 특히 ‘STEAM 교육 관련 교육과정, 교
과서에 미반영 현실’에 대해서 저해 정도가 높음 이상에 대한 응답한 비율이 총 72.00%였
는데, 이는 교과 내용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에게 융합인재교육(STEAM)의 최근 경향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
한 결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교육정책’이라고 보는 응답이
40.58%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할만한 교육과정’이라는 응답이 21.74%,
‘상당기간 지속가능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라는 응답이 18.84%였다.
<표 1-6> STEAM 교육의 최근 경향성
최근 경향성

응답자 수

백분율

상당기간 지속가능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26

18.84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교육정책

56

40.58

앞으로 추구해야할만한 교육과정

30

21.74

한때 유행하는 교육경향이나 운동

24

17.39

2

1.45

138

100.00

기타
계

이 응답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융합인재교육(STEAM)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융합인재교육(STEAM)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
합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로부터 시작된, 즉 위로부터 시작된(top-down) 교육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융합인재교육(STEAM)의 발전 역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
요하다고 보는 응답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한때 유행하는 교육경향이나 운동’이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17.39%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은 융합인재교육(STEAM)의 경향성
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설문이 융합인재교육(STEAM) 워크숍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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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교육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설
문대상을 달리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일단 STEAM 교육 관련자들이 융합인재
교육(STEAM)을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나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
로 본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나. 융합인재교육(STEAM)의 발전 방향과 방안
융합인재교육(STEAM)의 발전 방향과 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많이 제기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해 학교와 직접 관련된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 관련자들은 어떠한 의
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핵심 취지는 추후 융합인재교육(STEAM)의 발전 방안을 수립
할 때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STEAM 교육의 핵심 취지
STEAM 교육의 핵심 취지

응답자 수

백분율

과학, 기술, 수학, 예술, 등의 학교 과목을 상호 연계(융합, 통합)

44

31.65

교과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협동적 문제해결력 신장

56

40.29

교과수업을 생활이나 산업의 실제 문제와 연계

12

8.63

과학, 기술, 수학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동기, 흥미, 관심 향상

23

16.55

4

2.88

139

100

과학, 기술, 수학, 예술 분야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계

설문에 응답한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 담당자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핵심
취지를 ‘교과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협동적 문제해결력 신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40.2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실생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
본취지를 응답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31.65%가 ‘과학, 기술, 수학, 예
술 등의 학교 과목을 상호 연계(융합, 통합)’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교과 간 융합 혹은 통합을 통해 개발된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육 관련자들이 STEAM 교육의 교육적 특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STEAM 교육의 교육적 특성”이 교육과정 요소, 즉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중 어떤 영역에 있다고 보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교육방법’
이라는 응답이 52.74%였고, 교육과정 요소 모두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29.45%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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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STEAM 교육의 교육적 특성
영역

응답자수

백분율

교육목표

13

8.90

교육내용

11

7.53

교육방법

77

52.74

교육평가

2

1.37

모두해당

43

29.45

계

146

100.00

*일부 복수 응답

융합인재교육(STEAM) 홈페이지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STEAM 교육에서 강조되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은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 복합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융합을 위해 ‘실생활 문제’와
학생 본인과의 관련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왜 배워야 하는지를 우선 체험한 다
음, 스스로 설계하고 탐구하며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실생활 속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데
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STEAM 교육의 교육적 특성을 ‘교육방법’
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요소 모두, 즉 교육목표, 교육내
용,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STEAM 교육이 교육방법 외
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STEAM 교육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추
후 교육과정 개발 방안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고방식, 학습방법,
직무수행방법 및 관련 태도들을 제시하고, 융합인재교육(STEAM)과 실제로 어느 정도 관
련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설문하였다.
<표 1-9> STEAM 교육과의 관련성
<-------------->

매우 높음

자연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

①
1
(0.81)

②
1
(0.81)

③
17
(13.82)

④
46
(37.40)

⑤
58
(47.15)

상황에서 문제를 찾는(정의) 능력

1
(0.81)

1
(0.81)

17
(13.71)

35
(28.23)

70
(56.45)

4.39

교과의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법칙) 이해

2
(1.61)

7
(5.65)

43
(34.68)

53
(42.74)

19
(15.32)

3.65

교과내용과 실생활 연계 능력

0
(0.00)

3
(2.42)

5
(4.03)

58
(46.77)

58
(46.77)

4.38

내용

10

매우 낮음

응답자수(%)

평균
4.19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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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높음

①
0
(0.00)

②
5
(4.03)

③
32
(25.81)

④
53
(42.74)

⑤
34
(27.42)

창의력

0
(0.00)

0
(0.00)

6
(4.84)

39
(31.45)

79
(63.71)

4.59

문제해결력

0
(0.00)

1
(0.81)

9
(7.26)

32
(25.81)

82
(66.13)

4.57

협동능력(대인관계능력)

0
(0.00)

0
(0.00)

7
(5.65)

50
(40.32)

67
(54.03)

4.48

ICT 활용 능력

3
(2.42)

12
(9.68)

46
(37.10)

51
(41.13)

12
(9.68)

3.46

문제의 사회적 맥락 이해

0
(0.00)

4
(3.23)

29
(23.39)

57
(45.97)

34
(27.42)

3.98

문제해결(성공)을 위한 끈기·성실·의지

0
(0.00)

3
(2.42)

20
(16.13)

40
(32.26)

61
(49.19)

4.28

작은 성공 경험과 보상(칭찬) 경험

0
(0.00)

3
(2.42)

23
(18.55)

43
(34.68)

55
(44.35)

4.21

내용
비판적 사고력

매우 낮음

평균
4.19
3.94

설문 결과, 표에 제시된 사고방식, 학습방법, 직무수행방법 및 관련 태도들이 융합인재
교육(STEAM)과 어느 정도 관련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 평균 4.19로 모든 내용
들이 높은 관련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것은 ‘창의력’
(평균 4.59)으로, 높음이 31.45%, 매우 높음이 63.71%, 총 95.16%가 창의력이 융합인
재교육(STEAM)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문제해결력’(평균
4.57)에는 총 91.94%가, ‘협동능력(대인관계능력)’(평균 4.48)에는 총 94.35%가 융합인
재교육(STEAM)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핵심취지에 대한 인식과 마찬
가지로, 실생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본취지를 응답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개발 방안과 관련하여, STEAM 교육의 기본 취지(핵심 내용)를 기존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3.8 0%, 매우 필요
하다는 응답이 29.93%으로, 총 73.7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는 5.84%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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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총론에 반영할 필요성
필요 정도

응답자 수

백분율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0.73

필요하지 않음

7

5.11

보통

28

20.43

필요함

60

43.80

매우 필요함

41

29.93

137

100.00

계

만약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STEAM 교육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1> 총론에 STEAM 교육의 기본 취지 반영 효과
내용

매우 낮음

<------------->

응답자수(%)

매우 높음

평균
4.11

①

②

③

④

⑤

교과간 분리(칸막이) 현상의 완화

7
(5.69)

8
(6.50)

28
(22.76)

50
(40.65)

30
(24.39)

3.72

교사간 팀티칭(협력)의 확대

1
(0.81)

5
(4.03)

27
(21.77)

58
(46.77)

33
(26.61)

3.94

실생활 및 산업과 교육의 연계 활발

0
(0.00)

4
(3.23)

28
(22.58)

53
(42.74)

39
(31.45)

4.02

융합적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활발

0
(0.00)

2
(1.61)

17
(13.71)

55
(44.35)

50
(40.32)

4.23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 향상

0
(0.00)

2
(1.61)

14
(11.29)

58
(46.77)

50
(40.32)

4.26

학생들의 협동심 배양

1
(0.81)

1
(0.81)

28
(22.58)

60
(48.39)

34
(27.42)

4.01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1
(0.81)

1
(0.81)

15
(12.10)

56
(45.16)

51
(41.13)

4.25

학생들의 실제 문제해결력 향상

1
(0.81)

2
(1.61)

10
(8.06)

58
(46.77)

53
(42.74)

4.29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 양성

0
(0.00)

2
(1.61)

14
(11.29)

55
(44.35)

53
(42.74)

4.28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실제 문제해결력 향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 경우는 평균 4.29이고 효과가 높을 것이라
는 응답이 46.77%,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응답이 42.74%으로, 응답자의 총
89.51%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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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양성’(평균 4.28),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 향상’(평균
4.26),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평균 4.25)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융합적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활발’(평균 4.23)이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 관련자들이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융합인재교
육(STEAM)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반영할 때에 어떠한 요소들이 보완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2> 총론 반영 시 보완되고 체계화 되어야 할 요소
내용
추구하는 인간상
지향하는 사회상
교육목표(핵심역량)
3가지 학습준거틀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
교육과정 편성(내용체계, 관련 교과 지정)
교육과정 운영(인적 물적 자원) 지침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 지침

필요성
낮음
①
3
(2.42)
2
(1.63)
3
(2.42)
2
(1.61)
1
(0.81)
0
(0.00)
0
(0.00)

<----------->
②
5
(4.03)
4
(3.25)
1
(0.81)
2
(1.61)
6
(4.84)
8
(6.45)
3
(2.42)

③
34
(27.42)
35
(28.46)
21
(16.94)
27
(21.77)
15
(12.10)
18
(14.52)
14
(11.29)

④
45
(36.29)
50
(40.65)
49
(39.52)
45
(36.29)
52
(41.94)
54
(43.55)
50
(40.32)

응답자수(%)

필요성
높음
⑤
37
(29.84)
32
(26.02)
50
(40.32)
48
(38.71)
50
(40.32)
44
(35.48)
57
(45.97)

평균
4.07
3.87
3.86
4.15
4.09
4.16
4.08
4.30

융합인재교육(STEAM)을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반영할 때에 보완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요소는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 지침’으로, 평균 4.30이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내용체계, 관련 교과 지정)’, ‘교육목표(핵심역량)’ 순으로 보완되고 체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국가교육과정 총
론에 반영된다면 우선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지침이 융합인재교육(STEAM)에 적합
하도록 보완되어야 하고, 내용 체계나 관련 교사를 지정하는 등의 교육과정 편성을 교과를
융합하고 실생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취지를 반영해야
하며, 교육목표 설정 역시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핵심 취지와 내용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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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연구와 실천 경험을 종합하여 STEAM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
로 이끄는 “STEAM 교육과정기준”을 연구 개발하여 고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9.26%,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7.21%로, 총 76.47%가 필
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1-13> STEAM 교육과정기준의 필요성
필요 정도

응답자 수

전혀 필요하지 않음

백분율
0

0.00

필요하지 않음

10

7.35

보통

22

16.18

필요함

67

49.26

매우 필요함

37

27.21

136

100.00

계

만약 “STEAM 교육과정기준”을 연구개발한다면 어떤 형태로 개발되면 좋겠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STEAM 총론과 더불어 각 교과 적용 예시가 포함된 각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68.38%로 가장 많았다.
<표 1-14> STEAM 교육과정기준 개발 형태
STEAM 교육과정기준 개발 형태

응답자 수

백분율

STEAM 총론 + STEAM만의 독립된 각론

14

10.29

STEAM 총론 + 각 교과 적용 예시가 포함된 각론

93

68.38

STEAM 총론 + STEAM각론은 없고 각 교과 각론에 부분적으로 포함

15

11.03

STEAM 총론만

5

3.68

모두 필요함

9

6.62

136

100.00

계

STEAM 총론과 STEAM 각론 없이 각 교과 각론에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형태로 개발해
야한다는 의견이 STEAM 총론과 STEAM만의 독립된 각론을 개발해야한다는 의견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고, STEAM 총론만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68%로 가장 적었
다. 이러한 의견으로 보면, 융합인재교육(STEAM) 총론과 각론이 개발되어야 하고, 각론
에는 적용 예시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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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국어, 외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술, 체육 교과들이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본 취지를
얼마나 반영·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5> STEAM 교육 취지를 반영·구현할 수 있는 교과
교과

매우 낮음

<------------->

응답자수(%)

매우 높음

평균
3.88

①

②

③

④

⑤

국어(한문 등)

8
(6.50)

17
(13.82)

45
(36.59)

28
(22.76)

25
(20.33)

3.37

외국어(제2외국어 등)

22
(18.03)

35
(28.69)

39
(31.97)

17
(13.93)

9
(7.38)

2.64

사회(역사, 지리, 도덕 등)

3
(2.46)

7
(5.74)

37
(30.33)

42
(34.43)

33
(27.05)

3.78

수학

0
(0.00)

6
(4.92)

20
(16.39)

45
(36.89)

51
(41.80)

4.16

과학

0
(0.00)

0
(0.00)

2
(1.61)

19
(15.32)

103
(83.06)

4.81

기술가정(ICT 등)

0
(0.00)

2
(1.63)

8
(6.50)

30
(24.39)

83
(67.48)

4.58

예술(음악, 미술 등)

2
(1.63)

4
(3.25)

7
(5.69)

39
(31.71)

71
(57.72)

4.41

체육

6
(4.88)

25
(20.33)

38
(30.89)

39
(31.71)

15
(12.20)

3.26

분석 결과,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본 취지를 반영·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
과 중 ‘과학’에 대한 응답은 평균은 4.81이었고, 응답자 전체가 보통, 높음, 매우 높음에
응답하였다. ‘과학’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교과는 ‘기술가정(ICT 등)’으로 평균은
4.58이고, 응답자 중 98.37%가 보통 이상에 응답하였다. 본 설문 결과에서는 ‘예술(음악,
미술 등)’교과에 대한 응답이 평균 4.41로 ‘수학’교과에 대한 평균 4.16보다 높게 나왔다.
외국어 교과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2.64로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본 취지를 반
영·구현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차기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 교육과정에 STEAM 적용 가능 단원을 표기해 주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함이 51.47%, 매우 필요함이 31.62%로 총 83.09%
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 관련자들, 특히 응답자의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교사들이 교과 교육과정 단원에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표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5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표 1-16> STEAM 적용 가능 단원 표기
필요 정도

응답자 수

백분율

전혀 필요하지 않음

7

5.15

필요하지 않음

6

4.41

보통

10

7.35

필요함

70

51.47

매우 필요함

43

31.62

136

100.00

계

STEAM 요소를 각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면 어떤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이 36.2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
였고, ‘내용의 영역과 기준’이 33.13%였다. 반면 ‘학교급별 교육목표’는 3.07%로 가장 낮
은 응답율을 보였고, ‘평가’ 역시 3.68%로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앞서 응답자들은
‘STEAM의 교육적 특징’을 ‘교육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과
교육과정에 STEAM 요소를 포함시킨다면 교수학습 방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7> STEAM 요소 포함 영역
영역

응답자 수

백분율

추구하는 인간상

8

4.91

학교급별 교육목표

5

3.07

성격 및 목표

11

6.75

내용의 영역과 기준

54

33.13

교수학습 방법

59

36.20

평가
모두 포함
계

6

3.68

20

12.26

163

100.00

*일부 복수 응답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방안을 제시되어왔던 항목들이 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STEAM)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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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STEAM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
내용

매우 낮음

<--------->

응답자수(%)

매우 높음

평균
4.14

①

②

③

④

⑤

융합·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1
(0.81)

0
(0.00)

10
(8.13)

54
(43.90)

58
(47.15)

4.37

교과 내용을 핵심요소 중심으로 최소필수화
(minimum essentials)

1
(0.81)

3
(2.42)

15
(12.10)

41
(33.06)

64
(51.61)

4.32

STEAM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보급

0
(0.00)

1
(0.81)

7
(5.65)

55
(44.35)

61
(49.19)

4.42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STEAM 교육
확대·강화

0
(0.00)

1
(0.81)

19
(15.32)

51
(41.13)

53
(42.74)

4.26

체험, 관찰, 실험, 실기, 실습, 프로젝트
수업 강화

0
(0.00)

2
(1.63)

12
(9.76)

53
(43.09)

56
(45.53)

4.33

자기주도학습을 기반으로 한 팀 프로젝트,
협동학습 강조

0
(0.00)

2
(1.61)

14
(11.29)

51
(41.13)

57
(45.97)

4.31

ICT 및 미디어 활용 활성화

1
(0.81)

7
(5.65)

48
(38.71)

46
(37.10)

22
(17.74)

3.65

수행평가 및 서술형 평가 강화

2
(1.61)

13
(10.48)

30
(24.19)

51
(41.13)

28
(22.58)

3.73

준거지향평가(절대평가)의 확대

2
(1.61)

14
(11.29)

32
(25.81)

52
(41.94)

24
(19.35)

3.66

인적(교강사)·물적(시설 재정) 지원 확대

0
(0.00)

3
(2.42)

14
(11.29)

47
(37.90)

60
(48.39)

4.32

설문 결과, 평균 4.14로 대부분의 항목이 도움을 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각 항목을
보면 평균 4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도움을 주는 정도가 ‘높음’과 ‘매우 높음’에 응답
한 수가 90% 이상인 항목은 ‘STEAM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보급’과 ‘융
합·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이었다.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 관련자들은 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STEAM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보급’이 도움을 주는 정도가 높다는 응답은 44.35%, 매우 높다는 응답은 49.19%로,
응답자의 93.54%가 도움을 주는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융합·역
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역시 도움을 주는 정도가 높다는 응답은 43.90%, 매우 높다는
응답은 47.15%로, 91.06%가 도움을 주는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STEAM 교육 관련자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를 위해 이 두 항목을 필요로 하
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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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법으로 STEAM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참고하기 위하여, 두 개의 교
육과정 문장을 제시하고 각 문장이 STEAM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
였다. 먼저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운다”에 대한 응답율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5.74%, 그렇지 않
다가 12.30%, 보통이 25.41%, 그렇다가 40.16%, 매우 그렇다가 16.39%로, 총 56.55%
가 STEAM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총 18.04%는 STEAM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문장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김치, 한복, 온돌 등에 담긴 조상들의 멋과 슬
기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의식주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
다가 7.32%, 그렇지 않다가 23.58%, 보통이 29.27%, 그렇다가 31.71%, 매우 그렇다가
8.13%로, 총 39.84%가 STEAM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총
30.90%는 STEAM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문장이라고 응답했다.

다. 결과 해석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융합인재
교육(STEAM)의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하여, 교사가 95.68%를 차지했던 응답자 중
STEAM 교육이 도입기에 있다고 인식한 경우가 많았고, 더 나아가 정착기 이상이라는 응
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현재 위치를 의미한다. 도입기
이상의 단계에 있다고 인식되는 이상, STEAM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
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TEAM 교육 관련자들의 STEAM 교육의 실
행과 관련하여 STEAM 교육의 실천 방법과 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은 STEAM 교육 실행과 관련된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융합인재교육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교
육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STEAM 교육 실시 저해 요인으로 교과 내용이 많다는 점과 이론과 암
기 위주의 학습 풍토, 그리고 STEAM 교육 관련된 내용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므로, 추후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STEAM 교육의 교육적 특성을 ‘교육방법’이라고 본 설문 결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물론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모두에 해당된다는 응답율도 높았으나,
STEAM 교육 관련자들이 STEAM 교육을 교육방법이라고 보고 있다는 결과는 STEA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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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STEAM 교육이 실생
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교과 간 융합 추구는 교육방법만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방법은 교육목표에서부터 비롯되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즉 교육내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융합인재교육(STEAM) 발전 방향 및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 관련자들이 STEAM 교육
의 핵심 취지를 교과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협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고
학교 과목을 상호 연계(융합,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창의력과 문제해
결력이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발전 방안 중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STEAM 교육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고, 총론에 반영할 경
우 긍정적인 효과, 예를 들면 학생들의 실제 문제해결력이 향상되고,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
재 양성이나 융합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추후 국가교
육과정 총론에 STEAM 교육의 기본 취지를 반영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반영
방법 중 그리고 만약 총론에 STEAM 교육의 기본 취지를 반영한다면,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 지침과 교육과정 편성부터 보완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STEAM 교육과정기준을 연구 개발하여 고시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상
당히 높은 비율의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그리고 STEAM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한다면
STEAM 총론과 더불어 각 교과 적용 예시가 포함된 각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
다. 또한 응답자들은 STEAM 교육의 취지를 반영·구현할 수 있는 교과로 과학, 기술가정,
예술, 수학 교과라고 답하였고, 교과 교육과정에 STEAM 적용 가능 단원을 표기해 주는 것
이 필요하며, 특히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 영역과 기준에 STEAM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다. 또한 STEAM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개발·보급되
어야 하고 융합·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다. 따라서
추후 STEAM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할 때에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STEAM 교육 관련자들 중에서도 융합인재교육(STEAM) 전국 워
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했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교사였기 때문에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의 이러한 요구를 염
두에 두고 정책 지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융합인재교육(STEAM) 발전 방향과 방안을 결정한
다면, 융합인재교육(STEAM)의 성공적 실행과 확산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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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서 실시한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문
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방법
가. 조사 대상
설문조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로 2013년 12월 4일에 개최된 [2013년 융합인재교육
(STEAM) 플랫폼 디자인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육 관련자들과 2013년 12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STEAM 리더스쿨 및 교사연구회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가 이루
어졌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186명이었다.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된 응답자의 개인
배경에 대한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1> 조사 대상의 일반적 배경
구분
성별

연령

응답자 수(%)

구분

남

88(47.83)

과학

여

96(52.17)

기술가정(특성화고 교과)

20대

13(6.99)

30대

84(45.16)

40대

53(28.49)

50대 이상

36(19.35)

교사

컴퓨터공학(정보)
분야

77(42.31)
12(6.59)
6(3.30)

수학

13(7.14)

인문사회

12(6.59)

예술

11(6.04)

교육학

27(14.84)

교장(감)

5(2.70)

기타

24(13.19)

장학·연구사(관)

6(3.24)

리더스쿨 교원

46(11.59)

비교원/연구원/대학원생

4(2.16)

교사연구회원

128(32.24)

교수

3(1.62)

STEAM

미래형 과학교실 교원

5년 미만

18(9.84)

관련

연수강사 경력

44(11.08)

교육

5 - 10년

47(25.68)

경험

교재개발 참여

40(10.08)

경력

11 - 20년

64(34.97)

21년 이상

54(29.51)

직업

167(90.27)

응답자 수(%)

(중복)

관련 업무 담당자
연수받은 경험
별다른 경력 없음

2(0.50)

38(9.57)
95(23.93)
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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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대부분이 교사(90.27%)였다는 점은 본 설문조사가 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자에는 인문사회,
실과/기술가정, 컴퓨터 공학, 수학, 예술 분야 등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교육 담당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과학분야 교육 담당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 중
교사연구회원이 가장 많았고, 연수 이수 경험자, 리더스쿨 교원이 많았다. 이는 응답자들
이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현장 경험과 교육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융합인재교육
(STEAM)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나.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현재 융
합인재교육(STEAM)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들의 관련 지식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설문 문항 초안을 개발한 후 교육과정 전문가 및 수학, 과학, 인문사회학 등의 교과전문가
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검토의견을 추가하면서 수정해 나갔다.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재차 수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2-2> 설문 문항 구성 내용
영역
응답자 특성
학교현장에서의
STEAM 교육의
문제점

STEAM 교육의
개선 방안

문항 구성
성별, 연령, 직업, 교육경력, 분야, STEAM 관련 경험

6

학교에서 실시되는 STEAM 교육의 형태, 학교 현장의 STEAM 교육의 문제점,
STEAM 교육 관련 정책의 문제점, 과학기술 수업 부실의 이유, STEAM 교육의
최근 경향성

6

STEAM 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

13

STEAM 교육과정 기준의 필요성, 과학에서 ‘관찰과 실험’과 기술에서 ‘실기와
실습’ 시간의 별도 표기 방법의 필요성, STEAM 교육의 핵심 취지, STEAM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한 내용

4

교과 내용 과다의 문제 해결 방안

5

STEAM 교육과 관련 있는 수업방법

8

STEAM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역량

8

STEAM 교육 활성화 방안

14

계

24

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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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은 응답자 특성을 파악하는 부분
이다. 응답자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 교육경력에 대한 문항과 담당하고 있는 교과분야가
무엇인지,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지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학교현장에서의 융합인재교육(STEAM)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학교
에서 STEAM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학교 현장의 STEAM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STEAM 교육 관련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과학기술 수업 부실의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STEAM 교육이 최근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STEAM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STEAM 교육의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STEAM 교육과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지, 과학에서 ‘관찰과 실험’과 기술에서 ‘실기와 실습’ 시간의 별도 표기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STEAM 교육의 핵심 취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STEAM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과 내용 과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STEAM 교육과 관련 있는 수업방법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STEAM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STEAM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하였다.
설문 문항 중 응답자가 생각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 실시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 교과 내용 과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양한 수업방법
들과 STEAM 교육의 관련성, STEAM 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 STEAM 교육 활
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그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Likert 5점 척
도를 사용해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의 융합인재교육(STEAM)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단순통계분석
에 의해 백분율과 평균을 추출하였다.

2. 조사 결과
가. 학교 현장에서의 융합인재교육(STEAM)의 문제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문제점
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학교 현장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가 어떤 것인
지 설문하였다. 그 결과 ‘교과 연계 STEAM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49.0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주제형 STEAM 프로그램은 25%, 방과후학교의 주제형 STEAM 프로
그램 14.22%, 방과후학교의 교과연계 STEAM 프로그램 7.84%, 축제 및 행사의 STEAM
booth 프로그램 2.45%, 기타 1.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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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STEAM 프로그램
STEAM 프로그램의 형태

응답자수

교과 연계 STEAM 프로그램

백분율(%)
100

49.02%

주제형 STEAM 프로그램

51

25.00%

방과후학교의 교과연계 STEAM 프로그램

16

7.84%

방과후학교의 주제형 STEAM 프로그램

29

14.22%

축제 및 행사의 STEAM booth 프로그램

5

2.45%

기타

3

1.47%

204

100.0

계
문 1) 학교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STEAM 프로그램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5, 2%

3, 2%

29, 14%
① 교과 연계 STEAM 프로그램
② 주제형 STEAM 프로그램
③ 방과후학교의 교과연계 STEAM

16, 8%

100, 49%

프로그램
④ 방과후학교의 주제형 STEAM
프로그램
⑤ 축제 및 행사의 STEAM booth

51, 25%

프로그램
⑥ 기타

[그림 2-1]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STEAM 프로그램

융합인재교육(STEAM)을 하는데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교사들의 인식, 이해, 의지 부족이라는 응답이 34.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STEAM 수업을 할 만한 시수 부족이 23.83%, STEAM 요소를 통합하는 능력 부족 16.06%,
수업 자료, 교재 부족 10.88%, 수업 계획 및 운영 능력 부족 3.63%로 나타났다.
<표 2-4> STEAM 교육에서 교사의 문제점
교사의 문제점

응답자수

백분율

교사들의 인식, 이해, 의지 부족

66

34.20%

수업 자료, 교재 부족

21

10.88%

STEAM 요소를 통합하는 능력 부족

31

16.06%

7

3.63%

STEAM 수업을 할 만한 시수 부족

46

23.83%

수업을 위한 시설과 설비 부족

22

11.40%

193

100.00

수업 계획 및 운영 능력 부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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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을 하는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25.13%, 학습량 증가에 따른
학습 부담이 24.06%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STEAM을 위한 기초소양능력 부족
21.39%, 참여 및 활동 증가에 따른 부담 14.97%, 기존 교과 수업에 방해를 준다는 인식
25.13%, 흥미와 적극성 부족 4.81%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STEAM 교육에서 학생의 문제점
학생의 문제점

응답자수

흥미와 적극성 부족

백분율

9

4.81%

STEAM을 위한 기초소양능력 부족

40

21.39%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47

25.13%

기존 교과 수업에 방해를 준다는 인식

18

9.63%

참여 및 활동 증가에 따른 부담

28

14.97%

학습량 증가에 따른 학습 부담

45

24.06%

187

100.00

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STEAM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부재가 3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과 현장과의 소통, 홍보 부족이 24.61%, STEAM이 반영되 b지 않은 평가 시스템이
23.04%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10.47%, 교육을 위한 시설과 인프
라 부족이 9.95%로 나타났다.
<표 2-6> STEAM 교육 관련 정책의 문제점
STEAM 교육 관련 정책의 문제점

응답자수

백분율

정책의 일관성 부족

20

10.47%

정책과 현장과의 소통, 홍보 부족

47

24.61%

STEAM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기준의 부재

61

31.94%

STEAM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 시스템

44

23.04%

교육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 부족

19

9.95%

0

0.00%

191

100.00

교사 연구 프로그램의 부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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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함에 있어 저해 요인으로 알려진 항목
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저해 요인들에 대
한 문제 인식 정도의 전체 평균은 3.74으로 이는 제시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보통 이상으
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하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진
도빼기에 급급할 정도로 많은 교과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평균 4.36이고 저
해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7.03%,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8.38%로
총 85.41%가 교과 내용이 많은 것이 학교 현장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하는
것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STEAM 교육을 하기에는
비약한 시설과 예산으로 저해 정도가 높다가 78.50%, 평균 4.12였으며 3순위는 STEAM
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저해 정도가 높다가 79.03%, 평균 4.08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교과 내용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더불어 STEAM
교육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예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2-7> STEAM 교육 실시 저해 요인
내용
STEAM에 대한 교사, 관리자 등의
이해 부족
STEAM에 관한 일관된 논리나 체계성,
명료성 부족
STEAM 교육 관련 교육과정, 교과서에
미반영 현실
STEAM 교육 관련 개발된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부족
학교 수업에서 교과간 단절·분할 현상
진도빼기에 급급할 정도로 많은 교과 내용
이론, 암기 위주의 학습 풍토
40·45·50분 단위 수업시간 운영 관행
STEAM 교육을 하기에는 빈약한 시설과 예산
선다형, 객관식 시험 풍토
관련 교과에 대한 지식 부족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부족
STEAM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부족

28

매우
아님
1
17
(9.14)
14
(7.53)
5
(2.70)
10
(5.41)
3
(1.62)
3
(1.62)
3
(1.61)
8
(4.32)
1
(0.54)
6
(3.24)
11
(5.95)
11
(6.01)
3
(1.61)

<------------->
2
12
(6.45)
19
(10.22)
11
(5.95)
31
(16.76)
19
(10.27)
4
(2.16)
19
(10.22)
37
(20.00)
17
(9.14)
13
(7.03)
39
(21.08)
22
(12.02)
11
(5.91)

3
30
(16.13)
42
(22.58)
30
(16.22)
59
(31.89)
35
(18.92)
20
(10.81)
42
(22.58)
37
(20.00)
22
(11.83)
44
(23.78)
48
(25.95)
56
(30.60)
25
(13.44)

4
81
(43.55)
82
(44.09)
67
(36.22)
64
(34.59)
71
(38.38)
50
(27.03)
62
(33.33)
59
(31.89)
68
(36.56)
58
(31.35)
67
(36.22)
74
(40.44)
76
(40.86)

응답자수(%)

매우
그러함
5
46
(24.73)
29
(15.59)
72
(38.92)
21
(11.35)
57
(30.81)
108
(58.38)
60
(32.26)
44
(23.78)
78
(41.94)
64
(34.59)
20
(10.81)
20
(10.93)
71
(38.17)

평균
3.74
3.68
3.50
4.00
3.28
3.84
4.36
3.84
3.49
4.12
3.85
3.23
3.33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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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에게 과학의 관찰과 실험, 기술의 실기와 실습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업 내용 과다와 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47.03%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다음은 시설과
설비, 재료와 자재의 확보 어려움 33.51%, 교사의 실험 실습에 대한 의지 부족 13.51%,
평가 방법과 결과 표기의 상치 5.95%로 과학의 관찰과 실험, 기술의 실기와 실습이 잘 안
되는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찬가지로 교과 내용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변화, 시설의 확충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표 2-8> 과학의 관찰과 실험, 기술의 실기와 실습이 잘 안 되는 이유
과학의 관찰과 실험, 기술의 실기와 실습이 잘 안되는 이유

응답자 수

백분율

수업 내용 과다와 시간 확보 어려움

87

47.03%

시설과 설비, 재료와 자재의 확보 어려움

62

33.51%

교사의 실험 실습에 대한 의지 부족

25

13.51%

수업과 평가 방법과 결과 표기의 상치

11

5.95%

185

100.00

계

융합인재교육(STEAM)의 최근 경향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상당
기간 지속가능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라고 보는 응답이 39.78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할만한 교육과정’이라는 응답이 24.73%,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발
전 가능성이 높은 교육정책이라는 응답이 20.97%, 한때 유행하는 교육경향이나 운동이라
는 응답이 14.52% 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대부분이 융합인재교육(STEAM)의 경향
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STEAM 교육 관련자들이 융합인재교육
(STEAM)을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나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본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표 2-9> STEAM 교육의 최근 경향성
최근 경향성

응답자 수

백분율

상당기간 지속가능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74

39.78%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교육정책

39

20.97%

앞으로 추구해야할만한 교육과정

46

24.73%

한때 유행하는 교육경향이나 운동

27

14.52%

186

100.00

계

29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나.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개선 방안
학교현장에서의 융합인재교육(STEAM)의 발전 방향과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직접 관련된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 관련자들은 어떠한 의
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연구와 실천 경험을 종합하여 STEAM 교육을 올바른 방향
으로 이끄는 “STEAM 교육과정기준”을 연구 개발하여 고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
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3.55%,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7.63%로, 총
81.1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2-10> STEAM 교육과정기준의 필요성
필요 정도

응답자 수

백분율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0.54%

필요하지 않음

5

2.69%

보통

29

15.59%

필요함

81

43.55%

매우 필요함

70

37.63%

186

100.00

계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실험 및 실습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에서 ‘관찰과 실험’, 기술에
서 ‘실기와 실습’ 시간을 별도로 분리 배정하는 표기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
한 결과 찬성이 39.67%, 매우 찬성이 13.04%로 총 52.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관찰과 실험, 실기와 실습 시간을 분리 배정하는 표기 방법
필요 정도

응답자 수

백분율

매우 반대

12

6.52%

반대하는 편

45

24.46%

보통

30

16.30%

찬성하는 편

73

39.67%

매우 찬성

24

13.04%

184

100.00

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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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의 핵심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교과수업을 통
해 학습자의 창의적・협동적 문제해결력 신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39.0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실생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본취지를 응답자
들이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35.83%가 ‘과학, 기술, 수학, 예술 등의 학
교 과목을 상호 연계(융합, 통합)’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교과 간
융합 혹은 통합을 통해 개발된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2> STEAM 교육의 핵심 취지
STEAM 교육의 핵심 취지

응답자 수

백분율

과학, 기술, 수학, 예술, 등의 학교 교과 내용을 상호 연계(융합, 통합)

67

35.83%

교과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협동적・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73

39.04%

교과수업을 생활이나 산업의 실제 문제와 연계

22

11.76%

과학, 기술, 수학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동기, 흥미, 관심 향상

21

11.23%

4

2.14%

187

100

과학, 기술, 수학, 예술 분야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계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에도 걸림돌이 되며, 진도 마치기에도 벅찬 교과 내용 과다 문
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해결 방안들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체 평균이 3.83으로 제시된 대부분의 방안들
이 보통 이상으로 교과 내용 과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교과 내용 과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교과교육과정기준을 큰 핵심개념
(Big ideas)이나 큰 주제영역(strand)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평균
4.17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4.02%,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1.30%이었으며, 총 85.32%가 교과 내용 과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과교육과정기준을
큰 핵심개념(Big ideas)이나 큰 주제영역(strand)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적절하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을 잘 아는 우수한 교사들이 주도하여 교육과정기준과 교과서를 개
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1.62%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38.92%가 매우 적절하다고 보아 총
80.54%가 교과 내용 과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수업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포함할 교과 내용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85%, 교과교육과정기준은 대강화(핵심화)하고 소소한 내용은 수업할 교사에게 맡긴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67.04%,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고려해서 역으로 교육과정기준을
구성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61.09%가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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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교과 내용 과다 문제 해결 방법
매우
부적절

내용

응답자수(%)

<------------->

매우
적절

평균
3.83

1

2

3

4

5

현장을 잘 아는 우수한 교사들이 주도하여
교육과정기준과 교과서를 개발한다.

4
(2.16)

12
(6.49)

20
(10.81)

77
(41.62)

72
(38.92)

4.06

교과교육과정기준을 큰 핵심개념(Big ideas)
이나 큰 주제영역(strand)로 대폭 줄인다.

0
(0.00)

9
(4.89)

18
(9.78)

81
(44.02)

76
(41.30)

4.17

교과교육과정기준은 대강화(핵심화)하고
소소한 내용은 수업할 교사에게 맡긴다.

10
(5.43)

24
(13.04)

34
(18.48)

63
(34.24)

53
(28.80)

3.64

수업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포함할 교과
내용을 정한다.

5
(2.73)

11
(6.01)

41
(22.40)

69
(37.70)

57
(31.15)

3.82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고려해서
역으로 교육과정기준을 구성한다.

7
(3.80)

25
(13.59)

58
(30.98)

57
(30.98)

37
(20.11)

3.46

STEAM 교육 관련자들이 STEAM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
하기 위해 설문한 결과 수업 방법 실습 50.00%, 프로그램 개발 방법 30.53%, 평가 방법
8.42%, 관련 타 교과 내용 6.84%, 관련 이론 심화 3.16%, 기타 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STEAM 수업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어 가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의 연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14> STEAM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내용
관련 이론 심화

응답자수

백분율
6

3.16%

프로그램 개발 방법

58

30.53%

관련 타 교과 내용

13

6.84%

수업 방법 실습

95

50.00%

평가 방법

16

8.42%

2

1.05%

기타

융합인재교육(STEAM)에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수업방법들을 제시하고 STEAM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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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제시된 수업 방법들에 대한 관련성 인식 정도는 전체 평균이 4.21로 제시
된 대부분의 수업 방법들이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의 방법만이
평균 2.81로 낮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인재교육
(STEAM)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수업방법은 프로젝트 학습, 문제해결 학습, 협동
학습, 설계기반 학습, 실험과 실습, 산출물 만들기, 토론, 강의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5> 수업방법과 STEAM 교육과의 관련성

응답자수(%)

매우
낮음
1
0
(0.00)

2
0
(0.00)

3
6
(3.24)

4
37
(20.00)

매우
높음
5
142
(76.76)

설계기반 학습

0
(0.00)

2
(1.08)

15
(8.11)

70
(37.84)

98
(52.97)

4.40

문제해결 학습

0
(0.00)

0
(0.00)

6
(3.24)

48
(25.95)

131
(70.81)

4.65

협동 학습

0
(0.00)

3
(1.62)

14
(7.57)

62
(33.51)

106
(57.30)

4.44

실험과 실습

0
(0.00)

2
(1.08)

24
(12.97)

67
(36.22)

92
(49.73)

4.32

산출물 만들기

4
(2.16)

6
(3.24)

14
(7.57)

70
(37.84)

91
(49.19)

4.26

강의

13
(7.03)

52
(28.11)

83
(44.86)

28
(15.14)

9
(4.86)

2.81

토론

0
(0.00)

6
(3.24)

32
(17.39)

84
(45.65)

62
(33.70)

4.05

내용
프로젝트 학습

<------------->

평균
4.21
4.71

다음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협동력, 융합력, 통합력, 종합력, 실험, 관찰 능력, 구안
설계 능력, 고장수리, 분해 조립 및 제작 능력들을 제시하고,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
해 실제로 어느 정도 길러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 설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이
4.32로 모든 내용들이 잘 길러질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가장 잘 길러질 수 있다고
인식되는 것은 평균 4.58인 문제해결력으로 높음 32.97%, 매우 높음이 63.78%로 총
96.75%가 문제해결력이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잘 길러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그 다음으로 평균 4.45인 창의력은 총 91.89%가, 평균 4.44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총 90.27%가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잘 길러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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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역량은 문제해결력, 창의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협동력, 구안 및 설계 능력, 융합력, 통합력, 종합력, 실험 관찰 능력, 고장수리, 분해 조립
및 제작 능력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STEAM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

응답자수(%)

매우
못 기름
1
1
(0.54)

2
1
(0.54)

3
13
(7.03)

4
64
(34.59)

매우
잘 기름
5
106
(57.30)

문제해결력

0
(0.00)

0
(0.00)

6
(3.24)

61
(32.97)

118
(63.78)

4.58

자기주도학습능력

0
(0.00)

1
(0.54)

17
(9.19)

62
(33.51)

105
(56.76)

4.44

협동력

0
(0.00)

2
(1.09)

16
(8.70)

67
(36.41)

99
(53.80)

4.38

융합력, 통합력, 종합력

0
(0.00)

2
(1.09)

11
(5.95)

61
(32.97)

111
(60.00)

4.33

실험, 관찰 능력

0
(0.00)

0
(0.00)

27
(14.75)

77
(42.08)

79
(43.17)

4.21

구안 및 설계 능력

0
(0.00)

1
(0.54)

15
(8.11)

84
(45.41)

85
(45.95)

4.34

고장수리, 분해 조립 및 제작 능력

0
(0.00)

9
(4.86)

55
(29.73)

77
(42.08)

44
(23.78)

3.82

내용
창의력

<------------->

평균
4.32
4.45

마지막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어왔던 항목들이 학교 현장
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
는지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평균 4.21로 대부분의 항목이 도움을 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각 항목을
보면 평균 4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도움을 주는 정도가 ‘도움됨’과 ‘매우 도움
됨’에 응답한 수가 90% 이상인 항목들은 교재, 교구의 개발 보급, 시설, 설비, 재료, 자재
지원, 교사 연구팀 및 참여 교사 지원, 교육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꾸준한 지원이었다. 이
중에서도 교육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꾸준한 지원은 96.23%가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개
선 방안으로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다음은 시설, 설비, 재료, 자재 지원과
관련 교재, 교구의 개발 보급을 91.93%가, 교사 연구팀 및 참여 교사 지원은 91.90%가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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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재교육(STEAM)의 개선 방안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항목들을 보면 융합인재교육(STEAM)이 제대로 시
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7> STEAM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응답자수(%)

매우
도움안됨
1
3
(1.61)

2
7
(3.76)

3
19
(10.22)

4
81
(43.55)

매우
도움됨
5
76
(40.86)

특정 교과에 집중해 STEAM 내용 강화

10
(5.38)

28
(15.05)

47
(25.27)

64
(34.41)

37
(19.89)

3.48

여러 교과에 분산해 STEAM 내용 강화

4
(2.15)

18
(9.68)

47
(25.27)

77
(41.40)

40
(21.51)

3.74

창의적 체험활동에 STEAM 개설 확대

3
(1.61)

6
(3.23)

27
(14.52)

77
(41.40)

73
(39.25)

4.13

주말, 방학 프로그램에 STEAM 개설 확대

1
(0.54)

10
(5.38)

40
(21.51)

67
(36.02)

68
(36.56)

4.03

관련 교재, 교구의 개발 보급

0
(0.00)

1
(0.54)

14
(7.53)

79
(42.47)

92
(49.46)

4.41

수업 및 평가 방법 연수

0
(0.00)

2
(1.08)

20
(10.81)

79
(42.47)

84
(45.41)

4.30

융합 관련 타 교과 내용 연수

0
(0.00)

7
(3.76)

26
(13.98)

73
(39.25)

80
(43.01)

4.22

STEAM에 맞는 평가 방법 개발 보급

0
(0.00)

1
(0.54)

18
(9.68)

82
(44.32)

84
(45.41)

4.33

STEAM 전문가의 수업 컨설팅

2
(1.08)

3
(1.61)

26
(13.98)

72
(38.92)

82
(44.32)

4.20

시설, 설비, 재료, 자재 지원

0
(0.00)

0
(0.00)

15
(8.06)

63
(33.87)

108
(58.06)

4.50

교사 연구팀 및 참여 교사 지원

0
(0.00)

1
(0.54)

14
(7.53)

66
(35.68)

104
(56.22)

4.46

STEAM 관련 행사 체험 확대

2
(1.08)

0
(0.00)

24
(12.90)

68
(36.56)

92
(49.46)

4.33

교육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꾸준한 지원

0
(0.00)

0
(0.00)

7
(3.76)

50
(26.88)

129
(69.35)

4.66

내용
STEAM 교육과정기준 고시

<------------->

평균
4.21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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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해석
본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설문 조사의 응답자는 90.27%가 교사로 학교 현장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융합인재교육
(STEAM)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한 결과이며 학교 현장의 이러한 요구를 염두에
두고 정책 지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융합인재교육(STEAM) 발전 방향과 방안을 결정한다면,
융합인재교육(STEAM)의 성공적 실행과 확산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의 형태로 교과 연
계 STEAM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교과 수업 속에서 이루이
질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교과 진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할 것이다.
셋째,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하는데 교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교사들의 인식,
이해, 의지 부족과 STEAM 수업을 할 만한 시수 부족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학습량 증가에 따른 학습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와 학생 모두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필요성 및 효과성
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융합인재교육(STEAM)이 이루이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
로 나타난 정책과 현장과의 소통, 홍보 부족과 연결된다. 즉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에 의
해 펼치는 교육 정책이 아니라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교육주
체들의 충분한 자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융합인재교육(STEAM)이 이
루이질 수 있는 시간 확보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 실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진도빼기
에 급급할 정도로 많은 교과 내용, 빈약한 시설과 예산, STEAM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부족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 내용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변화가 필
요할 것이며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시설 및 예산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과학의 관찰과 실험, 기술의 실기와 실습이 잘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업 내용
과다와 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학에서 ‘관찰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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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서 ‘실기와 실습’ 시간을 별도로 분리 배정해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하
고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
는 과학과 기술과의 시간 배정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융합인재교육(STEAM)에도 걸림돌이 되며, 진도 마치기에도 벅찬 교과 내용 과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교육과정기준을 큰 핵심개념(Big idea)이나 큰 주제영역
(strand)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융합인재교육
(STEAM)의 주체가 되는 현장의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과정기준과 교과서 개발에 참여해
야 할 것이다.
일곱째,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과 관련하여 교육 관련자들은
문제해결력, 창의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협동력, 구안 및 설계 능력, 융합력, 통합력, 종합
력, 실험 관찰 능력, 고장수리, 분해 조립 및 제작 능력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
한 기대 역량을 고려하여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잘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교육당국의 확고
한 의지와 꾸준한 지원’, ‘시설, 설비, 재료, 자재 지원’, ‘관련 교재, 교구의 개발 보급’, ‘교
사 연구팀 및 참여 교사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의견이었다. 이와 같이
융합인재교육(STEAM)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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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홍 후 조 교수

1. 서론
융합인재교육(STEAM)이 초창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교의 정규 수업 과정으로 진출
하려고 했을 때 몇 가지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 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의 핵심 질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융합인재교육은 각 학교급의 어떤 교과에서
어느 정도로 구현되어야 할까? 둘째, 그 구현을 위해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어
떤 조치가 필요한가? 셋째, 융합인재교육이 학교수준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융합인재교육이 적용될만한 곳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
려고 한다. 각 학교급과 주요 집단 및 교과에 대해 융합인재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정도를
검토를 해본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기존 혹은 앞으로 개발 고시될 국가교육과
정기준 총론과 각론은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육과정기준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기준의 현장 실행에 대한
제반 조치 사항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어떤 교육 이념이나 정책이든 교육과정 문서만
으로 구현되기 어려우므로 그 후속되는 교과서 개발, 교원 양성과 연수, 수업, 교육평가,
교육정책 및 교육 문화 풍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2. 융합인재교육의 특성과 목표(platforms) 형성
가. 융합인재교육이 지향하는 과학과 기술 교육의 성격과 목표
교육과정기준 문서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 혹은 학교급이나 교과의 교육 청사진을 보여
주는 ‘교육종합계획서’이거나 그간의 해당 교육이 안고 있는 적폐를 해소하는 ‘교육종합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과교육 중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한 것은 최근의 영
어과 외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국어과의 경우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독해나 문법에
서 일상적인 언어구사능력 위주로 교과교육목표를 변경하였고 최근 논술 등을 강조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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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직 뚜렷한 변화를 찾기 어렵다. 과학과 기술(실과, 기술·가정, 특성화고 직업기술
과목 등을 통칭함)의 경우도 질문의 탐구 및 대답을 위한 실험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습이
나 실기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별다른 발전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초중등학교
교육의 마무리를 EBS 인터넷 방송 연계된 범위에서 수능문제 풀이가 되고 있다.
교과의 진정한 변화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다가 바뀐 방식으로 하려니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하소연이 교사들로부터 나올 때 그 환골탈태는 방증된다. 가령 최근의 영어가
그러했고, 1990년대 중후반 열린교육 때 초등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학교를 그만두
는 사태가 일어났다. 과학 기술 교육이 진정으로 변화했다면 실험과 실습을 하지 않던 교사
들이 융합인재교육 등을 계기로 바꾸려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호소할 때 변화는 시작된
다고 할 수 있다. 아직 그런 일은 과학 기술 분야 교육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융합
인재교육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먼저 융합인재교육의 대두 배경부터 간단히 언급해보기로 한다.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온 것은 과학기술이었다(로버트 루트번스타인, 2012). 식의주 생활, 교통과
통신, 전기 전자 등 온갖 분야에서 인류가 괄목한 발전을 이룩한 것은 과학기술이 그 발전
을 선도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산업화에 이어 정보화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에 앞서
가는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전자, 가전기기,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우리나
라는 다른 나라에 앞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가장 앞선 나라의 과
학기술은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인 도전과 선도에 의해 발전한다.
흔히 산업화와 정보화에 앞선 발전을 이룩한 것은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 분야에서 인문사회과학은 ‘이념’에, 과학기술은
‘이론’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높다. OECD 국가들의 과학기술 수업 실태를 비교해보아도
우리처럼 이론적으로 과학기술교육을 하고 제대로 수업했다고 하는 나라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향후 PISA, TIMSS 등 국제비교학력평가도 컴퓨터를 이용한 수행평가를 위주로
바뀐다고 한다. 과학, 기술 등의 수업에서는 수능형의 정답맞히기에 골몰하는 동안 관찰,
실험, 실습, 실기 등 직접 해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 또한 TIMSS, PISA 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분야에서 겉성적은 상위권이지만, 그 성적을 위해 들인 시간은 가장 길어 학습효율성이
가장 낮은 편이고, 학습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이 분야에의 흥미도, 자신감, 호감도, 진로
결정 등은 매우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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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공계에 대한 오해로 이 분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4년제 대학졸업자 중에서도 제대로 된 직업기술을 못 배워 이를 제대로 가르치는 전문대학
으로 회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애플, 구글, 삼성 등의 기업을 볼 때
직업을 새로이 창출하고 식의주 생활에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이공계 분야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창의적 도전은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보면 초중등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효
과적이다. 그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융합인재교육이다.
융합인재교육은 학생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배우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실험하고 탐구하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이나 방법을 실행할 줄 알고, 또한 호기심을 갖고 여기에 도전하
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백윤수 외, 2012; 조향숙 외, 2012). 융합인재교육
을 통해 과학, 기술 수업 시간에는 최소한 필수적으로 해 보아야 할 관찰, 실험, 실기, 실
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사교육, 연수, 자료, 수업시간 확보, 과학
기술 수업 자체, 교내 평가, 대입시 등에 대한 이제까지의 인식 자체를 확실하게 바꿀 필
요가 있다. 즉 직업 현장, 연구 개발 현장에서는 실험 실습 없는 과학기술은 상상하기 어
려우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험 실습 없는 과학 기술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융합인재교육은 실험과 실습 있는 과학과 기술교육만을 지향하지 않지만, 그 핵심적인
속성과 변화는 실험과 실습을 실제로 제대로 하는 과학과 기술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이상적인 교육 상황으로 나아가려면 현재 어떤 폐단을 극복해야 밝히고 교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융합인재교육 교육과 관련된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일
반적인 교육의 폐단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측면이다. 교과간 분리 고립 분산 교육, 그 내용과 방법에서 교과답지 않은 교육,
평가에 의한 교육 왜곡이다.
첫째, 교과간 분리의 폐단이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기본적으로 분리, 고립, 분산된 교
육이 실제 사회나 자연 세계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자연적 생태계를 이루고 있음에도 교과에서는 이를 과도하게
고립시킨다. 특정 교과의 고유한 개념, 접근방법 등은 사실상 이름만 다를 뿐 다른 교과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에서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을 왜곡한 면이 많다.
고유한 탐구대상, 고유한 탐구결과, 고유한 접근방법, 고유한 탐구자집단 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교과는 각자의 ‘성(silo)’을 쌓았다. 실사회경험이 적고 사회의 운용체계를
잘 모르는 학생들만 거기에 갇히게 되었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계기로 교과들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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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되고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은 기술을 통해 좀더 실제화될 필요가 있고, 기술은
과학을 통해 좀 더 원리와 법칙에 기반해야 하며, 수학은 기술과 과학에 모태가 되어주어
야 할 것이다. 과학의 기술화, 기술의 과학화는 연구 개발자나 직업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것이다. 중복이 지나쳐서는 안 되겠지만 자연계에서, 사회계에서 서로 연결된 것이 실제적
임을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인식시키고 그 기회를 주어야할 것이다.
둘째, 교과내용의 과다를 덜어내고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수업이 안 되도록 하는 일이
다. 그간 교과교육과정기준도 내용이 많고, 이를 해설, 해석한 교과서는 더 두껍고 많아서
교사는 진도 나가기에 급급할 정도가 되었다. 차분히 실험 실습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
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몇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1) 목표 중심으로 교과교육과정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2) 주요영역(strand)의 핵심주제
(big ideas)를 중심으로 교과교육과정기준을 작성하는 것이다. 지금의 단원-장-절-차시
까지가 아니라 단원-장-절을 중심으로 엮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단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다. 3)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의 주체를 우수한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4) 수
업활동을 실험 관찰, 실기 실습 중심, 활동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초중학교에서
과학기술 교육에서는 가급적 공식 등을 없애는 방법이다. 5) 평가문항을 중심으로 하여 평
가를 서술형, 논술형,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즉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평가했을 때 그 수업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역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
취할 바를 중심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셋째, 실험 실습 등 과학 기술 교육답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다. 그 내용에서 부스러기
같은 주변적인 것을 가르친다거나 시험을 통해서야 알아가는 것을 결과를 외우게 한다거
나, 만들어 보아야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를 생략하는 것은 과학기술교
육이 아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명제, 법칙, 원리를 실제로
실험, 관찰, 설계, 문제해결과 고장 수리, 분해와 조립, 제작 등을 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할 것이다. 해당 교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핵적인 실험과 실습을 엄
선해서 해당 교과의 접근방법의 특성을 살려서 교수학습될 때 과학기술교육은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과학기술이 정보화되고 첨단화됨으로써 어느 새 산업사회의 과학기술에 대
한 폄하가 일어났고, 그 결과 기술은 학교교육에서 유야무야한 것이 되어 버렸다. 사실 인
간의 손은 여전히 Homo Faber의 것으로 설계하고 깎고 만들고 조립하는 것을 통해 정교
화됨에도 이를 SW, ICT, 3D 프린터에 맡길 태세다. 인간의 의식주 생활의 모든 면은 인
간의 정교한 손길을 요구하므로 손의 소근육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룩한 문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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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도 직접 만들고, 조작하며, 분해 조립하고, 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흥미있는 기회를 앗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기술교육의
강화를 통해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통해 학교
에서 기술 교육의 부흥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론 교육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해야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그
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처럼 특히 과학기술 교육은 실제로 해보는 수
행이 중요할 텐데 많은 경우 이 그림과 달리 역삼각형으로 이론 설명에, 객관식 문제 풀이
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림 3-1] 융합인재교육을 계기로 더 강조되어야 할 수행형 교수학습방법들

넷째, 무엇보다 평가에 의한 수업왜곡, 학습왜곡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암기하고 선
다형에서 정답을 맞히면 해당 교과를 잘 하는 것으로 오해시키는 일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다. 학생들이 그런 수업을 요구하지 않도록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버릇 들여야 할 것이다. 교사
들도 그런 안이한 수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경계해야할 것이다. 학생들이 실제로 해보는 경험을
생략한(빼앗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암기하고 시험에서 정답을 맞히는 데
골몰하는 것은 과학기술교육을 밑둥부터 갉아먹는 폐단이므로, 방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
능형 시험이 초중등 교육의 끝마무리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적 반성과 대안 창출이
요구된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학생들의 실험 관찰 제작한 계획, 과정, 결과
를 포트폴리오한 바를 종합 평정하는 것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학교의 과학기술
교육의 미래인 융합인재교육 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45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미래는 점점 많은 데이터 정보 중에서 필요한 유용한 최적의 정보를 개인보다 집단으로
팀을 이루어 검색하는 일이 많아지고, 질문에 정답을 대답하는 법보다 질문 자체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과학의 출발로서 좋은 질문을 할 줄 알고, 그 질문에 대답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다각도로 모색해보는 것이 과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할 우리 교육의 폐습

다중지능론이나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상식에 따르면 학생들은 모두
‘머리’로만 공부하지 않는다. 손으로 직접 해보고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융합인재
교육에서는 Homo Faber의 특성을 살려야할 것이다. 먼저 실험과 실습을 통해 후에 개념
을 이해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학교의 융합인재교육이 전통적인 이론 공부에
치우쳐있는 현재의 과학 기술 교육을 실험 실습에 더 충실한 과학 기술 교육 본연의 모습
으로 되돌려놓기를 기대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
이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공부와 일을 찾는 행운(serendipity)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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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사회상, 기르려는 인간상, 소망하는 교육상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과 방향을 잘 설정하는 일이다. 어떤 사회상, 어떤 인간
상, 어떤 교육상을 정하여야 비로소 그 속에서 과학기술교육의 이상적인 모습도 그려낼
수 있다.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여러 사람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지만 사회상은 합의가
쉽지 않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은 사회상에 대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
문이다. 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사들의 정치적 파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비전은 최소한
20-30년 후의 모습을 그려야 할 것이다. 그때의 사회상, 인간상, 교육상을 그려두고 그것
을 향해 최근 2-3년간의 일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1) 지향하는 사회상
우리는 교육을 통해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우리는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어떤 사회를
기약하는가? 그 사회적 바탕이 마련되지 않고 어떤 인간, 개인을 길러보아야 제대로 역량
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렵더라도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바라는 사회상을 그려주어야 한다.
최소한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고치고자 하는 사회의 병폐는 기술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융
합인재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간이 그런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여는
창의성이고 협동성, 문제해결력을 길러 주어서 나온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상은 현재의 문제점들을 수정한 사회이다. 정치적으로 과잉독재
이후 과잉민주화로 방만한 사회에서 성숙한 책임있는 민주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과잉성장 이후에 과잉복지로 국가 재정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감당가능한 복지사회를 지향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과잉획일화에서 과
잉다원화로 인해 기준도 규범도 사라지는 듯한 과잉상대화를 겪고 있다. 우리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규범은 지키면서 자유로운 창의를 발휘하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역사의 진행 과정이 증명하듯이 교육을 통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가치와 존엄이
높아진 사회이다. 그런 사회는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롭
고 자연환경에서는 화석연료에너지에 의한 오염이 적으며, 친환경적인 생태계가 복원된 사
회이다(박영숙 외, 2012). 아울러 남과 북이 통일된 사회이고, 부국강병을 이루어 주변 강
대국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이다. 시민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제 책무와
권리를 다하는 사회이다(박세일, 2013).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앞서가는 사회이다. 과학기술
이 발달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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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르려는 인간상
우리 교육을 통해 기르고 싶은 학습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는 모든 교육의 화두이며 국가적인 측면에
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도 좋은 동기유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몇 나라의 인재상을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된다(이찬승, 2013.12.18., “함께 교육비전을 만들어요”에서 인용)
스코틀랜드의 4가지 인재상
- 성공적인 학습자(successful learners)
- 자신감 넘치는 사람(confident individuals)
- 책임감 있는 시민(responsible citizens)
- 효과적인 기여자(effective contributors)
싱가포르의 4가지 인재상
- 자기주도적 학습자(self-directed learner)
- 자신감 있는 사람(confident person)
- 책임감 있는 시민(concerned citizen)
- 능동적인 기여자(active contributor)
뉴질랜드 4가지 인재상
- 자신감 넘치는 사람(confident person)
- 연결소통에 능한 사람(connected person)
- 활발히 참여하는 시민(actively involved citizen)
- 평생학습자(life-long learner)
국제공인 고교교육과정(IBDP)의 학생상(Learner Profile)
- 지식이 풍부한 사람(Knowlegeable)
- 탐구하는 사람 (Inquirers)
- 생각하는 사람 (Thinkers)
- 성찰하는 사람(Reflective)
- 원칙을 지키는 사람(Principled)
-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Risk–takers)
- 소통할 줄 아는 사람 (Communicators)
-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Open-minded)
- 배려하는 사람(Caring)
- 균형이 잡힌 사람(Bal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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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주려고 하는 바는 지식, 기술, 태도, 사성 등이
다. 생각하고 성찰하며 자기관리를 잘 하면서도, 소통능력을 익혀 이웃과 공동체 나아가
국가 및 인류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인재상을 원한다.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
신, 제가, 치국, 평천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바이다. 과학기술교육은 호기심을 가지고 면
밀히 관찰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 끈질기게 실험하며, 문제를 설정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집단적으로 궁리하고 설계하고 시연하며 직접 제작하여 시험하는 등 이런 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는 학생들이다.

새로운
질문

과학
자연세계에 관한
질문

기술공학
환경 적응에서
제기된 문제

⇓

⇓

탐구와 발견법

설계와 발명 전략

⇓

⇓

설명 제시

해결책 제시

⇘⇖

새로운
문제

⇗⇙
설명과 해결책에
기초한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적용

[그림 3-3] 과학의 질문과 기술공학의 문제의 관계
출처: Trilling & Fadel(2009), p.92.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중요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ECD에서도 미래인재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세 가지 영역
으로 범주화하였는데, 각각은 학문, 사회, 개인에게서 온 역량으로서, 1) 지적 도구 활용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며 기술 변화에 적
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지식과 정보,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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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작용(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고 연대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
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해결할 수 있는 역량), 3) 자율
적 행동(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
활할 수 있기 위하여, 보다 큰 맥락에서 행동하고 생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하였다.
21세기 학습에 필요한 기능들을 체계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Bellanca & Brandt,
2010:XV; Trilling & Fadel, 2009).

Ÿ 핵심교과(국어, 외국어, 예술, 수학, 경제학, 과학, 지리, 역사, 일반사회 등)
Ÿ 21세기 주제(지구촌 시민의식, 금융 경제 기업 창업가 정신, 민주시민의식, 건강 상식, 환경의식)
Ÿ 학습 및 혁신 기술(창의력과 혁신,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의사소통과 협동)
Ÿ 정보 미디어 공학 기술(정보문해력, 미디어이해력, ICT 문해력)
Ÿ 생활과 직업기술(융통성과 적응력, 자발성과 자기주도성, 사회 및 다문화 기술, 생산성과 책무성,
리더십과 책임감)
Ÿ 21세기 교육과 지원 체제(21세기형 기준과 총평, 21세기형 교육과정과 수업, 21세기형 교원전문성
개발, 21세기형 학습 환경)

3) 소망하는 교육상
과학 기술 교육의 소망스런 교육상은 무엇일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현재 과학 기술 교
육이 이대로 계속되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달라진 모습은 무엇이
어야 할까? 그것은 이스라엘 등의 과학 기술 교육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단을 찾을
수 있다. 분명하게 말하면 실험과 실습이 없는(안해도 되는) 과학 기술 교육에서 실험과
실습이 있는(해야 하는) 과학 기술 교육이라고 잘라서 말할 수 있다. 다른 많은 성과를 거
두어야 하지만 이것 하나를 거두면 다른 것들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호기심
을 가지고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실험과 탐구로 증명해가는 것, 주변에서 크고 작은 문
제를 찾아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과 혁신하고 창
조하는 방법 및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이 중요하다.
한편 21세기 학습에서 학생들이 맞는 환경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일터, 가상공간, 산재
한 자원 등이다. 거기에서 학생들은 기초학습능력, 정보처리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관리능력, 진로개발 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이해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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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이광우 외, 2008)은 특정 교과의 교육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보다는 교과간의
또는 교과내의 ‘융합’에 의해서 실현되기 쉽다. 이미 이러한 역량들은 현행 국가교육과정의
교과에서 골고루 반영되어 실천되고 있지만, ‘교과 내’ 및 ‘교과 간’ 연계성과 일관성이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한국인의 역량은 모든 교과에서 교과의 특성에
맞게 잘 강조될 수 있지만 핵심 역량 자체는 분절되거나 개별화된 형태의 습득보다는 ‘통
합’적 형태에서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교과목간 내용 연계를 통한 내용 중복의 조
정이나 내용의 통합이 필요하고 각 교과에서 학생, 학교, 사회, 그리고 교사의 필요에 따
라 다른 교과와의 통합적인 시도와 그 실천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융합인재교육의 과학과 기술 교육은 21세기 인재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비
판적 사고력과, 협동적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분명한 의사소통력을 기르는데 강조점을 둔
다. 이타적 협동심의 발휘는 진사회성(eusociality)을 가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한 발
전 요인이 된다(에드워드 윌슨, 2013).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더 유념하여 수업을 진행
하고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Trilling & Fadel, p.52, p.55, p.59).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효과적으로 추론하기
- 귀납적 및 연역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추론의 형식을 활용하기
체계적으로 사고하기:
- 복잡계에서 전반적인 성과를 내려면 전체에서 부분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양태를
분석하기
판단하고 결정하기
- 증명, 논쟁, 주장, 신념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 중요한 대안적 관점과 견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 객관적 정보와 주장 사이를 연결하고 종합하기
- 최선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기
- 학습 과정과 경험을 비판적으로 숙고하기
문제해결하기
- 통상적인 방법 혹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낯선 문제 해결하기
- 다양한 과점을 명확히 정리해주어 보다 나은 해결책으로 유도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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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내고 제기하기
의사소통력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 다양한 형식과 상황에서 말, 글, 어문 이외의 방식을 이용해서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다듬기
- 지식, 가치, 태도, 의도 등을 포함한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경청하기
- 다양한 목적(예, 정보전달, 수업, 동기부여, 설득 등)을 위하여 의사소통력 발휘하기
- 미디어나 기술의 장단점과 효과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위해 복수의 미디어나
기술을 사용하기
- 다국적 언어 상황 등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기
- 이질적으로 구성된 팀에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능력을 발휘하기
-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협과 양보를 해봄으로써 융통성과 배려를
연습해보기
- 협동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공동의 공유된 책임성을 느끼고, 팀의 다른 성원들이
기여한 바에 대해 가치부여하기
창의성과 혁신적인 기술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 내기 기법을 사용하기
- 현재보다 개선적인 혹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소하고 새로우며 가치있는 아이디어
생성하기
- 창의적으로 노력한 성과물을 개선하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련되게 정련하며 분석하고 평가하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창의적으로 일하기
-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 새롭고 다양한 견해에 개방적으로 반응하며; 집단의 생각을 포용하고 작업에
환류해보기
- 실제 작업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의 성과를 시연해보이고 실제 상황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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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데서 한계점 밝혀내기
-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간주하기; 창의성과 혁신성은 작은 성공들과 잦은 실수
들의 장기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임을 이해하기
혁신을 실천해보기
- 혁신이 일어날 분야에 생산적이고 유용한 기여를 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보기 등
한국인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 프로젝트 학습, 통합학습
(주제 중심의 통합교과적 접근), 팀학습(Team Based Learning), 현장 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이 사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접하는 문제, 학교 수업에서 제시되는
문제, 언론 등을 통해 접하는 과학기술의 문제 등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로 만들
고,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것을 프로젝트화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해나가면서 창의적 구상
을 일정한 스케치를 통해 설계를 하여 문제를 개인의 자기주도적 그리고 동료들과 협동
적으로 풀어나간다. 창의적 문제해결, 설계기반 학습, 프로젝트 학습, 문제해결학습, 협
동학습은 모두 융합인재교육에서는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길러진 창의융합인재들은 지구촌과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
은 길어지고, 지식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업 등의 수명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일생에 여러 가지 직업과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의 과다
소비와 과잉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촌 생태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신세대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 에너지 부족, 생태환경의 열악, 지식기술의 경쟁 격화 등
은 모두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도전적인 과제는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야 한다. 이
점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열린 자세(open-mindedness)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아이
디어를 모을 수 있어야할 것이다.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자기주도적 독립적인 문제해결 습
관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동료들과 협동하는 습관이 필요하
다. 학교는 학급 등 다수가 모인 곳이므로 협동을 하기 쉬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업, 숙제, 시험, 평가결과의 표기, 입학 등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벗어나 “We are better than me"의 협동학습을 강조하고 습관화해야할 것이다. 교
사들은 교사의 설명적 수업, 진도 나가는 것 등을 자기 일이라고 교육받았다. 그러나 학생
들은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Teach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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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more.” 교사는 실험, 관찰, 실기, 실습 등 학생들의 참여가 더 많이 요구되는 활동
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생들간의 협동학습을 일상적으로 조성해야할 것이다.
실험 실습 이후에 차시 목표에 따라 교사가 핵심을 정리해주어도 늦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우리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과학기술교육을 지향해야할 것이다.
이스라엘,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영국 등 세계적으로 과학기술교육을 잘 하고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는 초중등학교에서 어떤 과학기술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처럼 ‘이론’ 설명에 치우쳐 객관식 선다형 문제풀이를 시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 단계와 앞서가는 경제대국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교육의
혁신이 요구된다. 그 출발점은 초중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이고, 그것의 기초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육과정기준을 잘 만들고, 이에 따라 과학답게, 기술답게 수업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과학기술교육을 교과 특성에 맞게 배웠을 경우는 과학기술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은 사물과 자연 속에 숨겨진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고 이룰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편리한 교과이다. 직업적으로도 가장 많이 필요한
교과이고, 새로운 직업을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며, 취업이 가장 잘 되는 분야
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과학기술을 좋아하고 이 분야 공부를 선택하고 직업적으로 선호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부터 바뀌어야할 것이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현재의 과학기술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기도
하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교육이 제 본래의 모습대로 가르치
고 배웠으면 한다.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교육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이 혁신되어야할 것이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교육은 대변신을 해야 한다. 꼭 필요한
핵심적인 실험 실습을 해보고 초중등 학교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과학기술 분
야에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이 분야의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분야를 택하지 않더라도 과학적 기술적 이해와 문해력이 높은 교양인을 길러낼 수 있
을 것이다. 경제력에 걸맞은, 세계적으로 앞선 과학기술교육의 초석은 융합인재교육 교육
과정기준을 잘 만드는 일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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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융합인재교육의 목표 및 교육기준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 강조되는 ‘융합적 소양(융합인재교육 Literacy)’은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 복합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
는 자연스러운 융합을 위해 ‘실생활 문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문제, 언론 등을 통해 나타
나는 문제 등을 학생 본인과의 관련성(relevance)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
으로 자연세계와 인간사회세계는 생태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
합화, 여러 문명권이 뒤섞이는 글로벌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다수 인류의 초연결
(super-connectivity)시대의 도래로 인해 ‘융합’은 필연적이다. 삶에서 직면한 다양한 문
제를 풀기 위하여 개념과 원리, 방법과 기법 등이 요구되며,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배
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우선 체험한 다음, 스스로 설계하고 탐구하며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실생활 속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교육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2개 이상의 교과를 융합하고 관련짓
는 것이며, 특히 과학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황 제시, 학습자 스스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문
제를 해결해가는 방법과 절차의 수립, 문제의 해결을 통한 성공 경험 혹은 성실한 실패 이
후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불러일으키기 등이 중요하다. 즉 적어도 다음 3가지 요소를
포함할 때 융합인재교육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백윤수 외, 2012; 조향숙 외, 2012;
김기수 외, 2013).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필수 요건
1) S.T.E.A.M 중 2가지 이상의 융합
2) 과학요소는 반드시 포함
3) 학습준거틀(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을 포함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교과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실제 생활에
서도 일어나는 것들이며, 또한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개발이나 직업적 수행에서도 실제 쓰
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들은 모두 학습자 개인 혹은 여러 동료들과 협동하여 창의적
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통해서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 창의력의 발현, 협동력의 발현, 문제해결력의 증진, 성취감과 자신감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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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학과 기술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주는 ‘중’수준 교육과정기준 만들기
현재 초중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의 정점에는 수능형의 선다형 문제풀이, 정답맞히기가 있
다. 이것은 초중등학교 교육 전체의 성격을 좌우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과학기술 시간
에 반드시 해보아야 할 관찰, 실험, 조작, 제작, 적용 등을 안 해도 되도록 만들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인문사회과학은 ‘이념’에 경도되어 있고, 과학기술교육이 공허한 ‘이
론’으로 쏠리고 있다. 심지어 과학기술에서 실험과 실습을 하는 것이 더 손해나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과학기술자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
과 자연의 이면에 있는 원리와 법칙을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은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의식주 생활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오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
로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교육적 폐단을 광정(匡正)하여 교과교육 본래의
특성과 목적으로 되돌려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실험과
제작 등이 초중등학교 과학기술 교육에서 핵심이라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하는 수업이 되도록 유도해주어야 한다.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실험과 제작 등을 전혀 하
지 않는 교육이라면 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교육과정, 교과서에 특기해주고, 그것을 융합
인재교육 교육으로 해야 한다면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설비 및
재료, 나아가 교원을 도울 시간제 교사(강사)를 지원 제공하여서 과학기술교육을 획기적으
로 바꾸어 주어야할 것이다.
과학을 과학답게, 과학을 기술과 연결하여, 기술을 기술답게, 기술을 과학과 연결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과 수업을 바꾸도록 교육과정기준은 만들어져 한
다. 교육과정 개정을 하였는데 학교교육에 아무런 변화를 불러오지 못한다면 무익한 노력
일 것이다. 적어도 교육이 열악하게 진행되는 학교들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주는
교육과정 개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략해왔던, 하지 않던 실험과 실습을
하도록 필수사항으로 표기해주고, 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가장 게으르게 교과교육답지 않게 수업하는 교사들을 방치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 학교와 교사에게서 한 번도 과학을 과학답게, 기술을 기술답게 배워본 바가
없다면 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결여하는 것이다. 이런 질
낮은 학교와 교사 아래에서 학생들의 호기심은 죽어가고,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인
재들이 손쉬운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전혀 과학기술교육답지 않은 하위 30% 학교의
수업이 과학기술교육으로 도약하도록 유도하는 ‘중’수준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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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발 고시될 교육과정기준을 통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과학기술 교
육 환경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할 것이다. 교사와 교과서만 있고, 실험과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및 재료와 자재 그리고 그것을 구입, 수리, 유지할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강조하는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융합인
재교육형 과학기술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교육문
제종합해결책으로서 교육과정기준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3. 융합인재교육과정기준의 총론과 각론의 내용 구성(frameworks)
교육과정기준은 교실을 포함한 학교의 교육활동의 ‘교육종합계획서’이면서 그간의 폐단을
제거하는 ‘교육문제종합해결책’으로 제시되어야 하므로, 그 개선을 논하는 것도 종합적이다.
3형식 문장 ‘누가 무엇을 어찌한다.’는 사태를 파악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
‘누가’는 주체의 문제이다. ‘무엇을’은 대상이다. ‘어찌한다’는 활동이고 행동이다. 주체는
연구 개발, 의견 제시, 심의, 고시,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 개인과 집단 및 기관 등과 관
계된다. 대상은 공통필수 교육과정과 상이선택 교육과정,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형식(구조, 체제)과 내용(품질)을 지칭한다. 활동은 어떠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면서,
순서대로, 전체나 부분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다.
아래에서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정 준비도(개정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초 연구 축적),
개정 주체(교수, 교원 등 참여자 문제), 개정 기관(연구 개발 기관간 협력), 개정 단위
(개정 대상의 크기, 학교급, 교과군), 개정 영역(총론과 각론), 개정 범위(전면개정과 부분
수정), 개정 과정(절차), 개정 기간(6개월-3년), 개정 주기(전면개정의 경우 1-7년), 개정
된 문서의 품질(상중하, 고중저), 개정된 문서의 효력(폐단을 개선하는 힘)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해 보기로 한다. 아래와 같은 제주 항목에 비추어보면 STEAM 총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과 분야를 점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시행착오가 적은 총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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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 관련 주제
개정 관련
주제

내용

개선 방안

개정
주체

교원, 연구원, 교수, 산 개정 참여자의 교수 편중, 부 대상별 적격자 선정 기준 및 비중 마련
업체 인사, 학생, 학부모, 적격자 참여, 권력자의 부당한 참여자간 의견 반영 비율 조정
일반인 등
개입, 연구자간 경쟁과 비협조 의사소통 구조 체계화
교과 간 배정 비율 경쟁 해소 방안 마련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각
전문가의 양방적 투입

개정
기관

연구기관, 학회, 교육부, 분리, 분산, 고립, 경쟁, 임의적 유기적 종합, 협력
교육청, 학교 등; ‘연구 교육정책의 개입
의사소통 구조 체계화
개발, 실행, 평가, 개선’
기준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리의 유기적 관련
연구 개발의 전문성 자율성 책무성 확보

학습
단계별
교육
과정

누리과정, 공통필수, 상이 공통필수와 상이선택 교육과정 순서대로
선택
의 동시 개정
누리과정과 공통필수 교육과정의 연계·
통합 추진
취학전-초저; 초고-중, 고의 3단 설계

학교별
교육
과정

학교급, 특수집단

상호 단절, 취약집단을 위한 교육 연계, 완결
과정의 결함, 혼선
(분야별)취약집단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
마련

총론과 각론

총론과 각론, 특히 각론내 여러 총론 개정 후 각론의 순차 개정
교과의 일시 개정
총론의 친절성, 종합성
총론의 엉성함. 내용의 중복,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함
각론의 상세·복잡
총론과 각론의 낮은 가독성

주체
(누가)

구성
영역

대상
(무엇
을)

각론의 핵심화·중핵화·대강화
교육과정기준, 교과서 기준 개발의 비체계성
교과 특성과 무관하게 제작된
수업에 쓰이지 않는 일부 교과서
교과서 과잉의존 현상
실질적인 학습 발생이나 교육
목표 달성보다 교과서진도 마치
기가 우선
학생심리발달과정 및 수준 반영
미흡

어느 것을 어느 수준에서 개발 보급할
것인가?
기준 개발의 체계성
어떤 기준(교과, 과정)? 어떤 교과서(학생
개인용, 학년용, 학교용), 쓰이는 교과서
학생심리발달과정 연구 및 반영
교과서 분량 적정화, 교육내용의 적정화
(각론의 대강화)
교육과정 질관리 체제 마련

문서
형식

체제(영역, 요소)

치밀, 체계성

문서
내용

교육과정 내용의 상중하, 낮은 수준
고중저

도전감 있는 중수준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정책 지원

문서
효력

교육 적폐 개선력

유력
관련법 개정

개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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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부실, 졸속

무기력
관련법 문제(비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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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련
주제
준비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기초 연구의 축적도
결함, 허술, 기존 교육과정에 준비됨, 숙성
기준 개발을 위한 인프라 대한 충분한 실천 부족, 기초
장기 구축
연구 부족
전면개정, 부분수정

임의

순서와 절차

구체적인 순서와 절차 기술 부족 치밀
비소모적이어야 함

소요
기간

6개월~1년

단기

충분한 기간

개정
주기

1년~7년

수시

분량, 중요도에 따라

범위
(정도)
절차

활동
(어찌
한다)

내용

적절성

적용
(실행)

교육과정의 실질적 현 형식적 문서양산, 형식적 업무 교육과정의 변화가 적용된 실제적 운영
장 반영 정도
처리 일환
창의적 적용
적폐가 개선되지 않는 교육활동
우수교사의 전문성 자율성 발휘
어려움
게으른 교사의 낮은 책무성
교장의 교육과정 이해와 열의
부족

효과
검증

교육과정의 효과 검증 결함, 허술, 형식적, 단순 행정적 교육과정 질관리 체제 마련
체계적, 실질적 평가 및 차기 개정을
위한 피드백

가. 융합인재교육의 교육과정기준 ‘총론’ 구성의 주요 항목(안)
본 연구진에서는 향후 개발될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육과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형식 체
제와 내용 구성 항목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크게 보면 서론
(introduction)의 안내문, 세 부분으로 구성된 본론은, 먼저 교육의 특성과 목표를 보여주
면서 개략적인 방향타 구실을 하는 성격과 목표(platform)를 설정하고, 다음에는 각급 학
교와 각 교과별 각론의 개략적인 목표와 내용을 담는 구성영역(framework)을, 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및 한 살이를 질 관리 하는 부분인 운영지침(guideline)을 제시할 수
있다. 끝으로 기존의 것과 비교하는 등 참고자료를 부록(appendix)으로 첨가할 수 있다.
모든 항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주요한 항목을 취사선택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교육과정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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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기준 총론의 주요 영역 및 구성 요소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관련 주요 항목 종합

서론

1. 융합인재
교육의
성격과
목표

고시문
개정까지 경과문(참여진)
각종 차례
고시 문서의 법적 기반 언명
시행 시기
학제 등 배경 이해를 위한 도식

분량

2쪽
(항목만)

융합인재교육 도입의 배경, 특성(강조점, 초점, 중점)

2문단
8줄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기르려는 인간상과 융합인재교육에서 지향하는 사회상

2문단
6줄

융합인재교육의 목표, 융합인재교육다운 교육의 요건
과학 기술 교육의 수준과 질을 끌어올리는 ‘중’수준 교육과정 만들기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모범적인 과학기술 교육을 위한 노력 중점

6줄

융합인재교육 총론의 ‘융합인재교육 각론’에 대한 리더십 및 그 반영 방안 제시, 이 총
론과 관련 교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

5줄

공통필수 및 상이선택 교육과정에서 융합인재교육의 전체적인 설계
(성격, 목표, 계열, 과정, 편제, 활동,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

도형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성, 계열성 확보를 위한 노력 중점

도형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대통령/교육부장관, 교육감/교육장, 지자체장, 학교장/학운위/이사
회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관련 주체들의 권한과 책임의 역할분담과 협력, 상충의
조정 기준과 방안

2. 융합인재
교육 관련
교과 및
교과외
활동의
구성

3. 학교급별
융합인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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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의 종류, 지위, 비중, 기능 규정, 융합인재교육의 비전과 관련된
관련 교과교육의 목적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의 폐습(잘못된 관행) 개선에 대한 규정

5줄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군의 규정과 그 근거(핵심, 보완, 교양)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의 미분화, 통합, 분화, 진로별 교과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과목)의 기본적 운영 조건(시수, 학급당학생수 허용수준 최대·
최소), 교과(과목)의 교수학습의 효율성 제고 조치

10줄

학생에 의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과목)의 성공적 이수 조건 또는 융합인재교육 관
련 교과의 성공적 이수를 위한 학생 요인
교사에 의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과목)의 성공적 수행 조건 또는 융합인재교육 관
련 교과의 성공적 이수를 위한 교사 요인

4줄

융합인재교육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관련성. 창체를 통한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강화

2줄

취학전 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2.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3.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0.5쪽

초등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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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관련 주요 항목 종합

분량

2. 초등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
(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3.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4. 융합인재
교육을
위한
교과서

5. 융합인재
교육
교육과정의
편성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제공자의
책임과
권한

중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2. 중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
(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3.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0.5쪽

진학계 고등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2. 고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교
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특히 과학기술
계 진로 집중과정(기초과학 과정, 공학 과정, 보건의료 과정 등)에서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
3.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0.5쪽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2. 직업계 고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3.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0.5쪽

특수학교(장애아, 방통중고 등 교육취약계층수용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2.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3.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0.5쪽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교과서 발행제(국·검·인정) 구분고시의 기준
융합인재교육 교육용 교과서의 개발 및 심사할 기관과 개인의 자격기준
융합인재교육 교육용 교과서의 지급(학교용/학년용/학급용/개인용) 및 대여 방식(무·유료)
융합인재교육 교육용 교과서 사용 유효기간
융합인재교육 교육용 교과서 외의 교재, 학습준비물의 확보
융합인재교육 교육용 교과서 재사용에 대한 규정

6줄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의 편성상의 유의점(그간 편성상 편법·적폐의 개선 사항, 학습권
보장, 균형과 초점)

5줄

융합인재교육 교육 관련 교과 교사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융합인재교육 교육 교사의 자격(능력, 전문성), 종류와 교육과정 운영
융합인재교육 교육 교원의 성장과 발달(동기유발기제, 직급다층화, 승진체계 다변화,
교원의 지속적 연수와 학습의 지원)
담임 교사의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관련 권한과 책임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사의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관련 권한과 책임, 특히 교육
과정 재구성 방안 안내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사의 근무 여건(학생수, 이론 설명 수업에서 일당·주당
수업시수)
융합인재교육 교육 관련 실험 실습 조교의 자격에 관한 규정

5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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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융합인재
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7. 융합인재
교육과
지원

8. 융합인재
교육에서
평가

부록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관련 주요 항목 종합

분량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 학생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 학생의 타고난 발달, 소질, 적성 존중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 학생의 길러진 장점 수준, 능력, 장애극복 정도, 후천적 성장과
발달 존중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 학생의 학업 및 직업 진로 존중(진로의 융통성, 진로 변경에 따른
조치)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 학생별 학습관리의 체계화를 통한 이공계 진로 설계 방안

3줄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유의점(운영상 편법, 적폐의 개선 사항, 명실상부,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

3줄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지자체·협장
학교 및 학교관리자의 지원 사항, 특히 달라져야할 학교 경영, 학급 경영 사항(주체별
역할을 ‘표’로 표현)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역내 학교구의 형성과 운영
지역과 학교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의 특색화 방안 안내

5줄

교육취약집단(예체능계/직업계/다문화가정/귀국학생/장애아/영재아/학습부진학생/학습
중단학생/폭력학생/학령기초과 성인학생 등)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지원 사항
- 지원 단위의 세분화: 교육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학급, 학부모의 단위 지원 사항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단기집중강좌 개설 안내
융합인재교육과 방과후학교, 학교 내 돌봄교실 설치 및 운영, 주말 및 방학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5줄

대안학교, 벽오지/분교 등에서 융합인재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 중점

3줄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학교의 시설과 설비(체육관, 운동장, 실험 실습 실기실 등, 조명,
냉난방, 환기 등)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학교급별 교과교실의 확보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지원과 활용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4줄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의 평가상의 유의점(평가와 질 관리상 편법, 적폐의 개선 사항)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내신 성적 산출, 학생 학업 성취의 평가
융합인재교육과 대학입시와 연계, 고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원의 교육과정 수행평가
융합인재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5줄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평가와 개선(개정 주체와 절차)

5줄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문서의 용어 정리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문서 항목과 관련 법규의 관계 드러냄
- 교육법을 교육과정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석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총론에서 신·구 비교

4쪽
(항목만)

나.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기준 ‘가교’ 총론 도입을 통한 ‘각론’에 대한 영향력
개발될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그 자체의 선언적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과 기술과를 비롯하여, 수학과, 예술과 등등의 교과교육과정기준에 일정한 영
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또 실제로 과학과 기술과는 핵심적으로 융합인재교육형의 교과교
육으로 변화하도록 교육과정기준 전체를 바꾸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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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도 과학기술의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이 소용되므로 그 내용 소재를 과학기술과 만나
도록 하고, 수학의 각종 정리나 공식이 과학기술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연결시켜 보여주
어야 할 것이다. 예술과도 디자인, 공예를 비롯하여 과학기술과 만날 수 있는 여지가 많
다. 수학과나 예술과의 해당 단원이나 내용에는 융합인재교육이 요구되는 곳에는 이를 표
기하여 융합인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개념을 가진 사회문제
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에너지부족, 탄소경제, SARS, 광우병, 방사능오염,
전자파, 각종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프로그램,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오남용 등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높아지려면 과학기술은 이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이들에게 적절한 정보
습득 바탕을 깔아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의 변화에
맞게 제3세계권에 적정기술로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축적이 요구된다.
융합인재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등에 걸쳐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 통
합적인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라
고 할 수 있다. 여러 교과에 걸친다는 점, 과학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 학습준거틀로서
실생활 연계 상황 제시, 학생들에 의한 창의적 설계, 해냈다는 성공과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중심으로 한 감성적 체험을 담고 있다. 융합인재교육은 과학과 기술(실과, 기술·가
정, 특성화고 과목 포함)을 주로 하되, 과학의 기술공학화, 기술공학의 과학화를 추구한
다. 또한 수학의 문제 상황을 과학과 기술에서 가져오도록 하며,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공예 영상예술 등 예술에서도 과학 기술과 연계한다. 미술은 색과 조형미를 이용
한 각종 치료, 거대한 건축물의 조형미, 거대 조형물의 균형미, 작은 기구나 가구의 미적
디자인, 미술실 등 전시실의 조명 등을 과학기술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은 소리에
서 성문의 분석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기, 음악실과 연주장의 반향 및 소음 제거 장치, 각
종 음향 장치, 각종 악기의 제작과 수리 등이 과학기술과 연결된다.
나아가 사회 등에서도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방사능오염, 전자파, 광우병, 다이어트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문제나 쟁점을 다루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은 고교 이하
이공계 교과를 아우르는 듯한 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전체
총론에 이어 이공계를 융합하는 중간 가교적 총론의 역할을 융합인재교육에서 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인문사회계 교과를 아우르는 총론(LASS: Language, Arts, Society,
Science)을 마련하여 국어, 사회, 외국어 등에서 융합을 하도록 권고한다면 교과간 단절
의 벽은 많이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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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융합인재교육의 취지를 반영한 총론에 의한 각론에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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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융합인재교육의 ‘가교’총론을 이용한 각론에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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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인문사회계용과 과학기술계용 두 개의 ‘가교’총론을 이용한 각론에의 영향력

위의 [그림 4]는 총론에 현재보다 융합인재교육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장이나 절로 명시
하는 방법이다. 자칫하면 몇 구절로 끝날 수도 있어 융합인재교육의 발전에서 큰 기여를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차기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유학기제 등 특기할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융합인재교육이 별도의 장이나 절을 통해 각론 개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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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간의 단절을 잇는 상위의 교육과정기준 및 교과서 구성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전체
총론과 개별 교과의 각론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열간, 과정간,
교과간 연계를 하는 여지는 더 높아진다. 총론에 의한 전체적인 통합과 중간 수준 가교
총론에 의한 통합의 여지가 생겨난다.
그래서 [그림 5]는 융합인재교육이 다른 모든 교과 각론에 영향을 주려는 취지로 나름의
가교 총론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다. 다만 어떤 교과가 얼마나
그 취지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최소한 교
육부 장관과 미래부 장관이 이를 합의해야 하고,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과에서도 가교 총
론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를 공식적으로 개발 의뢰하고 고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국교육과정학회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잘 진행될 수 있다.
본고는 융합인재교육의 총론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림 6]은 좀더 미래지향적이다. 하나의 가교 총론이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것보다 일
단 큰 계열로 나누어서 각자 가장 근접한 교과부터 융합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다. 어느 교과나 융합의 순서로 보면 과목 내 단원 간, 교과 내 과목 간, 과정 내 교과 간,
계열 내 과정 간, 계열 간 융합이 차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과학기술계(STEAM)처럼 인문사회계(LASS)용 융합인재교육과 같은 ‘가교’총론을 만들어
우선 각 계열 내에 융합교육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기에는 이미 준비
된 융합인재교육은 확실히 추진하고, 인문사회계 교과를 융합할 수 있는 LASS는 추후 연
구를 통해 진행하면 될 것이다.

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교육과정기준 만들기
교과교육과정기준은 교과교육을 위한 교과‘교육종합계획서’이고, 현재 교과교육에서 지
속되는 폐단을 고치는 ‘교육문제종합시정서’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진도마치기에도 바쁘다
는 고질적인 교과교육의 내용 과다 문제이다. 과다한 교과교육 내용을 버리는 방법을 강
구하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체 내용량의 30%를 덜어낸다는 식으로 제시하였
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여전히 교과서는 두껍고, 시험은 객
관식 선다형이다 보니 교과서 참고서의 구석구석에 치우쳐있는 잡다한 개념조차 다룬다.
교과서 내용이 진도마치기에 급급할 정도로 잡다하게 많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
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교과를 교과 특성에 맞게, 교과를 다른 교과와 연
결하여 프로젝트 수업, 설계기반 학습, 문제해결수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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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관찰 실험 실기 실습을 해야 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수업해야할 것이다. 그
렇다면 진도나가기에 급급한 현실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잡다한 교과교육의 폐단을 고쳐
서 교과내용을 단출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 몇 가지 방법의 조합으로 가능할 것이다.
첫째, 초중등학교 교과교육과정기준을 교수가 아닌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간 융
합인재교육 교육과 연구에 참여해온 교사들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융합인재교육이 가능하
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교과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융합인재교육 교육이 가
능한지를 알고 있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대학에 가까울수록 교수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고,
멀수록 교사들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고교의 이공계 진로 과정과 특성화고에서 산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교육과정기준은 우수한 현장 교
사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해야 한다. 이번에도 교수들에게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을 맡기면
온갖 잡다한 개념과 주제가 얽혀들어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교육목표를 중심으로 교과교육과정기준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내용보다
성취할 목표로 교과교육과정기준을 개발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교과 내용을 핵심주제
(big ideas) 중심, 미국 사회과가 추구한 주요영역(strand)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다. 둘째와 셋째를 합치면, 교과교육과정기준을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되, 그 형식은
‘각론의 대강화’이다.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프로젝트 학습이다.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보는 수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교과서 내용을 한꺼번에 물리적으로 줄이기는 어렵지
만 우선 교과교육과정기준을 총론식으로 대강화해야 한다. big ideas를 중심으로 성취기
준을 분기별 1~2개 정도로 하는 식으로 중핵화ㆍ대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학생들이 교
과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deep understanding)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자, 온정
덕, 2011). 각론의 구체적인 살을 붙이는 것은 수업을 하는 교단교사들의 권리와 책임으
로 넘겨야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교사의 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엉성한 총론에서 보다 확실하게 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을 두면, 그 아래의
각론(각론의 각론)은 자세할 필요보다는 핵심주제(big ideas)를 중심으로 융합형 교육을
추구할 수 있다. 기존에 내용이 자세하던 각론은 교단교사의 소관사항으로 맡기고, 8개
교과의 각론도 대강화, 총론화, 중핵화를 지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단원의
앞 부분에 있던 선행조직자를 중심으로 교과교육과정기준을 성취기준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전 각론이 단원-절-차시에 이르기까지 다 규정했다면 여기서는 단원과 절에 걸쳐 내용
과 행동을 포함한 성취기준형으로 표현하여 간소화하는 것이다. 각 차시에서 다루는 구체
적인 내용은 교사가 첨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도기에는 핵심주제(big ideas)에
포섭되는 하위 내용요소를 내용기준 형식으로 열거하는 것도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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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해당되는 내용을 수업하는데 드는 시간량을 계산하여 적정량을 교과교육과정기준
으로 구성한다. 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량을 고려하여 교과내용
을 선정하는 것이다. 즉 해당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얼마나 시간이 들 것인가를 고려
하여 교과교육과정기준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 구성에서는 그렇다. 교사와 학
생이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수업을 하려면 몇 시간이 드는 지도 모른 채 무조건
배워두면 좋으니까 포함시킨다는 대책없는, 결국 수업이 교과 특성과 무관한 수업답지 않
은 사태를 유발하는 것이다. 결국 융합인재교육 교재들이 그렇듯이, 이런 프로젝트, 실험
수업, 학생 중심 수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인가를 계산해보고, 교재를 구
성해야할 것이다. 교사들은 교과교육과정기준을 보면 교과서로, 수업으로 구성하면 어떻
게 될 것인가를 상상, 가상실험(simulation)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과교육과정기준
을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교과교육의 성과를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는 몇 가지 큰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역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핵심적으로 성취해야할 것들을 추려낼 수
있다. 즉 가르칠만한 것들이 정선될 수 있다. 서술형, 논술형,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할 때
너무 잡다한 선택형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 융합인재교육의 교과별 중점 사항
교과는 교육에서 수행하는 교육목표 달성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교육과정의
일부가 된다. 모국어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국어과, 외국어로 의사
소통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외국어과,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능
력을 증진시키는 사회과, 사물과 자연 및 사회 세계의 수와 양의 관계를 탐구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수학과, 자연과 사물의 이면에 작용하는 원리와 법칙을 탐구하는 능력을 증진하
는 과학과, 사물과 자연의 이면의 원리와 법칙을 응용하여 의식주 생활의 효과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익히는 기술과, 주변 세계의 심미적 경험과 상상력과 창의적 표현
능력을 증진하는 예술과, 신체적 발달과 건강을 도모하는 체육과 등이 그것이다.
융합과 통합의 정당화: 고유한 탐구 분야의 탐구 능력을 통해 더 나은 배움과 더 나은
삶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교과이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실제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인위적이며 때로는 실제 세계
를 왜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융합된 교육을 통해서 융합적 사고와 태도를 길러주려는 것
이다. 서로 만나는 데서 새로운 창의력이 싹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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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자연을 관찰하고 그 생명원리를 발견하여 이를 응용하는 것은 과학, 기술, 예술 모
두에게 열려 있다. 자연은 이들 교과의 모태가 되어 이를 계기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생
체모방기술(biomimicry)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과학은 원리를 실험을 통해 탐구하고 이
해를 하고, 기술은 공정을 만들어 내고, 디자인은 유사하게 그 원리를 그려내 간다. 융합
인재교육 교육은 이런 교과간 융합을 지향한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 과학과 기술은 핵심이고 중핵이다. 과학을 더 기술화되고, 기술
은 더 과학화되어 서로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제1과제이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 과학과
기술은 수준에서 고와 상을 지향하고, 비중이나 강도에서 대와 강을 요구하며, 범위나 분
량에서 광과 대(다)를 지향한다. 또한 수업시간이나 기간에서 장이다. 강대상다고장광(强
大上多高廣長)이다. 이에 비해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는 과학이나 기술이 모두 수학적 계
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것들의 완성태는 모두 예술적ㆍ심미적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창의성의 발현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 수학과 예술은 보완적
(complementary, supplementary) 역할을 수행하며, 그 범위, 수준, 분량, 비중, 강도
등에서 중(中)이다. 그 밖의 인문사회과학, 체육 등의 교과들은 그 주변(periphery)에서
교양을 형성한다. 이것들은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는 약소하소저단협(弱小下少低狹短)을
형성한다. 이런 원리는 열쇠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중핵은 과학과 기술이고, 보완은
수학과 예술이며, 주변은 인문사회 과학이나 체육 등이다.

과학, 기술
핵심영역

핵심
보완
교양

수학,
예술
인문사회,
체육

[그림 3-7] 융합인재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교과들의 관계에 관한 개념도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구현하는 교과에 초점맞추기: 융합인재교육 교육이라고 하여 모든
교과에서 모든 것을 융합화하려는 의도는 자제되어야 한다. 다른 주제에 의해서도 통합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창의성’ 증진은 ‘융합’ 이상으로 매력적이고 중요한 융
합의 중핵이 될 수 있다. 초중등 학생들의 학업이나 직업 진로도 교과통합적인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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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든 교과를 통해 교과안에서 달성될 수 있는 교육목표이다. 사회성이나 협동성, 인격
을 수련하는 인성교육도 모든 교과를 통해 달성되는 통합교과적 주제(cross-curricular
theme)가 되고 이것들은 융합인재교육 보다 더 넓게 통합 융합할 수도 있다. 즉 융합인재
교육은 과학과 기술 교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성과 협동성은 사회과를 중심으로, 인격과 인성을 다듬는 것은 사회과나
국어과, 예술과 등에서, 진로는 모든 교과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주제이다. 아마 창의
성과 진로가 가장 넓은 교과들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교과통합적 주제가 된다. 그러므
로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융합인재교육은 추구되어야할 것이다.

마. 융합인재교육의 유효한 성과를 담보할 수행과 성취기준의 명시적 규정
우리나라 교육의 폐단 중 하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학년을 진급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명실상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 교육의 실상이나 성과도 이 점
에서 다르지 않다. 출석 일수의 2/3를 출석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고 채점해
서 점수를 NEIS에 기재하면 끝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과학을 과학답게, 기술을 기술답게
배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알고 있는 수준이나 실제로 할 수 있는 수준을 제
대로 측정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명제, 원리나
법칙, 이론 등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해보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것은 수업시간만 보냈을 뿐 학생들이 해당 개념이나 명제를 실제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할 줄 아는가의 문제에서는 허점이 드러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성취지향, 성과지향이라고 비
판하기보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교육의 실질화ㆍ실효화를 추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기준에서는 각 학년군별로 핵심적인 개념과 명제를 교과교육과정기
준에 지정하여, 그것을 몇 시간 이상 들여서, 어느 수준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해낼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제대로 공부한 기준을 설정해두어야 할 것이
다. 가령 ‘특정 학년과 학기의 학생들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현미경으로 식물세포를 관
찰하고 그것을 묘사하고 그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취기준은 생명과학에서
중요하다고 하면 이를 위한 수업시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수업을 실제로 해야 할 것이
다. ‘특정 학년과 학기의 학생들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반도체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
을 해보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성취기준을 교사가 대신해서도 안 된다.
학생들이 과학기술 수업에서 실제로 익혀야할 것이다. 이는 학생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69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이는 융합인재교육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에게도 해당한다. 특정 개념과 명제를 이런 시범을
통해, 이러이러한 실험과 실습을 통해 이런 조건에서 이 정도의 시간을 들여 어느 정도 수준
으로 끌어올리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많은 수업이 빈곤한
과학기술 수업이나 게으른 일부 교사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충 시간만 때우는 일로 될
것이다. 제대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기준을 설정해야할 것이며, 그것은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면 중핵적인 개념과 명제(원리, 법칙, 이론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시키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teach less learn more'는 교사가 학생중심의 실험 실습에서 어떤 도우미가
되어야 하는가를 잘 드러낸다.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대신해서는 안 되고 초보 학습자로
돌아가서 다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오는 시지프스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깊은 신뢰와 높은 기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바.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해당 단원 표시의 도입 및 시간 배당 표기 변경
마찬가지로 수학, 예술 등에서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해당 단원
에 융합인재교육 식으로 교육할 것을 표현해주는 방법이다. 마치 수학과에서 교과서에 계
산기 사용여부를 표기하듯이 약물을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해당 교과
수업에서 ICT 활용을 20% 이상 실시한다.’는 초기 규정처럼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해당
전체 시간의 10~20%에서 실험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다.

[그림 3-8] 실험 실습 관련 과목의 시간 배당 별도 표기 방법

무조건 긴 시간을 확보한다고 하여 학습의 효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TIMSS나 PISA 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많
은 학습시간을 들여서 시험점수를 얻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에 열
중한 핀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적은 시간을 들여서 해당 점수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학
습에서 이론 설명형 수업, 선다형 단답형 문제풀이형 반복학습, 암기주입형 수업이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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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를 줄이고, 프로젝트학습, 문제해결학습, 설계기반 학습, 협동학습, 실험 실습 학습의
비중을 늘려가야 실제로 익힌 공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교과를 교과 특성
에 맞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교수학습방법이 되고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가
장 높은 것이 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과학 주당 4시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대학의 학점의 표현처럼
강의 설명 시간과 ‘관찰과 실험’ 시간을 분리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즉 ‘과학 2시간, 관찰
과 실험 2시간(단 실제는 3~4시간 실시)’라고 표현하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술
도 마찬가지다. ‘기술 주당 3시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기술의 핵심인 실기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 1시간, 실기와 실습 2시간(단 실제로 4시간 실시)’이라
고 하여 이수 규정을 달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과학을 과학답게 기술을 기술답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충분한 수업시간의 확보이다. 실험, 실습, 실기 등에는 계획, 준비, 수행,
결과 정리, 뒷정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용된다. 사실상 단위수업시간을 40~50분 사
이로 제약하는 것도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고 배우는데 방해요인이 된다. 어떤 수업에는
20분이 소요되는데 이를 40분으로 늘리는 것이나, 어떤 실험 실습에는 60분이 소요되는
데 이를 40분으로 줄이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냥 행정 편의 위주로 수업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시종없이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블록타임은 그 하나의 대안이고 필요하면 3~4시간을 실험, 실습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
해야 한다. 정규수업시간에 시간표를 이렇게 짜는 것은 다른 교과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수업들도 프로젝트 학습, 이동수업, 교과교실제 확대로 전통적인 시간표
운영이 도리어 방해된다고 여기는 교과들이 늘어났다. 중학교에 도입되는 자유학기제의
시간표 운영에서도 이런 묶음시간이 적용되고 있다. 대학 등에서 보면 이공계 등의 수업은
실험과 실습이 많아서 학점당 실제 수업시간은 이론 설명 수업의 2~5배의 길이가 된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이 강하게 적용되는 과학과 기술 수업은 단위수업시간을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생중심, 학생활동 중심을 주로 하는 수업에서는 필연적인 요청
이다. 모든 수업이 1시간 수업이어야 한다는 것은 편의상의 산물일 뿐이다. 이론 설명 수업
에는 교사의 수업 강도나 밀도가 높지만 학생 중심의 실험 실습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물론 늘어난 수업시간에 맞추어 조교의 활용도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
육부, 교육청, 학교는 조교 고용을 위한 인건비를 확보해야 실현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해 보고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71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사. 융합인재교육의 학교급별 중점 사항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학습자 집단별로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취학 전에
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초중학교 공통 기초 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
는가? 마찬가지로 고교에서는 진학계와 직업계 고교는 어떤 교육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별
하여 적절하게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어떤 집단에게 어떤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하는가? 아래 그림과 같이 학생들이 속한 집단에서 어떤 형식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하는가를 천착해야 할 것이다.
이들 집단과 기관의 특성에 맞는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강약점을 보자. 1) 과학 분야 영재
집단(과학고, 영재고), 2) 진학계 고교의 이공계 진로를 가진 과학 분야, 3) 특성화고의 직
업기술 분야, 4) 중도탈락자집단의 직업기술 분야, 5) 중학교의 과학기술 교육, 6) 초등학교
의 과학기술 교육, 7) 취학전 기관에서 초보적인 과학기술 교육 등이다. 각 집단과 기관에
맞게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 2)에서는 과학교육의 기술화,
3), 4)에서는 기술교육의 과학과, 5), 6), 7)에서는 정상적인 융합적 과학기술 교육이다.

대학
원
대학

중도탈락자
부적응자
미진학자
거리청소년
기초직업기술
무상의무교육

진로별 학습기회 제공
진학계고
직업계고
초/중학교

영재아
전성기조기도래 분
야
전문직업교육기
회

기초 공통 교육
부진아를 위한
보충학습기회

취학전
양육

[그림 3-9] 학습자 집단별 적절한 학습기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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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각 교육기관과 집단의 특성에 따른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특색 조율
기관과 집단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강조점

취학전 교육기관

초보적인 융합인재교육

초등학교

기초적인 융합인재교육

중학교

기본적인 융합인재교육

중도탈락자 집단

기초직업기술교육, 기술의 과학화

장애인 집단

기초적인 융합인재교육, 기초직업기술교육

영재집단(과고, 영재고)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고도화

일반고 진로별 교육
특성화고 진로별 교육

이공계 진로집단의 융합인재교육 교육(과학의 기술화)
비이공계 진로집단의 STS형 융합인재교육 교육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융합인재교육 교육(기술의 과학화)

1) 초중학교의 기초 기본 공통교육에서 융합인재교육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유치원을 비롯한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슬기로운 생
활에서는 ‘놀이와 활동’을 통해 주위의 자연과 사물에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끈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는 ‘기본적인 교과’의 개념과 이론 등을 한 차례 습득할 기
회를 가져야할 것이다. 가령 현대 과학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과학기술 개념과 이
론 및 법칙 중에서 당대 시민으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할 줄 알고 있어야 하며, 가
져야할 자세와 태도를 반드시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기술도 인류의 발전을 가져
온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의 핵심 기술을 반드시 익히도록 장치해두어야 한다. 학
생들은 수학, 예술 등에서 과학과 기술이 만나는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할 것이다. 의무교육,
공통교육, 기본교육기(期)에서는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common core가 무엇인지를 확정해
서 가르쳐야할 것이다. 학생들은 그런 학습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장치되어 있
어야할 것이다. 너무 많은 개념과 체계가 없는 사소한 개념과 이론으로 번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념, 원리, 공식 등을 통해 건조한 이론을 가르치면 이 시기 학생들은 너무 많이 낙
오자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 때 실험과 실습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를 통해 핵심적인 개념
과 원리 법칙을 이해하면 그 흥미와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 가령 한 학기 동안 원격 자동차
경주나 집짓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제대로 계획하고 수행하면
여기에 과학, 기술, 수학, 예술, 사회 등이 함께 엮인 것을 실제로 경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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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융합인재교육
(가)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이 시기 어린이들은 감각운동기, 대소근육을 운동과 움직임을 통해 발달시켜야할 시기
이다. 급격한 뇌와 신체 발달 시기, 자아중심적, 자문자답의 역할놀이 시기, 사회성 미
발달, 호기심, 왜라는 질문이 많은 시기 자연을 접할 기회를 많이 주기 등
(나)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통합적
미분화적 놀이와 활동을 통한 학습 시기
(다)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놀이와 활동을 위한 안전한 시설, 다양한 원색적인 색깔을 가진 놀이감,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2) 초등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가)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저학년은 유치원에 가깝고, 고학년은 중학생에 가까운 발달을 하는 시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순전한 시각을 갖는 시기, 여전히 의존적이나 고학년이 되면서 부모
교사와 멀어지면서 또래와 더 가까워지는 시기
(나) 초등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
(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기본 교과를 통한 개념 발달 시기, 기억이 잘 되는 시기, 고학년이 되면서 어려워진
학습에서 멀어지는 시기,
(다)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과학전담 교강사, 과학실, 시설과 설비 및 재료와 자재 구비, 각종 과학기술 서적
및 잡지 구비
(3) 중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가)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신체의 급격한 발달, 2차 성징의 발달, 음주 흡연 등 어른 흉내를 내려는 시기, 자기
정체성 확립에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열감을 많이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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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동료간 경쟁심과 협동심이 증가하는 시기,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와 몰입도가
증가하는 시기
(나) 중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과학기술 등 TEAM
관련 기본 교과를 통한 보편적 공통적 학습
(다)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과학전담 교강사, 과학실, 시설과 설비 및 재료와 자재 구비, 각종 과학기술 서적
및 잡지 구비

2) 진로별 교육하는 고교에서 융합인재교육의 설계
고교부터는 진로별 교육이 진행된다. 교의 발전 방향은 대학진학이든 사회진출이든
진로별 교육을 하는 데서 찾아진다. 그러므로 고교에서는 진로별 교육으로 진로에 따라
공부할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시기이므로, 융합이 학생 자신의 진로를 모호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모든’ 교과로 넓어져서는 안 된다. 즉 융합교육은 고교 교육의 더 큰 목
적인 진로별 교육을 보완하는 쪽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앞에
둔 고교는 그 진로를 준비하는 기관이므로 진로를 더 잘 개척하는 쪽에서 융합 방안을 찾
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교 수준에서 융합하는 수준은 초중학교와 대학과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나 각 분
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가장 고급의 정보를 두고 실행하는 융합능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 너무 낮은 미분화나 통합도 부적합하지만, 너무 높은
수준을 고교 수준에서 융합할 것처럼 욕속부달로 덤벼서는 안 될 것이다. 고교생 수준에
맞는 융합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계 학생들은 직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과학의
원리와 수학적 계산이 그리고 예술적 심미성과 창의성이 요구될 것이다.
문제는 진학계 고교 학생들의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독특한 것을 심화해야
사회 구성의 전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구호가 되고 있는 ‘Know
everything about something, and something about everything’(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온갖 것을 제대로 익히며,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만 익혀라)
는 여기에도 해당된다. 자칫 융합이 지나치면 학생들의 진로별 심화 학습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 융합은 상대적으로 ‘횡적 통합’임에 비해 고교에서 진로집중과정 등 진로별 교
육은 선택과집중을 통해 ‘종적 발전’을 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계 진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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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여타 진로를 가진 학생들에게 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하는 것
은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자신의 진로별 핵심적인 교육은 고교 2-3학년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배워나가되, 그 나머지 교과들에 대해서는 자기 진로 분야에 유관하게 재
구성된 종합적인 융합적인 교과로 배울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로별 핵심
교과나 전공을 ‘제대로’ 배우려면 온갖 측면에서 다 배워야 한다. 어느 교과든 그 교과의
역사와 철학, 과학적 특성과 예술적 특성,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 다른 인접 분야와 관계
등을 배운다. 제대로 공부하는 전공은 관견(管見)이 될 수 없다. 핵심이지만 주변을 품는
진로별 공부가 된다는 점에서 고교에서는 더 높이 쌓아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는 가운데 진로별 공부를 하면 불가피하게 나머지 부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포기되는 부분을 고교에서는 시민교양교육으로 중학교에 이어서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공
부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다. 결국 고교의 융합인재교육은
두 방향으로 일어나야할 것이다(홍후조, 2013).

진로별 심화교육에서 STEAM
(2~3학년)

민주시민 교양교육에서 STEAM

과학 및 기술 교과의 인문사회형, 과학기술형, 예술형, 체육형 변환과 재구성
(1~2학년)

[그림 3-10] 고교에서 융합교육인재교육의 두 측면

고교졸업생은 기관의 CEO처럼 높은 수준의 융합으로 의사결정할 위치에 처하지 않는다.
고교는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앞둔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진로별 교육을 하되, 진로별
학습(약 20-60단위, 고2-3수준)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높은 수
준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허용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문이과를 넘어서 진로별로 추
구할 수 있도록 진로별 학습 경로를 진로집중과정식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최근에 강조되
는 문이과 융합이라고 하여 고교 수준인데 진로별 교육을 해나가는 것을 발목잡거나 학습
수준을 옆으로만 제자리걸음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아니 될 것이
다. 진로별 학습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개인적 독특성을 구축해야 집단의 다양성과 집단내
의 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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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이 문이과 융합에서 가장 많은 중점을 둘 곳은 중학교 단계와 고교에서는 보완
및 교양교육 부분(약 120-160단위, 고1-2수준)이다. 고교에서는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평가는 최소한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 4개 계열별로 재해석 및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가령 이공계 진학자들은 과학, 수학, 기술 등에 대해서는 종적 수
준의 진전이 있도록 높은 수준으로 배워 나가야하지만, 국어, 사회, 예술 등은 횡적 통합
을 통해 이공계용으로 별도로 재구성하여 시민교양교육 수준으로 종국적인 마무리 융합인
재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고교에서는 진로별 학습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이나 교
양 영역은 시민교양교육으로서 교과목을 재구성하여 마무리를 융합인재교육으로 할 수 있
도록 과학과 기술 교과의 재해석과 재구성이 요구된다.
과학기술계(기초과학, 공학, 보건의료 등)는 중학교까지의 과학기술 공부와 대학에서 이
공계의 공부를 연결하는 높은 수준의 공부가 요구된다. 특히 공학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
들은 기술과 수학에서 높은 수준의 공부가 요구된다. 이 시기를 수능형의 문제 풀이에 몰
두하도록 하는 것은 과학기술교육답지 않을 것이다. IBDP에서 실험과학은 과학수업에서
실험시간을 반드시 일정하게 가지고 또한 선다형 객관형 시험은 20%밖에 안 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할 것이다.
진학계 고교의 인문사회, 예술, 체육계의 과정들(인문, 사회, 경상, 국제, 음악, 미술디
자인, 연극영화영상, 개인운동, 단체운동, 스포츠산업 등)은 진로에 따라 과학기술이 직간
접적으로 소용되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다만 미술디자인과 체육계는 과학기술의 도움이
다른 과정보다 크므로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여기에서 중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 여타
과정들은 시민으로서 현대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이면에 작용하는 과학기술을 이해
(technological literacy)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과잉 배출, 지구온난화, 방사능오염, 4
대강정비사업, 광우병, SARS, 각종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GMO, 농수축산물의 오염
등등은 과학기술적 설명이 결여된 채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과학기술적 의해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과학기술과 가장 멀다고 여겨지는 분야나 그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
한 오해를 하지 않아야 과학기술 발전의 인프라와 문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축
구를 하는 선수는 극소수이지만,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성원해주어야 축구가 발달한
다. 축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축구 발전의 지름길이다. 마찬가지로
이공계 진로가 아닌 학생들이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성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고교에서는 진로별 교육이기 때문에 인문사회계 과정 학생들에게는 과학기술을 이해하
거나 오해하지 않는 쪽에 적절한 주제를 가진 실험과 실습을 엄선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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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이공계나 특성화고에서는 단원별로 실험 실습을 하나씩 한다면 인문사회계나 예술계,
체육계는 해당 진로별 학습 특성에 맞는 실험 실습을 엄선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도
록 해야 한다. 어차피 이공계 진로가 아닌 학생들은 다른 교과들을 핵심으로 하여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융합인재교육의 취지를 반영한 실험 실
습을 하도록 하되, 진로별 특성에 알맞은 것으로 미리 엄선 지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교과들은 고교에서 진로별 교육을 하되, 진학계는 대학과 직업계는 산업과 밀접히 연결
되어야 하고, 그것에서 바탕학습이 되지 않는 여타 분야는 시민교양교육으로서 마무리를
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공계 진학자들은 과학, 수학,
기술, 외국어 등에 대해 제대로 세분화하여 배워야할 것이지만, 국어, 사회, 예술, 체육
등에 대해서는 시민 교양 교육으로서 종국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국어, 사
회 등은 문이과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흔히 생각하듯이 문이과 과목을 교
차이수하여 문과생이 이과생이 배우다 만듯하게 수학이나 과학I까지 이수하거나, 이과생
이 문과생의 사회나 국어를 어중간한 수준까지 배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시민교
양교육으로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표 3-4> 공통필수 교육과정에서 상이선택 교육과정으로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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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공통필수 교육과정에서 상이선택 교육과정으로 변화(2)

요약컨대 취학전과 초등 저학년에서는 자연과 사물을 눈여겨보고 여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는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적인 개
념, 원리, 법칙 등을 실험과 실습을 위주로 한 융합인재교육 교육으로 배우며, 고교부터는
진로별 과학기술교육을 하되, 직업기술을 배우는 직업계 고교 계열과 학과, 진학계 고교에
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 집중과정에서는 융합인재교육형 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체육계의 하위 과정들과 예술계의 미술디자인 과정은 융합인재교육 교육이 ‘중’수준으로
결부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인문사회계 및 여타 과정들에서는 과학기술이 ‘교
양’수준으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정수를 융합적,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설
계되어야할 것이다.
고교는 진로별 교육이므로 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밝혀내고, 융합적 접근이 가능
하도록 교과 교육과정기준을 균형있게 구성해야 한다. 진로집중과정에 대한 오해 중 하나
는 그 교과들만 3년 내내 하는 줄 안다. 결코 아니다. 본래 교과목은 1-6학기간 지속하는
데, 교과에 따라 5-6학기, 3-4학기, 1-2학기 지속하는 것도 있다. 진로집중과정에 해당
하는 과목들은 5-6학기 지속한다고 해도 그 아래 1-4학기를 거치는 동안의 하위 과목들
은 더 진전된 융합적 접근을 해도 된다. 진로별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
만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를 가져오는 균형적인 이수도 필요하다. 즉 문과생들이
라고 하여 이과 공부를 외면하거나, 이과생들이라 하여 문과 공부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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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진로에 따라 적절하도록 재해석된 재구성된 융합인재교육을 제공
해야할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과잉분리가 일
어나지 않도록 고교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고, 대입시에 의해 이를 강화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재삼 강조하지만 인문사회계 과정에 제공되는 과학기술계 융합인재교육 과목이
나 그 역은 재가공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교차이수는 학생들로부터 고부담으로
인한 외면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인문사회

핵심

과학기술

핵심

과학기술

보완

인문사회

보완 인문사회/과학기술

예술/체육

교양

예술/체육

교양

인문사회분화 과정

과학기술분화 과정

인문사회
공통

과학기술

과학기술/인문사회
예술/체육분화 과정

인문사회
공통

예/체
(필수)

예술/체육

과학기술

인문사회
공통

예술/체육

예/체
(선택)

인문사회분화 과정

(필수)

(선택)

과학기술분화 과정

과학기술

(필수)

(선택)

예술/체육분화 과정

[그림 3-11] 진로집중과정 간 과잉분리 이수 문제를 극복하는 ‘균형’이수 개념도

다른 하나는 융합인재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진학계 고교에
서 문제이다. 가령 특성화고가 여러 계열, 전공 학과를 역할분담하여 개설하고 있듯이, 진
학계 고교도 점차 문이과를 넘어 다양한 진로를 진로 집중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해주려
고 한다. 그러나 점차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의 규모는 작아지고, 소규모
학교는 가용할 교사수, 교실수가 적어서 개설해줄 수 있는 과목, 교과, 과정이 제한될 수밖
에 없다. 이 경우 자칫 문이과를 통합한 단일한 과정을 개설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동원가능한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국영수 중심, 혹은 국영수사과 중심의 교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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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 영세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들의 과목 개설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특성화고교의 학교간 역할분담 혹은 협장학교간 협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가
령 현재 9학급 규모의 고교가 모든 교과를 다 개설해 줄 수 없다. 이 경우 인근 6학급 규모
의 학교와 협력하여 전자는 이과계 과목들을 후자는 문과계 과목들을 개설해주는 방법이
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전체 15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셈이며, 이들의 교과목 개설 능력,
즉 학생의 진로에 맞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지게 된다. 마치 특성화고가 학
교마다 다른 계열과 전공 학과를 개설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은 이과계
를 특성화한 학교에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강화해서 해당 교과목 교사, 강사 수급은 물론 시
설과 설비 및 재료(자재)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학교별 교육과
정 특성화이고, 이과계 학교와 학생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
식은 소규모 학교가 산재한 농산어촌 지역에서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4) 진학계 고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가)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점차 분명해지는 자아와 주체의식, 목표와 진로가 점차 분명해짐, 권위에 대한 도
전 및 사회의식 생겨남,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준 성인적 특성 드러나기 시작,
독립적 자기 결단과 자기 책임의 증가, 동료간 경쟁과 협동심의 고조, 진학에 대한
열망과 준비부족에서 불안을 느끼는 시기, 대학의 요구에 민감한 시기, 상대적 열
등감이나 박탈감에 시달리는 시기
(나) 고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교
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특히 과학기술계
진로 집중과정(기초과학 과정, 공학 과정, 보건의료 과정 등)에서 융합인재교육 교
육과정의 중점 사항
(다)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진로에 맞는 적정한 시설과 설비, 교재, 학습자료 갖추기, 과학기술 이공계 쪽 진
로를 가진 학습자 집단에게 필요한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 비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맞는 융합인재교육 단원 내용 엄선 필요(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와 효능 및
부작용 해소 방안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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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계 고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가)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준성인적 신체 특성을 가지는 시기, 산업과 기업에 요구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시
기,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여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 빈곤 등 취약점을 개
선하려는 열망이 높은 시기, 목표 및 진로 의식이 뚜렷한 시기, 점차 분명해지는
자아와 주체의식, 목표와 진로가 점차 분명해짐, 사회의식 생겨남, 스스로 선택하
고 책임지는 준 성인적 특성 드러나기 시작, 독립적 자기 결단과 자기 책임의 증
가, 진학에 대한 열망과 준비부족에서 불안을 느끼는 시기,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
탈감에 시달리는 시기
(나) 직업계 고교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
(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NCS 등 직무표준에 맞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수행한다.
(다)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특히 직업기술 교육을 산업계, 기업의 요구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실기, 실습 시설,
설비, 기자재 및 재료의 준비가 필요하다.
(7) 특수집단에서 융합인재교육
영재아와 특수아의 구별한 융합인재교육 과학기술융합 교육, 중도탈락자를 위한 기초기술
직업교육에서 융합인재교육 교육
(가) 학습자 특성 및 융합인재교육 교육목표
(나)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의 방향
및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론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다)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갖출 요건

아. 융합인재교육의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우수교사에 의한 각 교과 각론 개발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기준 총론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려면 융합인재교육형 교과인 과
학과 기술 교육과 교육과정기준 개발에서 융합인재교육 교육에 이해가 높고 반성적 실천
(reflective practice)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간 특정 분
야 학문적 주제를 전공한 교수들에 의한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은 학교교육에서 ‘이론’에

82

제 3 부. STEAM 교육과정기준 총론의 개발 방향

치우치도록, 진도 나가기에 바쁘도록 만들었음을 각성할 필요가 있다. 고교의 이공계 진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이외의 영역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히 초중학교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의
지속이 중요하므로 어려운 공식 등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험과 실습
을 통해서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습득하도록 과학기술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있어 현장에
서의 실천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참여한 각 교수들은 이론적으로 특정 분야나 주제의
중요성, 필수성, 타당성을 강조하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엄청난 분량이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교과들의 용어만 다를 뿐 중복되는 내용도 적지 않게 된다. 학교교육이 이론으로, 진
도빼기식으로, 시험문제풀이로 흐르도록 하는 것도, 각 교수가 자기 전공 분야를 가르쳐야
완결된 교과교육이 된다고 보는데 있다. 그것은 초중등교육에서 각 교과교육이 대학의 ‘식
민’ 상태를 의미하며, 대학 개론서의 축약에 불과하게 만든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는
그 이론과 경험을 통해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현장 교사가 주축이 되어 교과교육과정기
준을 만들도록 인적 구성에 매우 유념해야할 것이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대학에 가까울수록 대학교수들의 교육과정적 영향력은 커져야 하며,
대학과 멀어질수록 교사들의 그것은 커져야 한다.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교수들의 영향력
은 고교에서 해당분야를 공부하여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그쳐야할
것이다. 특성화고를 비롯한 기술 분야의 경우 산업계의 영향력이 더 커져야 공허한 교육
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모두 교사들에 의해 교과교육과정기준이 만들어지고,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현장 적용가능한 영향력있는 교과교육과정기준이 될 것이다.
<표 3-6> 각 교육기관과 집단의 특성에 따른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기준 개발 참여자 배분(안)
기관과 집단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 참여자
(숫자는 팀별 인원)
교수/연구자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강조점

학교 교원

취학전 교육기관

교수4, 교사1

교사5

초보적인 융합인재교육

초등학교

교수1, 교사1

교사8

기초적인 융합인재교육

중학교

교수2, 교사1

교사7

기본적인 융합인재교육

중도탈락자 집단

산업체 인사5

교사3, 교수2

기초직업기술교육, 기술의 과학화

영재집단(과고, 영재고)

대학교수6

교사4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고도화

교사7

교수3

이공계 진로집단의 융합인재교육 교육(과학의 기술화)

대학교수6

교사4

비이공계 진로집단의 STS형 융합인재교육 교육

산업체 인사5

교사3, 교수2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융합인재교육 교육(기술의 과학화)

일반고 진로별 교육
특성화고 진로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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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좋은 기준 확보를 위한 토대로서 총론과 각론 개발 기간의 충분한 확보
교육과정기준은 총론, 각론의 총론, 각론의 각론이 모여서 교육활동의 방향과 모습을 알
려주는 ‘교육종합계획서’이면서, 그간 교육 현장의 적폐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교육종합교
정서’이다. 그러므로 이런 중차대한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면서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하는 ‘수시’라는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 급해도 ‘정기’ 개정이 맞다. 또한 현재와 같이
단기, 졸속, 일시, 동시 개정으로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도리어 다른 문제점을 낳을 뿐이
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개발하는 제도와 풍토가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각종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소요기간에 대
해 논해보기로 한다. 최소한의 기간은 질을 담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이다. 교육과정기
준은 먼저 공통필수와 상이선택으로 나뉜다. 각각은 총론, 각론의 총론, 각론의 각론으로
나뉜다. 적용은 결국 학교단위에서는 총론이고, 교실(수업)단위에서는 각론의 각론이다.
총론을 만드는데 최소 1년, 각론의 총론을 만드는데 최소 1년, 각론의 각론을 만드는데
최소 1년이라고 하자. 그러면 초중학교와 같은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준을 먼저 만드는데 1
년, 고교 이후 진로별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1년을 쓴다고 하자. 그리고 공통필수 교육과
정기의 교과군별 교육과정기준을 만드는데 있어 최소한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예체능
계로 나누어 각 1년을 쓴다고 하자. 상이선택 교육과정기 진로별 교육과정도 같은 주기를
겪는다. 다만 상이선택 교육과정기준, 즉 진로별 교육과정기준은 교과 밑에 다양한(무수
한) 과목, 과정이나 학과별로 교과목들이 수준별 영역별로 엮이도록 개발해야 하니까 개발
에 1년 더 걸릴 수도 있다. 교육과정기준이 개발 고시된 후 적용을 위한 준비 중 가장 중
요한 것은 교재의 개발 보급이고, 시설과 설비의 보완이다. 이를 위해서도 각 학년별로 1
년은 족히 걸린다. 적용의 경우 첫해는 개발된 교육과정기준의 수정 보완을 위한 시험적
용을 하고, 두 번째 해부터 본격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본격 적용을 얼
마나 하는가의 문제이겠지만 가장 짧아도 교육과정기준의 적절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
간이 반드시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각종 교육과정기준
개발과 그 적용의 최소한의 총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다. 개발의 최소 주기는 4년이고, 적
용의 최소 주기는 3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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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연차별 순차별 교육과정기준의 개발과 적용
연차별 순차별 개발
1차년도

공통필
수(초중)

상이선
택(고)

총론

-

연차별 순차별 적용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

각론의
총론(1)
인문사회계
교과

각론의
각론
(국어, 외국어,
사회)

교재의 개발
시설의 보완
적용의 준비

시행
1차년도
(시험적용,
수정 보완)

시행
2차년도

시행
3차년도
(효과검증)

-

각론의
총론(2)
과학기술계
교과

각론의 각론
(수학, 과학,
기술)

교재의 개발
시설의 보완
적용의 준비

시행
1차년도
(시험적용,
수정 보완)

시행
2차년도

시행
3차년도
(효과검증)

-

각론의
총론(3)
예체능계
교과

각론의 각론
(예술, 체육,
창체)

교재의 개발
시설의 보완
적용의 준비

시행
1차년도
(시험적용,
수정 보완)

시행
2차년도

시행
3차년도
(효과검증)

-

각론의
총론(1)
진학계
과정

각론의 각론
(과정별
교과목)

교재의 개발
시설의 보완
적용의 준비

시행
1차년도
(시험적용,
수정 보완)

시행
2차년도

시행
3차년도
(효과검증)

각론의
총론(2)
직업계
중계열과
학과

각론의 각론
(학과별
교과목)

교재의 개발
시설의 보완
적용의 준비

시행
1차년도
(시험적용,
수정 보완)

시행
2차년도

시행
3차년도
(효과검증)

총론

또한 교육과정기준은 교실을 비롯한 학교의 교육활동의 ‘교육종합계획서’이면서 그간의
폐단을 제거하는 ‘교육문제종합해결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위에서 말한 실험
실습이 강조되는 과학 기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기준 개발은 물론이고 자
료나 설비를 지원해야할 것이다.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기준 총론의 취지가 해당 교과의
교육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 등에 스며들도록 교육과정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교육과정 개정 과정 중에 이를 점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두도록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발된 교육과정기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교과서의 내용이나
자료 개발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즉 교육과정 한 살이(life cycle) 전 과
정에 걸쳐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구현 여부를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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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합인재교육과정기준의 운영 지침(guidelines)
가.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관련 주체들의 권한과 책무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정부에서 top-down 방식으로 강조하고 지원해서 태동하고 도입되
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강력하지 않다면 일부 교사들의 동호인 모임으로 끝날 수도 있다.
어떤 교육정책이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는 데에는 10여년의 기간 동안 꾸준한 내외적 지원
과 압력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초중등학교 과학과 기술 교육의 질 낮은 성과를 위기로 규
정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하고 대처해야할 것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료계와
법조계 및 공무원으로 빠져나가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인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인재들이 이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통해서 과학기술 유인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과학기술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점검하고, 해당 교과 교
사들에게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과학기술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기반을 구축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
다. 특히 과학기술을 융합인재교육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정비하고,
미래형 과학교실, 융합인재교육리더스쿨, 교사연구회를 지원해주며, 중요한 평가나 시험
을 이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교사들에게는 수석교사만 아니라 그 이전
에 수습-희망-보람-긍지-우수 등 다양한 직급을 부여해서 성장과 발달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학교에서는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미래형 과학교실, 융합인재교육리더스쿨, 교사연구회를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학교의 과학기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회
를 조직하고, 더 나은 수업과 자료 및 평가 방법을 강구하고,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시설과 설비)을 갖추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동료장학 등을 통해 융합
인재교육 교육이 더 나은 과학기술 교육임을 증명해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실험과 실
습이 위축된 과학기술교육을 융합인재교육 교육으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
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달라진 교육과정기준에 따라 교사들은 주요영역별 핵심주제에 따라 수업에서 하위
부속적인 개념이나 관련 주변 지식들을 스스로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
오던 대로 교과서 내용을 전달하거나 시험문제풀이형의 수업에 매달려서는 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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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융합인재교육을 계기로 과학과 기술 교육이 교과 본연의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려면 교사들의 특별한 노력과 의지 및 인내가 필요하다.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
및 재구성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그 수업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한다.

나.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융합형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충분한 기간과 인력 확보이다. 현재의 6개월, 1년
정도로는 최소한 오류 없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어렵다. 또한 인정, 검정 도서를 각 출
판사마다 팀을 꾸려서 난립하는 것도 교과서 개발에 관여하는 인재의 폭을 넓히는 면도
있지만 자원의 집중 측면에서 보면 낭비이다. 일단 기간은 2년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 그
사이에는 기존의 교과서를 수정, 보완, 재구성해서 사용하면 된다. 새로 나온 교과서가 융
합인재교육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이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교과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교과서는 융합인재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교과의 내용
을 실생활과 연결 짓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동기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제, 쟁점, 소
재를 발굴하여 이야기를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실험과 실습이 강화된 교과서는 실험
실습을 ‘통해서’ 기초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실생활 문
제, 교과서 문제, 직업에서 문제,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서 문제 등 과학기술의 문제를 풀
기 위하여 학생들의 그간의 학습과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해결과
정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깔린 마당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스스로 만들어 노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궁리할 수 있는 시
간적·공간적·지적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이런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고 혹 성실한 실패를 하였다고 해도 그들에게 이런 경험은
오래도록 체화될 것이다. 교과서는 많은 내용을 알려주기보다 핵심적인 소수의 개념과 명
제(원리, 법칙, 이론 등)를 중심으로 실험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질문 상황과 문제의 제기
및 해결을 위한 궁리 과정 및 정리 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교과서는 종류가 다양해야 하겠지만 질이 높아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잡다한 지식전달
형의 교과서는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질 높은 것으로 학년당 5종 정도면 선택에도 충분할
것이다.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엄정한 융합인재교육용
교과서의 질 관리 기준을 만들고, 그 심사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검인정 할 수 있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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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교과서는 안정적으로 최소한 5년간 유효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자주 바뀌면 자원
만 낭비되며, 교사나 학생들이 새로 구입해서 익숙해져야 하므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교과서는 정규 수업용도 있어야 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주말 및 방학용 단기 집중
강좌용 특별 교재들도 필요할 것이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테마북도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제작을 위한 매뉴얼형의 실무형 교재도 필요하다. 학교용, 과학실용 다양한 교재들
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월간지 성격의 학술잡지들도 과학기술실에는 비치되어야할 것이다.

다. 융합인재교육 실현의 기초로서 교원 양성과 연수
예비교사 양성 과정을 두고 있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에도 융합인재교육 교육 관련 강좌
를 한 강좌 이상, 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교사 양성 과정이 철
저히 실험과 실습 위주로 바뀌어야 융합인재교육 교육이 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교육부
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지표에도 그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을 넣어서 과학기술 예비교원 양성기관이 바뀌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과 기술 분
야 교원 양성 기관들은 이 교과의 특성을 융합인재교육형으로 바꾸도록 교육부, 한국과학
창의재단 등에서 힘써야할 것이다,
융합인재교육 실현의 토대는 현직 교사들의 취지에 맞는 실천이다. 그 실천을 뒷받침하
는 것이 현직교사를 위한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발표회, 연수 등이다. 융합인재교육 교
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들은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연수를 받을 기회를 가져야할 것이다.
그간 특정 교과 내에서만 이론적으로 가르쳐온 기존 교사들과는 달라야 교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일정 시간(30시간) 이상 연수를 받은 후에 수료증을 발부하고,
이들이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학교장 책임 하에 확인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교사연구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융합인재
교육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고 연구점수 등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부여
함이 적절할 것이다.
실험 실습의 시간이 일반 수업시간보다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한다. 해당되는 요일의 출퇴근 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풀어주어 탄력근
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실험 실습이 활성화되려면 이를 돕는 조교가 확보 수급되어야할 것이다. 준교사, 조교,
학교회계직 등을 통해 조교를 확보하여 실험 실습 등 늘어난 시간을 보조하고, 여러 조의
활동을 돕고, 준비 및 뒷정리 등에서 교사와 학생을 돕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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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관련 지침
과학기술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를 교과답게 그 목적달성에 충실하도록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교사가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이다. 실험
실습을 해봐야 성적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험 실습한 결과를 모아
서 포트폴리오로 작성한 것을 평가 인정해주는 상급학교가 많기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공계 대학의 입학은 예술 분야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융합인
재교육 교육을 통해 실험 실습한 결과를 백분 활용해서 학생을 총평해야 중고교의 수업이
바뀐다. 체육 수업이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하듯이 과학기술 수업은 으레 과학실험실, 기
술실습실에서 하는 것으로 관행을 만들어 가야 교과는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표 3-8> 과학과 기술공학의 방법 비교
과학의 실험 방법

기술공학의 설계 방법

질문의 제기

문제의 규정

질문을 연구함

문제를 연구함

질문에 대한 대답, 설명을 구성하거나, 시험될 가설을
설정함

시제품을 설계, 계획, 제작하거나 해결책을 시험함

반증할 수 있는 실험을 거쳐 가설을 시험함

그 시제품이나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해주는가를 시험함

결과를 분석하고 대답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냄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함

결과를 보고하고 다른 사람의 결과와 비교함

결과를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거나 가동시킴

더 정련한 질문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칠 새로운 질문을 준비함

더 나은 해결책을 내기 위해 더 정련된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위의 과정을 반복하거나, 새로운 문제로 위의
과정을 반복함

출처: Trilling & Fadel(2009), p.93.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수업시간 편성이다. 실험 실습은 학생 중
심 활동이기 때문에 교사나 보조교사(조교)들은 준비, 과정, 뒷정리 등에 많은 시간을 보
낸다. 그만큼 이 분야는 이론 설명 못지않게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으며 이를 실험으로
검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궁리하고 설계하며 실습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
게 하려면 30분 설명하고, 1시간 실험 실습하거나, 1시간 설명하고 2시간 실험 실습하는
식으로 수업시간이 블록으로 묶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점심시간 이후에 배치해도 좋
을 것이다. 학교수업이 파하기 전 마지막 시간에 배치하면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실험과
실습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블록타임은 학교의 다른 교과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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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교육과정기준에서도 40-50분 단위수업시간에 구애받는 실험이나 실습만 선정해
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30분간 할 수업을 50분으로 늘려 할 필요도, 80분할 수업을
50분으로 줄여 해서도 교육은 왜곡된다.
적절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집단 협동학습을 비롯한 학습집단의 크기를 적정화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35명 이하의 학급당 학생수가 아니라. 수업당 학생수, 교사당 학
생수를 적정화하여 실질적인 학습이 일어나고, 협동학습 개별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상호작
용의 품질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4~8명이 한 조가 될 때 몇 개의 조가 한 학급을
이루어야 교사가 관리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할 것이다.
또한 융합인재교육 교육의 핵심인 실험과 실습에는 많은 시설과 설비 및 재료(자재)가
소용된다. 시설과 설비를 학교 단위에서 준비하고 재료나 자재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업준비물을 학교가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를 지원해주어야 실험과 실습은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 학부모가 도와야 한다면 학기 시작 전에 미리 고지하여 한꺼번에
대량으로 양질의 재료로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위한 교사 수급, 교강사 수급, 시설과 설비의 구유, 재료와 자재의
조달,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기준 개정 고시만
아니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어야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충실해질 수 있다.
학교밖의 자원을 활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적 기반을 이용해서 융합인재교육 교육
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견학과 실습을 하거나 관련 인사들을 초대하여 진로 강연을 듣
거나 할 때이다. 심지어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시설과 설비 및 재료(자재) 등을 협찬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는 크게 정규 과정과 방과후학교 등 비정규과정을 통해 가능하
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을 강화하는 정규 수업에서는 블록타임의 활용, 교사간 팀티칭, 실
험 실습의 비중 확대, 이공계 진로지도의 강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을 통해 관련 교과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학예제, 축제 등에서 지역사회에 선보
이는 방식이다. 나아가 이들의 활동을 포트폴리오화하여 대입시 등에 적절히 활용하는 학
습자별 학업 및 진로 관리이다.
방과후학교, 주말 프로그램, 방학중 집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융합인재교육 교육
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특히 고교 이후에는 정규수업 시간으로만 진로별 학습기회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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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우므로 방과후, 주말, 방학 중 단기 강좌 등을 통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해당 분야를 좋아하고 그 분야에 취미를 붙이려면 일단 직접 해봐야 한다. 해보
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고, ‘그 쪽에는 내가 소질이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그런 기회는 실험 실습 등을 통해서 주로 온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지필고사를 통해 점수
를 더 맞는 것은 실제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과학기술자들이 하는 일을
학생들이 해보는 것이 그 분야 소질과 적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청소년기 학생
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
그러므로 학교는 수업을 통해 이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융합적이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내는데 유리하다.
사실 학생들은 융합인재교육 교육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생
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므로, 학생들이 실험 실습할 기회를, 창의적으로 궁리하고
설계할 기회를, 성공과 실패를 맛보는 경험을 주어야할 것이다.
학생들의 진로는 매우 유동적이고 좋은 교사를 만나면 그쪽으로 진로를 바꾸는가 하면,
맞지 않는 교사 때문에 아예 그 분야 공부를 그만 두는 경우도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중요한 권위에 더 귀를 기울이므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과 교사가 1대1 대면 상황에서
진지한 진로 충고에 학생들은 귀를 기울인다. 전문가가 오랜 경험에서 하는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과학기술교사들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이 분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야 할 것이다.
학생들 중에는 이론적인 공부, 객관식 시험에 관한 공부는 잘 못하지만 실제로 손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일에는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많다. 융합인재교육 교육
은 이런 학생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살려내는 기회를 부여한다. 학생들 중에도 직업기술을
배워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학생들도 적지 않음을 볼 때 이들에게 이를 발달시
켜주고 준비시켜주는 학습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학업중단 학생들이나
성인학습자 중 재취업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학교안팎에서 직접 혹은 위탁교육을 통해 직
업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기숙사를 갖춘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중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원근각처에서
학생들이 모여든다. 주변의 자연환경과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학교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가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된다. 과학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한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는 이런 발전성 있는 주제나 소재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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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융합인재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관련성 강화
융합인재교육 교육은 정규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융합인재교육이 방과후학교
나 창체시간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부담이 적었다. 그러나 정규시간으로
확대 강화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과학 기술 교과만 수업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다만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회를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
적 체험활동, 주말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추가기회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융합인재
교육 교육은 창체를 마당으로 출발하였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회, 학생들의 자발적인
클럽활동이다. 학생들의 재기발랄한 주제나 문제를 가지고 지도교사와 동아리를 꾸리는
것은 필요하다. 진정한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들과 함께 문
제나 쟁점 혹은 프로젝트를 설정해 동아리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학예회나 축제에는 그간의 성과를 압축해서 가장
흥미있는 테마를 선정해 초등 고학년은 취학전이나 초등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그 이하, 고교생은 다시 그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페스티벌을 열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예산 지원을 해주고, 발표회 자리도 마련해주면 더 활성화될 것이다.

바. 융합인재교육에서 총평과 질 관리
현재 선다형 선택형 시험은 사실상 수업의 양태나 학생의 학습 나아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대단위 집단의 일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객관식 선택형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 가
장 부담높은 시험의 형식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이를 타파할 방도를 내지 않으면 우리 교
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협동심 높으며 남을 배려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
현재의 시험 방법으로 융합인재교육으로 배운 학생들을 평가한다면 융합인재교육은 설
자리를 잃는다. 그러므로 시험 형태를 먼저 바꾸고 수업을 바꾸고 학습을 바꾸어야 할 것
이다. 시험이 결국 교육, 수업, 학습, 실제 사회에의 준비 등을 왜곡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교과는 서술형으로, 서술형으로 하되 어떤 교과는 문학성을 어떤 교과
는 비문학적인 논술을 강조해야할 것이다. 서술형만 아니라 프로젝트(실험, 실습)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며 그 성과나 결과를 보고하는 포트폴리오, 수행형도 중요한 평가 대상
으로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예술, 체육, 기술, 과학 등은 실제로 할 줄 아는 능력을 시험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필답시험만으로 부족하다. 서술형, 수행형 등의 온전한 평가 방법
이 도입되고 중요한 시험에서 고려될 때 비로소 교육, 수업, 학습이 차례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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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습의 평가 결과의 표기도 중요하다. 상대적 서열을 드러내는 평가는 협동학습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제약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절
대평가를 실시해야하고, 그 결과는 정직한 정보여야 할 것이다. 비록 상급학교에서 선발을
위해 그 표기를 가공할지라도 학교는 일단 정직한 정보만 전달하면 될 것이다. 가령 원점
수, 평균, 표준편차, 수강자수가 가장 기본이다. 물론 융합인재교육에서는 그 특성에 맞추
어 총평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의 경우, ‘새로운 학력이란 무엇인가?’에 따라 4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
한국이 ‘기능, 이해’ 중심의 교육임에 비해 일본의 경우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 ‘사
고력’, ‘표현(력)’ 및 정의적 영역인 ‘관심, 의욕, 태도’까지 평가하려고 시도한다(이찬승,
2013.11.21., “교육개혁은 평가개혁! 수능, 내신 평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그림 3-12] 일본의 교육목표 분류 및 평가결과 표기 영역의 변화

이찬승은 다음과 같은 평가결과표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매우 전인적인 총평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학생의 학업성취평가이고,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프
로젝트 및 문제해결학습을 수행한 실험 실습의 준비와 계획, 진행 과정, 결과의 보고 및
반성 등을 총평한 것을 개발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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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일본의 평가 결과 표기의 변경(안)

더구나 평가는 학생의 학습 결과 평가를 넘어서야 한다. 특히 수업의 질,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평가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평가의 가장 중요
한 측면은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한 피드백이다.
학교교육의 중요한 결정자로서 전국단위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 등에서도 진로별로 더
중요한 과목에 가중치를 주어 특히 이공계 진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등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통적인 이공계라고 하여도 건축, 의학의 정신과, 가정과의
유아교육 등 사실상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한 영역도 적지 않다.
평가는 학생 학습, 교사 수업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융
합인재교육은 도입기, 정착기, 발전기, 성숙기 등을 거쳐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융
합인재교육의 초점도 조금씩 변할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상은 실험과 실습이
없던 과학기술 교육에서 질문을 검증하는 실험과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은 매우 중요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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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이 될 것이다. 당분간 융합인재교육은 이런 수업과 학습 양태를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그 제도와 풍토를 만들어 가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영어과가 문
법과 독해에서 언어의 실질적인 구사능력 의사소통능력 확보로 전환한 것과 같은 환골탈
태(換骨奪胎)를 의미한다.

5. 요약 및 결론
융합인재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등을 아우르는 교육이다. 특히 과적적 요소
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실생활 연계, 본 교과와 타교과에서 제기된 문제와 내용, 직업과
연구 개발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와 과제 등의 상황과 연결되면서, 학생들이 개인적 그리고
협동적으로 직접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실험과 실습을 준비하고 창의적으로 궁리하며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경험시켜서, 이를 통한 해냈다는 성취감, 잘 해냈다는 성공감,
혹 실패하더라도 해낼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 정의적 체험을 강조한다.
본고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대학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야 하며, 그것이 일
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융합인재교육용 총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집필된 것이
다. 그래야 각 교과와 각 학교급에서 공통되고 일관되며 유기적인 융합인재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새로운 교육정책은 20-30년 후에 우리 교육에서 어떤 변화를 지
향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2-3년간의 교육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교육의 비전과 목적 설정은 지향하는 사회상,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과 조
율된 소망하는 교육상을 설정해두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우리 과
학과 기술 교육의 큰 병폐인 이론 설명 위주의 수업, 진로 마치기에도 빠듯한 과다한 내
용, 단위수업에 억지로 맞춘 간이 실험과 실습, 실험과 실습을 안 해도 되는 수업, 수능
이하의 내용을 단순반복하며 문제풀이로 마무리하는 교육 등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최소
한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교과 본연의 호기심을 가진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과학 교육, 풀어야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리하고 설계하며 제작해보는 실습이 잇는
기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실험 실습이 없는 과학 기술 수업에서 실험 실습이 있는 과학
기술 수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융합인재교육의 교육과정 총론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들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대영역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특성과 목표를 잘 드러내는 성격과 목표(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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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 교과에서 융합인재교육이 어떤 교과에서 어느 정도로 ‘횡적 융합’을 구현해야 할지,
그리고 각급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은 어떻게 ‘종적 발전’을 구현해야 할 지에 대해 제시하는
내용과 활동 구성 영역(framework); 셋째, 이 교육과정기준의 편성과 운영 방안 및 한 살
이를 질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운영 지침(guideline) 등이다. 물론 앞뒤로 서론
(introduction)과 부록(appendix)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항목들을 열거하였고,
이들 중에서 취사선택하거나 재구성하여 연구개발진들은 발전된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기
준 총론을 만들 수 잇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강조된 내용을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도마치기에 급급한
과학과 기술 교육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융합인재교육의 교육과정기준
총론을 별도로 만들되, 이것을 ‘가교(bridge/anchor)’총론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취지를
구현하는 각론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각론 개발 주체를 진학계
고교에서 이공계 진로를 가진 진로집중과정의 개발과 특성화고 교육과정기준 개발을 제외
하고는 융합인재교육을 구현해본 반성적 실천가인 우수한 현장 교사들이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교육과정기준 개발이나 교과서 개발은 적절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한다고 그 연차별 순차별 개발 일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융합인재교육이 모든 교과에 걸쳐 구현되어야 하겠지만 각 교과는 나름의 독특한
성격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융합인재교육은 현실적으로 과학과 기술 교과에서 가
장 중점적으로 구현해야 할 것이고, 수학, 예술, 사회 등은 융합인재교육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따르고 반영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후자는 다른
교과와 통합과 융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셋째, 융합인재교육의 교육과정기준 총론은 상세하고 친절하되, 그 각론들은 대강화, 핵
심화, 중핵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각론이 주요영역(strand)의 핵심주제(big ideas)를 중심
으로 엮되, 이전과 같이 단원-장-절-차시까지 제안하지 말고, 단원-장-절까지만 이어지
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차시의 정보제공은 교단교사들이 선정 결정하거나 학생들
에게 사전 공부로 해오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래야 잡다한 정보적 지
식에 매여 수업진도마치기에 급급한 과학과 기술 교육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실험과 실습이 없는 과학 기술 교육에서 실험과 실습이 있는 과학과 기술 교육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이론 공부와 함께 그간 보조적으로 쓰인 ‘관찰과 실험’ ‘실기와
실습’ 교재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수업시간을 별도로 표기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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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고교에서 융합인재교육의 구현에서 진로별 심화학습과 그 외에 민주시민교양교
육으로서 융합인재교육을 구분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교는 대학진학을 하거나
사회진출을 하는 진로별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융합인재교육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공계 진학생이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기 분야에서 ‘종적 발
전’을 지속하는 것으로, 그 외의 고교생들은 ‘횡적 통합’을 통해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
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고교졸업자들은 기관의 CEO와 같은 의사결정을 융합적 종합적으
로 할 위치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고교 수준에서 특히 이공계 진학생과 특성화고의 사회
진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각 개인
이 독특성을 구축해야 그들이 모인 집단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해
결을 위한 종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교는 개인적 독특성을 더 발전적으로 구축
하기 위한 시기로 본 것이다.
요약컨대 융합의 순서로 보면 과목내 단원간, 교과 내 과목 간, 과정 내 교과 간, 계열 내
과정 간, 계열 간 융합이 차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차 과학기술계(STEAM)처럼
인문사회계(LASS)용 융합인재교육과 같은 ‘가교’총론을 만들어 우선 각 계열 내에 융합교
육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교과교육과정기준을 주요영역(strand)에서 핵심주제
(big ideas)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주어야 진도 마치기에도 바쁘다는 수업을 융합적으로 혁
신할 수 있다. 큰 줄기가 아니면 교단교사가 살을 붙이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교
내평가도 융합교육에서 프로젝트학습, 문제해결학습, 설계기반학습, 협동학습 등을 추구
한 바를 ‘총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입시도 진로별 입시를 하여 불필요한 부담은
줄여주어야 한다. 과학기술계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하듯이 융합형 교과서와 각종
교재의 개발 보급, 예비교사의 양성과 현직교사 연수 등을 통해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해주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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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IBDP의 ‘실험’과학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기준
우리나라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의 엄정한 질 관리로 유명한 국제공인 고교교육과정인
IBDP 평가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박하식, 2013 미발표 원고에서 참조). IBDP에
서 학교의 평가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구성된다. 즉 국제적 공인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
하기 위해 IBO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EA, External Assessment)와 IBDP를 실행하는
단위 학교의 교사에 의해서 평가되는 내부평가(IA, Internal Assessment)로 구성된다. 각
과목군에서 내부 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van Loo & Morley, 2004:8).
여기서 과학은 아예 ‘실험’과학군이라고 과목명을 규정하고 있다.
<표 3-10> 내부 평가의 평가 비율
과목군

내부시험의 비율

Group 1 : 어학군 1

30 %

Group 2 : 어학군 2

30 %

Group 3 : 개인과 사회과목군

20-30 %

Group 4 : 실험과학군

24-36 %

Group 5 : 수학

20 %

Group 6 : 예술

30-50 %

TOK

100 %

EE

100 %

내부평가와 합산함으로써 학생들이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해 학교 수업에는 관심을 갖
지 않고 외부 시험만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IBDP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
고 있다. IBDP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수업, 즉 교육활동 자체가 최종 평가에 포함됨에
따라서 이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수업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IBO는 단위 학교와 그 학교의 지도교사를 평가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IBDP 수업
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IBO, 2004:31). 우리나라에서도 교
과교육과정기준은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내부평가는 정상적인 교실에서의 수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내부 평가는 교과 내용
보다는 할 줄 아는 능력 즉, 기능(skill)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내부평가에 사용되는
학습 활동들은 결과적으로 최종 평가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어야 한다. 둘째, 내부평가는 최종평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해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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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처방적 지원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내부평가를 위해 제출한 학생들의 과제에
대해서 교사는 제한적 범위에서 평가물에 대해 조언을 해 주어 최종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내부평가는 IBDP의 각 과목에 대해서 정해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된다. 이 기준은 내부평가에서 강조해야할 기능의 종류와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교사
들은 학생들이 이 내부평가에 익숙해지며 내부평가를 위해 선택된 작업들 역시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내부평가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해야하는 과목군이 Group 4인 실험
과학군이다. 그룹 4의 과목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학과목군인데 그 앞에 ‘실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과목군 이름이 정해져 있다. 실험을 동반한 과학 수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목군의 내부평가에서 지켜야할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IBO, 2004: 33).
<표 3-11> IBDP 4 교과군(실험 과학)의 내부 평가 기준
IBDP 4 교과군(실험 과학)의 내부 평가 기준
1.

연구조사 계획 세우기 (문제 정의하기, 가설세우기, 변인선택하기)

2.

기구를 고르고 연구방법을 설계하기

3.

자료 수집

4.

자료 처리하기와 발표

5.

결론을 내리고 평가하기

6.

조작적 기능(기술을 사용하고 지침을 따르기)

7.

공동 작업 능력

8.

동기부여와 윤리적으로 작업하기

IBDP의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할 것들 중 기능(skill)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IBDP
에서는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져
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의 수업에서 기대하는 것과의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학교의 수업을 통하여 과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여 지식의 이해와
암기의 수준을 묻는 평가가 아니라, 위의 평가기준에서 보듯이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업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내부평가의 기준이
IBDP 수업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해당 과목의 개설
목표를 고려하여 수업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실험 과학 수업에서 늘 고려해야하는 것이 아
래 표와 같은 과학 과목의 개설 목표인데, 이 문서 역시 학생들에게 ‘노하우’(know how)가
아니라 ‘두하우’(do how) 능력을 신장시키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IBO,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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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실험과학과목의 성취 목표
실험 과학 과목의 성취 목표

이해

1)
2)
3)
4)

과학적 사실과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과학적 방법과 기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과학 용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과학정보를 발표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적용 및 사용

1)
2)
3)
4)

과학적 사실과 개념을 적용하고 사용하기
과학적 방법과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하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과학 용어를 적용하고 사용하기
과학정보를 발표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사용하기

구성·분석 및
평가

1) 가설, 연구의 문제제기와 예측하기를 구성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기
2) 과학적 방법과 기술을 구성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기
3) 과학적 설명을 구성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기

개인적 능력

효과적인 과학적 연구조사와 문제해결에 적절한 협력, 인내, 책임감의 개인적 기능을 보이기

조작적 기능

정확성과 안전을 갖춘 과학적 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조작적 기능을 보이기

IBDP 수업 담당 교사는 과목 개설의 목적을 준수하면서 IBO에서 제시한 내부평가의 기
준에 의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된다. 이 평가에는 학생들이 담당 교사와 수업을 진행하
면서 한 활동과 실험과 학교 내에서 치른 시험을 포함하게 된다. 학교 내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는 구술 평가와 학생들과의 협력 정도도 평가 요소에 넣기도 한다.
학교내에서의 교육활동과 시험을 포함한 내부평가의 결과를 IBO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결과만을 IBO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시험의 실제 자료를 시험 성적 결과와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고급수준의 과목(HL) 240시간의
수업 시간 중 27시간 이상의 실제 실험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제 실험한 시간 실험 또는 그리고 단위 학교의 교사에 의해서 평가된 점수는
정교한 조정 작업을 통해서 확정되게 된다. 내부평가의 조정 단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최종 조정자

주 조정자

보조 조정자

학교

학교

보조 조정자

학교

주 조정자

보조 조정자

학교

학교

보조 조정자

학교

보조 조정자

학교

학교

보조 조정자

학교

학교

[그림 3-13] 내부 평가(IA) 점수 조정 위계도
* 출처 : (IBO. 2004: 40)

101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최종적으로 외부평가(EA)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험과학교과군의 외부 시험은 우리나라
에서의 수능이나 미국의 AP 시험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외부평가라고 불리 우는
이 시험의 유형과 내용이 결국 IBDP의 수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6개 영역에 속하는 과목은 2~3개의 쓰기 과제(papers)를 포함한 논술식 시험을 보게
된다. 심화수준(HL)의 과목은 5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시험, 표준수준(SL)의 과목은
3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시험을 보게 되어 있다. 실제 외부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기외고 생물 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안내서를
보면 IBDP의 외부평가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평가에서 가능한 많은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학과 관련된 핵심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기술 능력까지를 요구하고 있다(박미영, 2012: 4).
<표 3-13> IBDP Biology HL 외부평가 안내
시험지 1
Paper 1
(20%)

⦁과목개요서에 소개된 핵심적인 과학적 지식에 관한 선다형 문제 40문제를 60분간 치름.
⦁계산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답을 수정할 경우 감점을 하지 않음.

시험지 2
Paper 2
(36%)

⦁다른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2시간 15분간의 시험을 치름.
⦁Section A : 하나의 자료 제시형 문제와 과목 개요서에 소개된 핵심 내용에 대한 몇 개의 단답형
문제이며 반드시 응시해야 함.
⦁Section B : 네 개의 문제 중 과목 개요서의 핵심 내용과 과학 자료에 관한 서술형 문제. 계산기를
준비해야 함.

시험3
Paper 3
(20%)

⦁시험은 1시간 15분간 진행되며, 몇 개의 단답형 문제와 공부한 내용에서 두 개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하는 문제로 되어 있음.
⦁반드시 답을 작성해야 하며 계산기를 준비해야 함.

IBDP의 외부평가를 보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다형 문제의 비율을 20%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주관식과 서술형태의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 내부평가와 마찬가지로 잘 구조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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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보조
채점
자

보조
채점
자

보조
채점
자

팀장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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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점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
* 출처 : (IBO, 2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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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에서는 이런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의 성적, 디플로마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BO에서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기준과 평가의 내용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함을 통하여 수업내용을 구성하도록 하며 단편적인 강의와 지식 암기 이상의
수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BDP의 수업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과목 개설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전과정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지켜져야 할 기준을
지켜야하므로 어떤 형태의 수업을 하든 학생들에게 교육되는 수준과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과교육괴정기준은 장차 이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할 것
이다. 실험과 실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과목명에도 이를 명기함이 좋을 것이며, 시럼 실습
시간을 별도로 명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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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STEAM 교과별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
: STEAM형 교과 및 STEAM반영형 교과의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의 방향
작성자 : 권혁수, 민부자, 박기석, 변자정, 이경진, 임유나, 임혜진, 장소영, 홍후조

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이 차기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 중등 과학과, 실과, 기술과, 예술과, 수학과, 사회과의 현행 교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이를 스팀형(과학, 기술)과 스팀반영형(수학, 예술, 사회 등)으로 나누어, 전자는
초등과 중등을 별도로 나누어 비교적 자세하게, 후자는 초중등을 합쳐서 교과별 교육과정
기준 개발의 방향을 예시하는 지침(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STEAM형 과학과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안)
가. STEAM형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안)
< 이 교육과정의 개관(소개). 성격(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 >
∙ 이 교육과정의 특성(성격)을 안내하되, STEAM형 총론과 연계성(총론 구성을 위한 시안의
1, 2장의 내용)을 갖추어 진술
(e.g.)
STEAM형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관찰실험교육의
정상화 지향을 통해 과학 효능감과 자신감, 과학에 대한 흥미 등을 증진시킴으로써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참고: 백윤수, 김영민, 노석구, 박현주, 이주연, 정진수, 최유현, 한혜숙, 최종현(2012).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보고서.

∙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언명은 STEAM이전의 과학과와 STEAM의 기본 취지에 따른
STEAM형 과학과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진술이 필요함.
(e.g.)
- STEAM형 과학과 교육과정은 STEAM 교육의 기본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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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 통합과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으로 구성되며, 융합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요소들을 반영한다.
- 다양한 분야의 어려운 내용요소들을 나열하기보다,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사고하거나 토론, 관찰 실험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으로 구성해
STEAM 교육의 취지를 살리도록 한다.
참고: 서인호(2013). 새로운 과학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교과서연구. 73호. 22-26.

∙ 이 교과에서 추구할 수 있는 STEAM형 과학교육의 비전 및 강조되는 것 등에 대한 안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관찰과 실험을 소홀히 했다면 STEAM을 계기로 과학을
과학답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질적 전환을 추구하는 것임. 그렇게 하려면 과학과
교육과정기준을 어떻게 표현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과학교육이 과학교육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어 STEAM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1) 추구하는 인간상
∙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성을 지니되 STEAM형 초등 과학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
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e.g.) STEAM형 초등 과학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STEAM형 초등 과학교육은 과학기술기반의 융합적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교육 발전과
이를 통한 융합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과학기술기반의 융합적 관점을 통하여 과학과에서 제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생활
에서 일어나거나 과학자들이 평소 추구하거나 관련 직업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궁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나.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통합적 개념을 이해하여 실생활 및 과학자의 과제,
직업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
∙ 기르려는 인간상을 여기서 당장 즉흥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설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인간상은 더 큰 국가적 목표나 이상과 일치하면서 ‘지향하는
사회상, 기르려는 인간상, 소망하는 교육상’ 3자가 일치하는 면에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더구나 학교급별로 성장·발달하는 학생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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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상보다 노력하여 접근하는 인간상으로서 융합인재상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교육을 마친 창의융합인재, 중학교에서 의무무상교육, 공통교육을 마무리한 시점
에서 창의융합인재가 도달한 정도나 수준, 고교에서는 이공계 진학생, 비이공계 진학생,
특성화고 졸업생으로서 사회진출하는 학생들의 상을 조금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진로별로 도달할 수 있는 창의융합인재상을 구별하여 표현·제시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다.

2) 목표
∙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지닌 STEAM형 초등 과학 교육과정의
목표 제시
(e.g.) 학교급별 교육목표와의 연계
- 초등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STEAM형 과학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교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과학에 대한 흥미, 태도 등의 창의 인성
영역을 포함하여 STEAM 교육의 취지에 목표가 부합될 수 있도록 제시
∙ 인지적 영역(통합지식) + 탐구 기능적 영역(핵심역량) + 정의적 영역을 고려하여 제시
(e.g.) 목표
과학기술기반의 통합적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과에서 제시하는 문제, 실생활과 과학자
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문제, 직업 세계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 경험을 통해 올바른 창의 인성 및 미적 감성을 갖는다.
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통합적 개념을 이해하여 실생활의 과학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나. 과학기술기반의 융합적 관점을 통하여 문제를 창의적, 협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활용한다.
다. 과학과, 실생활,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과학 관련 문제 및 직업 세계의 문제를 성공적
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 인성 및 미적 감성을 갖는다.
참고: 김성원(2012). STEAM 교육 성과 및 교수 학습 평가 모형 개발. 서울특별시교육청 연구보고서.

109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3) 내용 영역과 기준
가) 내용 체계 및 STEAM 관련 교과
∙ 학년군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STEAM 관련 교과를 함께 표시
하여 제시
∙ 예술에는 국어, 사회, 음악, 미술의 관련 내용을 모두 제시할 수 있음
(e.g.) 과학(5~6학년)의 ‘물질과 에너지’ 영역 중 ‘전기의 작용’ 내용을 사례로 제시
<초등 5~6학년군>
교과

과학

영역

물질과 에너지

전기의 작용

실과

예술

수학

<미술> 주제 표현
∙ 체계적인 발상을 통하여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생활과 전기·전자

…

나) 학년군별 성취 기준
∙ 학생들의 발달 단계 및 영역을 고려하여 성취할 수 기준 제시
∙ 각론의 구체적인 각론은 교과서 저작자나 교단교사에게 맡기고, 꼭 달성해야할 것을
단원 수준 혹은 몇 개의 차시를 거치면서 달성할 범위에서 중핵화, Big Idea로 성취
기준을 표현
(e.g.) 학년군별 성취 기준(초등 5~6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과학 수업에서 기초 탐구 과정과 함께 융합 탐구 과정이
포함된 활동을 통하여 융합적 소양에 필요한 탐구 능력을 기른다.
성취기준
분야

2009 개정 교육과정

STEAM형 과학 교육과정

(1)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한다.

물질과
에너지

온도와 열, 용해와 용액,
산과 염기, 물체의 빠르
기, 전기의 작용, 여러
가지 기체, 렌즈의 이용,
연소와 소화의 기본 개
념을 이해한다.

ㆍ국어 – 주제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꾸며 쓴다.
Big
Idea

ㆍ미술 – 다양한 사물의 특징을 표현한다.
(2) 자연 법칙에 따른 운동, 힘, 에너지 전환을 이해한다.
ㆍ미술 – 체계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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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분야

2009 개정 교육과정

STEAM형 과학 교육과정
ㆍ수학 –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한다.
- 온도는 물체가 주위와의 열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한다.
- 물질은 우리의 물리적 세계의 어디에나 존재하며 물질의 구조
는 물리적 속성, 화학적 반응과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화 - 에너지의 흐름은 모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지질학적 시
스템의 변화과정을 결정하며 다양한 물리 및 생물학적 시스템
을 분석하고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활용
할 수 있다.
(1) 생물의 구조 및 특성과 기초적 필요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생물체를 탐구한다.
ㆍ실과 – 우리 생활 속에서 식물이 하는 역할에 대해 안다.

ㆍ미술 – 관찰한 사물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다.
(2) 지구의 구조, 역학, 지구, 물리학적 시스템에 대해 이해한
다.
ㆍ실과 – 정보기기를 활용해 내게 필요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Big
Idea
날씨와 우리 생활, 식물
의 구조와 기능, 태양계
와 별, 우리 몸의 구조
와 기능, 지구와 달의
생명과 지구
운동, 생물과 환경, 생물
과 우리 생활, 계절의
변화의 기본 개념을 이
해한다.

활용한다.
ㆍ국어 – 신문의 구성에 맞게 기사문을 쓴다.
(3) 우주의 기원, 진화,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ㆍ국어 – 주제에 적합한 정보를 탐색해 글을 쓴다.
ㆍ미술 –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4) 환경을 인간의 행동과 자연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호의존
적인 요소 체계로서 이해한다.
ㆍ실과 –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한다.
ㆍ국어 – 실감나게 촌극을 공연한다.

- 지구의 요소들은 시스템을 구성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수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구의 일부 지역이나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 생명체의 기관이 통합적으로 기능하여 생명을 영위한다.
- 태양계는 우주의 수많은 성운 중에 하나인 은한계의 한 부분
일반화
이며 비록 구성은 상당히 다르지만, 행성의 요소와 적용되는
과학 법칙은 공통적이다.
- 생태계에서 생물체는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자연 시스템과 인간 행동의 총화로서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 김경자, 온정덕(2011). 이해중심 교육과정. 서울: 교육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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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내용 성취 기준
∙ 이 문서에 제시되는 성취 기준은 평가 기준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진술
∙ 교과간 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 관찰, 실기 등의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을 학생입장에서 성취기준으로 진술
(e.g.) (4) 전기의 작용
간단한 전기 회로를 만들어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고 전자석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전기회로와 전자석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이 영역은 실과 ‘생활과 전기·전자’,
미술 ‘주제 표현’과 연계된다.
(가) 간단한 전기 회로 및 전자석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현상을
이용하여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나)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절약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4) 교수·학습 방법
가) STEAM형 과학의 교수·학습 계획 및 방법
∙ 교사가 STEAM형 과학 수업을 계획·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항들을 안내
∙ 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STEAM 자료 개발 관련 자료들과 교과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과학’의 특성에 맞게 적합화·구체화시켜서 진술
(e.g.)
- 과학 교과 내용과 관련된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지도하도록
계획한다.
- 관찰과 실험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 실생활과 연계하여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틀을 가진 지도 계획을
작성한다.
-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발문을 하고, 개방형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 학습 내용과 관련된 첨단 과학이나 기술을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현대
생활에서 첨단 과학이 갖는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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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 이야기, 과학사, 시사성 있는 과학 내용 등을 도입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한다.
- 학생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인성과 감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된 내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도입하여 지도한다.
- 관찰과 실험을 통한 탐구 활동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이와 연관된 확장된 탐구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참고: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수학습 방법 중 STEAM형 과학 교육과정에 적합한 것을 발췌함.

나) STEAM형 과학 지도시 유의 사항
∙ STEAM형 과학 수업시 교사가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
(e.g.)
- 교사 주도의 실험, 실습보다 학생 중심의 탐구 활동이 되도록 한다.
- 해야 할 관찰, 해야 할 실험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반드시 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과 설비 및 재료를 준비한다.
- 실생활과 연계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한다.
-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
- 화학 약품 및 과학 기자재를 다룰 때의 주의점을 지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교수·학습 자료
∙ STEAM형 과학 수업시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안내
(e.g.)
-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 주변 및 첨단 과학 소재를 학습
자료로 이용하고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한다.
라) 교수·학습 지도 지원
∙ STEAM형 과학 수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
(e.g.)
- 탐구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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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교육청에서는 내실 있는 과학 교수·학습을 위해 과학실, 과학 실험 기자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한다.
- 지역사회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지원받는다.

5) 교육 평가
가) STEAM형 실과의 평가 원칙
∙ STEAM형 과학이 추구하는 평가의 원칙 소개. STEAM 총론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평가의 방향을 반영하되, 각 교과별로 실질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진술
(e.g.)
- 학생들이 실생활과 관련한 체험 활동을 하는 과정과 실행을 통해 나온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세운다.
- 단편적인 영역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개개인의 변화와 발달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업과 학습의 결과만이 아닌 과정(Process)의 평가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찰과 실험의 계획-수행-결과 정리 평가
-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 특히 선택형, 4지 택일형 등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여 과학을 과학답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평가법을 채택하도록 한다.
- 개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집단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준거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토의/토론, 논리적 글쓰기, 표현하기 활동, 역할놀이, 영상매체 제작하기, 조사 활동
및 사례 발표, 실물제작하기, 탐방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나) 주제별 평가의 방향
∙ 각 주제별로 평가의 방향을 안내
∙ 학습내용 성취기준이 평가에 이용될 수 있음
(e.g.) (4) 전기의 작용
- 간단한 전기 회로 및 전자석의 원리에 대해 알고,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현상을
이용해 전자석을 만들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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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절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한다.
용어 정리
∙ 교사가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용어 및 관련 교과의 개념에
대한 설명
(e.g.) 전기 회로, 전자석

나. STEAM형 중등 과학과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안)
< 이 교육과정의 개관(소개). 성격(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 >
∙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언명은 STEAM이전의 중등 과학과와 STEAM의 기본 취지에
따른 STEAM형 중등 과학과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진술이 필요함.
∙ 이 교육과정의 특성(성격)을 안내하되, STEAM형 총론과 연계성(총론 구성을 위한 시안의
1, 2장의 내용)을 갖추어 진술
∙ 이 교과에서 추구할 수 있는 STEAM 교육의 비전 및 강조되는 것 등에 대한 안내

1) 추구하는 인간상
∙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성을 지니되 STEAM형 중등 과학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
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e.g.) STEAM형 중등 과학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STEAM형 중등 과학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과학수업을 통해 과학에 관한
기본 교양을 갖추고, 과학 본래의 활동(관찰 실험)을 경험해봄으로써, 과학의 학문적·
직업적·일상적 가치를 깨닫고, 과학 교과서, 주변 일상, 직업 세계, 과학자들이 접하는
과학 문제 해결에 다양한 도구와 통로를 개인적·협동적·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 중학교까지는 공통되는 목표, 기준을 설정하되, 고교부터는 진로별로 다른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할 것임. 다른 진로를 가진 학생들에게 교양인으로서 과학기술적
소양을 어떻게 갖추도록 할 것인가를 정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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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지닌 STEAM형 중등 과학 교육과정의
목표 제시
∙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일반시민의 양성으로 미래 지식사회에 대한 대비를 STEAM형 과
학교육의 중점 목표로 제시
(e.g.) STEAM형 중등 과학의 목표는 바로 과학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으로
다가올 지식사회와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에 있다.
∙ 지식기반사회에서 구현될 대표적인 학습의 형태인 학문 간의 연계와 연결을 주도하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목표 제시
<지식기반사회란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사회. 컴퓨터 및 다양한 정보통
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식의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커진
사회를 의미함(지식경제부용어사전, 2010).>
∙ 개별 학문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로부터 독자적인 개념과 관점 및
기술을 취하고 그 기초 위에서 구체적인 과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풍토를 조성.
(e.g.) 학교급별 교육목표와의 연계
- 중등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STEAM형 과학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교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과학에 대한 흥미, 태도 등의 창의 인성
영역을 포함하여 STEAM 교육의 취지에 목표가 부합될 수 있도록 제시
(e.g.) STEAM형 과학의 가치는 일반적인 문제해결에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 인지적 영역(통합지식) + 탐구 기능적 영역(핵심역량) + 정의적 영역으로 제시
∙ 특히 고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진로와 상관없이 과학기술교육을 높이, 깊이, 많이 배울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즉 진로별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과학기술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이공계 진로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준전문적인 깊이와, 그렇지 않은 교양인으로서 과학
기술을 배우는 입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교육 도달할 목표와 내용의 수준, 분량 등을
차별화함. 고교에서는 진로별 목표와 성취기준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획일
적인 것은 금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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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영역과 기준
∙ STEAM형 중등 과학의 교과 내용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제 중심 융합을 강조함.
∙ STEAM형 중등 과학이 포함해야 할 중요한 과학 지식 영역은 물상계, 생물계, 지구 및
우주계, 기술계 등이며, STEAM형 과학 내용 체계에서 다양한 교과를 어떤 수준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를 결정. 이에 따라 내용 체계 및 수업활동이 변화함.
∙ 융합의 범위, 정도, 형태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STEAM형 과학 내용의 구성은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 중심으로 구성하며 인류, 환경,
기술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야 함.
∙ 진로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고교 단계에서는 이공계 진로와 특성화고 진로를 가진 이들에
대한 높은 수준, 많은 분량, 장기간의 과학기술을 위해 설계해줄 것과, 그렇지 않고
과학기술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건전한 시민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을 분리하여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고교에서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활동은 결국 학생들
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되튀어나오고 있음. 내용 수준, 범위, 분량, 소재 등에서 차별
화가 반드시 필요함. 교양적 수준의 과학기술교육을 워하는 학생들은 많이 깊이 오래
처방한다고 하여 다 배우는 것은 아님.
∙ 특히 비이공계, 특성화고 진로가 아닌 학생들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를 융합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 지구온난화, 슈퍼박테리아, 방사능오염, 각종 다이어트,
건강보조식품, 광우병, SARS 등등에 대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인식을 가지도록
STEAM에서 고려해야함.
가) 내용 체계 및 STEAM 관련 교과
∙ 학년군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STEAM 관련 교과를 함께 표시
하여 제시
∙ 중학교까지는 공통되는 내용 범위, 수준, 분량을 제시하고, 고교부터는 진로별로 다른
범위, 수준, 분량을 제시함. 고교에서 획일적으로 내용을 처방하면 결국 학생들이 배
우지 않으려고 함. 그러므로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 줄 필요 있음.
∙ 예술에는 국어, 사회, 음악, 미술의 관련 내용을 모두 제시할 수 있음
(e.g.) 고등 과학 생명과학 Ⅰ의 ‘생명의 연속성’ 영역 중 ‘유전 형질의 전달’ 내용을
사례로 중심개념(Topic) 및 문제 중심 STEAM형 탐구활동 제시
117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중심개념 (Topic) :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 ‘유전자’
문제 : 발가락이 닮았다?
유전자는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유전자의 구조는 2중 나선 or 3중 나선?
사람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 중심 융합형 탐구활동의 STEAM 요소>
교과

과학

문제

실과

예술

수학

유전 현상

가축 및 농작물의
품종 개량

김동인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의 내용에서
유전현상에 대한 이해

유전의
확률적 계산

유전자는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유전자의 본질 DNA

에탄올을 이용한
DNA 추출방법

DNA의
입체구조모빌제작

DNA의 나선형
구조를 통한 DNA의
크기와 회전에 대한
이해

유전자의 구조

DNA의 입체구조

DNA의 구조를 밝힌
X선 회절은
무엇인가?

X선 사진을 이용한
ART

2중 나선과 3중
나선의 차이

사람의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유전자 확인 방법

유전상담

교차율을 이용한
염색체 지도 작성

발가락이
닮았다?

< STEAM형 탐구활동 >
탐구 문제 .1 발가락이 닮았다 ?
- 상황제시 :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 소설 읽고, 소설 속의 주인공이 이해하는 유전에
대해 알아보기, 유전현상을 이용한 육종 및 농작물의 품종 개량법 알아보기
- 창의적 설계 : 우리 가족의 유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문, 혀말이, 미맹 등의
검사방법 고안
- 감성적 체험 : 지문과 미맹의 유전에 대한 가족의 가계도를 작성해보자.
탐구 문제 2. 유전자는 눈으로 볼 수 있을까?
- 상황제시 : 핵의 발견, 멘델의 유전법칙, 모건의 유전자설에 대한 과학사적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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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설계 : “유전자를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실험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실험방법에 대한 설계
- 감성적 체험 : 브르콜리를 이용하여 식물에서 직접 DNA를 추출해보자
탐구 문제 3. 유전자의 구조는 2중 나선 or 3중 나선?
- 상황제시 : 콜린(3중 나선구조 주장)과 왓슨 & 크릭(2중 나선구조 주장)의 대립에 대한
과학사적 일화 및 로잘린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에 대한 일화 알아보기
- 창의적 설계 : 2중 나선과 3중 나선을 그려보고 세포분열시 DNA가 나눠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DNA 분열 모델을 설계해 보자. 그리고 입체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을
조사해보자.
- 감성적 체험 : DNA의 입체구조 모빌을 만들어 보자.
탐구 문제 4. 사람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제시 : 유전되는 질환 유전병에 대한 뉴스 찾아보기, 유전상담은 왜 필요할까?
- 창의적 설계 : 유전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 조사 및 현재 의학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감성적 체험 : 유전병에 대한 판단을 위한 유전 상담을 경험해 보자.
나) 학년군별 성취 기준
∙ 중학교까지는 공통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고교부터는 진로별로 다른 성취기준을 제시할
필요. 즉 고교에서 이공계 진로, 인문사회계 진로, 예술계 진로, 체육계 진로, 특성화고
진로 등에 비추어 차별화된 성취기준을 개발해줄 필요. 많이, 높이, 길게 가르쳐서 모두
다 얻으려다 정작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가 있는 유익한 것도 못 가르치고 마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될 것임. 중학교까지 공통적인 과학기술을 달성하고, 고교에서는 획일적
으로 가르치려고 하다가 결국 소기의 성과를 놓치고 있음. 진로별로 다른 메뉴를 줄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발달 단계 및 영역을 고려하여 성취할 수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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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내용 성취 기준
∙ 이 문서에 제시되는 성취기준은 평가기준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진술, 서로의 차이도
확인하고, 진술을 더 분명히 해주어야할 것임.
중간발표에서 나온 것을 보면,
Q "성취기준이 평가기준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진술" 한다는 문구와 관련해서, 기존에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동일시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음
A 성취기준이 모든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라면 평가기준과 동일해야 함.
다만 평가 상황이나 평가 준거 등에 있어서는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겠다고 답변했음 / 추후 결과보고서에서는 평가기준, 평가준거, 평가지표 라는 용어가
혼용되므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진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교과간 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 관찰, 실기 등의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을 학생입장에서 성취기준으로 진술
(e.g.) (4) 유전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유전자의 실체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유전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실험에서 DNA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추출하는 조작활동을 통해서 기술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그리고 DNA를
눈으로 직접 보는 활동을 통해서 유전물질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가) 유전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서 유전물질을 추출할 수 있다.
(나) 추출한 유전물질이 실제 유전자인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

4) 교수·학습 방법
가) STEAM형 과학의 교수·학습 계획 및 방법
∙ 중학교까지는 공통되는 접근법을 구사하고, 고교부터는 진로별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
이공계 진로자(과고, 영재고 등도 포함), 특성화고 진로자(마이스터고 포함)들에게 맞는
관찰, 실험, 실기, 실습을 심도있게 구사하도록 함. 수준별 측면도 고려해야 함. 어떤
학생들은 중3수준~고2수준, 어떤 학생들은 고교 수준, 어떤 학생들은 고2~대1 수준
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음. 이에 반해 인문사회계, 체육계, 예술계 등의 진로를 가진
학생들에게 해야할 필수적인 실험, 실습 등을 엄선하여 한정하여 정해주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STEAM은 여기에 차별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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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STEAM형 과학 수업을 계획·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항들을 안내, 특히 고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른 교수학습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STEAM 자료 개발 관련 자료들과 교과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과학’의 특성에 맞게 적합화·구체화시켜서 진술
∙ STEAM형 교수-학습 계획에서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요소를 내용 체계에
탐구활동으로 포함시켜 교수-학습 계획과 연계
나) STEAM형 과학 지도시 유의 사항
∙ STEAM형 과학 수업시 교사가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
(e.g.)
- 교사 주도의 시범 실험, 실습보다 학생 중심의 탐구 활동, 실험 관찰 활동이 되도록 한다.
- 해야 할 관찰, 해야 할 실험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반드시 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과 설비 및 재료를 준비한다.
- 실생활과 연계된 활동, 연구 개발과 관련된 활동, 최근 과학계의 쟁점이 되는 주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 학습 동기를
갖도록 한다.
-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하고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라는 격려와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 학생이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니며 언젠가 풀겠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화학 약품 및 과학 기자재를 다룰 때의 주의점을 지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교수·학습 자료
∙ STEAM형 과학 수업시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안내
(e.g.) 문제 중심 융합형 탐구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은 STEAM형 학습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교사에게 안내가 필요함.
∙ 중학교까지는 공통되는 교재로 접근하고, 고교부터는 진로별로 다른 교재를 개발 제공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특히 진로별로 교육 내용 및 활동의 소재가 달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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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수·학습 지도 지원
∙ STEAM형 과학 수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

다. 교육 평가
가) STEAM형 실과의 평가 원칙
∙ STEAM형 과학이 추구하는 평가의 원칙 소개. STEAM 총론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평가의 방향을 반영하되, 각 교과별로 실질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진술
∙ 중학교까지는 공통되는 기준으로 평가하되, 고교부터는 진로별로 다른 평가 내용, 수준,
범위를 주어야할 것임.
나) 주제별 평가의 방향
∙ 각 주제별로 평가의 방향을 안내
∙ 학습내용 성취기준이 평가에 이용될 수 있음
∙ 특히 비이공계, 비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를 사실과 원리, 법칙
등 과학적 기반에서 판단하는 주제를 엄선하여 논술형 평가도 필요함.
용어 정리
∙ 교사가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용어 및 관련 교과의 개념에
대한 설명
(e.g.) 이중나선, X선 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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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형 실과, 기술과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안)
가. STEAM형 초등 실과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안)
∙ 대학이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반해 유독 초중등 학교에서 실과나 기술·가정은
그동안 다른 교과에 비해 ‘시시한’ 교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할 시점이며 STEAM형 초등 실과는 이러한 실과교육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 이 교육과정의 특성(성격)을 안내하되, STEAM형 총론과 연계성(총론 구성을 위한 시안의
1, 2장의 내용)을 갖추어 진술
1) 목표
∙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지닌(단, 총론의 내용을 중복
제시하는 것은 피했으면 함) STEAM형 초등 실과 교육과정의 목표 제시
(e.g.) 추구하는 인간상과의 연계
-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STEAM형 실과에서는 ~하는
사람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여기서는 생각을 따라 손으로 직접 설계해보고, 직접 고쳐보고, 기술적·공학적 문제를
해결해보고, 만들어보는 능력을 강조해야할 것임.
(e.g.) 학교급별 교육목표와의 연계
- 초등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STEAM형 실과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생활기술에서 차츰 기술, 기초 공학, 고급 기술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중학교까지는 공식이나 어려운 원리보다 생활 속의 발명품이나 기술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직접 모의 체험해보는 경험이 중요할 것임. 대학의 공학이나 사회의 공학기술은
높은 수준에서 ‘대접’ 받는데 비해 초중등학교의 그것은 매우 낮게 취급되고 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STEAM을 계기로 이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목표 측면에서 마련함.
∙ 위의 연계성을 도식화하여 제시(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 STEAM의 교육
비전/목표, 각 STEAM형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이 교과를 통해서 반드시 길러야 하
는 기능(skills)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식이면 좋겠음)
∙ 도식을 먼저 제시하고 목표를 진술한다면, 총론 내용을 중복하여 진술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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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영역과 기준
가) 내용 체계 및 STEAM 관련 교과
<초등 5~6학년군>
교과

실과

영역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

과학
…

◦ 생활과 전기·전자
∙ 전기·전자의 이용
∙ 로봇의 이해

예술

…

∙ 전기의 작용

수학

…

…

<미술> 주제 표현
∙ 체계적인 발상을 통
하여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 실과(5~6학년)의 ‘기술의 세계’ 영역 중 하나의 내용을 사례로 제시하였음. 관련 교과의
내용은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가져온 것임(관련 교과 제시가 불필요시 삭제). 예술
에는 국어, 사회, 음악, 미술의 관련 내용을 모두 제시할 수 있음
나) 학년군별 성취 기준
∙ 이 문서에 제시되는 성취 기준은 평가 기준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진술
∙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성취 기준을 제시하면 좋을 듯
∙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도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음.

(4) 생활과 전기·전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자의 원리 및 작용을 이해하고 회로도를 설
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제품 만들기를 체험하도록 한다. 이 주제를 학습한
학생들은 다음의 성취 특성을 보여야 한다.
㈎ 일상생활에서 열, 빛, 동력 등의 형태로 이용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종류를 알고
기본 원리 및 작용을 이해하여 간단한 회로도를 그릴 수 있다.
㈏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전자 부품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간
단한 제품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직접 만들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전기 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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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 방법
가) STEAM형 실과의 교수·학습 계획 및 방법
∙ 교사가 STEAM형 실과 수업을 계획·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항들을 안내
∙ 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STEAM 자료 개발 관련 자료들과 교과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총론에서 제시하는 내용과는 달리 ‘실과’의 특성에 맞게 적합화·구체화
시켜서 진술
(e.g.) - 실생활 연계,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틀을 가진 지도 계획 작성
- 다른 교과와의 연계 및 통합
- 산출물이 나오도록 하는 수업
-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만들어가는 수업
-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실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나) STEAM형 실과 지도시 유의 사항
∙ STEAM형 실과 수업시 교사가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
(e.g.) - 창의성과 상상력 수용, 협동적 노력,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로
부터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기, 활동 수행 과정에서 안전에 유의하기, 진로 안내 등
다) 교수·학습 자료
∙ 불필요시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자전거 등 고장수리, 가전제품이나 전기 및 전자기기의 고장수리, 설계와 발명품의 제작을
위한 재료, 자재의 조달이 필요하고, 필요한 기술 분야의 매뉴얼, 지침 책자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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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평가
가) STEAM형 실과의 평가 원칙
∙ STEAM형 실과가 추구하는 평가의 원칙 소개. STEAM 총론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평가의 방향을 반영하되,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각 교과별로 실질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진술
(e.g.) STEAM형 실과는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생활과 관련한 체험 활동을
하는 과정과 실행을 통해 나온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주제별 평가의 방향
∙ 각 주제별로 평가의 방향을 안내
(4) 생활과 전기·전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의 종류와
용도를 알고, 체험 활동을 통해서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가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전자 부품을 이용한 회로도 그리기,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유용한 간단한 제품의 창의적 설계 과정 및 제작품을 평가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전기 절약을 실천
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용어 정리
∙ 교사가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용어 및 관련 교과의 개념에
대한 설명
(e.g.) 전기, 전자의 차이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 STEAM형 중등 기술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안)
∙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언명은 STEAM이전의 기술과와 STEAM의 기본 취지에 따른
STEAM형 기술과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진술이 필요함.
기술교육의 발달과 최근 연구 및 실천 경향을 고려할 때 STEM 교육이나 융합교육의 철
학은 기술수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기술과 공학을 초등학교 뿐 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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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철학은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반
영되어왔고 자연스럽게 다른 학문 영역과의 융합과 통합을 시도하고 구현해오고 있다. 우
리나라 중등 기술교육은 크게 기술가정이라는 과목명에서 ‘기술의 세계’라는 영역에서 다
루어지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기술학이라
는 지식 체계에 근거한 기술적 교양 교육으로, 제조기술, 건설기술, 정보 통신 기술, 생명
기술 등의 내용을 경험과 실천의 맥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기술학이라는
지식 체계에 근거한 기술적 문제해결의 전략을 충분히 체험하도록 구성되고 있으며 ‘공학
기술’이라는 선택 과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STEAM 교육의 맥락에서 기술교육은 몇 가지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현 교육과정에
서 포함하고 있는 발명, 자동화, 로봇, 친환경 건축, 정보 통신, 생명 등의 키워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아주 좋은 융합의 키워드를 지니고 있다. 둘째, 기술교육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의 과정과 공학적 설계의 과정은 융합을 실현하기 위
한 핵심 키워드를 부각되고 있다. 셋째, 기술교육의 핵심 철학인 창의적 문제해결자는
STEAM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맥락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STEAM의 기본 취지에 따른 STEAM형 기술의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STEAM형 기술교육을 통해 기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대학에서의 공학교육과 공학기술자들의 활동이나 사회의 기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존경에 비해 우리의 중고등학교에서의 기술교육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STEAM형 기술교육의 전략과 방법은 기술교육의 본질을 더 다른
교육공동체에게 알림으로 기술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둘째, STEAM형 기술교육은 중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기본적 특질인 손을 움직여 기술을 개발하는 본래의 능력이 점차 퇴화하지 않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교까지는 흥미를 가지고 고장난 기기를 고치고, 발명품을 설
계해보고, 설계대로 제작해보는 체험이 중요할 것이다, 중학교까지는 지나치게 복잡한 이
론이나 원리 혹은 공식을 버리고, 흥미있는 손재능 위주로 활동을 구성할 필요에 대한 검
토, 중학교 기술이 고교 특히 이공계 진출 학생들에게는 기초 공학으로 옮아갈 수 있도록
이공계 분야에서 지나치게 수학과 과학만 아니라 기술공학적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시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STEAM형 기술은 현대 사회를 살아갈 가장 평범한
시민이 가져야 할 소양 중 하나인 기술, 발명, 문제해결의 개념과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 속에 공학과 기술의 이해와 실천은 필수가 되었다. 초중등학
교를 거치면서 고장 난 어떤 전기 전자 등 기기의 수리 경험을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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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품을 설계해보고, 설계도를 따라 제작해보는 경험을 엄선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공계 중 공학은 기초공학을 배우도록 유도하고, 비이공계 학생들은 현대사회의 기술공학
적 기초를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엄선 제시하여야 한다.

1) 추구하는 인간상
STEAM형 중등 기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기술적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기
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인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동력은 과학적 발전과 기술적 혁신에 둘 때, 기술적
소양은 오늘날 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 경향과 미래 사회를 준
비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켜볼 때 기술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태도는 기본적인 소
양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창의적 실천력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 소양인은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과 다른 학문과의 융합에 대하여 확고한 이
해와 건전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차별화된 문제해결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목표
STEAM형 중등 기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기술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며 이를 구
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다양한 기술들 간의 융합을 이해한다.
▣ 기술을 중심으로 한 다른 학문과의 융합의 세계를 이해하고 건전한 태도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가질 수 있다.
▣ 융합의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기술의 지식과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
▣ 융합의 문제 상황을 기술적 문제해결의 과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고등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바탕으로 관련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다.

3) 내용 영역과 기준
STEAM형 중등 기술의 내용 영역은 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 다양한 융합의
학습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교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기술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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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융합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몫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에게 있다. 기술수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융합의 수준과 범위는 철저하게
기술수업의 효율성과 진정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STEAM형 기술
수업이란 기술교육에서 추구하는 기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인류를 먹여 살려 온 핵심 기술에 대한 교양인으로서 이해를 위한 기술 50선
혹은 100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시시한 기술이 아니라 엄선된 기술을 체험하도록 함
으로써 학생들은 문명을 이끌어온 기술에 대한 사회적 효용을 찾고, 자신이 가진 기술적
재능을 살려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가) 내용 체계 및 STEAM 관련 교과
STEAM형 중등 기술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 교과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기술학이라는 지식체계를 채택하면서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과목
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원의 특성과 구성에 따라 다소 특징적 차이를
가진다. 특히 현 교육과정의 단원을 살펴보면 모든 단원에서 융합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기술과 발명 단원에서 “발명품 분석하기”
▣ 건설 기술과 환경 단원에서 “한옥 이야기”
▣ 제조 기술과 자동화 단원에서 “로봇 체험 문제해결 활동”
▣ 에너지와 수송 기술 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교과
문제

과학

기술

예술/인문

주변의 발명품을
분석해보자

발명품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와
법칙 찾기

발명의 동기 분석
(어떤 필요) &
발명을 이룬 과정

발명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우리 태도

한옥이야기
(한옥이 친환경
건축물?)

공기(열)의 이동
(대류, 전도, 복사)
태양의 운동
(남중고도)

한옥의 구조물
친환경 구현의 발달
동기 및 과정

친환경 건축물과 우리
삶 (혜택)

수학
…

로봇 체험
문제해결 활동

문제해결의 절차
로봇의 구성

측정 (각도, 길이)
합리적 값 도출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기술 체계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에너지의 의의
에너지와 에너지 변환
출현
신재생에너지의 출현
화석에너지의 문제점
및 발달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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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명]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문제 상황별 융합적 요소는 교사의 수업 초점과 경향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예시적 차원에서 제공된 것임. 인위적인 느낌이 나지 않
도록 자연스러운 형태의 융합의 시도는 장려될 수 있다.
나) 학년군별 성취 기준
[중학교 1-3학년군 성취 기준 예]
수송 기술 및 생명 기술의 발달 과정, 개념, 특성, 시스템, 기초적 원리 및 활용, 직업
세계 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 활동 및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며, 아울러 미래 기
술의 탐색과 미래 기술의 문제를 교과 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해결한다.
위의 현 교육과정에서 진술한 성취 기준은 이미 융합적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다) 학습내용 성취 기준
위의 단원 성취 기준을 예로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생명 기술과 미래 기술 단원 [현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단원]
미래 기술의 동향과 사례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미래
기술의 방향을 설명하며, 미래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교과 간 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
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시] 스마트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술의 융합임과 동시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이기도 하다. 스마
트폰의 발달에 관한 역사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있던 혁신의 과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다양한 미래 예측 기법과 기술제품 분석 방식을 통하여 미래의 스마트폰의 모습을 예측해
보고 그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가진다.
(가) 오늘날 스마트폰의 특성을 이해하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혁신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다.
(나) 스마트폰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의 지식들을 융합의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 미래 스마트폰의 발전 형태를 예측하고 이런 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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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학습 방법
가) STEAM형 기술의 교수·학습 계획 및 방법
STEAM형 기술의 모든 내용은 실생활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으므로 학생, 학교, 지역
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다. 특히 수업의 계획에 있어서 융합에 대한 편안
한 접근을 위해 실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시작을 삼고 안정
적인 수업진행을 위해 반드시 실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술실 수업을 지향한다.
수업은 실험 실습, 협동 학습, 토론 학습, 역할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 시수의 제한 속에서도 기술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창
의력, 진로 개발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의사 소통 능력 향상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무
엇보다 수업의 전문성 있는 지도를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수-학습 효율을 생각하고
기술 교사가 ‘기술의 세계’를 지도하여야 한다.
기술 수업의 전략은 STEAM 교육에서 추구하는 수업의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
이 있다.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문제해결법, 프로젝트법, 실습법 등이 있다. 모
두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공하면서 시
작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협업의 노력을 통하여 각자 성공의 경험을 하게 된다.
교사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가? 반드시 시범보여야 하는가?
학생은 무엇을 반드시 해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한 엄선이 필요하다.
나) STEAM형 기술 지도시 유의 사항
▣ 다양한 기술의 세계를 소개할 때는 자연스럽게 사회, 문화, 역사, 과학, 예술 등과
같은 학문들과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교수학습 접근 방법을 활
용한다. 예를 들어, 기술수업의 사회-문화-환경적 접근 방법은 학생들에게 기술의
우리 사회/문화/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게 도와주는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 STEAM형 기술 수업의 지도에서 체험활동은 단순한 제작활동이 아닌 창의적 사고
능력과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다) 교수·학습 자료
▣ STEAM형 기술 수업은 기본적으로 실험 실습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습실 사용에서 보다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31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 효과적인 수업의 실현을 위해 실습실의 확보와 관리는 필수적이다.
▣ 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문제해결 (발명, 설계, & 고장수리) 수업의 실현을 위한 실물, 기기, 실습 공구 및 물품이
확보되어야 한다.

5) 교육 평가
가) STEAM형 기술의 평가 원칙
▣ STEAM형 기술의 평가는 수업의 목표에 기반해야 한다.
▣ 평가의 영역은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기능적 영역의 모든 영역이 균형있게 평가되는
전인 평가가 되어야 한다.
▣ 평가의 방법에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이 수업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 STEAM형 기술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물 중심의 평가 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나) 주제별 평가의 방향
∙ 각 주제별로 평가의 방향을 안내
∙ 학습내용 성취기준이 평가에 이용될 수 있음
용어 정리
▣ 기술적 소양 (Technological Literacy): 국제기술공학자교육학회(International Technology
and Engineering Educators Association)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
태도,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교육으로서 기술교육의 확산과 보편화에 이바지한
개념이다. 우리나라 기술교육의 주된 목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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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반영형 수학과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안)
< 이 교육과정의 개관(소개). 성격(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 >
∙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언명은 STEAM과 무관했던 수학과와 STEAM의 기본 취지를
반영한 수학과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진술이 필요함. 수학은 과학과 기술의
문제 해결과정에서 다수 소용되므로, 여기서는 수학과의 과학 기술 등 전반적인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전통적인 수학과 하위 영역의 일부 단원에서 STEAM은
융합될 수 있고, 특히 기본 문제의 소재로 기술과 과학 사회 등의 문제가 동원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응용문제에서는 다수가 과학, 기술, 사회, 예술 등의 교과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이 부분은 별도의 장, 제목이 없이 여기에 제시됨(0.5쪽 정도)
∙ 이 교과에서 추구할 수 있는 STEAM 교육의 비전 및 강조되는 것 등에 대한 안내
∙ 이 교육과정의 특성(성격)을 안내하되, STEAM형 총론과 연계성(총론 구성을 위한 시안의
1, 2장의 내용)을 갖추어 진술

가. 목표
∙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지닌(단, 총론의 내용을 중복
제시하는 것은 피했으면 함) STEAM 취지 반영의 수학 교육과정의 목표 제시
(e.g.) 추구하는 인간상과의 연계
-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STEAM 취지 반영한 수학에서는
~하는 사람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e.g.) 학교급별 교육목표와의 연계
- 초중등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STEAM 취지 반영의 수학에서 달성
해야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위의 연계성을 도식화하여 제시(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 STEAM의 교육
비전/목표, 각 STEAM형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이 교과를 통해서 반드시 길러야 하는
기능(skills)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식이면 좋겠음)
∙ 도식을 먼저 제시하고 목표를 진술한다면, 총론 내용을 중복하여 진술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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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 영역과 기준
1) 내용 체계 및 STEAM 관련 교과
(1안)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통합한 것임
교과
영역

확률과 통계

수학

과학

◦ 통계
∙ 자료의 정리
∙ 자료의 표현
∙ 표 만들기
∙ 그래프 그리기

◦ 물질과 에너지
∙ 물체의 빠르기

실과

예술

◦ 생활과 기술
<체육> 도전활동
∙ 기술과 발명의 기초 ◦ 속도 도전, 거리 도전
∙ 창의적인 제품
∙ 기본 기능
만들기
∙ 측정 및 평가

(2안) 수학 교과는 교육과정을, 다른 STEAM 관련 교과는 소재를 제시함
교과
영역

확률과 통계

수학
◦ 통계
∙ 자료의 정리
∙ 자료의 표현
∙ 표 만들기
∙ 그래프 그리기

과학

실과

예술

∙ 일정한 시간에 이동한 ∙ 가장 빨리 이동할 수 ∙ 일정한 거리를 달려
물체의 거리 비교하기 있는 기술을 고안하여 시간 측정하기
∙ 물체의 빠르기 비교 이동 수단(고무동력 ∙ 일정한 시간 동안 달린
하기
수레) 만들기
거리 측정하기

∙ 수학의 ‘확률과 통계’ 영역의 내용을 사례로 제시하였음. 관련 교과의 내용은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가져온 것임. 수학에는 과학, 기술, 사회, 예술 등의 관련 내용을 모두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음

2) 학년군별 성취 기준
∙ 이 문서에 제시되는 성취 기준은 평가 기준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진술
∙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성취 기준을 제시하면 좋을 듯
∙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도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음
(2) 확률과 통계
학생들이 직접 실생활이나 여러 가지 활동(일정한 거리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에 달린 거리, 직접 고안하여 만든 고무동력수레가 이동한 거리 측정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 정리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이 주제를 학습한
학생들은 다음의 성취 특성을 보여야 한다.
㈎ 실생활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고, 표나 그래프가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편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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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자료의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실생활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설명하기 위해 표와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교수·학습 방법
1) STEAM 취지를 반영한 수학의 교수·학습 계획 및 방법
∙ 교사가 STEAM 취지 반영의 수학 수업을 계획·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항들을 안내
∙ 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STEAM 자료 개발 관련 자료들과 교과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작성
하되, 총론에서 제시하는 내용과는 달리 ‘수학’의 특성에 맞게 적합화·구체화시켜서 진술
(e.g.) - 실생활 연계,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틀을 가진 지도 계획 작성
- 기술, 공학, 과학, 사회, 심리, 예술 등 다른 교과와의 연계 및 통합
- 문제해결과 산출물이 나오도록 하는 수업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궁리하고 문제해결하는 수업
-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수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2) STEAM 취지 반영 수학 지도시 유의 사항
∙ STEAM 취지 반영 수학 수업시 교사가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
(e.g.) - 창의성과 상상력 수용, 협동적 노력,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로부터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기, 활동 수행 과정에서 수학의 쓰임새를 강조하고, 진로 안내 등
3) 교수·학습 자료
∙ 불필요시 이 항목은 삭제 가능

라. 교육 평가
1) STEAM 취지 반영 수학의 평가 원칙
∙ STEAM 취지 반영의 수학이 추구하는 평가의 원칙 소개. STEAM 총론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평가의 방향을 반영하되,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수학과의 실질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진술

135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e.g.) STEAM 취지 반영의 수학은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생활과 관련한 체험
활동을 하는 과정과 실행을 통해 나온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주제별 평가의 방향
∙ 각 주제별로 평가의 방향을 안내
확률과 통계 영역의 ‘통계’에서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서 표와 그래프의 특성, 그리고 자료의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장기적
으로는 보고서 작성이나 프레젠테이션에 표와 그래프의 활용 정도를 평가하여 합리적
으로 의사소통하는데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 사회, 자연 등의 실생활에서 수학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및 태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용어 정리
∙ 교사가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용어 및 관련 교과의 개념에
대한 설명
(e.g.) 각 과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수학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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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반영형 예술(A)1)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안)
가. STEAM 반영형 미술과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안)
< 이 교육과정의 개관(소개). 성격(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 >
∙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언명은 STEAM과 무관했던 예술과 중 미술 교과와 STEAM의
기본 취지를 반영한 미술과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진술이 필요함. 미술은 기술
제품의 완성에서, 그리고 일부 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용되므로, 여기서는 미술과의 과학
기술 등 전반적인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전통적인 미술 분야의 하위
영역의 일부 단원(디자인, 공예 등)에서 STEAM은 융합될 수 있고, 특히 응용 과제에
서는 다수가 과학, 기술 등의 교과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임.

예술과 과학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 예술과 과학은 모두 재현(representation)을 추구함 과학도판, 과학 사진, 기술을 이용한 예술,
의학 삽화 등은 모두 재현을 매개로 해서 과학과 예술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자 결과임.
∙ 원근법, 명암법, 스케치 등은 예술이 과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반면
기하학, 색채 이론, 과학 이론은 과학이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임.
∙ 예술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 사고에 도움을 줌. 특히 “예술적 상상력”은 다음과 같은
본질을 가지며, 예술적 상상력은 과학적 사고에도 적용됨.
- 전체 작품 속에서 부분과 부분 사이의 조화와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함.
- 각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시각화를 꾀함.
- 이성과 감성 모두를 사용한 직관을 통해 세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함.
-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 새로운 관련을 만들거나 비슷하다고 생각된 것에서
차이를 발견함.
- 서로 다른 것 사이의 친화성을 찾음.
-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평가함.
- 몇 가지 사례의 연속에서 패턴을 찾음.
1) STEAM에서는 ‘A’에 흔히 예술영역이라 칭하는 음악, 미술 외에도 인문·사회 영역을 포함시켰다. 본 고는 STEAM
취지를 반영한 교과교육과정 총론의 예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STEAM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융합되는 미술
교과와 사회 교과의 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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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 시각화, 상상력, 감성, 즐거움, 총체적 이해, 자연과 하나 됨은 예술 뿐 아니라
과학에서도 중요시하는 사고임.
참고) 홍성욱(2005). 과학과 예술 : 그 수렴과 접점을 위한 시론. 과학기술학연구, 9, 1-30.

예술의 기본 개념들 중에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목에 기초한 것들이 많음.
(*** 미술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음악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를 삭제하였음)
- 조각에서 비율이나 균형의 문제, 회화에서 원근법의 문제, 디자인에서 비례, 분할,
배치 등의 문제는 과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요소들임.
- 공예 부분에서도 금속공예에서 금속의 성분에 관한 문제나, 도자공예에서 가마의 온도에
관한 문제 등은 과학적 지식과 연관을 지어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음.
∙ 과학기술은 예술 분야에 새로운 창조적 원천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예술적 상상력을
실현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함.
∙ 과학적 사고과정 습득을 통해 상상력과 직관을 개발함으로써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음.
참고) 전정임(2008). 예술영재교육을 위한 과학 활용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음악학, 19,
235-262.

∙ 이 부분은 별도의 장, 제목이 없이 여기에 제시됨(0.5쪽 정도)
∙ 이 교과에서 추구할 수 있는 STEAM 교육의 비전 및 강조되는 것 등에 대한 안내
∙ 이 교육과정의 특성(성격)을 안내하되, STEAM형 총론과 연계성(총론 구성을 위한 시안의
1, 2장의 내용)을 갖추어 진술

나. 목표
∙ STEAM 총론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STEAM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지닌
STEAM 취지 반영의 미술 교육과정의 목표 제시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현행 미술교과 교육과정에 진술되어 있는 표현을 STEAM과
관련된 표현으로 수정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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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 STEAM 취지 반영의 미술에서는 예술적 상상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STEAM 취지
반영의 미술교육의 목표는 이성과 감성을 모두 사용한 직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각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시각화 능력을 기르며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관련된 예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미술 작품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작품 속에서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뿐 아니라 과학·기술에 내포된 예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예술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 예술분야로 진학
하거나 예술분야로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과학이나 기술교과와의 융합을
추구하되, 미술을 중심으로 한 STEAM, 즉 A-STEM이 가능하도록 과목 목표를 제안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선택 교육과정 중 특히 심화과목인 ‘드로잉’, ‘평면조형’,
‘입체조형’, ‘디자인·공예’, ‘영상 미술’ 과목의 과목 목표에 STEAM 관련 과목과 융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e.g.) ‘평면 조형’ 과목 목표
- 평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 활동의 조형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재료와 용구,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초 과목이다. 평면 조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표현 활동 뿐 아니라 평면 조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 생활용품이나 과학기술 작품을
고안해 봄으로써 자신의 전공 실기의 폭을 넓히거나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 내용 영역과 기준
1) 내용 체계 및 STEAM 관련 교과
∙ STEAM 취지 반영의 초등과학과 초등실과에서 제시한 예가 예술(미술)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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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6학년군>
교과
영역

예술

과학

…
<미술> 주제 표현
∙ 체계적인 발상을 통하여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표현

실과

…

수학
…

∙ 전기의 작용

◦ 생활과 전기·전자
∙ 전기·전자의 이용
∙ 로봇의 이해

…

·

∙ 현행 2009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체험’, ‘표현’, ‘감상’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체험은 ‘지각’, ‘소통’로 표현은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로, 감상은 ‘미술사’와 ‘미술 비평’으로 세부 영역을 제시
하고 있음. 현재의 내용 체계는 빅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용 체계에 큰 수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감상’ 영역은 미술사와 미술 비평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STEAM과 관련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e.g.)
∙ 5-6학년 ‘미술사’ :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특징을 알아보고, 문화적 전통 및 과학·
기술적 전통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 5-6학년 ‘미술 비평’ : 미술 작품과 과학·기술 작품에 내포된 미술적 요소에 대한 비평
활동의 과정과 방법을 익히기

영역

체험

초등학교
5~6학년
• 지각
주변 대상이나 현상, 자신의 특징을 발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기
• 소통
시각 문화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 주제 표현
체계적인 발상을 통하여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표현

• 표현 방법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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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예술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 예술분야로 진학
하거나 예술분야로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히 심화과목인 ‘드로잉’, ‘평면
조형’, ‘입체조형’, ‘디자인·공예’, ‘영상 미술’ 과목의 과목 목표에 STEAM 관련 과목과
융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현재 이러한 과목들에 대한 내용은
‘이해’와 ‘표현’ 영역으로 나누어 간략이 다뤄지고 있으므로, 좀 더 상세화하여 과학이나
기술교과와의 융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진술하는 것이 필요함.

2) 학년군별 성취 기준
∙ 학생들의 발달 단계 및 영역을 고려하여 성취할 수 기준 제시
∙ 초·중학교 및 진학계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적 상상력”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미술교과
교육과정에서 STEAM과 관련된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 진술을 검토하고
STEAM의 특징을 반영하여 재진술할 수도 있음
(e.g.) 5~6학년 주제 표현
- 체계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를 발전시키기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여 표현 의도와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표현의도가 전달되도록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강조하여 표현한다.

라. 교수·학습 방법
1) STEAM 취지 반영의 미술의 교수·학습 계획 및 방법
∙ 교사가 STEAM 취지 반영의 미술 수업을 계획·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항들을 안내
∙ 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STEAM 자료 개발 관련 자료들과 교과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미술’의 특성에 맞게 적합화·구체화시켜서 진술
∙ STEAM 취지 반영의 과수-학습 계획에서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요소를
내용 체계에 탐구활동으로 포함시켜 교수-학습 계획과 연계
∙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예술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 예술분야로 진학
하거나 예술분야로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히 심화과목인 ‘드로잉’, ‘평면
조형’, ‘입체조형’, ‘디자인·공예’, ‘영상 미술’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에 STEAM 관련
과목과 융합할 수 있도록 진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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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평면 조형’ 교수·학습 방법
- 기초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 생활용품이나 과학기술 작품에 포함된 평면 조형의 여러
가지 표현 형식과 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새로운 재료와 다양한 형식의 평면 조형 작품 뿐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과학기술 작품
제작을 통하여 전공 실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한다.

2) STEAM 취지 반영의 미술 지도시 유의 사항
∙ STEAM의 특징을 반영하되, 기존 미술교과 교육과정에서 STEAM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면 충분히 포함하여 진술
(e.g.) * 2009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교과 교육과정 중 그대로 진술해도 무방한 항목의
예를 제시하였음
(2) 표현
- ㈏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가 표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한다.
㈐ 표현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
㈔ 교과 간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표현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 학생들이 ‘예술적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공유하도록 함
참고) 이승연 외(2012). 예술교사를 위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3) 교수·학습 자료
∙ STEAM 취지 반영의 미술 수업시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안내
∙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의 경우 “과학의 발달과 뉴미디어 아트”(대한, 시공사), “19세기
과학이론과 인상주의의 등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현대미술”(금성), “착시와
옵아트”(시공사), 과학기술로 인한 재료와 미술개념의 변화(교학연구사) 등의 융합 주제가
교과내용에 포함된 교과서가 있으므로, 교수·학습 자료 선택에 참고하도록 함
참고) 김정훈 외(2012). 과학·예술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기획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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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학습 지도 지원
∙ STEAM 취지 반영의 미술 수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

마. 교육 평가
1) STEAM 취지 반영의 미술의 평가 원칙
∙ STEAM 취지 반영의 미술이 추구하는 평가의 원칙 소개. STEAM 총론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평가의 방향을 반영하되, 각 교과별로 실질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진술
∙ 중학교까지는 공통되는 기준으로 평가하되, 고교부터는 진로별로 다른 평가 내용, 수준,
범위를 주어야할 것임.

2) 주제별 평가의 방향
∙ 각 주제별로 평가의 방향을 안내
∙ 학습내용 성취기준이 평가에 이용될 수 있음
∙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예술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 예술분야로 진학
하거나 예술분야로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해’와 ‘표현’에서 융
합적 사고가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할 것임.
용어 정리
∙ 교사가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용어 및 관련 교과의 개념에
대한 설명

1) 홍성욱(2005). 과학과 예술 : 그 수렴과 접점을 위한 시론. 과학기술학연구, 9, 1-30.
2) 전정임(2008). 예술영재교육을 위한 과학 활용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음악학, 19,
2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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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반영형 사회과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안)
< 이 교육과정의 개관(소개). 성격(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 >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
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
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이를 위해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
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 또, 사회과에서는 우
리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
악과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이해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
서의 가치, 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의 사회과는 타 교과의 지식 및 기능과 융합하여 학습자의 문
제 해결력을 높이는 융합 능력의 함양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사회에서 드러나는 각
종 현상이 수학, 과학, 기술, 예술 등 타 교과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많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탄소 과잉 배출, 수질‧대기‧토양‧해양 오염,
그린피스의 활동, 광우병 파동, 방사능 오염, 4대강 사업, 전자파, 유행병, 슈퍼박테리아,
SARS, GMO, 유기농 식품, 건강 보조 식품, 다이어트 등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문제와 쟁점들이 정확한 수학적 기반이나 과학적 설명이 결여된 채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사회과 기반의 STEAM 교육과정을 구성, 사회과와 과학기술과의
밀접한 관계를 잘 드러내고, 과학기술적 사실과 그 이해와 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사회과 기반 STEAM 교육의 의미가 있다.

가. 목표
초중등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STEAM 취지 반영의 사회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
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2)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수학적 정확성과 과학적 기반, 기술의 응용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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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에 대해 융합적인 판단과 문제 해결을 통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나. 내용 영역과 기준
1) 내용 체계 및 STEAM 관련 교과(예: 초등 5-6학년군)
교과
영역

사회

실과

과학

수학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동식물이 잘 자라는 조건
식량난 해결을 위한 노력
생활 모습
확인
식량난에 따른 인적·
정치 경제
대량 생산, 유전자 조작
-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 식물 농장의 설계
물적 피해 알아보기
등
겪는 나라
사회 문화 정보화·세계화 속의 우리

세계화 관련 각종 자료 급속히 퍼지는 전염병, 각종 세계적 전염병의
검색
미세 먼지, 방사능의 문제 전염 추이 확인

지리

살기 좋은 우리 국토
- 산사태 예방

흙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산사태에 대한 인터넷
산사태로 인한 인적·
생명체
자료 검색
물적 피해 알아보기
- 각종 동식물

역사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여러 가지 화석 관찰하기, 지구의 역사
나만의 화석 만들기
- 화석의 발견

화석의 생성 시대 확인을
통한 지구 역사 그래프
만들기

∙ 사회에는 기술, 과학, 수학, 예술 등의 관련 내용을 소재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2) 학년군별 성취 기준
가) 정치 ‧ 경제
우리와 밀접한 동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류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세계 시민의 능력과 태도를 갖는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자연 재해, 인위적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이의 실제 사례에 대해 살
펴볼 수 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인 사고 능력 및 태도를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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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리 ‧ 일반 사회
우리나라의 자연 및 인문 특성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헌법을 통하여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권한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한다.
㈎ 우리나라 자연적 특성(예, 기후, 지형 등)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
㈏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뜻을 알고, 그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정보 사회로의 변화 모습을 파악하고, 정보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 세계화 현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파악하고, 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태도를 가진다.
다) 역사
선사 시대에서 오늘날 대한민국까지의 역사와 문화 및 생활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우리
민족이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 문화 성장을 이루었음을 이해한다.
㈎ 우리나라의 각 시기별 생활과 문화를 파악한다.
㈏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간접 경험하도록 한다.
㈐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다. 교수·학습 방법
1) STEAM 취지를 반영한 사회의 교수·학습 계획 및 방법
(1) 사회과의 성취 목표인 핵심 지식의 이해, 탐구 기능의 습득, 고차원적 사고력의
신장, 문제 해결력 및 실천 능력 향상, 인권 존중 사상, 사회 정의 및 공동체 의식,
존중과 배려 의식, 관용과 타협의 정신 함양 등을 위해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한다.
(2) 민주적 가치 및 태도 함양에 적합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나 쟁점 탐구, 가치 분석,
공감, 친사회적 행동 실천 등과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가치 갈등 및 문제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문제나 갈등 해결 및 실천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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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집단별 협동 학습을 통해 민주 시민의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는 집단 구성원
으로서의 책무성, 참여 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정의감,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4) 현대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각종 정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
을 조성하고, 지리 정보 시스템(GIS), 신문 활용 교육(NIE), 컴퓨터 보조 학습
(CAI)과 인터넷 활용 교육(IIE)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5) 학습자가 각종 사회 문제에 관한 시사 자료와 지역 사회 자료를 활용하여 쟁점을
탐구하거나 가치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도한다.
(6) 현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분
석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및 갈등 사례에 대해 이해
와 공감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 도표, 영화, 통계, 연표, 역사 지도,
사료, 연감, 신문, 방송, 사진, 기록물, 유물, 여행기, 탐험기 등의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 스팀반영형 사회과의 교수·학습 활동 전개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공통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기본적인
접근법을 구사한다.
*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고의 인문사회 집중과정 학생들은 사회과가 입시의 주요 교과로 작동하므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시 보다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며 심도깊은 해석을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고의 과학기술 집중과정 학생들은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시 자료의 정확성,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유추 가능한 현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예체능 집중과정 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은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시 제공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 자료를 바르게 읽는 시각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2) STEAM 취지 반영 사회 지도시 유의 사항
(1) 활동 수행 과정에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노력을 강조한다.
(2) 개별 학습 보다는 모둠학습, 소집단 학습, 협동 학습 등을 통해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함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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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 평가
1) STEAM 취지 반영 사회의 평가 원칙
(1) STEAM 취지 반영의 사회는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생활과 관련한 체
험 활동을 하는 과정과 실행을 통해 나온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평가 내용은 지식 영역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기능과 가치·태도 영역을 균형
있게 선정한다.

2) 주제별 평가의 방향
(1) 지필 평가 외에 면접, 체크 리스트, 토론, 논술, 관찰, 활동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을
통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사고력 신장이나 가치, 태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와 더불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3) 발표, 토론, 역할 놀이, 시뮬레이션 등 개인 및 집단 활동에 대한 관찰이나 면접과
같은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 및 갈등 해결 능력, 공감 능력,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등을 평가한다.
(4) 자료를 분석·해석하고, 복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용어 정리
∙ 교사가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용어 및 관련 교과의 개념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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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AM 반영형 사회과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안)
< 이 교육과정의 개관(소개). 성격(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 >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
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
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이를 위해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
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 또, 사회과에서는 우
리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
악과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이해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
서의 가치, 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의 사회과는 타 교과의 지식 및 기능과 융합하여 학습자의 문
제 해결력을 높이는 융합 능력의 함양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사회에서 드러나는 각
종 현상이 수학, 과학, 기술, 예술 등 타 교과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많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탄소 과잉 배출, 수질‧대기‧토양‧해양 오염,
그린피스의 활동, 광우병 파동, 방사능 오염, 4대강 사업, 전자파, 유행병, 슈퍼박테리아,
SARS, GMO, 유기농 식품, 건강 보조 식품, 다이어트 등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문제와 쟁점들이 정확한 사실적·과학적 근거기반이나 과학적 설명이 결여된 채 학습자에
게 제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사회과 기반의 STEAM 교육과정을 구성, 사회과와
과학기술과의 밀접한 관계를 잘 드러내고, 과학기술적 사실과 그 이해와 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사회과 기반 STEAM 교육의 의미가 있다.

가. 목표
초중등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STEAM 취지 반영의 사회에서 달성해
야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
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나.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수학적 정확성과 과학적 기반, 기술의 응용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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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에 대해 융합적인 판단과 문제 해결을 통해 긍정적이며 적극적
인 삶의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나. 내용 영역과 기준
1) 내용 체계 및 STEAM 관련 교과(예: 초등 5-6학년군)
교과
영역

사회

실과

과학

수학

세계 여러 나라의
동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과 생활 모습
조건 확인
정치 경제
-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 식물 농장의 설계
겪는 나라

식량난 해결을 위한
노력
- 대량 생산, 유전자
조작 등

정보화·세계화 속의
사회 문화 우리

세계화 관련 각종
자료 검색

급속히 퍼지는 전염병, 각종 세계적 전염병의
미세 먼지, 방사능의
전염 추이 확인
문제
흙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산사태로 인한 인적·
생명체
물적 피해 알아보기
- 각종 동식물

지리

살기 좋은 우리 국토
- 산사태 예방

산사태에 대한 인터넷
자료 검색

역사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여러 가지 화석 관찰하기, 지구의 역사
나만의 화석 만들기
- 화석의 발견

식량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알아보기

화석의 생성 시대
확인을 통한 지구
역사 그래프 만들기

∙ 사회에는 기술, 과학, 수학, 예술 등의 관련 내용을 소재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2) 학년군별 성취 기준
가) 정치 ‧ 경제
우리와 밀접한 동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류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세계 시민의 능력과 태도를 갖는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자연 재해, 인위적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이의 실제 사례에 대해 살
펴볼 수 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인 사고 능력 및 태도를 기를 수 있다.
150

제 4 부 STEAM 교과별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향

나) 지리 ‧ 일반 사회
우리나라의 자연 및 인문 특성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헌법을 통하여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권한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한다.
㈎ 우리나라 자연적 특성(예, 기후, 지형 등)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
㈏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뜻을 알고, 그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정보 사회로의 변화 모습을 파악하고, 정보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 세계화 현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파악하고, 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태도를 가진다.
다) 역사
선사 시대에서 오늘날 대한민국까지의 역사와 문화 및 생활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우리
민족이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 문화 성장을 이루었음을 이해한다.
㈎ 우리나라의 각 시기별 생활과 문화를 파악한다.
㈏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간접 경험하도록 한다.
㈐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다. 교수·학습 방법
1) STEAM 취지를 반영한 사회의 교수·학습 계획 및 방법
(1) 사회과의 성취 목표인 핵심 지식의 이해, 탐구 기능의 습득, 고차원적 사고력의 신
장, 문제 해결력 및 실천 능력 향상, 인권 존중 사상, 사회 정의 및 공동체 의식, 존
중과 배려 의식, 관용과 타협의 정신 함양 등을 위해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한다.
(2) 민주적 가치 및 태도 함양에 적합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나 쟁점 탐구, 가치 분석,
공감, 친사회적 행동 실천 등과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가치 갈등 및 문제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문제나 갈등 해결 및 실천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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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집단별 협동 학습을 통해 민주 시민의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는 집단 구성원으
로서의 책무성, 참여 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정의감,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4) 현대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각종 정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지리 정보 시스템(GIS), 신문 활용 교육(NIE), 컴퓨터 보조 학습(CAI)과
인터넷 활용 교육(IIE)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5) 학습자가 각종 사회 문제에 관한 시사 자료와 지역 사회 자료를 활용하여 쟁점을 탐
구하거나 가치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도한다.
(6) 현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
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및 갈등 사례에 대해 이해와 공
감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 도표, 영화, 통계, 연표, 역사 지도, 사료,
연감, 신문, 방송, 사진, 기록물, 유물, 여행기, 탐험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 스팀반영형 사회과의 교수·학습 활동 전개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공통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기본적인
접근법을 구사한다.
*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고의 인문사회 집중과정 학생들은 사회과가 입시의 주요 교과로 작동하므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시 보다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며 심도깊은 해석을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고의 과학기술 집중과정 학생들은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시 자료의 정확성,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유추 가능한 현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예체능 집중과정 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은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시 제공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 자료를 바르게 읽는 시각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2) STEAM 취지 반영 사회 지도시 유의 사항
(1) 활동 수행 과정에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노력을 강조한다.
(2) 개별 학습 보다는 모둠학습, 소집단 학습, 협동 학습 등을 통해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함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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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 평가
1) STEAM 취지 반영 사회의 평가 원칙
(1) STEAM 취지 반영의 사회는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생활과 관련한 체
험 활동을 하는 과정과 실행을 통해 나온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평가 내용은 지식 영역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기능과 가치·태도 영역을 균형
있게 선정한다.

2) 주제별 평가의 방향
(1) 지필 평가 외에 면접, 체크 리스트, 토론, 논술, 관찰, 활동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을 통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사고력 신장이나 가치, 태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와 더불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3) 발표, 토론, 역할 놀이, 시뮬레이션 등 개인 및 집단 활동에 대한 관찰이나 면접
과 같은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 및 갈등 해결 능력, 공감 능력, 친사회적 행
동 실천 능력 등을 평가한다.
(4) 자료를 분석·해석하고, 복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용어 정리
∙ 교사가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용어 및 관련 교과의 개념에
대한 설명
(e.g.) 각종 통계나 지수 사용과 관련된 용어 중 과학, 기술, 수학 등과 유사하지만 사
회과에서만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과학의 질량과 무게처럼, 사회과에서
사용하는 계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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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STEAM 관련 기존 보고서의 분석

기존의 7가지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여 STEAM을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에 반영하는 과제와
STEAM자체의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는 기초 연구로 삼고자 함. 기존 보고서 분석의 중점
항목은 아래와 같음.

1. 스팀의 성격
- 보고서에서는 스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도입 배경, 취지, 그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어떤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 특성 규정(실험, 실습, 실기 등 수행, 실생활문제, 학생의 흥미와 동기 유발)
- 학습준거(상황제시-창의적 설계-성공경험/감성체험)

2. 스팀의 목표
- 스팀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의 실태?
- 스팀의 교육목표를 무엇이라고 설정하는가?
- 학교교육내적 목표(학생개인적 측면, 교육적 측면)는?
- 학교교육외적 목표(국가사회적 측면)는?
- 스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이상?

3. 스팀을 통해 기를 역량
- 창의성
- 협동성
- 문제해결력 등

4. 스팀과 교과 내용의 관계
- 과학
- 실과, 기술가정
- 수학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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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등
- 교과간 융합
- 교과의 기본 지식과 스팀이 강조하는 바의 관계
- 교과외 활동(창체)와 관계 등

5. 스팀과 교과서, 학습교보재의 구성, 재구성
- 구성 특성
- 기능 특성 등

6. 스팀과 교수학습방법
- 설계기반
- 프로젝트학습
- 문제기반학습
- 학습자중심 등
- 스팀에서 교사의 역할 특성
- 스팀에서 학생의 역할 특성
- 스팀에서 교사-학생 상호작용의 특성

7. 스팀과 학교수업시간 운영
- 블록타임 등

8. 학교의 시설과 설비
9. 학교의 예산 지원
10. 스팀에서 학생학습평가, 수업평가, 교사수행평가, 프로그램평가
- 포트폴리오
- 성공경험
- 수행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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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팀과 학교관리자 및 장학진의 지원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보고서에 따라 위의 항목을 이론적으
로 다룬 것이 있는가하면, 이와 무관한 과제를 다룬 것도 있음. 향후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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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분석 1

백윤수 외(2012)의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백윤수 외(2012)의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STEAM)의 총론적 연구로, 핵심역량, 이론적 근거, 방향 및 철학, 필요성,
개념적 정의,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핵심역량을 배려(Caring), 창의(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융합(Convergence)로
규정하고 4C-STEAM 교육의 개념과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1. 스팀의 성격
백윤수 외(2012: 13)는 “융합인재교육(STEAM)은 미래 과학기술정보사회의 개인 및 국
가와 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창의·인성교육의 실천적 노력의 핵심”이라 하
였다. 그리고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
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학습자가 실제 문제
상황을 다양하게 설계·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생성하고, 창의적으로 설계
하며, 더불어 사는 인성, 즉 사회적 감정을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
백윤수 외(2013:13-14)는 성공적 융합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융합에 대한 논의가 STS(Science, Technology & Society)에서 더욱 촉
발되었고, 그 논의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 예술 등 영역을 아우르거나 영역을 뛰어
넘는 의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융합형 인재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으로, 창의·인성과 전문성 및 새로운 것의 창출 능력 등을 인재,
즉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전문성과 더불어 창의적인 사고를 하며 타인에 대하여 배려하
고 소통하는 인재”라 정의내렸다.
백윤수 외(2013:14)는 이러한 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을 4C, 즉 배려(Caring), 창의(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융합(Convergence)이라 하였다2). 백윤수 외(2013:16)는 4C를
2) 백윤수 외(2013)가 제시한 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4C’는 핵심 역량 개발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조대연 외
(2008), 이광우 외(2008), 임언 외(2008)의 연구에 제시된 핵심 역량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개발 과
정이 드러나 있지 않고, 다만 위 세 연구와의 관계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4C를 표로 설명한 부분
(p. 17)에서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연구한 핵심 역량(이광우 외, 2008)와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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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
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
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 정의하고 있다.
백윤수 외(2012: 18-22)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필요성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교육적 측면, 국가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 측면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개인적 측면은 창의·인성, 지성과 감성의 균형 발달, 협력과 소통의 능력 함양, 창조적
협력 인재 양성이다. 사회적 측면은 미래 사회 변화의 적응력, 합리적이고 다양성을 인정
하는 문화 형성, 대중의 과학화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사회 구성이다. 교육적 측면은 교
육과정의 유연성, 수요자 중심, 교사, 교과간의 협력 체제 등 시스템의 교육패러다임 변화
의 필요성, 융합적 지식 및 과정의 중요성이다. 국가적 측면은 과학기술 및 융합 인재 부
족이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흥
미와 이해를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융합인재교육(STEAM)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p. 22)
Ÿ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Ÿ 개인의 창의·인성, 지성과 감성의 균형있는 발달을 돕는 것이다.
Ÿ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Ÿ 과학 효능감과 자신감, 과학에 대한 흥미 등을 증진시킴으로써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높이는 것이다.
Ÿ 융합적 지식 및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Ÿ 학습자 중심의 수평적 융합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Ÿ 합리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Ÿ 대중의 과학화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사회를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Ÿ 창조적 협력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Ÿ 이공계 기피 현상을 최소화하여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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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수 외(2012: 23-29)는 한국형 융합인재교육(STEAM)의 토대를 인지적·사회적
구성주의로 보았다. 그리고 타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STEM/STEAM 교육
을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직접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교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용의 융합이나 통합은 학습자들
에게 학습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융합, 통합식 접근으로 학습동기를 저
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백윤수 외(2012: 29-30)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과학기술공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의 극대화 및 창의·인성 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융합인재교육(STEAM)의 유형으로 4C-STEAM 유형을 제안했다. 백윤수 외
(2012: 31-32)가 제안한 4C-STEAM 교육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을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4C-STEAM
교육은 지식 및 개념의 융합(Convergence), 창의성(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배려
(Caring)을 추구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다.

백윤수 외(2012: 32-33)가 제시한 4C-STEAM의 학습준거는 다음과 같다.3)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지식(knowledge), 제품
(products), 작품(Artworks) 등과 같은 산출물을 구성하기 위하여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리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창의적 설계
과정은 학습자가 개인의 삶에서 필요와 가치를 찾고, 학습자 스스로의 문제로 받아들여
‘설계 작업’을 수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학습 활동과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관계 설
정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의미한다.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은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인지하고 관리하고, 중
요한 개별적/학문적 목표를 설정 및 달성하며, 긍정적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대인관계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학교와 생활 속에서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합당한 행동을 실현하도록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의미한다. 즉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3) ** 백윤수 외(2012)의 보고서에는 각 학습준거의 이론적 배경과 구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pp. 38-66), 본 고에서는
일단 의미만 간략히 정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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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용통합은 두 개 이상의 교과 내용이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
통합의 방법은 다양하다고 보았는데, 내용통합은 모든 각 분야의 내용이 통합될 수도 있
고, 과학과 기술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 또는 내용이 통합될 수도 있고, 과학과 기술을 동
기에 포함하는 분야 또는 내용이 통합될 수도 있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모든
내용이 서로 연관되는 STEAM 분야 또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2. 스팀의 목표
백윤수 외(2012: 28-29)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과 관련 학계에서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낮은 동기 유발과 이공계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융합인재교육(STEAM)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제안하고 있듯이 융합인재교육(STEAM)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자산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초
중등 교육 단계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과학-기술-공학-수학의 학습내용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구조화하여, 과목 간 연계와 예술적 기법을 접목하는 교육이라는 점
을 강조하였다. 다만 융합인재교육(STEAM)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여건에 맞게 이루
어져야 하며, 특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낮은 효능감이나
자신감, 흥미 등을 향상시켜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백윤수 외(2012: 33-34)는 한국형 융합인재교육(STEAM)인 4C-STEAM
교육이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 이를 위
한 4C-STEAM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분야의 융합적 지식과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에
적용한다.
둘째, 종합적인 문제해결과 창의적 사고와 설계 방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가치 창출에 기
여한다.
셋째, 과학, 기술, 공학 등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기르고 긍정적 태도를 함양한다.
넷째, 배려, 의사소통, 개방성, 다양성, 협동심 등과 같은 사회적 감성 및 인성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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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팀을 통해 기를 역량
백윤수 외(2012: 16)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핵심 역량을 4C, 즉 배려, 창의, 소통,
융합이라 보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배려’는 자기애, 자신감,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 존중, 다문화
이해 등과 같은 사회적 감성학습(SEL) 요소를 포함한다. 배려는 경쟁 사회에서 인간으로
서의 본성에 기초한 ‘인성’의 또다른 부분이자 이타적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자신과 남을
이해하고 나아가 집단, 사회, 국가, 인류 전체에 대한 인식과 존중에 핵심이 있다.
‘창의’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문제확인능력,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의사결정능
력, 평가능력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창의는 교과 및 학문 영역에서 기초적이고 중점적인
역량으로서 기존의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다.
‘소통’은 언어적 소통, 시청각적 소통, 학문적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소통하는 태도,
협력하는 요소가 포함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위한 소통 능력은 기존의 의사소통능력이나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다.
‘융합’에는 STEAM 융합 지식 이해, STEAM 융합 지식 설계 능력, STEAM 융합 지식
활용 및 응용 능력, STEAM 외의 맥락적 지식(언어, 사회, 문화, 윤리, 경제 등) 이해가
포함된다. 융합은 창의, 소통, 배려와는 다른 차원이나, 맥락적인 지식을 이해, 설계, 응용
및 활용하는 것으로서, 창의, 소통, 배려와 함께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다.

4. 스팀과 교과 내용의 관계
백윤수 외(2012: 60-66)는 내용 통합의 수준과 범위를 교과목 중심 통합과 학문영역
중심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교과목 중심 통합은 크게 네 가지 유형, 즉 특정 교과를 기반으로
1개 이상의 다른 교과를 연계하는 유형, 2개 이상의 교과가 동등한 수준에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유형, 하나의 STEAM 교과와 STEAM 이외의 교과와 연계하는 유형, 2개 이상의
STEAM 교과 및 STEAM 이외의 교과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그리고
학문영역 중심 통합은 하나의 교과가 기반이 되어 다른 교과를 연계시키는 다학문적 통합
유형과 STEAM 교과가 동등한 수준에서 서로 통합되는 간학문적 통합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백윤수 외(2012: 63-66)는 내용 통합 교육과정 유형은 Fogarty의 10개 통합 유형
중 여러 교과 간에 걸친 통합 유형인 계열형(Sequenced), 공유형(Shared), 주제망형
(Webbed), 선형(Threaded), 통합형(Integrated)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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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수 외(2012: 52-54)는 4C-STEAM 중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에서 지식
(Knowledge), 제품(Product), 작품(Artworks)가 산출된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식과 관련하여 지식은 문제인식-해결방안계획-해결방안실행-지식산출-지식평가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다고 하였다. ‘문제인식’은 자연현상 뿐 아니라 인공물이나 인위적인
현상, 예술적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고 보았다. ‘해결방안계획’은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하는 과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가
설을 세우고 가설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방법을 설계하는, 다시 말하면 잠정적인
가설과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이다. ‘해결방안실행’은 고안한
해결방안을 실행하여 자료를 수집·정리·변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는 주의 깊고
객관적인 관찰활동이 필요하다. ‘지식산출’은 수집한 자료가 가설을 지지사는지 평가하는
과정과 그 가설을 지식으로 기술하는 과정이다. ‘지식평가’는 산출한 지식으로 인식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며 지식산출의 전 과정이 모순없이 진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지식산출 과정은 순환적이며 언제든 이전 과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비절차적 과정이다. 백윤수 외(2012: 54)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상황에서 지식
산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지식은 언제나 새로운 지식일 필요는 없고, 이미 알려진 지식
일지라도 학생 수준에서는 새로운 지식일 수 있다고 보았다.
백윤수 외(2012: 147)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간단한 패키지 프로그
램부터 한 학기 이상의 프로그램까지 융합인재교육(STEAM)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를 제안
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동아리나 신설 동아리를 활용하여 STEAM 탐구활동을 하도록 지원
하고, 학교 축제 등 교내 행사에서 연구 결과물과 실적을 전시하고 STEAM 활동을 홍보하고
시연한다. 진로 활동과 관련해서는 중3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지역 산업체, 대학교
와 연계하여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리고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
여 월별로 체험행사를 운영하거나 STEAM의 날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밖 기관, 즉
지역 교육기관, 과학관, 대학, 지역사회, 단체 등과의 협력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캠프
혹은 특별 프로그램 유형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융합인재교육을 주제로 한 이벤트성의 행사
와 페스티벌, 대회 등을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 문화 형성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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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팀과 학교수업시간 운영
백윤수 외(2012: 145-146)은 교과간 연계 수업 방안의 예로, 주제에 따라 각기 다른
수업 시간에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존 교과 시간을 STEAM 요소 반영 시간
으로 서로 연계 운영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과학 수업시간과 음악 수업시간, 수
학 수업시간, 실과 수업시간을 STEAM 수업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STEAM 블록타임 활용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교과
시간표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교과간 연계 블록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제시된 표
(p. 146)와 같이, 기존의 영어 시간과 미술 시간을 다른 요일(시간)으로 이동하고 목요일
하루를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블록타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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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분석 2

김기수 외(2013)의
[초중등 공학교육 강화방안 정책연구]

Ÿ 본 연구는 초·중등 공학교육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임. 이에 초·중·고등학교 수준별 공학
교육을 위한 범위, 내용요소, 목표, 방법을 도출하고, 공학교육 적용 및 강화를 위한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에서의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공학 분야 STEAM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

1. 공학 교육 도입 배경
세계 각 국가들은 경제적, 기술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와 개
발에 많은 예산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진흥정책을 만들어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
는 공학 기술의 비중은 더욱 더 커지고 있음.
많은 국가들은 공학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수준에서 수학과 과학, 기
술 교육을 실시해왔고, 최근에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초·중등교육에서 수
학과 과학,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학을 가르치려는 시도와 연구 역시 많
이 이루어지고 있음.
세계적으로 청소년 공학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초·중등교육에서 수학, 과학과 같은 순수 자연 과학만을 학습할 뿐, 공학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과학 분야를 응용하여 공학에 적용시키는
탐구과정 역시 부족한 실정임(손소영, 2007).
우리나라 공학 기술 분야 발전을 이끄는 3개 교육영역은 초·중·고등학교의 기술 교
육, 공업계 고교의 공업 교육, 공과대학의 공학 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3개
의 교육영역은 공학 기술과 관련성, 공통성, 연관성, 계열성이 높음. 그러나 이러
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손소
영, 2008).
우리나라도 비교적 적은 수이지만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며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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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김영민, 2012).
따라서 초·중등 공학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초·중등 교육에 반영할 학교급별·학
년별 공학교육 내용을 도출하여 현실 가능한 공학교육 강화방안이 필요함.

2. STEAM의 도입 및 성격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융합인재 및 핵심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과학기
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
록 학습내용 및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STEAM 교육을 대폭 강화함.
창조 경제 시대에는 융합인재 및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이 요구되며, 이런 인재
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지식, 기술, 학문 간의 융합할 수 있는 능
력임.
현재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한 분야인 공학(Engineering)은 과학, 기술, 수
학, 예술 등 타 과목 및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초·중등교육에서 정
규 과목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학 교육을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한 요소로써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교과간 연계수업이 가능한 교사용 설명서, 학생 활동
지,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해 학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가 있음.
이렇게 개발된 공학 분야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고학의 발전과정, 주요내용,
특징 및 설계과정 등을 이해하고 여러 교과에 활용이 가능한 맥락적 지식 및 실
생활 문제해결력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프로그램은 적시 교육(just-in-time learning)이 될 수 있도록 수준별 공학 분야
맞춤형으로의 개발하고, 수준별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심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3. 공학과 STEAM의 관계
공학 및 공학교육 관련 연구, 공학교육인증기준과 공과대학의 실제 교육과정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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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공학의

학문

내용으로

과학(Science),

수학(Mathematics),

기술

(Technology), 예술(Arts)의 지식을 강조하고 이들 지식간의 융합을 중요하게 다
루고 있음. 특히 공학은 과학, 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간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치며 발전해가고 있음.
“창의적 설계는 공학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실생활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
갔을 때도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융합
인재교육(STEAM) 수업에서 다양한 실제의 문제에 대한 창의적 설계를 반복할
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진다. 그 방식을 살펴보면 ‘과학’보다는 ‘공학’에 가깝
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구성 원리에서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
험, 내용의 융·통합, 새로운 문제에 도전’은 공학에서 문제 해결(Problem
Solving)을 강조하는 점, 공학 설계(Engineering Design)를 강조하는 점, 공학 학
문(Engineering Science)의 지식과 이들의 융합을 강조하는 점 등에서 매우 유사
한 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공학 분야 STEAM 프로그램’과 같은
의미로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음.

4. 본 연구에서 도출한 초·중등 공학교육 모형
초·중등 공학교육 모형은 구슬을 실로 꿰어 놓은 형태로 표현함. 이 때 구슬은 공
학적 주제와 공학교육과정을 의미하며 구슬이 여러 개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
는 다양한 공학을 의미함. 구슬을 통화하는 여러 가닥의 실은 과학, 수학, 기술,
타학문, 설계의 5가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공학 속에 이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음
을 나타냄. 이 때, 과학, 수학, 기술, 타학문 실은 공학 내용 구성에서 말하고 있는
공학 학문(Engineering Science), 설계 실은 공학 설계(Engineering Design)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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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초·중등 공학교육 모형

이중 가장 굵은 실은 설계 실인데, 이는 공학에서 설계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
어 있는 것을 나타냄. 설계는 제한조건, 최적화, 모델링, 시제품 제작, 평가, 분석
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설계과정은 공학교육이 다른 교과와 차별화되는 점
임.

5. 공학교육의 학교내(형식 교육) 적용 및 강화 방안
가. 일반적인 강화 방안
공학교육의 가치나 정당성은 충분히 밝혀진 만큼 앞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
및 운영 시에는 공학교육 내용을 관련 교과에 의도적으로 반영해야 함.
제안된 공학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집중적(실과/기술) 또는 분산적(수학, 과학 등)으로 여러 교과에 걸쳐 반영해
야 함.
초·중등 공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학교에서의 적용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반영 시에는 교과의 특성과 교육 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존 교과의 목표와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관련 교과 교사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하고 교사들의 공학교육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제고해야 함.
다양한 주제와 수준의 공학교육 자료가 개발 및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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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의 공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함.

나. 구체적인 적용 및 강화 방안
초·중·고등학교 공학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공학적 소양 함양을 통해 최신
¡ 생활 속의 공학 산출물을 찾아 ¡ 공학의 영향과 특성 이해를 통해
공학 기술을 이해 및 이용하고
공학의 개념 이해하기
공학적 기초 소양 기르기
공학의 미래 예측하기
¡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체험을 ¡ 다양한 지식과 창의적 사고를 바 ¡ 과학, 기술, 수학 등 다양한 지식
통해 공학적 과정 이해하기
탕으로 공학적 문제 해결하기
을 융합하여 창의적 공학 설계
¡ 공학자와 공학의 세계에 대한 긍 ¡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탐
활동하기
정적 인식 형성하기
색하고 자신의 진로 설계하기 ¡ 구체적인 공학 분야 및 직업에
대하여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 준
비하기

초·중등 공학교육 적용 및 강화 방안

초등
학교

구분

기술(실과)

수학·과학

창의적
체험활동



⇩

⇩

⇩

3~4학년

-

공학 관련
체험활동

⇩

⇩

⇩

∙ 기술(공통) → 공학 기술(공통)

∙ 교육과정에 공학 제시 명시
∙ 각 단원 해당 교과내용이 적용된
공학 원리 제시

공학 관련
체험활동

⇩

⇩

⇩

∙ 교육과정에 공학 제시 명시
∙ 각 단원 해당 교과내용이 적용된
공학 원리 제시

공학 관련
체험활동

5~6학년


중학
교

1~3학년


고등
학교

∙ 6학년 ‘일과 진로’ 단원에서
직업의 종류로 ‘공학자’ 명시

1학년

∙ 기술(선택) → 공학 기술(필수)

2~3학년

∙ 공학 기술(선택) → 공학(선택)
∙ 공과대학과 연계된 AP
(Advanced Placement) 제도

[그림 5-2] 초·중등 공학교육 적용 및 강화 방안

STEAM을 통한 공학교육 적용 및 강화 방안 : STEAM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다
양한 주제와 수준에서 공학적 산출물을 주제로 하거나 이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 개발 및 운영되고 있으며, STEAM 관련 기초연구에서도 수업 구성의 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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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내용의 융·통합과 문제해결 등의 공학 교육내용을 심도 있게 반영
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STEAM 교육을 통해 공학교육의 내용이 반영되어 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공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STEAM 교육의 강화가 곧 공학교
육의 강화 방안이 될 것임.

6. 공학교육의 학교밖(비형식 교육) 적용 및 강화 방안
가. 공학 기술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공학, 공학 기술’ 용어의 사용을 적극 권장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학과 공학자 부각 및 공학진로 비전 제시

나. 다양한 공학 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학 기술 관련 정부 기관, 출연 연구소, 단체 등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
용한 공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바탕으로 초·중·고
등학생 대상의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독려

다. 제도적 지원
대입에서 공과대학 지원시 공학 관련 교과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공학 기
술 관련 주제 중심의 입학사정관제 및 면접 실시
교육대학교의 예비 초등교사와 사범대학의 공학 관련 교과의 예비 중등교사를 대상으
로 한 공학교육 내용 반영

7. 초·중등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공학교육 방안의 예로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3차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함.
공학교육 개발시에는 연구에서 도출된 학교급별 공학교육 목표와 공학 설계 과
정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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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기준과

가능한

필요

⇨ 제한조건 ⇨

해결책

확인하기

확인하기

찾기

최선의
⇨

해결책
선택

시험과
⇨ 모델제작 ⇨

해결책
평가하기

해결책에
⇨

대한
의사소통

재설계 및
⇨

설계
수정하기

[그림 5-3]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공학 설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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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분석 3

김성원 외(2012)의
[STEAM 교육 성과 및 교수·학습 평가 모형 개발]

김성원 외(2012)의 [STEAM 교육 성과 및 교수·학습 평가 모형 개발]은 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의 성과와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문항’과 ‘교원 전문성 및 학습자의 학력·동기 향상에 대한 성과 평가 문
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 평가와 관련해서는 통합개념, 통합역량, 인성과
미적 감성을 규명하고 이를 다시 요소에 따른 평가모형, 수업활동에 따른 평가모형, 학교
급별 관련 변인을 고려한 평가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스팀의 성격
김성원 외(2012: 1)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창의·인성교육 확산에 대한 사회전반
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STEAM 교육이 예술적인 기법을 접목하여
체험·탐구활동 및 관련 과목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학습자의 창의성을 기르는 동시에
타인과 소통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스팀의 목표
김성원 외(2012: 19)는 과학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TEAM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과학과 교육과정의 진술방식을 기초로 STEAM 교육
목표를 진술하였다. 이 연구에서 재정의한 STEAM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기반의 통합적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과 관련된 국제사회 및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 경험을 통해 올바른 창의 인성 및 미적 감성을 갖는다.
가. 과학, 수학, 기술, 공학, 예술의 통합적 개념을 이해하여 국제 사회 및 실생활의 과학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나. 과학기술기반의 융합적 관점을 통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활용한다.
다. 국제사회 및 실생활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학관련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하여
창의 인성 및 미적 감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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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성원 외(2012: 19)는 STEAM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수-학습지원의
관점’에서 STEAM 교육의 성과목표를 “질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그리고 학습자의
학력 및 동기 향상”으로,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STEAM 교육의 성과목표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로 설정하였다.

3. 스팀을 통해 기를 역량
김성원 외(2012: 36-38)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학습 구성요소를 통합개념, 통합
역량, 인성 및 미적 감성으로 정리하였다. 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개념’은 다양한 교과가 통합하여 제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묶을 수 있는 내용
지식을 의미한다. 통합개념은 현상과 사물의 규칙성, 원인과 결과, 비율과 척도, 시스템과
조화, 순환과 보존, 구조와 기능, 안정성과 변화 등이다.

‘통합역량’은 단순한 개념습득 뿐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의
미한다. 통합역량은 창의적 설계(창의적 아이디어 생성능력, 창의적 구상능력, 창의적 표
현능력), 모델 개발 및 활용(모델 개발, 실생활에 적용), 시연 및 시각화(시각화능력, 산출
물 제작 능력, 시연능력), 패턴 인식 및 패턴 형성(규칙성 인식, 규칙성 형성), 정보 관리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의 정확성 판단), 증거기반 논증 활용(증거의 타당성, 주장의
논리성), 의사소통능력(통합적 관점 형성, 타인의 의견 이해, 의견 전달 능력) 등이다.

176

제 5 부 STEAM 관련 기존 보고서의 분석

‘인성과 미적 감성’은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합개념, 통합역량과 함께 학생
들의 학습과정에서 골고루 갖추게 될 요소이며, 감성적 체험이나 성공 체험 같은 부분도
포함되지만 실패 경험 또한 포함시켜 학습과정까지도 중요시한다. 인성과 미적 감성에는
예술적 감성(미에 대한 가치이해, 예술적 공감), 성공적 감성(성취감, 도전 정신, 자존감),
창의인성 즉, 글로벌 시민의식(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공동체
의식), 생태학적 세계관(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려),
사회적 책임감(과학기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제
해결에의 책임감), 공감과 배려(다양성/다문화에 대한 이해, 타인의 상황/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공감, 배려), 협동심(단합심, 상호 신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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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팀에서 학생학습평가, 수업평가, 교사수행평가, 프로그램평가
김성원 외(2012: 2)는 STEAM 교육의 목표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평
가 역시 창의적 설계 능력, 감성적 측면 및 기타 탐구기술 측면을 포함한 총체적인 평가방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김성원 외(2012: 39-45)는 요소에 따른 평가모형과 수업활동에 따른 평가모
형, 학교급별 관련 변인을 고려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STEAM 학습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
다. 먼저, ‘요소에 따른 평가모형’은 통합개념, 통합역량, 인성과 미적 감성에 해당하는 요
소를 추출하여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업활동에 따른 평가모형’은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김성원 외(2012:
40)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학습평가로서 수행평가가 적합하다고 보고, 과학 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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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행평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행평가는 학생이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작성하게 하며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목표가 가능한 한 실제 상황에서 직접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수행행동의 질 뿐 아니라 학습과정도 함께 강조하며 단
편적인 영역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변화와 발달과정을 지속
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 하였다.
김성원 외(2012: 41)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주요평가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수업
규모와 단위에 따른 수업활동과 평가 방법을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5-4] 수업규모와 단위에 따른 수업활동 및 평가 방법
출처: 김성원 외(2012). STEAM 교육 성과 및 교수·학습 평가 모형 개발. p. 41.

그림에서 ‘교과내 수업’은 하나의 교과를 중심에 두고 관련 교과를 연계해 정규 시간에
1-2차시에 걸쳐 진행하는 수업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교과연계 수업’은 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가 연계되어 정규 교과에서 5-6차시 정도에 걸쳐 장기간 운영되는 수업 형태를
의미하며, ‘창의적 체험 활용 수업’은 교과연계 수업과 마찬가지로 주제 중심으로 이뤄지
나 국가 교유고가정 이외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학교 밖 자원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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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활용한 체험 중심의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학문적 융합’은 하나의 주요 교과
를 중심에 두고, 다른 관련 교과와 연계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며, ‘간학문적 융합’은 다학문
적 융합과 달리 중심 교과가 없고 동일한 중요도로 관련 교과가 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탈학문적 융합’은 교과간 경계를 지우고 융합하여 새로운 교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분류된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김성원 외(2012: 42)는 일반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10개의 STEAM 평가요소 즉, 토의/토론활동, 논리적 글쓰기 활동, 표현
하기 활동, 논리적 글쓰기 활동, 역할놀이 활동, 모델링 활동, 영상매체 제작하기, 조사활
동 및 사례 발표하기 활동, 창의적 설계 활동, 실물 제작하기 활동, 탐방 및 체험활동을
추출하고, 각 평가요소에서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급별 관련 변인’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학교 요인, 교사 요인, 학생 요인
을 구별하고, 학교요인은 학습평가 모형에, 교사요인과 학생요인은 성과평가 모형에 반영
하였다. 학교요인의 반영 요인은 학교 규모, 학교 유형, 학업성취도 평가이고, 교사요인은
직무 만족도, 교수학습전문성, 교사효능감이며, 학생요인은 학업동기, 교육목표성취, 학습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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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분석 4

김기수 외(2013)의 [초중등 공학교육 강화방안 정책연구]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정책에 대한 실효성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보다
실천적이고 현장 적용성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재육성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및
정의적 발달 변화,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횡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한 시범학교 학생들(초·중·고 총 599명)을 일반 학교 학생들
(초·중·고 총 299명)과 비교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리더스쿨 및 교사연구회 소속 교사(총 385명)와 관리자(총 41명)를 대상으로 융합
인재교육(STEAM)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분석을 통해 학생성과에 대한 인식, 교사성과에 대한 인식,
융합인재교육(STEAM) 개선 및 요구사항 등의 교육 효과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교사, 관리자,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학생들의 경우 융합인재교육(STEAM)을 경험한 학생들이 일반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증가했으며, 교사들은 학생성과와 교사성과 부문
모두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특히 지속적인 교사연수가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와 학부모의 경우도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지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 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로서, 다음의 분석 내용들은 정진수 외(2013)의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분석의 관점에 따라 분류, 재구성,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Ⅰ장은 정진수 외(2013) 보고서의 ‘개요
및 이론적 배경’에서 재구성된 분석 내용이고, Ⅱ장은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에 관한 분석 내용이다.

1. 융합인재교육(STEAM)의 도입 및 취지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TIMSS) 결과 인지적 영역은 최상위 수준이나 정의적 영
역은 최하위 수준, 이공계 진학생의 과학적 기초 소양 부족, 개념과 지식 위주의 수업 및
평가로 인한 학습자 흥미 감소 등, 융합인재교육(STEAM)의 출발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교
육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최근 교육은 창의성과 인성 그리고 학제간 융합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급격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틀에 맞추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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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나 학습 방법이 아닌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습하는 교육적 방법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교육선진국으로 이름 높은 핀란드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으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교과목에 대한 통합교육정책
으로서 STEM 교육을 제시하며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최근에는 기존의 STEM 교육에 Arts를 포함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의
전환을 통해 좀 더 수준 높은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을 배양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교육 방법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에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존 수학·과학 중심 학교교육에 기술·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대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과학기술 소양을 갖춘 인력 양성 기반 구축을 목적
으로 하는 「과학기술·예술 융합(STEAM)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한국과학
창의재단을 중심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모델 연구, 교육과정에 STEAM 개념 반
영을 위한 현장 시범 적용, 학교급별 및 유형별로 다양한 융합인재교육(STEAM) 콘텐츠
개발,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반 인프라인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운영, 교원 단계별
STEAM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융합인재교육(STEAM)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합인재교육(STEAM)의 성공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융합인재교육(STEAM)의 목표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단순한 지식
습득 과정을 넘어 예술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간학문적 지식을 형성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와 의사결정능력 등과 같은 다양하고 통합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서 세계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새롭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기술·공학·수학적인 지식을 예술적 감각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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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인재교육(STEAM)의 성격 및 특성
융합인재교육(STEAM)은 기존의 STEM 교육에 예술(Arts) 분야를 도입함으로써 전통
적인 사고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과학, 수학, 공학, 예술에 대
한 열정이 하나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욕구를 갖게 하며, 과학 내용이나
개념 사이의 변환과 연결을 돕고, 창조성과 학습 효과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예술적 기법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고 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Arts를 포함한 융합인재교육
(STEAM)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에서 다루는 주제나 내용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속 내용, 그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로
부터 시작할 때에,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행 전제조건이 될 수 있
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학습 환경은 학생들의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 관심을 이
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어진 학습내용이나 과제에 대한 관련성을 제공해주
며, 자기주도성과 실생활속의 과학을 강조하는 특성은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을 이끌어내기에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인터넷, 모바일, 스마트 기기, 소셜 미디어, 소프트웨어 등)를 수업에 활용함
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고자 한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기존의 각 교과중심의 한계에서 출발하여 통합적 교육과정으
로 접근한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통합교육 단계에서 학생은 모든 학문에 대한 광범
위한 시각과 그 학문들이 실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기본적인 개관을 학습하게 된다. 이
러한 통합교육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주제중심학습은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학습할
주제와 방법을 선택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해나가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내용과 목표를 선정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을 유도한다. 즉,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의 시작에서부터 과정 및 결
과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주도해서 수행해 나가게 된다.

4.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대 효과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융합인재교육(STEAM)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창의적 인성의 향상, 과학에 대한 흥
미와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기주도학습력, 협동학습력, 도구활용능력, 창
의력, 문제해결능력, 융합적 사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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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성과 학생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종
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성 및 그에 따른 효과 종합 정리
대상

영역

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성

효과

자기주도성, 실생활 속 과학을 강조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좋은 조건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활용

흥미와 몰입을 유도

특별활동 경험을 포함하여 수업 중에
다양한 과학 관련 활동의 기회 제공

학생의 진로선택에 긍정적, 직간접적 효과

과학에 대한 흥미

진로 탐색

학습의 시작에서부터 과정 및 결과에
주도적 학습 능력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됨

수행해나감
학생
창의력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도구 활용 능력

협동 학습 능력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교육으로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여 과제를 수행함
통합 교육과정으로의 접근 방법
학습자가 직접 첨단기기 등 도구를 사용,
소프트웨어를 조작·실행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동 및 협력으로
집단 과제 해결

창의성 향상
학습자의 전인적이고 조화로운 발달,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해결능력 향상
도구 활용 능력, 체험 조작 능력 향상

협동 학습 능력 신장

5. 융합인재교육(STEAM)에 참여한 학생 성과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융합인재교육(STEAM)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심리적 구인으로
서 과학에 대한 흥미, 인지적 구인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평가지표의 하위차원의 항목을 설정한 뒤, 각각의 검사 도구를 개
발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 미실시 집단, 실시 1년차 집단, 실시 2년차 집단의 학교
를 각각 10개씩 유층표집 하여 학생의 응답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2>와 같으
며, <표 5-2>의 평가 항목은 STEAM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를 역량으로 해석해도 무
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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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학생의 융합인재교육(STEAM) 효과성 평가 항목 및 평가 결과 종합
영역

과학에 대한
흥미

평가 항목

분석 결과

흥미와 호기심

• 융합인재교육(STEAM)을 받을수록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는
전반적으로 높아짐.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받을수록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으나 고등학생은 보통 정도의 흥미를 보이면서
실시 여부나 기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가치인식
진로의향
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인지전략
학습동기
문제해결의지
문제인식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
문제해결

독창성
융합성
타당성

• 융합인재교육(STEAM)을 받은 이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받은 이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으나, 고등학생은 보통 정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가지면서 실시 여부나 기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의 하위 차원에서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은 융
합인재교육(STEAM) 이후 낮아졌다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인식은 융합인재교육(STEAM) 이전보다 높았으며, 문제해결은
이전보다 낮았음. 그러나 현재의 표집만으로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
어려움.

6.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총 385명)를 시행한 후, 초점집단인터
뷰와 방문면담(교사 22명, 관리자 5명, 학부모 3명)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인식 영역

분석 결과

성과에 대한
인식

•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고 재미있어 하며, 반응이 좋고 수업을 기대함.
• 학생들이 보다 유연하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며 표현과 생각이 다양해지고 있음.
•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려는 태도에서 진보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융합적
요소를 발견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음.
• 교사입장에서도 다른 수업을 준비할 때 융합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함.
• 융합인재교육(STEAM)을 진행하면서 교사와 학생간, 학생들과 학생들간의 소통 및 친밀성이
증가 됨.
• 교사들과 관리자들 사이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학생들이 이공계로의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에 융합인재교육(STEAM)의 산출물을 대입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
하기도 함.
• 학교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학부모의 학교 신뢰도가 상승하였으며,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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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영역

분석 결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융합인재교육(STEAM)은 교사와 학생들의 소통, 학생들간의 소통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교육임.
• 교사들의 사고 변화와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교육이므로 더 많은 교사들의 참여가 요구됨.

수업 설계
또는 재구성을
위한 노하우

• 융합인재교육(STEAM)을 처음 접하는 교사들이 수업 설계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정,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
• 교육과정의 주제만으로 접근할 경우, 기존수업과 차별성이 없거나 학생들의 흥미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주제나 이슈 중심으로 통합이 필요함.
• 주제중심 프로젝트로 운영될 경우, 연차별, 학년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현재 가장 부족한 것이 수학 교육과정과의 연계 수업이므로 이와
관련한 수업 모델의 제시가 필요함.
• 초등학교의 경우, 동학년 교사협의회 등 교사들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교과재구성이 우선
되어야 함.
•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간 TF의 구성과 협의를 통해 수업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임.

지원 혹은
교육환경 구성

• 교과내 20%를 실질적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재량권 및
자율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시도교육청의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보고체계의 이원화로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일원화해야 함.
• STEAM 교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연수, 강연, 융합인재교육(STEAM) 정보 및 인력 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대학, 연구소, 과학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혹은 시도교육청의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수업 자원 및 재료 준비, 교과재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 및 경험을 위한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음.

교사 연수

• 융합인재교육(STEAM)의 입문과정에서 기본 교재와 온라인 연수가 이루어져, 먼저 STEAM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이후 초급, 중급, 심화연수 등으로 단계화, 다양화함으로써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체계가 필요함. 기초단계의 연수에서는 기존의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개하고
배우는 연수가 필요하고, 중급 및 심화과정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로
평가하고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함.
• 다양한 기관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기관방문, 대학 강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교사의 준비
사항

• 융합인재교육(STEAM)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관심과 열정, 도전
하는 태도가 필요함.
• 기존의 제공된 자료이외에 교사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됨.
• 시간, 예산 등에 대한 교사와 관리자들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함.
• TF팀(학습공동체), 타학교 교사들도 포함된 교사연구회 등을 통한 STEAM을 위한 교과재구성과
수업설계연구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함.

융합인재교육(S
TEAM)이
나아가야 할
방향

• 향후 융합인재교육(STEAM)의 평가방법 및 체계에 있어 기존의 성취평가 위주가 아닌 과정
평가, 내용평가, 결과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현재의 평가체제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나온 학생 성취를 나이스상에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향후 일반 학교로 확산시에 고려되어야 함.
• 프로젝트 학습 등 통합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일선학교와 리더스쿨 교사, 관리자의 연계 활동을 통한 인식의 변화와 확산을 유도해야 함.
• 향후 SNS, 디지털 테크놀러지 등을 활용한 융합인재교육(STEAM)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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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영역

분석 결과

매체 활용
현황 및 방향

•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매체의 활용은 학생들의 수업몰입에 매우 효과적임.
• 매체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연수를 지원해야 함.
•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사용할 앱, 인터넷, 소프트웨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의
구축 필요.
• 향후 리더스쿨에 스마트 패드 등의 디지털 기기보급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수업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향후 개선
요구 사항

• 교육과정의 재량시간 확보 및 융합인재교육(STEAM) 담당 교사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필요.
• 학교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업 자료와 새로운 수업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주는 방식이
요청됨.
• 1~2차시만이 아닌, 전체 차시의 수업설계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자료, 정보 등을 공유할 사이트 구축 필요.
• 학생 흥미의 제고 수준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력, 높은 수준의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장기적인 지원 및 지원예산의 증액도 필요함.
• 관리자에 대한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학교 관리자의 의지가 뒷받침이 된 융합인재교육
(STEAM)이 이루어져야 함.
• 교육대학, 대학원에서 예비교사에 대한 융합인재교육(STEAM) 준비과정 개설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정책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7. 관리자가 인식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총 41명)를 시행한 후,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에서 총 5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5-4>과 같다.
<표 5-4>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인식 영역

분석 결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융합인재교육(STEAM)은 21세기에 요구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능력
제고와 더불어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
•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교육 콘텐츠 구성의 변화, 교수학습방법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음.
•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교과내 연계, 통합,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융합인재교육(STEAM)에는 현재 중요시되고 있는 인성교육, 가치교육의 측면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음.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대한
인식

• 교사들이 제대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시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자원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연구회,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함.
• 교사들의 IT 소양 개발을 위한 지원(스마트 기기, 연수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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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영역

분석 결과
• 교사들 각자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디지털 기기와
교사 연수 등의 환경 조성을 해야 함.
• 교사들이 수업을 위한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연구 분위기 조성이 마련되어야 함.

학부모의 역할

지원에 대한
인식

•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이해가 중요함.
• 융합인재교육(STEAM)이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내용과 연계된 가정
활동을 장려해야 함.
•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된 전문가인 학부모의 적극적인 재능기부가 필요함.
• 교사들이 수업을 위한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연구 분위기 조성이 마련되어야 함.

8. 학부모가 인식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효과
초등학교 학부모 3명을 대상으로한 학부모 면담 결과, 학부모들은 융합인재교육
(STEAM)을 도입한 이후 자녀가 학교 수업을 즐거워하고 수업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여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5>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인식 영역

분석 결과

실시 현황에

• 이전에 통합적인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의 분위기에 익숙해져있었
기에 운영하는데 용이했음.

대한 인식
자녀의 진로와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자녀의 능력
발달에 대한
인식

• 실생활과 연계된 통합적인 교육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음.
• 대체적으로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짐.
•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로 학습을 즐거워하게 됨.
• 융합인재교욱(STEAM)이 주로 팀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므로, 리더십이 개발됨.
•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짐.
• 문제해결력이 향상됨.
•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분야와 연관 지으려는 융합적인 사고에서도 발전이 있었음.
• 융합인재교육(STEAM)은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효과적임.

학교에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과학에 관심 있는 꿈나무들을 길러갈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마련해주길 바람.
• 대학과의 연계를 통합 통합교육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람.

바라는 점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에도 융합인재교육(STEAM) 방식과 환경이 접목되어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분위기를 제공해야함.
•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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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연구의 정책 제안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하여 학생, 교사, 관리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면담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다음과 같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과학 분야의 기본 교육정책으로 확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
- 연차별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며,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각 단계별로 적절한 교육 지침을 마련해야 함.
- 기존의 리더스쿨 중 선도적인 학교들을 중심으로 중점 선도 학교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성공적인 융합인재교육(STEAM)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함.
- 현재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및 국내외 심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대학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함.
- STEAM 교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점수 부여, 인센티브 지급 등과 교사
연수회,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공동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함.
- 일반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 전문 사이트가 구축되어 교사
들이 자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향후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특히 실제적인 행정적, 제도
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와 같이 학교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은 정해진
시간 안에 교과목 진도를 나가야 하는 이중부담이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
- 과중한 행정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운영 예산 지원, 보고 체계 일원화 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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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 규모와 용도를 다변화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권을 허용해야 함.
- 모든 리더스쿨에 일률적으로 같은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별화하여 지원.
-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주어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산 지원 방법도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시설 구축
지원 등으로 다변화하여 지원.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시행하는 각급학교와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과 협력적
연계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고급기술이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구축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현실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므로 교육부나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상위 기관에서
지역내 학교와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해주는 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

이 외의 지원 사항
- 중앙 기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도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함.
- 교육과정상 재량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융합인재교육(STEAM)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 현재 2년간 지원하는 리더스쿨 체계를 조정하여 중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할 수 있음.
- 관리자들에 대한 지속적이 연수와 홍보를 통해 일부 교사 주도가 아닌 학교 주도의
융합인재교육(STEAM)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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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분석 5

신영준 외(2012)의
[STEAM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육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융합인재 관련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적용
할 수 있는 STEAM 교육과정 및 운영모형을 개발한 보고서

연구내용 1) 교대 교육과정의 현황 분석 및 융합적 교육과정의 기반에 관한 연구
2) 교대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 융합형, 실험, 체험 중심의 STEAM
교육과정 개발
3) 교대 교육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STEAM 교육 운영모형 개발

연구의 내용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내에 융합형 강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강좌를 통합 및 융합하여 융합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강좌를 새롭게 운
영하는 전략이 제시되었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융합인재교육을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접
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신설형 융합인재교육 강좌를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다

1. 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STEAM교육(교사교육)의 실현 방식
① 종합대학교 내에서 학부제와 비슷한 형태로 접근
예) 버지니아 주립 종합대학인 제임스 매디슨 대학은 자연과학과 수리과학, 공과대학의
경계를 없애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대학’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 내에 여러 관련
전공을 두어 전공을 넘나들며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방식
② STEM을 개별 전공으로 두는 것
예) 버지니아 공대의 학부에는 STEM이 개별전공으로 신설되어 있지 않지만 대학원 석
사와 박사 과정에 ‘통합적(Integrative) STEM' 전공을 신설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수업에 기반한 기술공학적(technological/engineering) 설계를 적용하여 의도적으
로 기술공학과 함께 과학과 수학 교육의 내용과 실제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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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인재교육의 정의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
기술 기반의 융합적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교과부, 2011.12.20. COEX).
STEAM 교육이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과목 또는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
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력을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력
을 기를 수 있는 융합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융합인재교육이라고도 부른다(김진
수,2012).
통합적 STEAM 교육은 STEAM 과목 중 2개 이상 과목 사이의 내용과 과정을
통합하는 교육접근 방식이며, 사회, 예술 등의 과목과도 연계를 통하여 적용될 수
있다(Sanders, 2009).
융합인재교육은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을 통해 과학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
(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백윤수, 2012).
4C-STEAM 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력을 갖춤과 동시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백윤수 외, 2012, 과
학창의재단 보고서).

3. 예비교사들의 융합인재교육의 지향점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관련된 교과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융합되는 교육
성취의 경험이 선순환적 구조로 연결되는 교육
교육과정에 연계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
체험, 지식 활용, 실제적 문제 해결 위주의 교육
지식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왜 배우는지 경험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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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강조되는 교육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교육
다양한 학습 결과물이 산출되는 교육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교육
학생과 교사가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적시교육(just-in-time)
여러 교과 교사들이 협력하여 준비하고 실행하는 교육

4. 융합인재교육에서 교사의 핵심역량
① 지식: 융합인재교육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 융합과학기술의 소양지식
② 기능: 융합인재교육 수업 능력 및 실기 기능: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전략,
융합 콘텐츠 개발, 융합 리터러시 평가 등
③ 태도: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범주

핵심역량

지식










융합인재교육에
융합인재교육의
융합과학기술에
융합인재교육을
융합인재교육의
융합인재교육의
융합인재교육의
융합인재교육을

대한 지식
취지와 정책의 이해
대한 기초지식
위한 기초 교과지식(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수업 전략 지식
교육과정편성 지식
적용을 위한 교육 시수 이해
하기 위한 수업 전략 지식

기능










융합인재교육 수업에 대한 학습 능력
융합인재교육 수업 실기 능력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기초 교과 수업 능력(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융합인재교육 수업 콘텐츠 개발 능력
융합인재교육 수업 자료 개발 능력
융합인재교육 평가 문항 개발 능력
기존 강좌 내용의 융합적 접근 모색 능력

태도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융합인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융합인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융합인재교육 수업에 대한 자신감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융합인재교육의 현장 적용 노력
융합인재교육을 주의에 권유 및 확산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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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현장교사 대상 예비교사 핵심역량 조사(STEAM 리더스쿨 담당교사 122명 설문)
설문 내용

분석 결과(비율이 높은 순서)

STEAM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2.
3.
4.
5.
6.
7.
8.
9.

실생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적 사고력 증진
탐구력, 창의적 설계 능력 증진
학생과 관련되는 상황 제시에 따른 흥미 증가
여러 교과 관련 지식 내용, 활용 능력 증진
관련성이 높은 상황제시로 인한 자기주도성 증가
여러 교과목 연계에 따른 경험과 지식의 지평 확장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능력 증진
진로 및 직업 선택 능력 함양
실생활에서의 적용 및 응용력의 향상

STEAM 교육을 위한
교사의 능력

1.학습목표에 맞춰 S,T,E,A,M요소를 추출하고 통합하는 능력
2. STEAM에 대한 의지
3. 학습 목표에 맞춰 수업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능력
4. STEAM에 대한 이해
5. STEAM 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 능력
6. STEAM 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학적 지식

STEAM 교육에서
본인의 장점

1.
2.
3.
4.
5.

학습 목표에 맞춰 수업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능력
학습목표에 맞춰 S,T,E,A,M 요소를 추출하고 통합하는 능력, STEAM에 대한 의지
STEAM에 대한 이해
STEAM 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 능력
STEAM 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학적 지식

STEAM 교육에서
본인의 단점

1.
2.
3.
4.
5.
6.

STEAM 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학적 지식
학습목표에 맞춰 S,T,E,A,M 요소를 추출하고 통합하는 능력
STEAM 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 능력
학습 목표에 맞춰 수업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능력
STEAM에 대한 이해
STEAM에 대한 의지

교대 교육과정 중
STEAM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부분

1.
2.
3.
4.

심화과정(학과전공별)
교직과정(교육학)
자유선택과정, 모든과정
교양과정

STEAM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의 문제

1.
2.
3.
4.
5.
6.

STEAM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부재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책과 현장과의 소통 부족
정책 실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STEAM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 시스템
정책 홍보 부족

STEAM 교육 프로그램
적용시 어려운 점

1.
2.
3.
4.

현교육과정과STEAM간의부조화
실천적 융합형 교육과정 모델 부족
교육 시설 및 기자재 부족
다양한 예시 프로그램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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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

분석 결과(비율이 높은 순서)
5. 적절한 STEAM 수업 모형 부족
6. STEAM 수업 평가 도구 및 방법 부족

STEAM 교육을 위한
시급한 해결사항

1.
2.
3.
4.
5.
6.

STEAM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2009 교육과정의 개정
정부나 시도교육청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대 교육과정에 STEAM 교육과정 반영(융합형 예비교사 양성)
STEAM에 대한 교사 연수 확대
STEAM 전문가의 수업 컨설팅 지원
STEAM교사 연구모임 지원 강화

STEAM 교육에서
교사관점의 문제

1.
2.
3.
4.
5.
6.

수업 준비 및 자료 개발 시간 부족
STEAM 수업을 위한 시수 확보의 어려움
교사들의 인식 부족
수업실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교수학습 자료 부족
교사들의 역량 부족

STEAM 교육을 위한
초등학생의 문제

1.
2.
3.
4.
5.

STEAM교육 학습을 위한 기초소양능력 부족
학습량 증가에 따른 학습 부담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참여 및 활동 증가에 따른 부담
흥미도와 적극성 부족, 기존 교과 수업에 방해를 준다는 인식

STEAM 교육을 위한
예비교사의 능력

1.
2.
3.
4.
5.
6.

STEAM에 대한 이해
학습 내용에 맞춰 교과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융합형 교육과정 재구조화 능력
STEAM 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 능력
STEAM에 대한 의지
STEAM 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학적 지식

STEAM 교육을 위한
교대 강좌의 영역

1.
2.
3.
4.
5.

STEAM을 위한 융합 수업 구성 방법
STEAM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STEAM관련 각 교과의 전문적 지식
STEAM에 대한 이론적 고찰, STEAM을 위한 교재개발 방법, STEAM관련 실습
STEAM평가 방법

STEAM 교육을 위한
수업운형 형태

1. 광역형(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강좌들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
2. 병렬형
3. 협력형

5. STEAM 교육 실현을 위한 교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 STEAM 교육과정 목표
STEAM과 관련된 교수학적 내용지식 개발에 있다.
① STEAM 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적 지식을 습득하고 각 교과의 내용을 서로 관련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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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STEAM 교육을 위해 학급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재구
성할 수 있다.
③ 초등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STEAM 교육을 실행하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과 기준
* 원칙
① 초등예비교사들이 어떤 현상을 단편적, 파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
상이나 다른 아이디어와 서로 관련지어서 이해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삼는다.
② 교대 교수자들이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에 어떻게 겉으로는 이질적인 교과들이
관련성 속에서 가르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운영과
개발에 대한 모델링(modeling)을 제공한다.
* 기준
① 내용지식(Content Knowledge)과 관련하여,
STEAM의 하위분야인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분야의 기초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각 내용 영역 내에서 뿐 아니라 내용 영역간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관련시킬 수 있다.
STEAM 교육의 핵심 개념, 주제, 이슈들을 이해하고 STEAM을 바라보는 여러 관
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및 수업과(Curriculum & Instruction) 관련하여,
프로젝트 방법과 같이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초한 수업 방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을 탐구
과정에 관련시키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다양한 산출물과 과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결과와 진보를 파악하는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고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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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현장에서 융합적인 단원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실 문화 형
성에 기여할 수 있다.
스스로의 학습을 반성하여 자신이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수
업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개발 모형
통합의 정도에 따라 퓨전접근, 다학문적 접근, 간학문적 접근, 초학문적 접근

4) 교육과정 운영 형태
협력형, 병렬형, 광역형, 네트워크형, 강좌 신설형

197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총론 연계 방안 연구

보고서 분석 6

백성혜 외(2012)의
[STEAM 교육실현을 위한 사범대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내의 사범대학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STEAM 교육 인
식을 분석하여 STEAM 교육 실현을 위한 사범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한 보고서

연구내용 1) 현행 사범대학 교육과정 속의 STEAM 융합 요소 분석
2) STEAM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분석
3) STEAM 교육 정착과 실현을 위한 사범대학 교육과정 체제 제안

1. 현장에서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STEAM 교사연구회, 리더스쿨 담당교사 135명 설문)
분석 결과
(비율이 높은 순서)

설문 내용

분석 결과
(비율이 높은 순서)

설문 내용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STEAM
수업의 유형

1. 교과수업
2. 창의적 체험 활동
3. 교과 연계 수업

이상적인
STEAM 수업의 유형

1. 창의적 체험 활동
2. 교과 연계 수업
3. 교과수업

현재 STEAM 수업
방식

1.
2.
3.
4.

이상적인
STEAM 수업 방식

1. 여러 교사의 팀티칭
2. 1인 교사 수업
3. 외부 강사 초청 수업

현재 STEAM 수업
적용 시간

1. 주당 1시간 이하
2. 1달에 1~2회
3. 주당 2~3회, 1학기에 1~2
회
4. 없음
5. 1년에 1~2회

이상적인 STEAM
수업 적용 시간

1.
2.
3.
4.
5.
6.

주당 2~3회
1달에 1~2회
주당 1시간 이하
1학기에 1~2회
1년에 1~2회
없음

STEAM
수업 운영 방법

5.
6.
7.
8.

산출물 만들기
강의
실험
토의

수업과 연계한
STEAM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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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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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수학
인문(어문학, 역사)
사회(사회,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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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

분석 결과
(비율이 높은 순서)

STEAM 수업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1. 타 과목과의 내용 연계 및 타
과목 교사와의 협력의 어려움
2. 관련 교과목에 대한 지식 부족
3. 효과적인 교수 학습 전략 부족
4.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부족
5.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STEAM 수업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제의 어려움

1.
2.
3.
4.
5.

설문 내용

분석 결과
(비율이 높은 순서)

STEAM 수업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수집 경로

1. 교과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의 관련 자료 및 도움
2. 동료 교사의 자료 및 도움
3. 인터넷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
(동호회)
4. 국내·외 관련서적
5.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료 및 도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 미비
평가에 대한 연계 및 반영 어려움
교재 및 교구 확보의 어려움
시설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행정가(교장, 교감)의 이해 부족

2. 사범대학 전공과정 실행 모델
1) 차원 1 : 교사양성 수업의 통합소재: “00학”이 아니라 “00교육(학)” 이 소재
(순수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간 통합에서
↘
(순수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 교육) 통합으로!
2) 차원 2 : 수업관련 능력 요소(개념적 자질, 기술적 자질, 인성적 자질)
3) 차원 3 : 시범과 실습(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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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분석 7

백성혜 외(2012)의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융합인재교육은 창의적설계(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을 통
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
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의미하지만, 1인이 많은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전문 인력들의 교육 기부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개발한 보고서

연구내용 1) 과학자, 공학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원 및 산업기술개발에 활용된
교육 내용 아이템 리소스 발굴
2)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3)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도 개선 및 융합인재교육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 걸 친 지원체제 구축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파트너십 준비도(교육기부에 대한 의지,
담당조직 유무), 교육기부 프로그램 유무, 프로그램 내용 적합성(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서의 적절성, 교육내용의 학생수준 고려 여부),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을 기준
으로 예비 파트너 기관을 선정, 가능성 실사를 통해 교육과정 프로그램 31개를 선정, 융
합인재교육 준거틀(상황제시-창의적설계-감성적체험)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을 위해 STEAM 코디네이터(STEAM 프로그램 개발자, STEAM
봉사단 교육자, STEAM 프로그램 운영자)를 구성해 운영.

1.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성과
1)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2)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 영향
3) 숨어 있는 교육기부 가능성 발견 :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교육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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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봉사단에 대한 긍정적 영향
5) 교육기부 참여자들의 선순환적 효과

2.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과제 및 해결
1) 융합인재교육의 성격에 대한 정의 명료화와 평가
 학생들에게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특성과 차별화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단계를 보다 명료하게 도입함으로써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부활동
의 특성을 학생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의 도입 필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융합된 형태의 교육기부 활동 구성 필요
 현재 개발한 프로그램 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 필요
2) 총괄 시스템의 필요성
 학생과 과학기술전문가, 기관과 기관, 봉사단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잘 조율된 ‘Coordinating system’이 중요(STEAM 프로그램 개발자, STEAM
프로그램 운영자, STEAM 봉사단 교육자)
3)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의 형태 다양화(시기)
학기 중 평일 : 방과 후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형태
방학 중 : 1일 체험 프로그램, 2박3일 혹은 3박4일의 캠프 형태
 대규모로 운영 가능한 강연, 토크 콘서트
 팀 또는 체험 부스 등의 순환 운영
4) 개인적인 헌신의 한계 : 소속 기관의협조
프로그램, 교육내용 연구, 예산 지원, 시간적 배려, 개인 평가에 반영(인센티브), 소속
기관의 평가에 반영, 학생과 과학자를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교구와 설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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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전체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Coordinating System 구축 제안
2) 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발굴과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3) 봉사단 인력풀과 인센티브 지원 마련
4) 과학기술 전문가 교육봉사단 인력풀과 인센티브 지원(자원, 의무, 평가반영) 필요
5) 과학기술 전문가 교육봉사단 인력풀과 인센티브 지원(자원, 의무, 평가반영) 필요
6)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 필요
7) 일정한 재정적인 지원 필요
8) 정부의 관련 규정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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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부 기존 보고서 분석에 기초한 STEAM 교육과정기준의 구성
공주대학교 권혁수 교수

1. 융합인재교육(STEAM)의 도입 배경 및 취지
인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을 발달시켜왔으며,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기술의 발달이 과학, 수학, 공학 등과 결합하여 보다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 사회를 선도하는 기업이나 과학기술자들은 기술과 기술의 융합, 과학과 기술의 융합,
그리고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형성해 나아가며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형태의 기술의 발달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개인에게 창의력,
실천적 문제해결력, 통합적 사고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OECD, 2005; ITEA, 1996).
하지만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교육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 지수는
초등학교가 64.4%, 중학교 52.0%, 실업고 50.2%, 일반고 47.0%인 것으로 나타났다
(KEDI, 2006). 또한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한국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분야의 성취도는
OECD 20개 국가 중 각각 4위와 6위였으나, 해당 교과목에 대한 흥미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었다(OECD, 2010).
수학과 과학 분야에 대한 낮은 흥미와, 해당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 수의 급감 등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수학, 과학, 기술, 공학
교육의 수월성 향상을 위해 계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AAAS, 1989, 1993; ITEA,
1996, 2000; NCTM, 1989, 2000; NRC, 1996). 그 결과 TSM(Technology, Science,
Mathematics) Integrative Activity(LaPorte & Sanders, 1993), IMaST(Integration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Satchwell & Loepp, 2002) 등과 같은 통합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2010년 미국의 국가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수학, 과학, 기술, 공학 교육의 동기와 준비'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학, 과학, 기술, 공학이
융합된 STEM 교육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준비, 지원, 교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였다(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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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사회의 교육 경향
지식정보화 시대에 급격한 변화의 핵심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
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학교 교육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지속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
해서는 틀에 맞추어진 교육과정이나 학습 방법이 아닌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습
하는 교육적 방법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교육의 핵심 키워
드 중 하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교육선진국으로 이름 높은 핀란드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주
요 국가에서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으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교과목에 대한 통합교육정
책으로서 STEM 교육을 제시하며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STEM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STEM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
학교교육의 질적인 혁신과 변화, 그리고 학생들에게 STEM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및 진
로 흥미 증가 등의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Kuenzi, 2008). 영국 정부는 STEM 분
야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과학과 혁신에 대한 틀 2004-2014“를 수
립하고 STEM 교육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와 이스라엘 정부도 과학,
수학, 기술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과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히 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학교 교육 혁신의 핵심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비한 STEM 소양을 갖춘 시민
양성의 중요성과 함께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의 출현 배경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STEM 교육에 Arts를 포함하는 융합인
재교육(STEAM)으로의 전환을 통해 좀 더 수준 높은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을 배양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교육 방법으로 융합인재
교육(STEAM)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제 2차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등과정에서 STEAM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융합인재교육(STEAM) 정책의 추진 배경은 국제
사회의 교육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혁신의 필요성도 그 배경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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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수학의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은 최상위
수준이나 정의적 영역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김기수 외, 2013). 구체적으로 과학
성취도의 경우 PISA는 2000년 1위, 2003년 4위, 2009년 4-7위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고, TIMSS는 2003년 3위, 2007년 4위 등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성취도에 비해 수학과 과학의 학습에 대해 낮은 자신감(TIMSS 2007년 수
학 50개국 중 43위, 과학 27위)과 즐거움(TIMSS 2007년 수학 50개국 중 43위, 과학 29
위), 시간 투입대비 효과성(홍후조·김대석, 2007??) 등에서 매우 낮은 처지이다. 이런
결과와 관련하여 과학 교과 간 주제 중심 연계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실제
로 과학기술자가 수행하는 기술 공학 관련 내용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수학 교과
와 관련하여 학생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수업,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
기 유발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창의성과 인성 교육
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이나 학습 방법을 혁신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STEAM 교육이 대두
되고 있다. 수학과 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와 진로 관련 문제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이며,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맥락에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지하고 있다(AAAS, 1989, 1993; ITEA, 1996, 2000; NCTM, 2000; NRC, 1996).
또한 이공계 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과 공학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점들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공계 분야에 대한
부정확한 이미지는 그들의 진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효녕 & 박경숙,
2010), 이들에게 제대로 이공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공계 대학의 교육과 진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출발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문제
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STEAM을 통해 개선하려는 교육활동과 관행
STEAM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한 공감대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형성되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미국의 The National Science Board(2007)에
서는 STEM 교육과 관련하여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첫째는 STEM 학습의 지속
성에 대한 문제이며, 둘째는 잘 준비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STEM 교사 공급의
문제였다. 또한 미국의 Williams(2011)는 STEM으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교과
의 융합보다는 한두 가지 교과의 융합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Pitt(2009)역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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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서 STEM 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어떠한 요소를 교육에 포함시켜야할 지에 대해 이
해 당사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백성혜(2012)는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TEAM 수업이 이루어지
는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1인 교사의 수업이 5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여러
교사의 팀티칭 형태의 수업이 40.2%로 높았다고 했지만, 이상적인 STEAM 수업 방식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이상적으로는 여러 교사의 팀티칭이 60.7%로 가장 높았다. 따
라서 많은 교사들이 이상적으로는 여러 교사의 팀티칭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
로는 혼자서 STEAM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

2. 융합인재교육의 정의
☑ STEM 교육의 정의
STEM이란 1990년대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과학, 기술, 공
학, 수학의 약칭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로 교육정책이나 교육관련 연구에서 빈도 있게 사용
되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교육 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 STEM
교육 대학원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버지니아공대는 STEM 교육
에 대한 정의를 연구의 성과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Integrative STEM education serves as the theoretical and pedagogical premise
for technological/engineering (T/E) design based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The goal of T/E design based learning is distinct in that it seeks to promote
integrative STEM thinking through the design of a product, system, or environment
that provides solutions to practical problems. Technological/Engineering design
embodies habits of both hand and mind that together afford the learn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necessary for developing appropriate solutions to human wants
and needs" (출처: www.soe.vt.edu/istemed)

위의 정의에서는 설계에 기반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문
제들에 대한 해결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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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버지니아공대에서 통합적 STEM 교육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Sanders는
통합적 STEM 교육을 “기술/공학적 설계의 문제 맥락에서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의
내용이나 과정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Sanders et al., 2011).
이 정의에서는 문제상황의 제시의 중요성과 교수전략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STEM을 하나의 교육정책이나 관련 연구의 주요 키워드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주정부는
이러한 통합적인 노력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학습자와 사회 직업 변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즉 학습자 측면에서 복잡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다른 학문 간의 아이디어를 통합해보는 것과, 21세기 직업세계의
변화가 프로젝트 중심이고 간학문적인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 융합인재교육(STEAM)의 정의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 기술
기반의 융합적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교과부, 2011).
이 정의는 융합인재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보다 흥미를 가지고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
으로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김진수(2012)는 STEAM 교육을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과목 또는 내용
을 통합하여 가르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력을 높이고 창의적 문
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융합인재교육이라고도 지칭했다. 이
는 교육 현장에서 과목 또는 내용의 통합, 학습자 입장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백윤수(2012)는 융합인재교육을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통해 과학 기
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
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그림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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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융합인재교육의 학습준거틀(교과부, 2012)

또한 백윤수는 융합인재교육을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과 같은 학교의 과목에 국한
하지 않고 학생들이 길러야 할 융합적 능력과 인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4C-STEAM을 제안
하기도 했다. 4C는 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을 배려(Caring), 창의(Creativity), 소통
(Communication), 융합(Convergence)에 있다는 것이다. 4C-STEAM 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종합
적인 문제해결력을 갖춤과 동시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백윤수 외, 2012, 과학창의재단 보고서).

3. 융합인재교육의 성격
☑ 미국의 STEM 교육의 성격
미국에서 이루어진 STEM 교육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Sanders 외 (2011)의 연구에
서 STEM 교육의 성격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밝히고 있다. STEM 교육은 통합적인 성격
이 강조되어야 하는 독특한 교육적 접근이다.
(1) 이는 어린 유치원생부터 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까지 모두 필요한 교육 접근
으로 인지과학에서 그동안 연구한 학생 학습에 관련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자
접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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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교육접근은 반드시 철저한 의도와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적/공학적인
설계의 과정이나 문제해결의 맥락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연령의 학생들에게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고 격려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3) 문제의 해결의 계획이나 실현의 단계에서 반드시 통합적 STEM 교육은 종종 팀
(Team)으로 활동을 하게 되며 크게 연구하고, 설계하고, 모델링하고, 검사하고, 재
설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4) 통합의 시도는 반드시 의도적이되 학년의 교육과정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학
교사가 의도적인 통합의 노력에서 반드시 학생들이 경험할 수학적 기술적 경험이 학
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 우리나라 선행 연구에서의 융합인재교육 성격
우리나라의 융합인재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 밝힌 융합인재교육의 성격은 백윤수 외
(2012)의 기초 연구, 김성원 외 (2012), 정진수 외 (2012), 그리고 김기수 외(2013)의 연
구들이 있다.
(1) 미래 과학기술정보사회의 개인 및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향상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과학기술정보 능력이 개인 및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기존 수학과 과학의 낮은 흥미와 성취도의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필요하고 기술이나 공학의 개념이 학교 현장에서도 강조되어야 하
는 사회가 다가옴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백윤수 외,
2012; 김기수 외, 2013).
(2) 학생의 학습동기와 창의적 사고 향상
융합인재교육은 다른 나라의 STEM 교육에 Arts를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사고의 패턴
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사고 능력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백윤수 외(2012)는 우리나라의 융합인재교육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과학기술공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의 극대화 및 창의인성 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제안했다.
이는 융합인재교육이 가져올 학습자 입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소양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212

제 6 부 기존 보고서 분석에 기초한 STEAM 교육과정기준의 구성

(3) 통합적 교육과정의 실현
융합인재교육은 기존의 각 교과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통합적 성격을 가지
고 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과목들은 각기 독특한 학문에 바탕을 두고 있어 학문의 체
계와 위계를 배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융합인재교육은 그 학문들이 실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학습하는데 관심이 있다. 구체적으로 주제중심학습으로 교사와 학
습자가 공동으로 학습할 주제와 방법을 선택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하도록 한다(정진수 외, 2012).
백윤수 외(2013:13-14)는 성공적 융합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융합에 대한 논의가 STS(Science, Technology & Society)에서 더욱 촉
발되었고, 그 논의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 예술 등 영역을 아우르거나 영역을 뛰어
넘는 의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융합형 인재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으로, 창의·인성과 전문성 및 새로운 것의 창출 능력 등을 인재,
즉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전문성과 더불어 창의적인 사고를 하며 타인에 대하여 배려하
고 소통하는 인재”라 정의하였다.
(4) 학교교육의 혁신: 학생 학습의 변화
백윤수 외(2012:29-30)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과
학기술공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의 극대화 및 창의·인성 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융합
인재교육(STEAM)의 유형으로 4C-STEAM 유형을 제안했다. 백윤수 외(2012: 31-32)
가 제안한 4C-STEAM 교육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을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4C-STEAM
교육은 지식 및 개념의 융합(Convergence), 창의성(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배려
(Caring)를 추구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다.

백윤수 외(2012: 32-33)가 제시한 4C-STEAM의 학습준거는 다음과 같다.4)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지식(knowledge), 제품
4) ** 백윤수 외(2012)의 보고서에는 각 학습준거의 이론적 배경과 구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pp. 38-66), 본고
에서는 일단 의미만 간략히 정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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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작품(artworks) 등과 같은 산출물을 구성하기 위하여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리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창의적 설계
과정은 학습자가 개인의 삶에서 필요와 가치를 찾고, 학습자 스스로의 문제로 받아들여
‘설계 작업’을 수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학습 활동과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관계 설
정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의미한다.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은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인지하고 관리하고, 중
요한 개별적/학문적 목표를 설정 및 달성하며, 긍정적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대인관계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학교와 생활 속에서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합당한 행동을 실현하도록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의미한다. 즉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통합은 두 개 이상의 교과 내용이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
통합의 방법은 다양하다고 보았는데, 내용통합은 모든 각 분야의 내용이 통합될 수도 있고,
과학과 기술을 동시에 포함하는 분야 또는 내용이 통합될 수도 있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모든 내용이 서로 연관되는 STEAM 분야 또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4. 융합인재교육의 목표
백윤수(2012:22)는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STEAM
교육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융합인재교육의 목표를 10가지로 나열한 것
으로, 융합 인재교육의 필요성과 주된 대상 및 내용을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2) 개인의 창의·인성, 지성과 감성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돕는 것이다.
3)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4) 과학 효능감과 자신감, 과학에 대한 흥미 등을 증진시킴으로써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높이는 것이다.
5) 융합적 지식 및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6) 학습자 중심의 수평적 융합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7) 합리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8) 대중의 과학화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사회를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9) 창조적 협력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10) 이공계 기피 현상을 최소화하여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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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숙(2012)은 STEAM 교육의 목표를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 탐구, 실험 중심으로 전환하여 초중등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
미와 이해, 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사회의 변화를 선도하여 국가경
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융합적 사고와 실생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둘째,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동기 부여로 과학기술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첨단 과학기술 이슈와 활용으로 대중의 과학화를 이룬다.

특히 조향숙(2012)은 내용의 통합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융합인재 교육의 목적은 융합적 사고를 하는 융합형 인재양성이며, 융합인재교육(STEAM)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였다.
김성원 외(2012: 19)는 과학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TEAM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과학과 교육과정의 진술방식을 기초로 STEAM 교육
목표를 진술하였다. 이 연구에서 재정의한 STEAM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기반의 통합적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과 관련된 국제사회 및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 경험을 통해 올바른 창의 인성
및 미적 감성을 갖는다.

가. 과학, 수학, 기술, 공학, 예술의 통합적 개념을 이해하여 국제 사회 및 실생활의 과
학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나. 과학기술기반의 융합적 관점을 통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고, 이를 활용한다.
다. 국제사회 및 실생활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학관련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경험
을 통하여 창의 인성 및 미적 감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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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교육의 모습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관련된 교과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융합되는 교육
성취의 경험이 선순환적 구조로 연결되는 교육
교육과정에 연계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
체험, 지식 활용, 실제적 문제 해결 위주의 교육
지식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왜 배우는지 경험하는 교육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강조되는 교육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교육
다양한 학습 결과물이 산출되는 교육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교육
학생과 교사가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적시(just-in-time)교육
여러 교과 교사들이 협력하여 준비하고 실행하는 교육

☑ 학생 개인의 측면
백윤수 외(2012: 28-29)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과 관련 학계에서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낮은 동기 유발과 이공계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융합인재교육(STEAM)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제안하고 있듯이 융합인재교육(STEAM)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자산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초
중등 교육 단계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과학-기술-공학-수학의 학습내용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구조화하여, 과목 간 연계와 예술적 기법을 접목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융합인재교육(STEAM)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여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낮은 효능감이나 자신감,
흥미 등을 향상시켜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기수 외(2013)는 융합인재교육의 맥락에서 접근해야할 초·중·고등학교의 공학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일관되게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에서 필요한 공학적인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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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과 관련 분야의 진로 탐색 및 설계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공학교육의 목표로
진술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공학교육 목표(김기수 외, 201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생활 속의 공학 산출물을 찾아 ¡ 공학의 영향과 특성 이해를 통해 ¡ 공학적 소양 함양을 통해 최신 공학
공학의 개념 이해하기
공학적 기초 소양 기르기
기술을 이해 및 이용하고 공학의
¡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체험을 ¡ 다양한 지식과 창의적 사고를 바
미래 예측하기
통해 공학적 과정 이해하기
탕으로 공학적 문제 해결하기 ¡ 과학, 기술, 수학 등 다양한 지식을
¡ 공학자와 공학의 세계에 대한 긍 ¡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탐
융합하여 창의적 공학 설계 활동
정적 인식 형성하기
색하고 자신의 진로 설계하기
하기
¡ 구체적인 공학 분야 및 직업에
대하여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 준
비하기

☑ 국가 사회적 측면
김기수 외(2013)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증진
시키고 단순한 지식 습득 과정을 넘어 예술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간학문적 지식을 형성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와 의사결정능력 등과 같은 다양하고 통합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서 세계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새롭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기술·공학·수학적인 지식을 예술적 감각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교육이다. 이런 측면에서 융합인재교육의 주요 목표에는 우리나라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학교교육의 혁신 측면
또한 김성원 외(2012: 19)는 STEAM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수-학습지원의
관점’에서 STEAM 교육의 성과목표를 “질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그리고 학습자의
학력 및 동기 향상”으로,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STEAM 교육의 성과목표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로 설정하였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은 학교교육의 혁신과 발전으로 이어진
다는 맥락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교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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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기를 역량
☑ 융합의 역량
융합인재교육의 선행 연구에서 가장 비중있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융합적 역량
이다. 백윤수 외(2012)는 융합인재교육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이는 STEAM 융합 지식 이해, STEAM 융합 지식 설계 능력, STEAM 융합 지식
활용 및 응용 능력, STEAM 외의 맥락적 지식(언어, 사회, 문화, 윤리, 경제 등) 이해가
포함된다. 융합은 창의, 소통, 배려와는 다른 차원이나, 맥락적인 지식을 이해, 설계, 응용
및 활용하는 것으로서, 창의, 소통, 배려와 함께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성원 외(2012)의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얻는 구성요소 중 통합개념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통합개념’은 다양한 교과가 통합하여 제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묶을 수 있는 내용 지식을 의미한다. 통합개념은 현상과 사물의 규칙성, 원인과 결과, 비
율과 척도, 시스템과 조화, 구조와 기능, 순환과 보존, 안정성과 변화 등이다.

‘통합역량’은 단순한 개념습득 뿐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의
미한다. 통합역량은 창의적 설계(창의적 아이디어 생성능력, 창의적 구상능력, 창의적 표
현능력), 모델 개발 및 활용(모델 개발, 실생활에 적용), 시연 및 시각화(시각화능력, 산출
물 제작 능력, 시연능력), 패턴 인식 및 패턴 형성(규칙성 인식, 규칙성 형성), 정보 관리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의 정확성 판단), 증거기반 논증 활용(증거의 타당성, 주장의
논리성), 의사소통능력(통합적 관점 형성, 타인의 의견 이해, 의견 전달 능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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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문제해결력
백윤수 외(2012)는 융합인재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창의의 역량을 설명하고 있다. ‘창의’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문제확인능력,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의사결정능력, 평가능력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창의는 교과 및 학문 영역에서 기초적이고 중점적인 역량으로서
기존의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다.
김기수 외(2013)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성과 학생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 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성 및 그에 따른 효과 종합 정리
대상

영역
과학에 대한 흥미

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성

효과

자기주도성, 실생활 속 과학을 강조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좋은 조건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활용

흥미와 몰입을 유도

특별활동 경험을 포함하여 수업 중에
다양한 과학 관련 활동의 기회 제공

학생의 진로선택에 긍정적, 직간접적
효과

학생
진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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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영역

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성

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의 시작에서부터 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효과

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됨

수행해나감

창의력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교육
으로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여 과제를

창의성 향상

수행함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도구 활용 능력

협동 학습 능력

통합 교육과정으로의 접근 방법
학습자가 직접 첨단기기 등 도구를 사
용, 소프트웨어를 조작·실행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동 및 협
력으로 집단 과제 해결

학습자의 전인적이고 조화로운 발달,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해결능력 향상
도구 활용 능력, 체험 조작 능력 향상

협동 학습 능력 신장

이 표에서는 특히 융합인재교육을 통한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고 있
다. 학생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자의 역량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협동하는 능력
백윤수 외(2012)는 융합인재교육의 핵심역량으로 배려와 소통의 역량을 설명하고 있다.
‘배려’는 자기애, 자신감,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 존중, 다문화
이해 등과 같은 사회적 감성학습(SEL) 요소를 포함한다. 배려는 경쟁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의 본성에 기초한 ‘인성’의 또다른 부분이자 이타적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자신과 남을 이
해하고 나아가 집단, 사회, 국가, 인류 전체에 대한 인식과 존중에 핵심이 있다. ‘소통’은
언어적 소통, 시청각적 소통, 학문적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소통하는 태도, 협력하는
요소가 포함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위
한 소통 능력은 기존의 의사소통능력이나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다.
또한 김성원 외(2012)는 융합인재교육의 학습 구성요소 중 인성 및 미적 감성을 강조하
였다. ‘인성과 미적 감성’은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합개념, 통합역량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과정에서 골고루 갖추게 될 요소이며, 감성적 체험이나 성공 체험 같은 부
분도 포함되지만 실패 경험 또한 포함시켜 학습과정까지도 중요시한다. 인성과 미적 감성
에는 예술적 감성(미에 대한 가치이해, 예술적 공감), 성공적 감성(성취감, 도전 정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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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감), 창의인성 즉, 글로벌 시민의식(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공동체 의식), 생태학적 세계관(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려), 사회적 책임감(과학기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사회의 일원으로
서 문제해결에의 책임감), 공감과 배려(다양성/다문화에 대한 이해, 타인의 상황/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공감, 배려), 협동심(단합심, 상호 신뢰)이다.

6. 융합인재교육과 교과 내용의 관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중 과학, 기술가정에 STEAM의 개념이 반
영되었다. 지난 2011년 8월 9일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과학, 수학 그리고 실
과(기술‧가정) 교과에는 융합인재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이 도입되어 정책 실행에 기반을 구
축하였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는 융합인재교육의 반영이 확대될 예
정이다. 융합인재교육의 기본 개념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실제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6-2> 공통 교육과정 ‘과학’의 융합인재교육(STEAM) 반영 요소
구분

내용

3. 목표

…‘과학’의 내용은 ‘물질과 에너지’와 ‘생명과 지구’의 2개 분야로 구성하되, 기본 개념과 탐구
과정이 학년군과 분야 간에 연계되도록 한다. 그리고 과학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다. 학습내용 성취 기준
<중학교 1~3학년군>
(9) 빛과 파동
[탐구활동]
(마) 빛이나 파동 현상이 기술과 예술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되는 예를 찾아보기
(22) 과학과 인류 문명
…과학의 개념과 원리가 기술, 공학, 예술이나 수학 등 과학 외의 교과와 관련 있음을 사례
를 통해 알게 한다.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나 환경 문제와 같은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이 있
음을 알고…
[학습 내용 성취 기준]
(나) 과학 개념과 원리가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과 통합된 사례를 조사한다.
[탐구 활동]
(라) 과학이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과 통합한 사례 조사하기

5. 교수‧ 학습
방법

가. 학습 지도 계획
(5) 과학 교과 내용과 관련된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지도하도록 계
획한다.
나. 자료 준비 및 활용
(2)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 주변 및 첨단 과학 소재를 학습 자료
로 이용하고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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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다. 학습 지도 방법
(13) 학생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인성과 감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된 내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도입하여 지도한다.

<표 6-3> 공통 교육과정 ‘실과(기술 ‧ 가정)’의 융합인재교육 반영 요소
구분

내용

3. 목표

<성격>
…초등학교 5∼6학년군에 해당하는 실과는 실천적 경험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소양을
기르는 실천 교과이다. … 즉 국가 사회적 요구인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 교과 간
통합적 접근 교육과 건강한 소비와 녹색 생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기술의 세계’ 영역의
학습 주제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과들과의 융합적 교육‧학습 활동을 수월하게 적
용할 수 있으며…

5. 교수‧학습 방법

가. … 단, 교과 내용이 실생활과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학생, 학교, 지역 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의 순서나 비중, 학습 과제의 선택 등을 달리하여 지도한다.
나. 학생들에게 실생활과 관련한 체험 활동을 중시하고, 가정 실습, 학교 행사, 지역 사회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
다. …창의·인성 교육, 기술‧과학‧공학‧예술‧수학 간 통합교육, 지식 재산권 교육,…

<표 6-4> 선택 교육과정 ‘기술 ‧ 가정’의 융합인재교육 반영 요소
구분

3. 목표

내용
<성격>
…‘기술의 세계’ 영역에서는 기술, 과학, 공학, 예술, 수학 교과 간 융합적 교육을 강조하도록
구성되었다.……‘기술의 세계’영역은 국가 사회 수준의 시대적 요구인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과의 융합적인 교수‧학습 활동, 에너지…
<목표>
건강가정과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과의 교과 간 통합적 접근에 근거한 교육 경험을
통해서 가정 생활과 …

[출처 :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이해(원문 복사)]

백윤수 외(2012: 60-66)는 내용 통합의 수준과 범위를 교과목 중심 통합과 학문영역
중심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교과목 중심 통합은 크게 네 가지 유형, 즉 특정 교과를 기반
으로 1개 이상의 다른 교과를 연계하는 유형, 2개 이상의 교과가 동등한 수준에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유형, 하나의 STEAM 교과와 STEAM 이외의 교과와 연계하는 유형,
2개 이상의 STEAM 교과 및 STEAM 이외의 교과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그리고 학문영역 중심 통합은 하나의 교과가 기반이 되어 다른 교과를 연계시키
는 다학문적 통합 유형과 STEAM 교과가 동등한 수준에서 서로 통합되는 간학문적 통합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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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윤수 외(2012: 63-66)는 내용 통합 교육과정 유형은 Fogarty의 10개 통합 유형
중 여러 교과 간에 걸친 통합 유형인 계열형(Sequenced), 공유형(Shared), 주제망형
(Webbed), 선형(Threaded), 통합형(Integrated)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백윤수 외(2012: 52-54)는 4C-STEAM 중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에서 지식
(Knowledge), 제품(Product), 작품(Artworks)이 산출된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식과 관련하여 지식은 문제인식-해결방안계획-해결방안실행-지식산출-지식평가의 과
정을 통해 산출된다고 하였다. ‘문제인식’은 자연현상 뿐 아니라 인공물이나 인위적인 현
상, 예술적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고 보았다. ‘해결방안계획’은 인식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하는 과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가설
을 세우고 가설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방법을 설계하는, 다시 말하면 잠정적인 가
설과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이다. ‘해결방안실행’은 고안한 해결
방안을 실행하여 자료를 수집·정리·변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는 주의 깊고 객관적
인 관찰활동이 필요하다. ‘지식산출’은 수집한 자료가 가설을 지지하는지 평가하는 과정과
그 가설을 지식으로 기술하는 과정이다. ‘지식평가’는 산출한 지식으로 인식한 문제가 해
결되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며 지식산출의 전 과정이 모순없이 진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과
정이다. 이러한 지식산출 과정은 순환적이며 언제든 이전 과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비
절차적 과정이다. 백윤수 외(2012:54)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상황에서 지식산출 과정을 통
해 산출된 지식은 언제나 새로운 지식일 필요는 없고, 이미 알려진 지식일지라도 학생 수
준에서는 새로운 지식일 수 있다고 보았다.
창체와 STEAM
백윤수 외(2012: 147)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간단한 패키지 프로그
램부터 한 학기 이상의 프로그램까지 융합인재교육(STEAM)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를 제안
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동아리나 신설 동아리를 활용하여 STEAM 탐구활동을 하도록 지원
하고, 학교 축제 등 교내 행사에서 연구 결과물과 실적을 전시하고 STEAM 활동을 홍보하고
시연한다. 진로 활동과 관련해서는 중3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지역 산업체, 대학교
와 연계하여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리고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
여 월별로 체험행사를 운영하거나 STEAM의 날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밖 기관, 즉
지역 교육기관, 과학관, 대학, 지역사회, 단체 등과의 협력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캠프
혹은 특별 프로그램 유형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융합인재교육을 주제로 한 이벤트성의 행사
와 페스티벌, 대회 등을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 문화 형성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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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융합인재교육과 교과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실험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안과 설계 및 제작과 시험 및
재시도 등은 모두 학생들의 활동을 강조한다. 물론 기존의 이론적인, 기초적인 개념 이해
를 위한 자료 정리도 요구되지만, 실험과 실습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향후 교과서는 학
생들의 활동을 안내하는 매뉴얼 형태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실험과 관찰 형태,
기존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펴낸 주제별 소책자(theme book)도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
과서가 체계적인 지식 전달용이라면, 새로운 보조 자료들은 활동을 안내하고, 그 과정을
반성적으로 기록하는 매뉴얼 형태가 필요하다. 특히 활동 그 자체와 그 산출물 및 결과물
이 수행평가, 과정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평가를 위한 안내도 겸할 수 있다. 장차 평가는
단순히 인지적인 면만 아니라 기술과 기능, 감성과 태도, 협력과 창의성 등을 종합하는 것
이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개념을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과학과 기술을 융합적으로 바라
보는데 필요한 소재, 주제를 담은 책자들은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 시중에 상업용으로
나와 있는 월간지나 계간지, 주간지, 신문기사 등이 모두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교재로 쓰
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동을 위한 세트 상자나 키트들도 교과서 못지않은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요컨대 전통적인 교과서의 비중을 줄이고, 융합인재교육에 필요한 좀더 큰 주
제나 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가 필요하며, 그것들은 실생
활, 여러 교과, 연구 개발에서 등장한 과제, 직업세계에서 만나는 문제 등을 아우르는 것
으로, 특정한 과목이나 하위주제에 매이지 않도록 유도하는 종합적 활동 안내서 형태의
교과서가 더 많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8. 융합인재교육과 교수학습방법
STEAM 교육이 기존의 교육과 다른 점은 수학, 과학, 기술 교과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문제를 가져와 여러 교과의 통합적 사고과정 속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다. 과학과 기술과 공학적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수학적, 과학적 지식을 적용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흥미가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Sanders(2009)는 STEM
교육에 대한 정의에서 기술과 공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ByBee(2000)는 우리 사회 속에서 공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
학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 시스템 속에서 공학 교육의 중요성을 축소하
려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지적하면서 STEM 교육에서도 공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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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수(2011)는 STEAM 융합인재교육 기초연구에서 STEAM 수업의 구성요소로 상황
제시,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를 제시하였다.

[그림 6-2]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구성의 원리
자료 : 백윤수 외(2011),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p.68.

1) 상황 제시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 활동을 자기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융합인재교육 (STEAM)의 학
습은 전체를 포괄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학습 내용과 활동 사항을 학생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제시된 상황과 학생 자신의 관련성을 높임으로 인
하여, 몰입의 동기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는 상황을 엮어냄? 스토리를 입힘?)

2)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는 학습자가 지식, 제품, 작품 등과 같은 산출물을 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
는 종합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창의적 설계의 과정은 과학적 설계와 공학적 설계의 과정
이 있다. 과학의 과정은 문제 발견 및 가설 설정, 탐구 계획, 탐구의 수행, 결론 도출 및
논증, 결과 사용 및 응용의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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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견 및 가설 설정
↓
탐구 계획의 수행
↓
탐구의 수행
↓
결론 도출 및 논증
↓
결과 사용 및 응용

[그림 6-3] 과학의 과정
자료 : 백윤수 외(2011),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p.48.

한편 문대영(2008)은 ‘STEM 통합 접근의 사전 공학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연구에서
초·중등 교육과정해설(교육과학기술부, 2008)과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2008년 인증평가에
적용된 공학인증기준 2005를 참조하여 과학, 기술학, 공학, 수학 교과의 지식 구조와 영역,
탐구방법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문대영(2008)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
기술학, 공학, 수학의 탐구방법을 제안하였다. 초·중등 수준의 수학 탐구 방법은 계산,
측정, 추론, 논리와 이론화, 문제해결로 제시하였다. 과학 탐구 방법은 기초 탐구(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통합 탐구(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로 나누었다. 또한 기술학의 탐구 방법을 과정과 원리의 탐구, 시스템의 개선,
방법과 수단의 개선, 기술적 문제해결, 제작과 평가로 제시하였고, 공학의 탐구 방법을 요구
조사, 설계(design)와 모델링(modeling), 시작품(prototype) 제작, 테스트와 피드백 등으로
제시하였다.
<표 6-5> 과학, 기술학, 공학, 수학의 지식 구조와 영역, 탐구방법
구분

탐구방법

과학

기초 탐구(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통합 탐구(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물리학(운동과 에너지), 화학(물질)
생물학(생명), 지구과학(지구와 우주)

원리와 과정의 탐구, 시스템의 개선
방법과 수단의 개선, 기술적 문제해결
제작과 평가

제조 기술, 건설 기술
수송 기술, 정보통신 기술
생물 기술

요구 조사
설계(design)
모델링(modeling)

기계·자동차·조선·항공우주 공학
금속·재료 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공학

기술학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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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학

탐구방법

지식 구조와 영역

시작품(prototype) 제작
테스트와 피드백

컴퓨터 공학
건축·토목 공학
화학·고분자·섬유 공학
환경·자원·에너지 공학
농·수산·해양·생물 공학
산업 공학

측정
추론
논리와 이론화
문제해결

수와 연산, 문자와 식
기하와 도형, 측정
함수
확률과 통계

자료 : 문대영(2007), STEM 통합 접근의 사전 공학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p. 93.

3) 감성적 체험
학생이 즐거움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수업을 통해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감성적 체험을 통해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는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감성적 체험의 요
소로는 몰입, 보상, 성취와 실패의 가치 경험 등이 있다.
설계기반
프로젝트학습
문제기반학습
학습자중심 등
- STEAM에서 교사의 역할 특성
- STEAM에서 학생의 역할 특성
- STEAM에서 교사-학생 상호작용의 특성
김기수 외(2013)에서는 초·중등 공학교육 모형은 구슬을 실로 꿰어 놓은 형태로 표현
하였다. 이 때 구슬은 공학적 주제와 공학교육과정을 의미하며 구슬이 여러 개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공학을 의미한다. 구슬을 통과하는 여러 가닥의 실은 과학, 수
학, 기술, 타학문, 설계의 5가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공학 속에 이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
음을 나타낸다. 이 때, 과학, 수학, 기술, 타학문 실은 공학 내용 구성에서 말하고 있는 공
학 학문(Engineering Science), 설계 실은 공학 설계(Engineering Design)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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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초·중등 공학교육 모형

초·중등 공학교육 적용 및 강화 방안(김기수 외, 2013)

초등
학교

구분

기술(실과)

수학·과학

창의적
체험활동



⇩

⇩

⇩

3~4학년

-

공학 관련
체험활동

⇩

⇩

⇩

∙ 기술(공통) → 공학 기술(공통)

∙ 교육과정에 공학 제시 명시
∙ 각 단원 해당 교과내용이 적용된
공학 원리 제시

공학 관련
체험활동

⇩

⇩

⇩

∙ 교육과정에 공학 제시 명시
∙ 각 단원 해당 교과내용이 적용된
공학 원리 제시

공학 관련
체험활동

5~6학년


중학
교

1~3학년


고등
학교

∙ 6학년 ‘일과 진로’ 단원에서
직업의 종류로 ‘공학자’ 명시

1학년

∙ 기술(선택) → 공학 기술(필수)

2~3학년

∙ 공학 기술(선택) → 공학(선택)
∙ 공과대학과 연계된 AP
(Advanced Placement) 제도

[그림 6-5] 초·중등 공학교육 적용 및 강화 방안

STEAM을 통한 공학교육 적용 및 강화 방안 : STEAM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수준에서 공학적 산출물을 주제로 하거나 이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
되고 있으며, STEAM 관련 기초연구에서도 수업 구성의 원리에 창의적 설계, 내용의
융·통합과 문제해결 등의 공학 교육내용을 심도 있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STEAM 교육을 통해 공학교육의 내용이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공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STEAM 교육의 강화가 곧 공학교육의 강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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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현장에서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비율이 높은 순서)

설문 내용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STEAM 수업의
유형

1. 교과수업
2. 창의적 체험 활동
3. 교과 연계 수업

현재 STEAM
수업 방식

1.
2.
3.
4.

1인 교사 수업
여러 교사의 팀티칭
외부기관 체험 활동
외부 강사 초청 수업

현재 STEAM
수업
적용 시간

1.
2.
3.
4.
5.

수업과 연계한
STEAM 영역

1.
2.
3.
4.
5.
6.
7.

STEAM 수업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1. 타 과목과의 내용 연계 및 타 과목
교사와의 협력의 어려움
2. 관련 교과목에 대한 지식 부족
3. 효과적인 교수 학습 전략 부족
4.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부족
5.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STEAM 수업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제의
어려움

1.
2.
3.
4.
5.

분석 결과
(비율이 높은 순서)

설문 내용
이상적인
STEAM 수업의
유형

1. 창의적 체험 활동
2. 교과 연계 수업
3. 교과수업

이상적인
STEAM 수업
방식

1. 여러 교사의 팀티칭
2. 1인 교사 수업
3. 외부 강사 초청 수업

주당 1시간 이하
1달에 1~2회
주당 2~3회, 1학기에 1~2회
없음
1년에 1~2회

이상적인
STEAM 수업
적용 시간

1.
2.
3.
4.
5.
6.

주당 2~3회
1달에 1~2회
주당 1시간 이하
1학기에 1~2회
1년에 1~2회
없음

기술
예술(음악, 미술)
과학
공학
수학
인문(어문학, 역사)
사회(사회, 도덕)

STEAM 수업
운영 방법

1.
2.
3.
4.

산출물 만들기
강의
실험
토의

STEAM 수업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수집 경로

1. 교과부 및 한국과학창의재
단의 관련 자료 및 도움
2. 동료 교사의 자료 및 도움
3. 인터넷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
(동호회)
4. 국내·외 관련서적
5.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료 및 도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 미비
평가에 대한 연계 및 반영 어려움
교재 및 교구 확보의 어려움
시설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행정가(교장, 교감)의 이해 부족

STEAM 교사연구회, 리더스쿨 담당교사 135명 설문, 백성혜 외,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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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융합인재교육과 학교수업시간 운영
백윤수 외(2012: 145-146)는 교과간 연계 수업 방안의 예로, 주제에 따라 각기 다른
수업 시간에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존 교과 시간을 STEAM 요소 반영 시간
으로 서로 연계 운영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과학 수업시간과 음악 수업시간, 수
학 수업시간, 실과 수업시간을 STEAM 수업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STEAM 블록타임 활용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교
과 시간표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교과간 연계 블록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영어 시간과 미술 시간을 다른 요일(시간)로 이동하고 목요일 하루를 융합인재교육
(STEAM)을 위한 블록타임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표 6-7> 단위수업시간의 블록화의 예
교시

월

화

수

목

금

토

교시

월

화

수

1

국어

국어

도덕

영어

국어

국어

1

국어

국어

도덕

2

과학

재량

국어

영어

체육

국어

2

과학

재량

국어

3

영어

수학

음악

과학

실과

수학

3

영어

수학

음악

4

창체

수학

음악

과학

실과

수학

4

창체

영어

음악

5

사회

체육

창체

미술

사회

5

사회

체육

미술

6

사회

체육

미술

창체

6

사회

체육

⇨

10. 융합인재교육에서 각종 평가
학생학습평가, 수업평가, 교사수행평가, 프로그램평가
포트폴리오
성공경험
수행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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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STEAM
(과학)
STEAM
(과학)
STEAM
(수학)
STEAM
(실과)
STEAM
(미술)
STEAM
(창체)

금

토

국어

국어

체육

국어

영어

수학

실과

수학

사회
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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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외(2012: 2)는 STEAM 교육의 목표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평가
역시 창의적 설계 능력, 감성적 측면 및 기타 탐구기술 측면을 포함한 총체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김성원 외(2012: 39-45)는 요소에 따른 평가모형과 수업활동에 따른 평가모형,
학교급별 관련 변인을 고려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STEAM 학습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요소에 따른 평가모형’은 통합개념, 통합역량, 인성과 미적 감성에 해당하는 요소를
추출하여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수업활동에 따른 평가
모형’은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학습평가로서 수행
평가가 적합하다고 보고, 과학 교과의 수행평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융합인재교육
(STEAM)의 수행평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행평가는 학생이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작성하게 하며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목표가 가능한 한 실제 상황에서 직접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수행행동의
질 뿐 아니라 학습과정도 함께 강조하며 단편적인 영역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변화와 발달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 하였다.

[그림 6-6] 수업규모와 단위에 따른 수업활동 및 평가 방법
출처: 김성원 외(2012). STEAM 교육 성과 및 교수·학습 평가 모형 개발.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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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외(2012: 41)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주요 평가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수
업 규모와 단위에 따른 수업활동과 평가 방법을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교과
내 수업’은 하나의 교과를 중심에 두고 관련 교과를 연계해 정규 시간에 1-2차시에 걸쳐
진행하는 수업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교과연계 수업’은 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가 연계
되어 정규 교과에서 5-6차시 정도에 걸쳐 장기간 운영되는 수업 형태를 의미하며, ‘창의
적 체험 활용 수업’은 교과연계 수업과 마찬가지로 주제 중심으로 이뤄지나 국가 교육과정
이외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학교 밖 자원을 적극 활용한 체험 중심
의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학문적 융합’은 하나의 주요 교과를 중심에 두고 다른
관련 교과와 연계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며, ‘간학문적 융합’은 다학문적 융합과 달리 중심
교과가 없고 동일한 중요도로 관련 교과가 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탈학문적 융합’은 교
과간 경계를 지우고 융합하여 새로운 교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
해 분류된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김성원 외(2012: 42)는 일반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10
개의 STEAM 평가요소 즉, 토의/토론활동, 논리적 글쓰기 활동, 표현하기 활동, 논리적
글쓰기 활동, 역할놀이 활동, 모델링 활동, 영상매체 제작하기, 조사활동 및 사례 발표하
기 활동, 창의적 설계 활동, 실물 제작하기 활동, 탐방 및 체험활동을 추출하고, 각 평가
요소에서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급별 관련 변인’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학교요인, 교사요인, 학생요인을
구별하고, 학교요인은 학습평가 모형에, 교사요인과 학생요인은 성과평가 모형에 반영하
였다. 학교요인은 학교 규모, 학교 유형, 학업성취도 평가이고, 교사요인은 직무 만족도,
교수학습전문성, 교사효능감이며, 학생요인은 학업동기, 교육목표성취, 학습태도이다.

11. 융합인재교육과 정책적 지원(시설, 설비, 예산 등)
STEAM 교육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양한 공간에서 운영될 수 있다. 천세영(2012)은 미
래형 과학교실 연구에서 ‘미래형 과학교실’에 대한 정의를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을 기반으로 하며,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가상공간을
포함하는 창의적 실습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목표하여, 과학지식 및 과학현상의 탐구활동을 넘어 과학적 탐구활동을 실제 설계
하고 실행해볼 수 있으며, 과학 원리의 기반 위에 기술, 공학, 예술, 수학 학습이 융합되
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융합적인 측면에서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토론, 실험, 제작, 창작, 공연을 개인적 또는 모둠 단위에서 수행하게 되고 과정
산출물과 결과물을 생성하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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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미래형 과학교실 기본형 예시
자료 : 천세영 외(2012), 미래형 과학교실 모델 개발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p.80.

한편, 학교 교육 시설 중 STEAM 교육의 여건과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공간으로는
기술실, 과학실, 발명교실 등이 있다. 이러한 교실과 함께 추천된 기자재로는 개인용 공구
세트, 3D 프린터, 극단초점 프로젝터, 창의설계용 로봇 키트, 스마트 보드, 개인용 스마트
기기, 작업 테이블, 협업 테이블, 공용 공작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STEAM 교육이 최적의 환경에서 실행되려면 미래형 융합교실과 같은 공간이 필
요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기존의 교실이나 다목적실, 교과 교실 등을 활용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의 경우에는 각 활동에 따른 기초적 공구를 구비한 후에 책상 배열
등을 달리하여 실행할 수 있다.
STEAM을 지원하는 각종 법규 안내 등
우리나라에서도 수학, 과학, 기술, 공학 등을 연계하여 현대 사회에 필요한 과학기술 소
양을 길러내기 위해 ‘융합인재교육 (STEAM)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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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의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에서도
융합인재교육의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조향숙 외, 2012). 이러한 기본 방침에
따라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백윤수 외, 2011), 시도 교
육청 별 교사 및 학생 대상 연수, STEAM 관련 교과 연구회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STEAM 교육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12. 융합인재교육 정책과 파트너십의 활성화
김기수 외(2013)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하여 학생, 교사, 관리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면담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다음과 같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과학 분야의 기본 교육정책으로 확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
- 연차별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며,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각 단계별로 적절한 교육 지침을 마련해야 함.
- 기존의 리더스쿨 중 선도적인 학교들을 중심으로 중점 선도 학교로 지정하여 지속
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성공적인 융합인재교육(STEAM)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함.
- 현재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및 국내외 심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대학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함.
- STEAM 교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 점수 부여, 인센티브 지급 등과 교사
연수회,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공동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함.
- 일반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 전문 사이트가 구축되어 교사
들이 자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향후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특히 실제적인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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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와 같이 학교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은 정해진
시간 안에 교과목 진도를 나가야 하는 이중부담이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
- 과중한 행정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운영 예산 지원, 보고 체계 일원화 등이 있어야 함.

지원 예산 규모와 용도를 다변화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권을 허용해야 함.
- 모든 리더스쿨에 일률적으로 같은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별화하여 지원.
-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주어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산 지원 방법도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시설 구축
지원 등으로 다변화하여 지원.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시행하는 각급 학교와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과 협력적
연계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고급기술이나 장비 등을 사
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구축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회 현장에서 이루어지
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현실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므로 교육부나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상위 기관에서
지역내 학교와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해주는 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

이 외의 지원 사항
- 중앙 기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도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하여 중장기적
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함.
- 교육과정상 재량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융합인재교육(STEAM)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 현재 2년간 지원하는 리더스쿨 체계를 조정하여 중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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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들에 대한 지속적이 연수와 홍보를 통해 일부 교사 주도가 아닌 학교 주도의
융합인재교육(STEAM)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

(백성혜 외, 2012b)
1) 전체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Coordinating System 구축 제안
2)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발굴과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3) 봉사단 인력풀과 인센티브 지원 마련
4) 과학기술 전문가 교육봉사단 인력풀과 인센티브 지원(자원, 의무, 평가반영) 필요
5) 과학기술 전문가 교육봉사단 인력풀과 인센티브 지원(자원, 의무, 평가반영) 필요
6)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 필요
7) 일정한 재정적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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