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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선진화 정책 기획연구
(융합인재교육(STEAM) 기대성과 평가도구 개발 연구)

Ⅰ. 연구개요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과학기술 소양을 갖춘 인
력 양성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예술 융합(STEAM)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융합인재교육(STEAM)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서 핵심 어젠다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중심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개념 정의와
정책 제안 연구를 시작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수업 모델 개발, 학교급 및 유형별 융합인
재교육 콘텐츠 개발, 단계별 교원 연수 등 융합인재교육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
력들이 시행되고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융합인재교육이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핵심 화두가 된 배경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
교교육, 특히 수학·과학교육에 대한 내부적 반성과 사회적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학 및 과학 과목에 대한 초중등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들은 최상위 수준의 인지적 성취를 나타내지만 정
의적 성취에서는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DC)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적 소양은 2006년 이후 줄곧 1~2위의 성취도를
보이며 과학적 소양의 경우 2000년 첫 조사에서 1위를 한 이래 2003년 3위, 2006년
5~9위, 2009년 2~4위, 가장 최근인 2012년 조사에서도 2~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
만 정의적 성취는 이와는 반대로 조사 대상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으로 올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4년 주
기로 실시하는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TIMSS)'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데, 가장 최근에 실시한 TIMSS 2011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1~2
위, 과학 성취도는 1~3위를 나타냈으나 수학 및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최하위 수
준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인지적 성취와 정서적 성취 간
의 극심한 불균형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이공계열에 대한 낮은 선호도, 대학 졸업 이후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실무능력 부족 현상 역시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교육 정책의 화두로서 융합인재교육은 이러한 내외부적인 문제점을 배경으로
출발하였고,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노력들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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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출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학‧과학
교육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시행한지 만 2년을 넘긴 현 시점에
서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국가 수준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
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교육의 기대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를 평가하는 도
구나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실시되었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교육적 기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에 대한 개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평
가 도구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수준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대성과를 평가하는 조사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를 측정 가
능한 변수로 정의하고 각각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
한 조사 도구를 약 1500명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시범 적용하여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
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적절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
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한 시범학교의 학생들과 일반 학교의 학생들의 기대성
과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대성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대성과와 평가 목표 논의
-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대성과 평가 방안 분석

둘째,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대성과 평가 도구 개발
-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측정 가능한 기대성과 및 하위 차원 도출
- 기대성과 구인에 대한 조사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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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셋째,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대성과 평가 도구 시범 적용 결과 분석
- 개발한 도구를 초중등 학생 1500명에게 시범 적용
-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조사 도구의 타당성 검증: 신뢰도1) 및 확인적 요
인분석
-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인재교육 적용 학교와 일반 학교 간의 기대성과 차이
분석

1) 검사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한 검사 내에서의 변수들 간의 평균상관관계에 근거해 검사문항들이 동질적
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동일한 개념이라면 서로 다른 독립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0.6 ≤ α < 0.7 수용가능.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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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대 성과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접근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창의적 인성의 향상(권순범, 남동수, 이택욱, 2012; 이성희, 2012),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형성(서주희, 2012)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2012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의 일환으로서 융합
인재교육의 기대효과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및 관리자를 대상
으로 하는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하여 융합인재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1년 이후 융합인재교육이 우리나라에 실시된 이후 수행된 국내
관련 연구 및 2012년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를 학생 성과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로 요약·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과학에 대한 흥미 증진
융합인재교육의 직접적인 출발점 중 하나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의 수학 과학에 대한 인지적 성취와 정의적 성취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융합인재
교육(STEAM)은 다루는 주제나 내용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속의 내용, 그들에게 관심있는
주제로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행 전제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흥미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습 과제와 학생의
개인적 삶과의 관련성(relevance)(강인애, 2003; 강인애, 정준환, 서봉현, 정득년, 2010;
정준환, 2012)을 부각하게 됨으로서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융합인재교육은 수학 및 과학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정서적 성취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고, 흥미 증진을 위한 여러 조건들을 제공하므로 ‘과학에 대한 흥미
증진’은 융합인재교육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과학에 대한 흥미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정의적 영역 평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는데, 대부분은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는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9

융합인재교육(STEAM) 기대성과 평가도구 개발 연구

2) 과학기술계에 대한 진로 의향 증가
과학기술계에 대한 낮은 진로 선호 역시 융합인재교육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 진로에 대한 낮은 선호는 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와도 상관있다(윤진, 박승재,
명전옥, 2006). 따라서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할 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시기에는 흥미 있는
과학 학습을 통해 과학 학습의 선호도를 높여주고, 고등학생 때는 과학 학습의 이해를 바탕
으로 과학 관련 직업에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도록 할 필요가 있다.융합인재교육(STEAM)과
같이 학생들의 특별 활동 경험을 포함하여 수업 중에 다양한 과학 관련 활동의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공계열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계에 대한 진로 의향 증가는 융합인재교육이 기대하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흥미 증진과 같은 다른 기대 성과와 비교해 볼 때, 과학기술계열 진로 선택
확대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공계 진로선택 확대가 이루어지리라는 부가적인 기대효과로 간주
되거나, 융합적인 과학기술인재 양성이라는 궁극적인 교육 목적(goal)과 연결하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기술계에 대한 진로 의향 자체는 설문과 면담과 같은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과학기술계로 진출하는
지는 이와 다른 개념이며 이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도적 학습 능력의 배양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는 모든 학문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과 그 학문들이 실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기본적인 개관을 학습하는, 이른바 주제중심학습을 하게 된다(Yakman, 2008).
이러한 주제중심학습은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학습할 주제와 방법을 선택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해나가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내용과
목표를 선정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한다(강충열, 권동택 정광순, 2010). 즉, 융합
인재교육(STEAM)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의 시작에서부터 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주도해서 수행해나가게 되므로, 융합인재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이는 단순히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지향하는 융합인재
교육의 기본 방향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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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 능력의 배양은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라고 할 수 있다.
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해서는 자기주도학습이론(Self-Directed Learning) 및 자기규제
학습이론(Self-Regulated Learning), 동기 이론 등 교육학의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면서
관련된 구인에 대한 측정 도구들이 제안되고 있다.

4) 협업 능력의 신장
협동학습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긍정적 학습태도, 동료 및 대인관계, 자아효능감, 교과에
대한 학습태도, 친사회적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다(조형정, 2007).
한편 융합인재교육(STEAM)은 학습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별로 서로 협동하여 집단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일종의 협동학습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일수, 2009; 권해수, 김민성, 강영신, 2011). 하지만 협업능력이 융합인재교육에서 강조
하는 목표임은 분명하나, 이것이 융합인재교육의 수단인지 목적인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5) 도구 활용 능력 신장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는 첨단기기·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2000년 이래 초·중등학교에서 ICT의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ICT 활용 교육의 활성
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ICT와 같은 도구 활용은 융합인재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CT 활용 능력 또는 도구 활용 능력 자체는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라기 보다는
융합인재교육의 실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라고 볼 수 있다.

6) 창의력 함양
창의력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핵심 어젠다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은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교육으로서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교육이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따라서 학생들의 창의력 함양은 융합인재교육의 목적이자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융합인재교육 뿐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모든
학교 교육의 핵심 기대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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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의력을 기대성과로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창의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있지만, 융합인재교육의 기대 성과로서
창의력 또는 창의성을 포함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개념 정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7) 융합적 문제해결능력의 신장
교육과학기술부는 융합인재교육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 및 방식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교육
과학기술부, 2011) 융합인재교육(STEAM)은 그 기본 개념 자체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새롭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서(김왕동, 2011), 융합적 문제해결력은 융합인재
교육의 매우 중요한 기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융합적 사고란 특정한 교과지식의 단순한 전달이나 숙달이 아닌 핵심 역량 속에 포함된
총체적인 사고능력을 의미한다. 융합적인 사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과 기술,
인문학과 예술, 의학의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기술에 인간의 편의성과 감성을 극대화 시켜 인류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사고를 의미한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융합인재교육(STEAM)과 같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과영역에서 동원되어야 하는 통합된 형태의 지식과 그러한 지식을 찾아
재구성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에서는 융합적 문제해결력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동시에 융합인재교육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종 융합적 문제해결력은 창의성 또는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그 개념이 혼동되어
쓰이거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창의성과 융합적 문제해결력 모두 융합인재교육의
기대 성과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들 간의 의미를 보다 명료화
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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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대성과 평가 방안
앞 절에서 논의한 융합인재교육의 기대 성과 7가지는 아래와 3가지 영역으로 재구조화 가능
하다. 이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를 아래 그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3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 ‘과학선호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창의융합적 사고력’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구인에 대한 평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Ⅱ-1>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

1) ‘과학선호도’의 향상
과학선호도는 2002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연구에서 청소년 과학교육의 지향을
묘사하기 위한 개념으로, ‘과학을 얼마나, 어떻게 좋아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상태’라고 정
의할 수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2). 여기서 정의한 과학선호도는 과학에 대한 흥
미와 호기심, 과학기술계열에 대한 진로 의향,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인식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선호도의 향상’을 융합인재교육의 ‘정의적 성취 영역’에서
의 기대성과로서 정의하고자 한다.
과학선호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기호, 혐오를 나
타내는 정도만을 의미하는 단일 차원의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임성민, 박승재, 2000). 따라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속성
을 고려해야한다. 과학선호도는 내면화 정도에 따라 과학과 과학학습에 대한 선호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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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감정적인 반응, 과학학습과 진로선택 등 행동에 대한 의지, 그리고 과학기술과
과학학습에 대한 가치관 수용 등 3개 범주에서 6개의 하위 차원으로 그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2)에서 제시한 과학선호도의 범주와 차원은 다음과 같다.
A. ‘감정 반응’ 범주
감정 반응 범주는 과학 내용과 과학 학습에 대한 학생의 기호, 혐오의 감정을 나타낸다.
즉, 과학의 어떤 내용이 재미있다 또는 과학 공부가 재미없다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반응 범주는 반응의 대상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개의 하위 차원로 구분할 수 있다.

A1. 과학 내용에 대한 호기심
이는 자연 상황, 과학실 상황, 일상 상황, 현대기술 상황 등의 다양한 과학 내용에 대한 호
기심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고 신기하다’, ‘전자석의 원리가 궁금하다’, ‘자전
거가 달릴 때 쓰러지지 않는 원리가 재미있다’, ‘원자현미경의 원리가 궁금하다’ 등 과학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는 경우 과학내용에 대한 호기심으로 ‘과학선호도가 있다’라고 말한다.

A2.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선호도의 감정 반응 범주의 다른 한 차원은 과학학습 과제나 과학학습 활동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 범주이다. 예를 들면 ‘나는 생물 공부하기를 좋아한
다’, ‘나는 교과서의 과학 문제 풀기를 좋아한다’, ‘나는 실험실에서 실험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들과 토론하며 과학공부하기를 좋아한다.’ 등과 같이 과학 공부가 재미있다고 반응하
는 경우 ‘과학선호도가 있다’라고 말한다.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는 과학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과학 내용에 대
해서는 재미있다고 반응하여도 과학 공부는 싫어할 수 있다.

B. ‘행동 의지’ 범주
행동의지 범주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과학 내용이나 과학학습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넘어 구
체적으로 과학 관련 과제를 수행하려는 의지 또는 과학 관련 계열로 진로 선택하려는 행
동의지를 의미한다. 행동 의지 범주는 행동의 대상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학 관련 과제 집
중 및 지속 실행 의향’과 ‘과학 관련 진로선택 의지’로 구분한다. 이는 실제로 과거에 경험한 사례
라던가 실제로 과학관련 진로선택을 했는지의 실제 행동 여부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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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과학 관련 과제 집중 및 지속 실행 의향
이 하위 차원은 과학 관련 과제 선택, 과학 관련 과제 집중, 과학 관련 과제 지속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과학 관련 과제의 실행에 대한 의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나는 다른 과
목보다 과학 과목 공부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나는 과학 특별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나
는 과학 탐구 문제를 집중해서 풀려고 한다’ 등과 같은 의향을 보이면 ‘과학선호도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과학 과제를 집중해서 풀었는지와 같은 실제 경험 여부와는 무관하게
앞으로의 행동 의향 즉, 현재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한다.

B2.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
행동 의지 범주의 다른 하나의 하위 차원은 과학 관련 교과목 선택 또는 장래 직업으로서 진로
선택에 대한 의지 등이 포함되는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 범주이다. 예를 들면 ‘나는 여
러 선택과목 중에서 자연계 과목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과학 관
련 학과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장래 직업으로 과학 관련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등과 같
은 선택 의지를 보이면 ‘과학선호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과학 관련 진로 선택
결과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C. ‘가치 확립’ 범주
가치 확립 범주는 과학에 대한 선호 정도가 보다 내면화된 상태로서 과학기술과 과학학습에 대한 가
치를 받아들이고 확립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가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
학 가치에 대한 포용’과 ‘과학학습에 대한 신념’으로 구분된다.

C1. 과학 가치에 대한 포용
이는 과학, 과학자, 과학기술 업적 등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포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과학 기술은 인류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다’, ‘과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이다’,
또는 ‘과학자는 보통 사람보다 합리적이고 정직하다’ 등과 같은 생각을 표현하면 ‘과학선호도가
높다’고 말한다.

C2.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
이는 과학 학습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과학 공부를 바람직하게 하
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과학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과목이다’, ‘과학 공부는 일
상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된다’ 등과 같이 과학 공부에 관련한 긍정적 가치 판단을 하는 경
우 ‘과학선호도가 높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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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과학선호도 조사 도구는 당시(2002년) 우리나라 권역
별로 초중고 학생 6770여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되었고, 요인분석과 공변량 구조
분석 등의 통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 측정 도구로서 적절성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개발한 과학선호도 측정도구를 기본으로 일부 표현
만을 수정하여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도구로서 제안하였다. 평가도구의
구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소개한다.

2)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신장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학습을 계획, 실행하는데 있어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그리고 학습 환경 등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학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하고 수행하는 능력은 자기주도학습이론(Self
-Directed Learning) 및 자기규제학습이론(Self-Regulated Learning)에 이론적 기초
를 두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구체적인 과제 상황 속에서 발휘되고 의미있는 능력이면서,
다른 교과나 학습 상황에 전이 가능하다. 자기조절 및 자기주도 학습에는 효과적인 학습
을 위한 학습자들의 협업 능력과 도구 활용 능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
적인 학습을 위한 자기 조절 능력, 주도적 수행능력, 협업 능력, 도구 활용 능력 등을 포
괄하는 개념으로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정의하며,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신장’을 학습능
력 영역에서의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로서 정의하고자 한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동기화전략검사(MSLQ) (Pintrich & DeGroot, 1990)
구성: 4개 차원 44문항
차원1. 흥미
차원2. 자기효능감
차원3. 목표지향
차원4. 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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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 (양명희, 2000)
구성: 3개 차원(8하위범주) 64문항
차원1. 인지조절: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16문항
차원2. 동기조절: 목표지향, 자기효능감, 성취가치 24문항
차원3. 행동조절: 행동통제, 시간관리, 도움구하기 24문항
자기주도학습 지각도 검사 (이윤옥, 2009)
구성: 3개 차원 (7하위범주) 33문항
차원1: 인지적 요소: 주도적 학습능력, 자율적 학습전략, 메타인지 전략
차원2. 정의적 요소: 학습동기, 성취동기, 긍정적 자아개념
차원3. 환경적 요소: 가정 및 학교의 환경 지원

자기주도 혹은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각각 이론적 배경에
따라 측정 구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르며 이에 따라 측정 내용이 일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학습을 계획, 실행하는데 있어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그리고 학습 환경 등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학습’에 해당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2012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의 효과성 평가 연구를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시범적으로 제안하면서, 이윤옥(2008)이 제안한 ‘자기
주도학습 자각도 검사’를 활용하였다. 이윤옥의 연구 결과는 자기주도 및 자기조절 학습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모형을 수용하면서 비교적 최근(2008년)에 우리나라 중학생을 77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2012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구에서는
이윤옥의 모형 중 환경적 요소(‘가정 환경 지원’)는 맥락 상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였고, 나머지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899명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절한 결과 당초
6개 하위 차원 24문항을 4개 하위 차원 14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조사도구로서 활용하였다.
이 조사도구는 당시 4개의 하위 차원에서 신뢰도가 0.662에서 0.788로 나타났으며 조사
도구 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0.872로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로서 제안되었으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포함되는 구인이라고 볼 수 있는 ‘협업 능력’과 ‘도구 활용 능력’에 대한 고려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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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2년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대한
14개의 문항을 활용하고 이와 더불어 ‘협업 능력’과 ‘도구 활용 능력’ 등의 2개의 하위 차원을
더 포함하여 총 6개의 하위 차원과 18개의 문항으로 평가도구로서 다시 제안하였다. 평가
도구의 구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소개한다.

3)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의 함양
창의성 및 융합적 문제해결력은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융합인재교육의 주요한 기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기대성과인 과학선호도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비해 창의성이나
융합적 문제해결력은 측정가능한 형태로 조작적 정의하기가 어렵다. 특히 문제해결력의
경우 지필로 평가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과제 수행에서 드러나거나 과정 전체 및 산물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에서 대규모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나 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12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융합인재교육 효과성 분석 연구를 바탕
으로 하여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이란 문제해결력보다 좁은 개념인 사고력 영역에 국한된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주어질 때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인식
하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고안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은 창의적 융합적 문제 인식 사고와 창의적 융합적 문제 해결 사고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는 사실 발견, 문제 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방안 발견 등의 하위
단계로 이루어진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Creative Problem Solving Model)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2012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융합인재교육 효과성 평가 연구에서는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TIMSS와 OECD-PISA 검사지의 개방형 설문 형태에 준하여
서술형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검사 도구를 적용한 452명의 학생 응답을 분석한
결과,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로 구분되는 하위 차원별로 서술형 조사도구의 차원별 신뢰도는
각각 0.847과 0.807,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826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제 인식
차원에서 한 문항,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한 문항 총 2개의 문항만을 제시하였기에, 융합인재
교육의 기대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제한을 갖는다. 즉,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은 다분히
문항에서 제시하는 문제 상황에 의존하게 되는데 문항 수가 적기 때문에 제시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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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기존 학습 또는 친숙도 여부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문항수를 확대할 것과 문제 상황을 보다 다양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12년의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하되, 문제 상황을
다양화하고 문항 수를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서술형 문항으로서
채점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및 채점 기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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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대성과 평가 도구 개발

1. 연구 절차 및 시범 적용 대상
1) 개발 절차 및 일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를 과학
선호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으로 제안하고 각각의 구인에 대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일정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 추진 일정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추진 일정
일정

10월

11월

12월

1월

세부 계획서 작성 및 Kick-off
설문지 개발 및 작성
연구 진행
연구 성과물 중간 보고서
연구 대상 선정
최종 연구 보고서 작성

2) 시범 적용 대상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된 조사 도구는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 및 일반, 스팀학급 등
융합인재교육 적용 여부에 따라 전국 권역별로 유층 표집한 31개교에 적용하였으며 1504명의
응답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응답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373명분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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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활용된 응답지의 분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융합인재교육 미실시 집단
(이하 일반) 15개교, 융합인재교육 집단(이하 스팀) 16개교를 유층표집한 결과, 학생 응답자의
분포는 <표 Ⅲ-2>와 같이, 일반은 673명, 스팀은 700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502명, 중학생이 410명, 고등학생이 461명이다.
<표 Ⅲ-2> 학생 응답자 분포
구분

일반(남, 여)

스팀(남, 여)

총 학생 수(남, 여)

초등학생

237(123, 114)

265(114, 151)

502(237, 265)

중학생

225(137, 88)

185(66, 119)

410(203, 207)

고등학생

211(103, 108)

250(108, 142)

461(211, 250)

전체

673(363, 310)

700(288, 412)

1373(651, 722)

전체 학생의 수는 초등학생이 502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수는 고등학생이 좀 더 많다. 이후부터 과학선호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창의
융합적 사고력의 학생 응답결과를 기술하며, 각 평균값과 이 값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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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개발 결과
1) 과학선호도
정의적인 측면에서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로서 과학선호도는 호기심, 흥미, 가치포용,
신념, 실행의지, 진로의지 등의 6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서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과학선호도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1373명 분의 응답결과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도구인 SPS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호기심, 흥미,
가치포용, 신념, 실행의지, 진로의지 등의 6개 하위차원으로 구분되었고 18개의 문항으로
변함이 없었으며, <표 Ⅲ-3>와 같다.
<표 Ⅲ-3> 과학선호도의 측정요인 구성
차원

문항수
(문항번호)

과학에 대한
호기심

3문항
(12, 17, 18)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알고 싶다.
주변의 자연 현상들에 대해 신기하게 느낀다.

.828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3문항
(2, 14, 16)

다른 과목 공부보다 과학 공부가 더 재미있다.
과학과 관련된 TV 프로그램 보는 것을 좋아한다.

.745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3문항
(3, 6, 7)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만든다.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한다.

.709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

3문항
(5, 11, 13)

누구나 과학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는 대부분의 직업 활동에서 과학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783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

3문항
(1, 4, 8)

과학 관련 행사가 열리면 참가할 것이다.
관심 있는 내용의 과학책을 찾아서 읽겠다.

.800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

3문항
(9, 10, 15)

나는 대학에 갈 때 과학과 관련된 대학에 가겠다.
어른이 되면 과학과 관련이 높은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914

내용 예시

총 18문항

신뢰도
(Cronbach α)

.938

요인분석 조건: 주성분 분석, 베리맥스 회전

과학선호도 검사 도구는 최종적으로 호기심, 흥미, 가치포용, 신념, 실행의지, 진로의지 등의
6개 하위차원으로 분리되었으며, 5점 리커트식의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검사
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0.6이상인 0.938으로 측정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사도구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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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도 학습능력
인지적인 측면에서 융합인재교육의 학생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이론적으로 주도적 학습능력, 인지적 전략, 학습동기, 문제해결의지, 도구 활용, 협업 능력
등의 6개 하위차원으로 설정하였고 5점 리커트식(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으로 된 1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1373명의 학생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주도적 학습능력, 인지적 전략, 학습동기,
문제해결의지, 도구 활용, 협업 능력 등의 6개 하위차원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요인부하량
이 적은 1개의 문항을 원래 조사 도구에서 제외하여 17개의 문항으로 다시 제안하였다.
<표 Ⅲ-4>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측정요인 구성
내용 예시

신뢰도
(Cronbach α)

나는 공부할 때 자주 나만의 아이디어나 해결 방안을 만든다.

.757

나는 공부할 때 공부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나는 공부할 때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본 후 정리한다.

.786

나는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4문항
공부한다.
(1, 6, 11, 12)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와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즐겨 읽는다.

.850

문제해결의지

3문항
(8, 9, 10)

나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편
이다.
나는 수업 중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따져본다.

.750

도구 활용

2문항
(3, 16)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한다.

.585

협업 능력

3문항
(13, 17, 18)

나는 공부할 때 친구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한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할 때 역할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수행
한다.

.800

차원
주도적
학습능력
인지적 전략

학습동기

문항수
(문항번호)
2문항
(5, 7)
3문항
(2, 4, 15)

총 17문항

.939

요인분석 조건: 주성분 분석, 베리맥스 회전

자기주도 학습능력 검사 도구는 최종적으로 주도적 학습능력, 인지적 전략, 학습동기,
문제해결의지, 도구 활용, 협업 능력 등의 6개 하위차원으로 구분되며, 5점 리커트식의
1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검사 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0.939이다. 구체적인
조사도구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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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융합적 사고력
창의성 측면에서 융합인재교육의 학생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TIMSS 2007(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8)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서술식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채점틀은 영재판별 간편 창의적 문제해결력(조석희 등, 2003),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요강(조석희, 1997), 창의적 문제해결력(전성균, 2011), 토랜스 창의력 검사(Torrance, 1984)를
바탕으로 독창성, 융합성, 실현성, 타당성 등 4가지 평가 준거를 제안하였다. 독창성과 융합성은
확산적 사고를 실현성, 타당성은 비판적 사고를 평가한다. 또한, 각 평가준거는 0점, 1점,
2점을 부여하는 3단계 평정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Ⅲ-5> 창의융합적 사고력 채점틀
준거

내용

독창성

- 얼마나 새롭고 독특하게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실현가능성 고려하지 않음
- 새로운 발상에 초점

융합성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등 얼마나 다양하게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실현가능성 고려 않음
- 다양한 분야 간의 융합 능력에 초점
- 단순히 한 가지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시야를 가지는지 평가

실현성
(공학성)

- 실제로 문제해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 독창성과 융통성 부분은 제외
- 실현가능성과 적절성을 평가
- 공학(engineer)의 실용적 효율적 성격을 가짐

타당성
(과학성)

- 과학적(개념, 이론, 논리 등)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
- 실현성 밀접한 관련(근거로써 제시 가능)
- 과학적 사고와 이를 기초로 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

배점

기준

2점

- 2점: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 1점: 부분적으로 새로운 시도
- 0점: 무응답, 의미없는 답

2점

- 2점: 세 분야 이상을 융합하는
아이디어
- 1점: 두 분야를 융합하는 아이디어
- 0점: 무응답, 한가지 정해진 방안만
제시

2점

- 2점: 실현가능성 있는, 정교한
아이디어
- 1점: 부분적으로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는 좋으나 너무 막연함
- 0점: 무응답, 실현가능성 전혀 없음
(논리적 모순 등)

2점

- 2점: 과학적 단어(명칭, 용어 등)와
과학적 설명(개념, 이론, 정의 등)
둘 다 사용
- 1점: 과학적 단어나 과학적 설명 둘 중
한 가지 사용
- 0점: 무응답, 전혀 과학적 단어와
설명을 사용하지 않음

창의융합적 사고력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는 2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각각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을 물어보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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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 상황이 2가지로 제한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문제 상황 2가지에 대한 4개의 문항을 추가로 개발
하여 A 세트와 B 세트로 구분하였다. 실제 적용 시에는 A 세트(4문항)와 B 세트(4문항)
중 하나의 세트만을 적용하였다.
시범 적용 시에는 A 세트와 B 세트를 반분하여 투입하였으며, 회수된 결과 중 분석에
활용된 응답지는 총 1113명분으로서 A세트가 553명, B세트가 560명분이다. 각 세트의
문항에 대해 3인씩 각자 채점을 한 후 채점 결과를 교차 검토하였고, 하위 차원별로 채점
자간 오차가 30% 이상일 때는 다시 독립적으로 재채점을 하여 각 응답에서 하위 차원별
채점자간 오차가 30% 이내인 경우에 최종 채점 완료하였다. 하나의 응답지에 대한 최종
점수 계산은 3인의 채점자의 채점 결과의 평균으로 하였다.
시범 적용 결과 구해진 하위 차원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Ⅲ-6>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측정요인 구성
차원

문항수
(문항번호)

문제인식

(A세트: A1, A3)

2문항
(B세트: B1, B3)
2문항
문제해결

(A세트: A2, A4)
(B세트: B2, B4)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A세트: .671
B세트: .647
A유형: .647
B유형: .676
A세트: .792
B세트: .781

최종적으로 확인된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조사 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A세트가 0.792, B세트가 0.781이다.
한편,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보다 자세히 4개의 평가 범주(독창성, 융합성, 실현성, 타당성)
으로 분석해보면(구체적인 자료는 다음 장에서 소개), 4개의 하위 범주 중 융합성 범주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내며, 이 범주의 채점 결과가 총점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융합성 범주를 채점 범주에서 제외하고 3개의 평가 범주(독창성, 실현성,
타당성)만으로 채점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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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융합성을 제외한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측정요인 구성
차원

문제인식

문항수
(문항번호)
2문항
(A세트: A1, A3)
(B세트: B1, B3)
2문항

문제해결

(A세트: A2, A4)
(B세트: B2, B4)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A세트: .708
B세트: .688
A세트: .703
B세트: .691
A세트: .812
B세트: .793

이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된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조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A세트가 0.812, B세트가 0.793이다. 즉, 신뢰도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만을 기초로 한다면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범주는 이론적 설정
에서 4개의 범주로 설정한 것과 달리, 융합성을 제외하고 독창성, 실현성(공학성), 타당성
(과학성)의 3 범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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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 도구의 시범 적용 결과

Ⅳ. 조사 도구의 시범 적용 결과
1. 과학선호도
1) 전체 학생
전체 학생들의 과학선호도는 6개의 하위차원별로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Ⅱ-1>, <그림 Ⅱ-1>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차원은 각각 3.40점, 3.58점이며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차원은 3.22점, 3.46점이다.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차원에서 일반은 3.85점, 스팀은 3.98점이며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
차원에서 일반은 3.53점, 스팀은 3.73점이다.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차원에서 일반은
3.06점, 스팀은 3.36점이며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차원에서는 각각 2.80점, 3.08점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중간 이상의 과학선호도를 보이는데 특히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차원에서는 중간
값인 3점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1> 학생의 과학선호도 분포
차원

문항수

내용 예시

과학에 대한
호기심

3문항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알고 싶다.

3.40
(1.14)

3.58
(1.07)

3.39**
(.001)

3문항

다른 과목 공부보다 과학 공부가 더
재미있다.

3.22
(1.19)

3.46
(1.14)

4.68**
(.000)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3문항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만든다.

3.85
(1.00)

3.98
(0.95)

3.04**
(.002)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

3문항

누구나 과학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3.53
(1.06)

3.73
(1.00)

4.16**
(.000)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

3문항

과학 관련 행사가 열리면 참가할 것이다.

3.06
(1.13)

3.36
(1.08)

6.00**
(.000)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

3문항

나는 대학에 갈 때 과학과 관련된 대학에
가겠다.

2.80
(1.24)

3.08
(1.20)

4.61**
(.000)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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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학생의 과학선호도 분포

전체 학생들의 과학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융합인재교육을 받는 경우 과학선호도가 높아졌으며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호기심(p=.001), 흥미(p=.000), 가치포용(p=.002), 신념(p=.000),
실행의지(p=.000), 진로의지(p=.000)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2) 각 학교급별 분석
각 학교급별로 학생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융합인재교육을 받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과학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별 응답분포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Ⅱ-2>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
차원은 각각 3.52점, 3.85점이며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차원은 3.32점, 3.76점이다.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차원에서 일반은 4.03점, 스팀은 4.30점이며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차원
에서 일반은 3.73점, 스팀은 4.01점이다.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차원에서 일반은 3.13점,
스팀은 3.62점이며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차원에서는 각각 2.71점, 3.13점이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전체학생 결과와 비슷하게 중간 이상의 과학선호도를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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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차원에서도 중간값인 3점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2> 초등학생의 과학선호도 분포
차원

평균(표준편차)
일반
스팀

과학에 대한
호기심

3.52(1.13)

3.85(1.01)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3.32(1.14)

3.76(1.03)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4.03(0.98)

4.30(0.81)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

3.73(1.01)

4.01(0.93)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

3.13(1.08)

3.62(1.05)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

2.71(1.15)

3.13(1.15)

t(p)
3.86**
(.000)
5.67**
(.000)
4.01**
(.000)
3.90**
(.000)
6.21**
(.000)
4.55**
(.000)

**p<.01 *p<.05

초등학생의 과학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융합인재교육을 받는 경우 과학선호도가 높아졌으며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호기심(p=.000), 흥미(p=.000), 가치포용(p=.000), 신념(p=.000),
실행의지(p=.000), 진로의지(p=.000) 등의 모든 하위차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② 중학생
중학생의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Ⅱ-3>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
차원은 각각 3.26점, 3.30점이며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차원은 3.08점, 3.18점이다.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차원에서 일반은 3.80점, 스팀은 3.77점이며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차원에서
일반은 3.34점, 스팀은 3.55점이다.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차원에서 일반은 2.88점,
스팀은 3.07점이며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차원에서는 각각 2.60점, 2.80점이다.
전체적으로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다소 낮은 과학선호도를 보이는데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차원과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차원이 중간값인 3점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차원은 전체학생 및
초등학생의 결과와 비슷하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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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중학생의 과학선호도 분포
평균(표준편차)
일반
스팀

차원

t(p)

과학에 대한
호기심

3.26(1.22)

3.30(1.09)

.415(.679)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3.08(1.26)

3.18(1.15)

.102(.311)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3.80(1.06)

3.77(0.98)

.359(.720)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

3.34(1.14)

3.55(1.00)

2.25**
(.025)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

2.88(1.25)

3.07(1.06)

1.60*
(.051)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

2.60(1.27)

2.80(1.15)

.185(.065)

**p<.01 *p<.05

중학생의 과학 선호도는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차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융합인재교육을
받는 경우 과학선호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신념(p=.025), 실행의지
(p=.051)의 하위차원들만이 통계적으로 유미한 차이를 보였다.

③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Ⅱ-4>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
차원은 각각 3.42점, 3.50점이며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차원은 3.28점, 3.36점이다.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차원에서 일반은 3.72점, 스팀은 3.81점이며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차원에서
일반은 3.52점, 스팀은 3.56점이다.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차원에서 일반은 3.17점,
스팀은 3.30점이며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차원에서는 각각 3.13점, 3.24점이다.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은 중간 이상의 과학선호도를 보이는데 특히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과학선호도를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스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모든 차원에서 평균값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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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고등학생의 과학선호도 분포
차원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과학에 대한
호기심

3.42(1.03)

3.50(1.07)

0.94(.347)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3.28(1.14)

3.36(1.17)

1.00(.318)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3.72(0.93)

3.81(0.97)

.1.28(.202)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

3.52(0.99)

3.56(1.02)

0.62(.536)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

3.17(1.04)

3.30(1.07)

1.62(.106)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

3.13(1.25)

3.24(1.24)

1.00(.316)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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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도 학습능력
1) 전체 학생
전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6개의 하위차원별로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Ⅱ-5>, <그림Ⅱ-2>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주도적
학습능력’차원은 각각 3.24점, 3.36점이며 ‘인지적 전략’차원은 3.18점, 3.39점이다. ‘학습
동기’차원에서 일반은 2.90점, 스팀은 3.14점이며 ‘문제해결의지’차원에서 일반은 3.30점,
스팀은 3.43점이다. ‘도구 활용’차원에서 일반은 3.33점, 스팀은 3.53점이며 ’협업 능력
‘차원에서는 각각 3.40점, 3.56점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중간 이상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보이는데 특히 '협업 능력'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학습동기'차원에서는 중간값인 3점 이하의 값을 나타
내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5>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분포
평균(표준편차)
일반
스팀

차원

문항수

내용 예시

주도적
학습능력

2문항

나는 공부할 때 자주 나만의 아이디어나 해결
방안을 만든다.

3.24
(1.05)

3.36
(1.00)

2.36*
(.018)

인지적 전략

3문항

나는 공부할 때 공부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3.18
(1.04)

3.39
(1.01)

4.50**
(.000)

학습동기

4문항

나는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한다.

2.90
(1.06)

3.14
(1.04)

5.16**
(.000)

문제해결의지

3문항

나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편이다.

3.30
(1.01)

3.43
(0.98)

2.88**
(.004)

도구 활용

2문항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한다.

3.33
(1.05)

3.53
(1.00)

4.26**
(.000)

협업 능력

3문항

나는 공부할 때 친구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한다.

3.40
(1.04)

3.56
(1.02)

3.52**
(.000)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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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자기주도 학습능력 분포

전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전반적으로 융합인재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아졌으며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주도적 학습능력(p=.018), 인지적 전략(p=.000), 학습
동기(p=.000), 문제해결의지(p=.004), 도구 활용(p=.000), 협업 능력(p=.000) 등의 모든 하위
차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2) 학교급별 분석
각 학교급별로 학생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융합인재교육을 받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별 응답분포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Ⅱ-6>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주도적 학습능력’
차원은 각각 3.29점, 3.55점이며 ‘인지적 전략’차원은 3.26점, 3.64점이다. ‘학습동기’차원에서
일반은 3.01점, 스팀은 3.51점이며 ‘문제해결의지’차원에서 일반은 3.29점, 스팀은 3.53점이다.
‘도구 활용’차원에서 일반은 3.45점, 스팀은 3.78점이며 ’협업 능력‘차원에서는 각각 3.51점,
3.7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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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전체학생 결과와 비슷하게 중간 이상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보이는데
특히 '도구 활용'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표 Ⅳ-6>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분포
차원

평균(표준편차)
일반
스팀

주도적 학습능력

3.29(1.06)

3.55(1.02)

인지적 전략

3.26(1.03)

3.64(1.01)

학습동기

3.01(1.02)

3.51(1.01)

문제해결의지

3.29(1.01)

3.53(1.00)

도구 활용

3.45(1.02)

3.78(1.01)

협업 능력

3.51(1.01)

3.73(1.05)

t(p)
3.04**
(.003)
5.04**
(.000)
6.65**
(.000)
3.37**
(.001)
4.49**
(.000)
3.02**
(.003)

**p<.01 *p<.05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전반적으로 융합인재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아졌으며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주도적 학습능력(p=.003), 인지적 전략(p=.000),
학습동기(p=.000), 문제해결의지(p=.001), 도구 활용(p=.000), 협업 능력(p=.003) 등의 모든
하위차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② 중학생
중학생의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Ⅱ-7>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주도적 학습능력’
차원은 각각 3.15점, 3.26점이며 ‘인지적 전략’차원은 3.07점, 3.24점이다. ‘학습동기’차원에서
일반은 2.78점, 스팀은 2.93점이며 ‘문제해결의지’차원에서 일반은 3.18점, 스팀은 3.35점이다.
‘도구 활용’차원에서 일반은 3.22점, 스팀은 3.37점이며 ’협업 능력‘차원에서는 각각 3.24점,
3.42점이다.
전체적으로 중학생들은 중간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보이는데 특히 '협업 능력' 차원
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학습동기'차원에서는 중간값인 3점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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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중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분포
평균(표준편차)
일반
스팀

차원
주도적 학습능력

3.15(1.12)

3.26(0.96)

인지적 전략

3.07(1.11)

3.24(0.96)

학습동기

2.78(1.18)

2.93(0.98)

문제해결의지

3.18(1.11)

3.35(0.92)

도구 활용

3.22(1.16)

3.37(0.98)

협업 능력

3.24(1.15)

3.42(0.95)

t(p)
1.21
(.227)
1.97*
(.049)
1.66
(.097)
1.99*
(.047)
1.77
(.078)
1.96
(.051)

**p<.01 *p<.05

중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전반적으로 융합인재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아졌으며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전략(p=.049), 문제해결의지(p=.047) 등 2개의
하위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③ 고등학생
중학생의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Ⅱ-8>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주도적 학습능력’
차원은 각각 3.28점, 3.22점이며 ‘인지적 전략’차원은 3.22점, 3.23점이다. ‘학습동기’차원에서
일반은 2.90점, 스팀은 2.91점이며 ‘문제해결의지’차원에서 일반은 3.43점, 스팀은 3.37점이다.
‘도구 활용’차원에서 일반은 3.33점, 스팀은 3.38점이며 ’협업 능력‘차원에서는 각각 3.45점,
3.48점이다.
전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의 결과와 비슷하게 중간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보이는데 특히 '협업 능력'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학습동기'차원
에서는 중간값인 3점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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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은 <표 Ⅳ-8>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8>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분포
차원

평균(표준편차)
일반
스팀

주도적
학습능력

3.28(0.96)

3.22(0.97)

인지적 전략

3.22(0.95)

3.23(1.01)

학습동기

2.90(0.96)

2.91(0.97)

문제해결의지

3.43(0.90)

3.37(0.98)

도구 활용

3.33(0.94)

3.38(0.93)

협업 능력

3.45(0.93)

3.48(0.99)

t(p)
.651
(.515)
.146
(.884)
.084
(.933)
.905
(.366)
.681
(.496)
.422
(.673)

**p<.01 *p<.05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융합인재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평균값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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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융합적 사고력
1) 전체 학생
A. 1차 분석 결과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은 서술형 문항으로 과학선호도,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함께 응답한
전체 학생 중 융합인재교육 미실시 집단(이하 일반) 10개교, 융합인재교육 실시 집단(이하 스팀)
11개교 학생의 응답지를 다시 유층 표집하였다. 이는 전체학생 응답지 중 81%에 해당되며,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학생 응답자 분포는 <표 Ⅳ-9>와 같다.
<표 Ⅳ-9>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학생 응답자 분포
스팀운영

일반(남, 여)

스팀(남, 여)

총 학생 수

초등학교

185(100, 85)

230(100, 130)

415(200, 215)

중학교

196(117, 79)

170(64, 106)

366(181, 185)

고등학교

168(93, 75)

164(93, 71)

332(186, 146)

총 학생 수

549(310, 239)

564(257, 307)

1113(567, 546)

전체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은 2개의 하위차원별로 최소 0점에서 최대 8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Ⅳ-10>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문제인식’차원은
각각 1.96점, 1.93점이며 ‘문제해결’차원은 2.03점, 2.10점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중간 이하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보이는데, 융합인재교육에 관계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도 아니다.
<표 Ⅳ-10>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하위차원별 응답 분포
차원

평가범주

문제인식

독창성,

평균(표준편차)
일반
스팀

t(p)

1.96(.857)

1.93(.825)

.578(.564)

2.03(.995)

2.10(.946)

1.21(.228)

융합성,
실현성,
문제해결

타당성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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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별로 분석한 결과 만점 8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각 차원별 점수는 4가지
평가준거별로 채점한 결과의 합이므로 각 평가범주별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분포는 <표 Ⅱ-11>, <그림 Ⅱ-3>과 같이, ‘독창성’,
‘융합성’, ‘실현성’, ‘타당성’범주 등의 4개로 최소 0점에서 최대 2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문제인식’차원 중 ‘독창성’범주의 평균은 일반 0.81점, 스팀 0.85점이며, ‘융합성’범주는
일반 0.03점, 스팀 0.02점, ‘실현성’범주는 일반 0.82점, 스팀 0.84점, ‘타당성’범주는 일반
0.09점, 0.07점이다. ‘문제해결’차원 중 ‘독창성’범주의 평균은 일반 0.79점, 스팀 0.90점이며,
‘융합성’범주는 일반 0.06점, 스팀 0.04점, ‘실현성’범주는 일반 0.75점, 스팀 0.82점, ‘타당성’
범주는 일반 0.15점, 0.15점이다.
전체 차원에서 ‘독창성’범주와 ‘실현성’범주가 중간값인 1점 정도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보이지만, 특히 ‘융합성’범주는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해결
차원 중 ‘독창성’(p=.000), ‘융합성’(p=.049), ‘실현성’(p=.017) 범주 등에 변화의 양상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만, ‘융합성’범주는 반대로 융합인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이었다.
<표 Ⅳ-11>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차원

문제인식

문제해결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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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독창성

0.81(.427)

0.85(.377)

1.83(.068)

융합성

0.03(.158)

0.02(.162)

.256(.798)

실현성

0.82(.420)

0.84(.387)

.928(.353)

타당성

0.09(.292)

0.07(.276)

.869(.385)

독창성

0.79(.501)

0.90(.470)

3.84**(.000)

융합성

0.06(.256)

0.04(.185)

1.97*(.049)

실현성

0.75(.472)

0.82(.406)

2.40*(.017)

타당성

0.15(.359)

0.15(.366)

.14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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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B. 2차 분석 결과 - ‘융합성’ 범주를 제외한 경우
4가지 평가범주 중 '융합성'범주은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서 사실상 평가 준거로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융합성이라는 평가준거 자체의 문제인지 혹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이 다른 평가준거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드러난 응답 결과로만
보면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준거로서 변별하는 기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융합성 준거를 제외하고 채점을 다시 하는 경우 차원별 신뢰도
및 전체 신뢰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융합성을 제외하고 3가지 평가준거만을 적용하여 결과를
기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 중 융합성을 제외한 하위차원별 분포는 <표 Ⅱ-12>과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문제인식’차원은 각각 1.72점, 1.77점이며 ‘문제해결’차원은 1.69점,
1.87점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중간 이하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보이지만 문제해결(p=.004)의
하위차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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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융합성 제외한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하위차원별 응답 분포
평균(표준편차)
차원

평가범주

문제인식

t(p)
일반

스팀

1.72(.914)

1.77(.831)

1.69(1.08)

1.87(.949)

.990(.322)

독창성,
실현성,
타당성
문제해결

2.92**
(.004)

**p<.01 *p<.05

‘융합성’범주를 제외한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분포는 <표 Ⅱ-13>, <그림 Ⅱ-4>과
같이, ‘문제인식’차원 중 ‘독창성’범주의 평균은 일반 0.81점, 스팀 0.85점이며, ‘실현성’
범주는 일반 0.82점, 스팀 0.84점, ‘타당성’범주는 일반 0.09점, 0.07점이다. ‘문제해결’
차원 중 ‘독창성’범주의 평균은 일반 0.79점, 스팀 0.90점이며, ‘실현성’범주는 일반 0.75점,
스팀 0.82점, ‘타당성’범주는 일반 0.15점, 0.15점이다.
전체 차원에서 ‘독창성’범주과 ‘실현성’범주가 중간값인 1점 정도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보이며, ‘타당성’범주는 중간 이하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해결
차원 중 ‘독창성’(p=.000), ‘융합성’(p=.049), ‘실현성’(p=.017)범주 등에 변화의 양상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Ⅳ-13> 융합성 제외한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차원

문제인식

문제해결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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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독창성

0.81(.427)

0.85(.377)

1.83(.068)

실현성

0.82(.420)

0.84(.387)

.928(.353)

타당성

0.09(.292)

0.07(.276)

.869(.385)

독창성

0.79(.501)

0.90(.470)

3.84**(.000)

실현성

0.75(.472)

0.82(.406)

2.40*(.017)

타당성

0.15(.359)

0.15(.366)

.14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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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융합성 제외한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2) 학교급별 분석
각 학교급의 학생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융합인재교육을 받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창의융합적 사고력 점수가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융합인재교육을 받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창의융합적 사고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① 초등학생
A. 1차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Ⅱ-14>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문제인식’차원은
각각 2.11점, 1.97점이며 ‘문제해결’차원은 2.51점, 2.34점이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중간 이하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보이는데, 일반 집단이 스팀
집단에 비해 점수가 조금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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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초등학생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하위차원별 응답 분포
차원

평균(표준편차)
일반
스팀

평가범주
독창성,

문제인식

t(p)

2.11(.729)

1.97(.773)

1.86(.063)

2.51(.967)

2.34(.901)

1.85(.065)

융합성,
실현성,
문제해결

타당성

**p<.01 *p<.05

차원별로 분석한 결과 만점 8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각 차원별 점수는 4가지
평가준거별로 채점한 결과의 합이므로 각 평가범주별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평균은 <표 Ⅱ-15>, <그림 Ⅱ-5>과 같이, ‘문제인식’
차원 중 ‘독창성’범주가 일반 0.91점, 스팀 0.88점이며, ‘융합성’범주가 일반 0.03점, 스팀
0.03점, ‘실현성’범주가 일반 0.94점, 스팀 0.87점, ‘타당성’범주가 일반 0.09점, 0.05점이다.
‘문제해결’차원 중 ‘독창성’범주의 평균은 일반 0.97점, 스팀 0.99점이며, ‘융합성’범주는
일반 0.14점, 스팀 0.06점, ‘실현성’범주는 일반 0.89점, 스팀 0.88점, ‘타당성’범주는 일반
0.31점, 0.21점이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문제인식 차원 중 ‘실현성(p=.030)’범주와 문제해결 차원
중 ‘융합성(p=.013)’, ‘타당성(p=.023)’ 범주 등의 평가범주에 대해 일반 집단이 스팀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Ⅳ-15> 초등학생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차원

문제인식

문제해결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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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독창성

0.91(.341)

0.88(.365)

.851(.395)

융합성

0.03(.178)

0.03(.196)

.108(.914)

실현성

0.94(.288)

0.87(.367)

2.18*(.030)

타당성

0.09(.282)

0.05(.233)

1.50(.135)

독창성

0.97(.465)

0.99(.438)

.534(.594)

융합성

0.14(.373)

0.06(.231)

2.50*(.013)

실현성

0.89(.366)

0.88(.377)

.224(.823)

타당성

0.31(.465)

0.21(.421)

2.2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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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초등학생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B. 2차 분석 결과 - ‘융합성’ 범주를 제외한 경우
4가지 평가범주 중 '융합성'범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서 사실상 평가 준거로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융합성을 제외하고 3가지 평가준거만을 적용
하여 결과를 기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 중 융합성을 제외한 초등학생의 하위차원별 분포는
<표 Ⅱ-16>과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문제인식’차원은 각각 1.93점, 1.79점이며 ‘문제해결’
차원은 2.17점, 2.08점이다.
전체적으로 융합인재교육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높고 중간 이하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표 Ⅳ-16> 융합성 제외한 초등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하위차원별 응답 분포
차원

문제인식

평가범주

독창성,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1.93(.676)

1.79(.771)

1.95(.052)

2.17(.989)

2.08(.904)

.912(.362)

실현성,
문제해결

타당성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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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성’범주를 제외한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평균은 <표 Ⅱ-17>, <그림 Ⅱ-6>과
같이, ‘문제인식’차원 중 ‘독창성’범주가 일반 0.91점, 스팀 0.88점이며, ‘실현성’범주가 일반
0.94점, 스팀 0.87점, ‘타당성’범주가 일반 0.09점, 0.05점이다. ‘문제해결’차원 중 ‘독창성’
범주의 평균은 일반 0.97점, 스팀 0.99점이며, ‘실현성’범주는 일반 0.89점, 스팀 0.88점,
‘타당성’범주는 일반 0.31점, 0.21점이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문제인식 차원 중 ‘실현성(p=.030)’범주와 문제해결 차원 중
‘융합성(p=.013)’, ‘타당성(p=.023)’ 등의 평가범주에서 일반 집단이 스팀 집단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Ⅳ-17> 융합성 제외한 초등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차원

문제인식

문제해결

평가범주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독창성

0.91(.341)

0.88(.365)

.851(.395)

실현성

0.94(.288)

0.87(.367)

2.18*(.030)

타당성

0.09(.282)

0.05(.233)

1.50(.135)

독창성

0.97(.465)

0.99(.438)

.534(.594)

실현성

0.89(.366)

0.88(.377)

.224(.823)

타당성

0.31(.465)

0.21(.421)

2.28*(.023)

**p<.01 *p<.05

<그림 Ⅳ-6> 융합성 제외한 초등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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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학생
A. 1차 분석 결과
중학생의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Ⅱ-18>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문제인식’차원은
각각 1.96점, 1.86점이며 ‘문제해결’차원은 1.85점, 1.84점이다.
전체적으로 중학생들은 중간 이하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보이는데, 모든 하위 차원에서
일반 집단이 스팀 집단에 비해 점수가 근소하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표 Ⅳ-18> 중학생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하위차원별 응답 분포
차원

문제인식

평가범주

독창성,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1.96(.796)

1.86(.753)

1.16(.247)

1.85(.776)

1.84(.824)

.069(.945)

융합성,
실현성,
문제해결

타당성

**p<.01 *p<.05

차원별로 분석한 결과 만점 8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각 차원별 점수는 4가지
평가준거별로 채점한 결과의 합이므로 각 평가범주별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평균은 <표 Ⅱ-19>, <그림 Ⅱ-7>과 같이, ‘문제인식’
차원 중 ‘독창성’범주가 일반 0.85점, 스팀 0.84점이며, ‘융합성’범주가 일반 0.02점, 스팀
0.01점, ‘실현성’범주가 일반 0.84점, 스팀 0.84점, ‘타당성’범주가 일반 0.08점, 0.08점이다.
‘문제해결’차원 중 ‘독창성’범주의 평균은 일반 0.79점, 스팀 0.83점이며, ‘융합성’범주는
일반 0.01점, 스팀 0.00점, ‘실현성’범주는 일반 0.78점, 스팀 0.79점, ‘타당성’범주는 일반
0.01점, 0.06점이다.
집단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문제해결 차원 중 ‘타당성’의 평가범주에서 스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유의미하게(p=.008) 높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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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중학생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차원

평가범주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독창성

0.85(.397)

.84(.367)

.271(.787)

융합성

0.02(.123)

.01(.108)

.290(.772)

실현성

0.84(.393)

.84(.372)

.163(.871)

타당성

0.08(.293)

.08(.267)

.175(.861)

독창성

0.79(.447)

.83(.449)

.931(.353)

융합성

0.01(.101)

.00(.000)

1.42(.158)

실현성

0.78(.465)

.79(.406)

.409(.683)

타당성

0.01(.101)

.06(.247)

.269**(.008)

문제인식

문제해결

**p<.01 *p<.05

<그림 Ⅳ-7> 중학생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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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차 분석 결과 - ‘융합성’ 범주를 제외한 경우
4가지 평가범주 중 '융합성'범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서 사실상 평가 준거로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융합성을 제외하고 3가지 평가준거만을 적용
하여 결과를 기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 중 융합성을 제외한 중학생의 하위차원별 분포는
<표 Ⅱ-20>과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문제인식’차원은 각각 1.78점, 1.75점이며 ‘문제
해결’차원은 1.57점, 1.69점이다.
전체적으로 스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문제해결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표 Ⅳ-20> 융합성 제외한 중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하위차원별 응답 분포
차원

평가범주

문제인식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1.78(.842)

1.75(.805)

.261(.794)

1.57(.887)

1.69(.892)

1.25(.211)

독창성,
실현성,
타당성
문제해결

**p<.01 *p<.05

‘융합성’범주를 제외한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평균은 <표 Ⅱ-21>, <그림 Ⅱ-8>과
같이, ‘문제인식’차원 중 ‘독창성’범주가 일반 0.85점, 스팀 0.84점이며, ‘실현성’범주가 일반
0.84점, 스팀 0.84점, ‘타당성’범주가 일반 0.08점, 0.08점이다. ‘문제해결’차원 중 ‘독창성’
범주의 평균은 일반 0.79점, 스팀 0.83점이며, ‘실현성’범주는 일반 0.78점, 스팀 0.79점,
‘타당성’범주는 일반 0.01점, 0.06점이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문제해결 차원 중 ‘타당성’의 평가범주에서 스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유의미하게(p=.008) 높은 점수를 보였다.

53

융합인재교육(STEAM) 기대성과 평가도구 개발 연구

<표 Ⅳ-21> 융합성 제외한 중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차원

문제인식

문제해결

평가범주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독창성

0.85(.397)

0.84(.367)

.271(.787)

실현성

0.84(.393)

0.84(.372)

.163(.871)

타당성

0.08(.293)

0.08(.267)

.175(.861)

독창성

0.79(.447)

0.83(.449)

.931(.353)

실현성

0.78(.465)

0.79(.406)

.409(.683)

타당성

0.01(.101)

0.06(.247)

.269**(.008)

**p<.01 *p<.05

<그림 Ⅳ-8> 융합성 제외한 중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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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등학생
A. 1차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각 하위차원별 평균은 <표 Ⅱ-22>와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문제인식’차원은
각각 1.80점, 1.95점이며 ‘문제해결’차원은 1.70점, 2.02점으로서, 전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중간 이하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보인다.
집단 간 비교해보면 스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문제해결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6)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Ⅳ-22> 고등학생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하위차원별 응답 분포
차원

문제인식

평균(표준편차)

평가범주

독창성,

일반

스팀

1.80(1.02)

1.95(.958)

1.70(1.05)

2.02(.104)

t(p)

1.36(.174)

융합성,
실현성,
문제해결

타당성

2.75**
(.006)

**p<.01 *p<.05

차원별로 분석한 결과 만점 8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각 차원별 점수는 4가지
평가준거별로 채점한 결과의 합이므로 각 평가범주별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평균은 <표 Ⅱ-23>, <그림 Ⅱ-9>과 같이, ‘문제인식’차원 중
‘독창성’범주가 일반 0.64점, 스팀 0.82점이며, ‘융합성’범주가 일반 0.03점, 스팀 0.02점,
‘실현성’범주가 일반 0.67점, 스팀 0.82점, ‘타당성’범주가 일반 0.10점, 0.11점이다. ‘문제해결’
차원 중 ‘독창성’범주의 평균은 일반 0.60점, 스팀 0.85점이며, ‘융합성’범주는 일반 0.04점,
스팀 0.04점, ‘실현성’범주는 일반 0.58점, 스팀 0.75점, ‘타당성’범주는 일반 0.14점, 0.16점이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융합성’ 범주를 제외한 다른 세 범주에서 스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높은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보이는데, 문제인식 차원과 문제해결 차원 모두에서
‘독창성’(p=.000)과 ‘실현성’(p=.004) 범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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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3> 고등학생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차원

평가범주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독창성

0.64(.495)

0.82(.403)

3.64**(.000)

융합성

0.03(.170)

0.02(.155)

.300(.764)

실현성

0.67(.519)

0.82(.428)

2.89**(.004)

타당성

0.10(.302)

0.11(.333)

.246(.806)

독창성

0.60(.528)

0.85(.515)

4.41**(.000)

융합성

0.04(.200)

0.04(.203)

.046(.963)

실현성

0.58(.530)

0.75(.434)

3.25**(.001)

타당성

0.14(.345)

0.16(.372)

.705(.482)

문제인식

문제해결

**p<.01 *p<.05

<그림 Ⅳ-9> 고등학생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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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차 분석 결과 - ‘융합성’ 범주를 제외한 경우
4가지 평가범주 중 '융합성'범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서 사실상 평가 준거로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융합성을 제외하고 3가지 평가준거만을 적용하여
결과를 기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 중 융합성을 제외한 고등학생의 하위차원별 분포는
<표 Ⅱ-24>과 같이, 일반과 스팀에서 ‘문제인식’차원은 각각 1.41점, 1.75점이며 ‘문제해결’
차원은 1.31점, 1.76점이다.
집단 간 비교해보면 스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문제인식
(p=.003)과 문제해결(p=.000) 등 모든 하위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Ⅳ-24> 융합성 제외한 고등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하위차원별 응답 분포
차원

평가범주

문제인식

평균(표준편차)
일반

스팀

1.41(1.12)

1.75(.936)

1.31(1.19)

1.76(1.01)

독창성,

t(p)

2.99**
(.003)

실현성,
타당성
문제해결

3.74**
(.000)

**p<.01 *p<.05

‘융합성’범주를 제외한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평균은 <표 Ⅱ-25>, <그림 Ⅱ-10>과
같이, ‘문제인식’차원 중 ‘독창성’범주가 일반 0.64점, 스팀 0.82점이며, ‘실현성’범주가 일반
0.67점, 스팀 0.82점, ‘타당성’범주가 일반 0.10점, 0.11점이다. ‘문제해결’차원 중 ‘독창성’
범주의 평균은 일반 0.60점, 스팀 0.85점이며, ‘실현성’범주는 일반 0.58점, 스팀 0.75점,
‘타당성’범주는 일반 0.14점, 0.16점이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문제인식 차원과 문제해결 차원에서 모두 ‘독창성’과 ‘실현성’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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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융합성 제외한 고등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차원

문제인식

문제해결

평가범주

평균(표준편차)

t(p)

일반

스팀

독창성

0.64(.495)

0.82(.403)

3.64**(.000)

실현성

0.67(.519)

0.82(.428)

2.89**(.004)

타당성

0.10(.302)

0.11(.333)

.246(.806)

독창성

0.60(.528)

0.85(.515)

4.41**(.000)

실현성

0.58(.530)

0.75(.434)

3.25**(.001)

타당성

0.14(.345)

0.16(.372)

.705(.482)

**p<.01 *p<.05

<그림 Ⅳ-10> 융합성 제외한 고등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평가범주별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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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안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융합인재교육 효과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해 심리적
구인으로서 과학선호도, 인지적 구인으로서 자기주도 학습능력,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평가
지표로 설정하였다. 문헌연구에 따라 이론적으로 설정한 각 평가지표의 하위차원을 설정한 뒤,
통계분석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각각의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융합인재교육 미실시 집단
15개교, 융합인재교육 실시 집단 16개교를 유층표집하여 학생의 응답 1373명분을 분석하였다.
시범 적용 결과를 각 기대성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선호도
이 연구에서 제안한 ‘과학선호도’ 검사 도구는 총 18문항의 리커트형 설문으로 구성되며,
과학에 대한 호기심,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 등 6개의 하위 차원을 갖는다. 각 하위
차원별 신뢰도는 0.709부터 0.914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전체 신뢰도는 0.938을 나타낸다.
시범 적용 결과 전체 학생의 과학선호도는 하위 차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중간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 학교급 및 융합인재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비교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모든 하위 차원에서, 중학생의 경우 일부 하위 차원에서 융합인재교육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자기주도 학습능력
이 연구에서 제안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검사 도구는 총 17문항의 리커트형 설문으로 구성되며,
주도적 학습능력, 인지적 전략, 학습동기, 문제해결의지, 도구 활용, 협업 능력 등 6개의 하위
차원을 갖는다. 각 하위 차원별 신뢰도는 0.585부터 0.850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전체 신뢰도는
0.939를 나타낸다.
시범 적용 결과 전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하위 차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 학교급 및 융합인재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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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선호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모든 하위 차원에서, 중학생의 경우
일부 하위 차원에서 융합인재교육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
내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창의융합적 사고력
이 연구에서 제안한 ‘창의융합적 사고력’ 검사 도구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을 질문하는 총 4문항의 서술형 질문으로 구성되며, 문제인식과
문제해결 등 2개의 하위 차원을 갖는다. 연구진은 문제 상황은 다르고 질문 유형은 동일한
검사 도구를 A세트와 B세트로 각각 개발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둘 중 하나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서술형 응답에 대한 채점을 위하여 독창성, 융합성, 실현성,
타당성 등 총 4개의 평가 준거 및 채점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하위 차원별 신뢰도는
0.647에서 0.676의 값을 보이며, 전체 신뢰도는 A세트가 0.792, B세트가 0.781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준거 중 융합성 준거의 점수가 현저히 낮아서
평가준거로서 기능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융합성 준거를 제외하고 독창성, 실현성,
타당성 등 3개의 평가준거만 제시할 경우 모든 하위차원 및 전체 신뢰도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범 적용 결과 전체 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은 대체로 중간값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인다.
학교급 및 융합인재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비교하면 앞서 과학선호도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 융합인재교육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융합성을 평가준거에서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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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로서 과학선호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제안하면서 각각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제안하였다. 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한 학교와 일반 학교 등 총 1400여명에 대한 시범 적용 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조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한 집단과 일반 집단,
초중고 학교급별 집단간 분포를 확인하였다.
시범 적용 결과로만 해석하자면 융합인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과학선호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창의융합적 사고력에서 일반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과학선호도(과학에 대한 흥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차이가 있고 고등학생에게는 차이가 없다는 것은 2012년 정책연구
결과와 유사하지만, 창의융합적 사고력의 경우 고등학생에게만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2012년 연구 결과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융합
인재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일 집단에 대한 융합
인재교육 실시에 따른 사전 및 사후 비교 등을 하지 않았다. 둘째, 이 연구에 앞서 선행되어야할
국가 수준의 실태 조사 및 융합인재교육의 기대성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예산과 연구
기간 등과 같은 현실적인 여견으로 인해 제한되었다. 셋째, 지역 및 학교급, 융합인재교육
실시 여부를 고려한 유층 표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적용된 대상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의 효과성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고 보완하는 보다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결과 및 한계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우선, 융합인재교육의 기대 성과
구인을 설정하기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실태 분석 즉, 관련 주요 거시 지표를 먼저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합인재교육을 먼저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예: 미국)
이러한 교육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 연구의 다수는 거시 지표에 집중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급별 및 교실 수준에서 실제적으로 STEM/STEAM 교육이 얼마나 어떻게 수행
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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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 수준의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므로, 설사 관련된 국외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차용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시 지표 선정 및 평가의 연구가 선행
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몇 차시 하는지, 대상 학생은 몇 명
인지, 누가 가르치는지 등의 국가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서 학급 및
학교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이를 국가 수준에서 종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과학 관련 학업 성취도(예: TIMSS-2011,
2015, OECD-PISA 등)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에 맞는 지표를 추출하여 경
향성의 변화를 재해석(이 때 위에서 조사한 스팀교육의 현황을 지표의 재해석에 사용)하는
연구도 앞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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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형 과학교육 선진화 정책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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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붙임 1

학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과학에 대한 생각, 공부에 대한 생각,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설문에 앞서 성별, 학교, 학년을 적어주세요.

1. 성별 : ① 남(

)

② 여(

)

2. 학교 :_________________

3. 학년 : ___________________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과학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래 각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내

용

과학 관련 행사가 열리면 참가할 것이다.
과학과 관련된 TV 프로그램 보는 것을 좋아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만든다.
과학에 관해 궁금한 것이 생기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선생님께
여쭈어보거나 책,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해결하겠다.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한다.
관심 있는 내용의 과학책을 찾아서 읽겠다.
나는 대학에 갈 때 과학과 관련된 대학에 가겠다.
나는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해서 더 공부할 것이다.
누구나 과학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알고 싶다.
미래에는 대부분의 직업 활동에서 과학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실험실에서 과학 실험하기를 좋아한다.
어른이 되면 과학과 관련이 높은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다른 과목 공부보다 과학 공부가 더 재미있다.
주변의 자연 현상들에 대해 신기하게 느낀다.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보면 그 원리가 궁금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①
①
①

보통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매우
그렇다

⑤
⑤
⑤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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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지는 공부 방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래 각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

용

보통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한다.
나는 공부할 때 공부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한다.

4

나는 공부할 때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본 후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공부할 때 자주 나만의 아이디어나 해결 방안을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공부할 때마다 새롭고 신기한 것이 많아 공부가 하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공부한 것을 다른 내용과 관련시키거나 상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
2

10

나는 공부를 할 때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도움 받는 것이
공부가 잘 된다.
나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편이다.
나는 수업 중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따져본다.

11

나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때문에 공부한다.

8
9

13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와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즐겨
읽는다.
나는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과 친구 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4

나는 공부를 할 때 필요한 학습 자료들이 무엇일지 생각한다.

12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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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공부하기 전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한다.
나는 공부할 때 스마트기기와 같은 새로운 도구들을 잘
활용한다.
나는 공부할 때 친구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한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할 때 역할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A-set]
다음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빈 칸에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적으세요.

※ (질문1~2) 다음 대화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영희: 얼마 전에 TV에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물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철수: 뉴스에서는 유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던데,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가?
민수: 글쎄, 이웃 A 나라는 물 풍요 국가라고 하던데, 그 나라 사람들은 항상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데.
철수: 아마도 그 나라 사람들이 물을 너무 펑펑 써서 그렇겠지.
민수: 물을 아껴 쓰면 해결될 문제인데도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물 부족이라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야.
영희: 음.. 뭔가 다른 원인도 있겠구나.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그 나라의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떠올릴
수 있겠네.

질문1. 앞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 외에, A 국가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는 원인으로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답안]

질문2. 만약 여러분이 A 국가의 물 부족을 해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 나라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까?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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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4) 다음 내용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숲은 육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크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베트남,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만 매년
스위스의 땅에 맞먹는 숲의 나무가 잘려지고 있다고 한다. 잘려진 나무는 주로 책, 공책, 연필 등의 생필품으로 유용
하게 사용되며, 나무가 잘려진 땅은 목초지, 농원, 인간의 정착지 등으로 쓰이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나무를 자르고 태우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라고 하면서 나무
자르기를 반대하고 있다. 위의 그림은 나무자르기를 반대하는 공익광고 포스터이다. 이 공익광고 포스터에서는 숲을
지구의 폐로 상징하면서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

질문3. “나무를 자르고 태우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답안]

질문4. 무분별하게 숲의 나무를 자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답안]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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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t]
다음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빈 칸에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적으세요.

※ (질문1~2) 아래 뉴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충남 서해안에 초비상이 걸렸다. 사고 이후 해류가
육지가 아닌 먼 바다 쪽을 향해 다행히 기름이 해안으로 빠르게 유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북서풍이
육지 쪽으로 불어 안면도와 천리포, 만리포 해수욕장이 오염에 노출됐다. 해양수산부는 유출된 원유가 통상 24∼36
시간이면 육지에 도달하므로 이르면 8일 새벽 기름이 해안에 흘러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와
갯벌에서 고기잡이, 양식업, 조개채취 등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태안군 어민들은 수시로 바닷가로 나가 혹시 기름띠가
몰려오지 않는지 긴장한 표정으로 살펴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2007년 12월 7일 OO신문)

질문1. 이러한 사고는 바다에 사는 생물들에 나쁜 영향을 주어 고기잡이나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피해 외에도 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는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지,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답안]

질문2. 위의 기사와 같은 환경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은 흡수하지 않고 기름만 흡수하는 성
질을 가진 물질을 이용하여 기름을 걷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 이 방법 외에 바닷물
이 기름에 오염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나는 대로 구체
적으로 적으세요.
[답안]

73

융합인재교육(STEAM) 기대성과 평가도구 개발 연구

※ (질문3~4) 다음은 수원 화성에 대한 설명이다.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수원화성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들과 산을 이어 만든 성으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
께 하고 있어요. 수원화성의 기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있는 동양의 성곽 중 가
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요.
화성을 짓는 방법을 담은《화성성역의궤》를 보면 커다란 성곽 도시를 단 2년 9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높은
곳으로 무거운 돌을 끌어 올리기 위해 도르래를 이용한 거중기를 사용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건축 기구들을 사용했지요.

질문3. 수원 화성은 과학적인 설계로 지어진 성곽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다.
내가 만일 수원 화성과 같이 한 도시를 보호하는 새로운 성을 건축해야하는 임무를 맡았다면,
성을 설계하기에 앞서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답안]

질문4. 수원 화성의 성곽을 보면 매우 큰 돌이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화성을 설
계한 다산 정약용은 도르래의 원리를 적용한 ‘거중기’를 이용하여 무거운 돌을 높은 곳으
로 올렸다고 한다. 한편 그 큰 돌은 수원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그 큰 돌은 어떻게 해서 먼 곳에서부터 옮겨 올 수 있었을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거운
돌을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나 장치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답안]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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