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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을 이용한 STEAM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정 호 근 (보 성 고 등 학 교 : stepha00@hanmail.net)

1. 연 구 목 적
폐가전제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 활동이 가능한 STEAM 융합형 교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⑴ 폐가전제품의 원리 분석을 통하여 교수 학습에 가능한 STEAM 융합형 교구를 개발한다.
⑵ 폐선풍기의 회전원리를 통한 아트 워크형 교구를 개발한다.
회전원리를 이용한 똑똑한 그림놀이 완구의 제작 목적

예술적
회전 원리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멋진아트워크를 펼칠 수 있는 페인팅 머신

놀이 + 교육적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학습

Art적 요소

동적
미술놀이

• 호기심 증, 재미, 감탄
• 정서순화
• 미술에 대한 자신감

회전

미술재료

창의력증진

• 사용하면 할수록 아이
디어 발전

원심력

발상/아이디어
과학적
사고력증진

• 과학원리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리의 이해로 작품의
다양성 증진

과학적 원리와
Technology의 힘

잔상효과

+

드로잉 기법
(테크닉)

2. 연 구 방 향
⑴ 폐선풍기의 회전의 원리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멋진 아트워크를 펼칠 수 있는 페인팅 머신 개발
호기심 유발을 통한 작가와 관객의 소통예술로 최근 다양한 종류의 예술가들이 생기고, 다양한 방법의 아트워크
가 창조되면서 종이 위에 물감을 칠하는 것만이 미술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갔다. 더욱 더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아트워크에 표현해내는 만큼, 더 멋있는 미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예술
을 창조한다.
⑵ 예술과 공학의 융합을 대표하는 산출물 제작
예술과 공학의 융합. Art 와 Technology의 융합은 앞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이며, 예전부터 다양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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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조금씩 실행해온 인생의 목표이다. 그 산출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발명품이다. 회전원리, 잔상효과 등 여
러 과학원리가 녹아있음과 동시에 아름다운 아트워크를 만들어낸다.
⑶ 재료 사용의 다양성을 통한 창의성 증진
본 발명품은 재료의 사용에 따라 무궁무진한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느냐에 따
라 나조차도 생각 못했던 새로운 아트워크가 창조될 수 있다
⑷ 그림놀이를 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과학원리를 자연스럽게 학습
회전원리, 원심력, 잔상효과, 전향력 등 여러 과학원리가 적용되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서 과학적 사고 역시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회전을 위한 폐 모터 수집

선풍기, 믹서기, 전동드라이버..

다양한 화판 수집

모조지, 한지,
투명필름, 엠보싱지

아트워크의 핵심 재료 수집

펜, 물감, 사인펜, 스프레이...

놀이 방법과 과학이론 제시

예)물감을 통해 배우는 원심력의 원리

3. 연 구 내 용
빠르게 회전하는 화판에 연필이나 펜을 올려만 놓고 있으면 펜을 종이위에 긋는게 아니라, 종이가 펜에 의해
그어진다. 아주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원을 짧은 시간 안에 그릴 수 있고, 밀도 조절을 통해서 그라데이
션도 줄 수 있다.

회전모터

+

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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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펜

⇛

아트워크

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문제들을 수정하였다.

화판의 수평, 중심 맞추기

회전축과 수평원판의 중심이 맞지 않아
부분채색현상 (주요테크닉)

원 그림 외에도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음

수직 회전 형태로 회전형태 전환

화판의 부착을 용이하게 해야함

클립, 집게, 자석까지 사용해 보았으나 실패

진동이 심하다.

강력한 고정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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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제 사항들을 고려하여 개선하였다.

수평 회전기기
(턴테이블형)

회전원판

►

2 in 1 System
한 개의 모터

◄

수직 회전기기
(선반형)

회전원판 (원기둥삽입)/원기둥(종이부착용)/설치용구조물/연결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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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활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동아리 전시 부스

미술관 체험

자원재활용
아이디어

유아/노인 감성치료용

관객의 호기심 유발

재료 및 기법의 활용성

폐 모터의 변신

동적미술활동

과학과 예술의 융합모델
즉석에서 원리 설명

재료 사용의 다양성으로
창의력확산

선풍기, 믹서기 등 모터가
있는 모든 기구 사용가능

정서순화,
흥미유발

4. 연 구 결 론
본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STEAM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구를 개발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된
교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선함
• 기술과 예술의 융합 교육에 의한 교구를 처음으로 시도
• 아티스트의 새로운 아트워크 표현 수단
우수성
• 간단한 조작방법만으로 누구나 아트워크 창조 가능
• 자원재활용으로 어디에서나 제작 가능
• 학생 과학놀이완구로서의 정서순화, 창의력 증진, 과학원리 탐구
차별화
• 간단한 원리의 그림도구지만 재료 사용의 다양성을 통해 창의성 유발
• 기존의 정적인 미술 작업에 비해 움직이는 동적인 작업
• 작가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의 예술 - 동아리 전시 부스, 과학 체험마당 등의 여러 장소에서 시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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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 키트 ]
세트 1. 그린다, 연필
세트 1은 본 과학완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품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림도구 중 필기구, 필기구를 사용할 때 추
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철, 다양한 종이를 담아놓았다.
구성품 : 연필, 샤프, 볼펜, 사인펜, 파스텔, 요철(동전), 종이 (와트만지, 머메이드지, 엠보싱지 등), 미니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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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1. 뿌린다, 잉크
세트 2에는 잉크와 물감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에 대한 도구들을 담았다. 다양한 색의 물감과 잉크, 그리고 내
용물을 뿌릴 피스톤 2개, 무엇보다 흡수가 잘되는 미술용 종이도 넣어놨다.
구성품 : 인쇄용 잉크 3색, 수채화 물감, 피스톤 2개, 주사바늘 2개, 접시, 미니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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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3. 붙인다, 스프레이
세트3는 스프레이로 그릴 수 있는 그림에 대한 도구로 구성해보았다. 다양한 스프레이와 오직 스프레이로만 그
릴 수 있는 3D 화판도 넣어놨다. 3D 화판이란, 풍선, 공, 접시, 종이컵등 다양한 재활용품을 말한다.
구성 : 마블스프레이 (금색, 검은색), 칼라텍스 스프레이, 크랙 스프레이, 신발 속, 공, 풍선, 색지, 미니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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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뉴얼북
과학완구를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하고 체험해볼 수 있게 직접 매뉴얼북, 사용설명서를 만들어보았다. 매뉴얼북
은 과학완구의 설명, 세트 1,2,3 , 사용방법, 적용된 과학원리, 작품예시로 이루어져있다. 다음은 매뉴얼북의 일
부를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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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등 교사를 위한 ICT 활용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강 남 화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nama.kang@knue.ac.kr), 배 주 영 , 이 화 연 , 이 창 현 , 이 은 경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가운데 ICT와 관련하여 최신 연구동향의 주요 이슈 및 현안을 주제로 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함으로써 학생 각자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도록 하여 학교
급별로 진로 탐색 및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스마트기기
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과학 교과의 학습뿐만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며 민주
시민이 가져야 할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각 교과별 수업과 바로 연계될 수
있으며, 현장의 교사들이 교재를 재구성하는 데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STEAM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ICT 관련 주제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각 개발하고, 학생용 활동지 및 교사용 지도 자료를 보급하고자 한다. ICT 기술과 STEAM 교육의 관련성 및
장점을 살리는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정하였다. 또한 학년간 및 학교 급 간에 맵을 구축하여 소리, 속력,
열 등 일치된 주제를 가지고 각 학년의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3-4학년군에 ‘소리’, 5-6학년군에 ‘속력’, 중학교 1-3학년군에‘속력’, ‘열’, 고등학교에 ‘신소재’,
‘에너지’ 등의 주제를 적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ICT 기술 및 기자재
를 소재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 교과의 학습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력 등 민주 시민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손쉽게 자료나 기자재를 구비하여 활
용할 수 있으며 학생이나 학교 환경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융합인재교육의 의의
를 제고할 수 있다. 학생이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과학, 수학 원리와 지식 습득과 탐구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실험을 구성할 것이다. 학교급간 맵 구축을 통해 ICT에 관련한 일관적인 주제 선정으로써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 급에 융합교육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핵심어 : ICT, 스마트기기, 소리, 속력, 열의 이동, 신소재,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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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환경」TEAM 프로그램 활용 융합적 환경 문제 해결 능력 신장
송 철 영 ( 횡 성 성 북 초 등 학 교 : andy-song@hanmail.net)

2012년 6월 유엔환경계획이 발간한 새로운 보고서는 전 세계가 식량생산을 지원하는 생태계 기반 유지 및 구
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생태계 기반들이 인간 활동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적인 차원의 식량안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생태계 기반의 위험 요소에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수자원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농외 생물 다양성 보장과 관
련한 수분 매개체의 감소는 인류가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심에 현화식물 수분의
90%이상을 담당하는 꿀벌이 있다. 최근 이러한 꿀벌의 개체 수 감소는 지구 온난화 및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 등
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환경문제는 개개인의 문제
가 아닌 인류 공동의 문제이며, 근대산업 문명의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
서도 환경생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환경생태 교육이 아동의 녹색성장 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자연에 대한 폭 넓은 관
심은 인간이 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자연물을 이용하거나 훼손하여 일방적으로
자연에게서 이로움을 받기 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건강하게 공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환경생태 교
육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이
해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자연과 생태 및 사회의 여러 현상들이 결부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ee+환경」 STEAM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하여 인류 식량 생산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 수분 매개체인 꿀벌에 대한 환경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도모하고자하였다. 현재 꿀벌을 통한 생태환경 교육은 일부 사설
농촌교육장을 통한 소규모의 체험 활동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나 시설운영, 교육과정의 개발도 원활하지 못
한 상황으로 대부분 연속성이 부족하여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꿀벌과 연계한 환경생태 프로그램 및 연구 논문,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본 연
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Bee+환경」STEAM 수업프로그램의 교
육기간을 20주 기간 동안 31차시에 걸쳐 주 2회, 1회당 1시간의 수업으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조는 '학
습목표 및 활동내용 제시' → '문제제기 및 상황제시를 통한 학습동기 부여' → '개념 이해 및 활동 방법 인지' →
'창의적 설계 활동' → ('가정과의 연계 및 과제 수행') → '감성적 체험'의 단계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Bee+환
경」STEAM 수업프로그램의 환경 교육적 효과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10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강원도 지역 초등학교 재학생 중 5~6학년 92명과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수업 및 워크샵을 진행한 후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의 성별은 여자 44명, 남자 48명이었으며, 5학년 56명, 6학년 36명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그렇다 39%, 그렇다 52%, 보통이다 9%로 조사되었으며, '프로그램 운
영 시간의 적당성'은 매우 그렇다 31%, 그렇다 39%, 보통이다 15%로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의 유익성'은 매우 그
렇다 23%, 그렇다 74%, 보통이다 3%로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 재참여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8%, 그렇다 29%, 보통이다 9%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수업으로 인하여 꿀벌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66%, 매우 그렇다 16%, 보통이다 14%로 대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92명 중에서 이 프로그램 이전에 '환경생태
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5명, '환경생태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
답한 학생은 61명, 나머지 6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있다'라고 응답한 2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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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업내용 28%, 수업진행방법 32%, 수업활동24%, 수업교구 8%, 진행교사
4%, 기타 4%로 응답하였다. 6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전문가와 협력으로 진행한 벌 생태 탐구활동 '신비
로운 벌'이 57%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적용한 대상을 일반 학급집단과 동아리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해 봤을 때, 동아리 집단의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및 ‘유익성’이 각각 29%, 26% 높게 나타났다. 「Bee+
환경」프로그램 소개 워크샵 참여한 교사 20명의 ‘프로그램 내용 구성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 15%, 그렇다
75%, 보통이다 10%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은 매우 그렇다 25%, 그렇다 50%, 보통이다 25%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 꿀벌을 매개로 한 환경교육에 있어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보
편적인 환경교육에 비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 6개의 프로그램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
는 것이 학생들의 태도 및 인식변화에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학생과 교사간의 친밀성이나 지적 교류, 기
술 습득과 더불어 토론이나 발표력 역시 시간(주차)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져 단편적 프로그램과는 매우 차별화된
효과를 보였으며, 학교에서 진행하기에도 주·시간 등의 조건이 매우 적합하여 사회나 학교의 장소적 제약이 없는
지속적 환경생태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연구·제시
된 환경생태 교육프로그램이 앞으로 환경생태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환경생태 교육의 영역확대 및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핵심어 : 꿀벌, 환경교육, 생태,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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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기반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교육
최 정 훈 (한 양 대 학 교 : jhchoi@hanyang.ac.kr)

최근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창조 경제를 구현을
위한 인재와 인프라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창조 경제를 위해서는 진보적이고 창조적 사고로 무
에서 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

와 함께 융합적 사고 능력, 미래를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글로벌 활동하고 기여하는 리더로서의 소양과
능력, 빠른 과학기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인재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질적이고 원활한 창조 경제 수행을 위해서는 이런 요소를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한다는 것은 필수적 요건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 교육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으로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다. 그런데
새롭개 추진되고 있는 STEAM 교육 모델은 미래 창조사회에 대비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철학에 기반하여 설
계되었기 때문에,

현재 창조 경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가 갖추어야 모든 핵심적 요소가 이미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창조 경제에서 요구되는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소양과 STEAM 교육과의 연계성과 이들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예시를 통하여 설명되어 질 것이다.
＊핵심어 : 창조경제, 기업가 정신, 융합적 사고, 미래 예측, 글로벌 리더, STEAM교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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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매체를 이용한 융합형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
김 은 형 (대 덕 전 자 기 계 고 등 학 교 : memi2733@hanmail.net)

1. 연 구 개 발 배 경 및 목 적
중도탈락률과 학교폭력 등 문제가 심각한 본교에서의 융합교육 방법론은 창의적인 인재육성만이 아닌, 생활지도
및 폭력예방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필연적인 교육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연 구 과 정 및 내 용
⑴ 담론 구성
융합적 관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
고의 도구로서의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개념과 이론을 이해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어, 과학,
수학, 역사, 음악 등의 텍스트를 학습자 들이 읽고 쓰는 방법을 창의적 사고력 증진과 연계하여 적용함으로 교사
연구회 뿐만아니라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STEAM방법론의 유의미성에 대한 담론을 구성했다.
⑵ 체험과 기록
카메라와 사진의 인문학적 기능을 이용하여 전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체험수업을 진행하고 통합적인 관점의
STEAM 방법론이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비평하는 데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학습자들에게 직접 체험시
키며 그 교육의 효과를 기록 했다.
⑶ 시각적 의사소통을 통한 생활지도
제도교육 내에서 사회문화와 개인의 성찰이라는 융합 교육의 목표를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과정에 코드화 시키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각문화 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효용성을 시범수업을 통해 확인하고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⑷ 다원화된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
기존 교육의 영역 속에 새로운 STEAM방법교육의 방법론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가들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의 방법론 및 문화의 생산자로서의 학습자들이 재규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시켰다.
특히 문화예술교육분야의 전문가들의 모니터링 및 자 문을 바탕으로발전을 꾀했다.
⑸ 교사 재교육
학교현장 각 분 야에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문화예술교육을 접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교사들을 협업 연구나
토론회와 공개수업 등의 기회를 통해 재교육하여 공교육 과정에서 STEAM교육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직접 실행
할 수 있도록 했다.
⑹ 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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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개하여 STEAM방법론의 교육적 가치 및 문화예술발전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
화의 계기를 마련했다.프로그램 자신의 보는 방식을 성찰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문화를 새
롭게 이해하고 비평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세상을 인식할 때는 언제나 재현의 창이 개입됨을 이해했다. 능동
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었다. 시각 이미지를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3. 연 구 의 효 과 와 의 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융합적인 아이디어와 사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시각에 따라 사고
의 관점이 달라져서 정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핵심어 : 사진. 카메라. 융합. 인문학. 시각. 리터러시. 문화비평. 새로운 사고, 다시 생각하기.예술,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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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STEAMER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 정 묘 (전 곡 초 등 학 교 : myomyo1@hanmail.net)

과학 기술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서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학적 핵심 역량은 무
엇일까? 바로 과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STEAM 프로그램에서 제시되지 않은 과학책 읽기(Non-fiction 독서) 및 과학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 STEAMER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STEAM 준거 틀에 독서(Reading), 과학 글쓰기(Essay)를 융합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한 주제 중
심의 STEAMER 프로그램을 구안 및 적용하였다.
또한 과학 교육 및 공학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 STEAM을 처음 접하는 교사들도 각 교과 시간의 통합을 통해
적용 가능한 각 학년 군별(1∼2학년, 3∼4학년, 5∼6학년군) STEAMER 프로그램을 제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과학 기술에 흥미는 있으나 과학 기술 관련 직업에 관심이 적었던 성적 상위권 학생들
이 과학 기술 관련 직업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의 과학과 정의적 능력에 해당하는 호기심, 질문, 설명시도 능력, 개방성, 남과의 의사소통능력, 정보 수
집능력, 발포 능력, 이질 집단에서의 협동력이 신장되었으며 과학과 글쓰기 결과물 분석 결과 과학적 문제 해결력
및 과학적 근거의 타당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초등 교육에서도 STEAM 교육을 위한 과학 글쓰
기 및 non-fiction 도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길 바란다.
＊핵심어 : 과학적 의사소통, 과학과 정의적 능력, 과학 글쓰기, Non-fiction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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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동아리 운영 사례와 교육적 효과 - C 중학교를 중심으로 김 현 정 (천 안 봉 서 중 학 교 : khjtech@hanmail.net), 김 영 민 , 김 기 수

이 연구는 C 중학교에서 2011년부터 시행해온‘STEAM 동아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C 중학교 STEAM 동아리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과학 및 기술교과 자기효능감과 공학 태도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 중학교에서는 STEAM 동아리 운영을 2011년에는‘항공’주제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2012년에는 "지
구사진 촬영“ 프로그램 운영, 2013년에는 외부 체험학습과 ”감성공학“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했다.
둘째, STEAM 동아리에 참가한 학생들은 과학 및 기술교과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와 공학 태도 측정 도구를 활
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한 결과, 과학 및 기술 교과 자기효능감과 공학 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STEAM 동아리 활동이 중학생의 과학 및 기술교과 자기효능감과 공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이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핵심어 : 중학교, STEAM,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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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 대학생의 STEAM 교양과목 운영 사례
김 진 수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jskim@knue.ac.kr), 김 방 희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1. 서 론
2011년 STEAM 교육 정책이 도입된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STEAM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수행되었다. STEAM 교육 현장 정착을 위해 STEAM 리더 스쿨을 운영하고,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연구회 등을 통해 STEAM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STEM/STEAM 교육에 대
한 인식을 분석한 선행 연구(손연아 외, 2012; 신영준 외, 2011; 이동윤 외, 2011; 이효녕 외 2012)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현직 교사들은 STEAM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 이는 STEAM 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폭넓게 전파하여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 STEAM 교육의 저변확
대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K-12 STEM 교육 개혁을 통해 STEM 전문가 집단은 교육자로서 핵심 자원으로 간주하고 우수한
STEAM 교사 양성을 위해 STEM 전공 학위과정, UTeach 프로그램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STEM 교육
수행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몇몇 대학에서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석사 과정으로 융합인재교육전
공 또는 융합영재교육전공을 신설하여 STEAM 교육을 재교육하는 차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STEM 교육 정책에 있어서 교사에 관련된 정책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교사 양
성 프로그램이 UTeach이다(김진수, 2012). UTeach는 STEM 분야에서 교육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1997년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시작하였다. 수학과 과학 전공자를 모집하여 STEM 전공과 STEM에 특화
된 교육학적 측면에서 교사들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교육학과와 STEM 학과를 접목하여 학생들이 4년
안에 STEM 과목과 교육학 학위를 모두 취득해야 하며, 멘토들이 STEM에 특화된 교육학을 지도하게 되어있다.
학위 취득 5년 후에도 UTeach 졸업생들의 82%가 교육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60% 미만인 국가 전체 유지
율 보다 성과가 우수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UTech는

미국내

21개

대학이

도입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4,500명 이상의 STEM 교사를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Sanders(2006)는 STEM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시하면서 STEM 교육 지원을 대학원 프로
그램이 제공해야할 당위성과 STEM 교육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언
급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버지니아텍 기술교육과에 STEM 교육전공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었다.
STEM

관련 진로 선택에 흥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STEM 교사는 수학, 과학, 기술에 흥

미를 갖게 하고, 학습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2010년 현재 K-12 공립학교에
서 STEM교사는 대략

47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우수한 STEM 교사는 매우 부족하고, 수학 과학 교사 중 25%

만이 STEM 전문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실정이다. 우수한 STEM 교사는 STEM 분야의 전문 지식과 교육학적
지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러한 능력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우수한
STEM 교사 양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융합영재교육 전공은 영재교사 및 영재교육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2013
년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1년간 29명(1학기 15명, 2학기 14명)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영
재, 융합영재에 대한 이해, 영재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영재 이론과 영재교육방법에 대해 연구와 다양한 영
역의 영재교육과 융합영재교육방법 및 평가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 영재교사 및 실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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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대학원생들이 영재교육 전문 영역에서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영재교육과 융합영재교육의 교과목을 여러 형태의 교수방법을 통해 개설하여 원
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실습 및 해외 영재교육 현장연구 과목을 개설하여 국내외의 영재교육기
관 등을 방문하고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 2011년 11월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융합인재교육전공을 신설하여 초등교육에서의 융합
인재교육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개설 과목으로는 융합인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제품으로부터의 융합교육, 수학
융합교육, 수학 밖 수학풍경, 정보기술융합교육, 로봇융합교육, 발명과 특허교육, 창의공학설계, 첨단과학기술과
미래융합교육, 융합적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교육, 예술과학융합, 창의성과 사고의 시각화, 융합영재교육, 인지학
에 기초한 융합교육, 슈터이너 철학과 융합교육, 스포츠과학융합, 레크리에이션과 융합교육, 학교 밖 융합교육, 디
지털 스토리텔링, 에듀테인먼트, 뇌기반 융합교육,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융합교육 연구방법론의 총 23개 교과목
으로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남대의 융합인재교육원은 취업지원을 목표로 추구하는 융합인재의 방향은 문·이과 학문 간의 통합
을 가리키는 ‘통섭’과는 차별화된다. 기초적인 전공 실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교양, 커뮤니케이션(표현) 능력, 외
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이에 따라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내세우는 취업전략
은 단과대학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해 학생들이 지닌 역량을 시스템화하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과정의 교육은 창의적 융합인재교육을 선도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신설되어 전문성 함양
을 위한 재교육기관으로 STEAM 교육 활성 측면에서는 선발 대상 및 교육과정 운영상에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STEAM 관련 연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STEAM 교
육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과목 운영은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STEAM 교육 정착
을 이끌어 내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STEAM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직 교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연수 시스템의 적용도 중요
하나, 근본적으로는 추후 교육현장의 핵심이 되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STEAM 교수 역량을 지닌 예비 교사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
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교사 대상의 ‘STEAM 융합교육’교양 과목의 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STEAM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24 2013 융합인재교육 STEAM 학술대회

2. 한 국 교 원 대 ‘ STEAM 융 합 교 육 ’ 운 영 사 례
⑴ 교과목 개설의 목적
STEAM 교육은 2011년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초중등교육
을 위하여 2005년부터 STEM 교육이 본격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STEAM 교육은 과학기술, 인문학, 예술 분야
를 이해할 수 있는 융합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초중등학교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시작된 것이다. STEAM 교
육을 하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고 융합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게 된다. STEAM 교육은 교과, 창의
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비형식적 교육의 수업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STEAM 교육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책에 따라 현장의 교사들은 STEAM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STEAM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하고 있으나 연수 프로그램의 부족, 학교업무의
과다 등으로 인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과목을 통하여 초·중등학교 예비교사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과목 또는 내용 요소를 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⑵ 교과목 개설 및 운영
한국교원대학교에서는 2012년 7월 산학협력단 부설 ‘STEAM 융합교육센터(소장: 김진수 교수)’를 설립하고
센터 소속 교수진을 활용하여 예비교사들의 STEAM 교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양필수 과목으로 ‘STEAM 융
합교육’과목을 개설하였다.
STEAM 융합교육센터는 2010년 3월 국내 최초로 한국교원대학교에 설립된 STEM 융합교육센터를 교육과학기
술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흐름에 맞춰 확대 개편한 것으로 산학협력 MOU 체결, 단행본 저서 출간,
STEAM 교육 관련 각종 연구 프로젝트 수행, 수차례의 연수 및 강연을 통해 STEAM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표 1>은 STEAM 융합교육센터에 소속된 교수진이다.
<표 1> 한국교원대 STEAM 융합교육센터 소속 교수진
교

과

과 학

전

공

소속 교수명

인

원 (명 )

물리교육

강남화, 김중복

2

화학교육

강성주, 박용남, 최병순

3

생물교육

이길재

1

지구과학교육

김정률, 손정주, 위수민

3

기 술

기술교육

김진수, 이경택, 이용진

3

공 학

컴퓨터교육

송기상, 이영준, 이태욱

3

지리교육

김영훈

1

역사교육

송호정

1

음악교육

민경훈

1

국어교육

박영민, 오윤선

2

미술교육(초등미술 포함)

박은덕, 이재영, 최정아

3

가정교육

채정현

1

환경교육

문윤섭

1

수학교육(초등수학 포함)

류희찬, 이광호

2

초등교육

강충열, 정광순

2

교육학과

김현진

1

예 술

수 학
기초교육

유아교육

조부경
총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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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TEAM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 중인 30명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대학과정에서의 STEAM
교육 운영을 위한 인적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또한 소속 연구진들의 전공이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
구과학), 기술, 공학(컴퓨터), 예술(지리, 역사, 음악, 국어, 미술, 가정 환경), 수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
으며, 유․초․중등 모두 포함하여 수업 내용적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STEAM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
교양교육은 건강한 신체와 성숙한 인격의 바탕 위에 풍부한 소양과 건전한 상식을 길러 교양인으로서 일상의
삶을 만족스럽게 영위해 나가며 학문에 대한 탐구력을 키워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인물의 모범이 되는 동시, 타인
을 이해하고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는 교양과정을 청람비전(교사교양), 청람중점(리더십, 인성, 국제화), 청람일반 3가지 영역으
로 편성하였으며, STEAM 융합교육 교과목은 <표 2>와 같이 청람비전(교양필수) 영역의 3학점 과정으로 교사 기
초 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 교사 교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STEAM 융합교육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STEAM
교육을 지도하는 능력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창의적 자질을 형성하는데 바탕이 된다.
<표 2> 한국교원대 청람비전(교양필수) 교과목 세부 내용
영

역

청람비전

세부구분

이수학점

이수기준

해당과목

교사교양

3

P/F

- 청람어울림 특강
- STEAM 융합교육

STEAM 교육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이론, 철학 및 수업 방법론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교육 현장
에서의 STEAM 교육 적용에 필요한 자질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의 전공을 고려하여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과 기반의 다양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활동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2013년 1학기에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 16개 전공 예비 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이 되었으며, 2
학기(현재) 192명이 수강 중에 있어 개설 이후 2개 학기 동안 한국교원대학교 총 432명이‘STEAM 융합교육’
과목을 수강하여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STEAM 교수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
주. 교과목은 가나다 순임

<표 3> 2013 1학기‘STEAM 융합교육’수강생 현황
학년 가정 국어 기술 독어 물리 미술 불어 생물 역사 영어 유아 음악
1

1

37

2

18

11

20

9

4

2

3

18

20

2

4

1

1

1

4

5

4

1

계

2

2

1
37

28

지구
컴퓨
지리 초등
화학 환경
과학
터

4

27

1

20

24

4

1

6

16

1

1

2

1

8

2

1

19
4

1

3

13

1

4

1

계

9

18

7
9
5

24

6

2

3

5

3

32

7

5

7

23

5
2

1

19

1

5

1

240

주. 교과목은 가나다 순임

일반 지구
컴퓨
지리 체육 초등
화학 환경
사회 과학
터
21
1

1
21

18

7

1

11

14

30

1

1

189
16

<표 4> 2013 2학기‘STEAM 융합교육’수강생 현황
학년 교육 기술 물리 미술 불어 생물 역사 영어 유아 윤리 음악

19

9

1
11

2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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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2

5

22

4

계
104

1

32

13

51

3
26

계

5
11

7

2

14

1

192

2013년 강좌 개설 후 신입생(1학년) 약 580명 중 293명(50%)이 수강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STEAM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STEAM 융합교육 교과목의 수강생은 1학년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이는 관련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학년에서의 연계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3, 4학년에서 실시 중인 교육실습에서 현장에 예비적용해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STEAM 융합교육센터 주관 하에 추후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과목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체계
를 구축하여 노력하고 있다.
⑶ 교과목 강의 내용
강좌의 교재는 STEAM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강의하기 위해 STEAM 교육론(저자 : 김진수)을 주교재로
하고, 수강생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STEAM 교육 유형의 수업자료로 제작된 부교재를 사용하였다.
<그림 1>‘STEAM 융합교육’교양과목 교재

주교재

부교재

과목의 수업 내용은 STEAM 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론 강의를 포함하여 기술중심의 T-STEAM, 공학중심의
E-STEAM, 과학중심의 S-STEAM, 예술중심의 A-STEAM, 지리중심의 G-STEAM의 5개 영역이다. 운영 방법
은 여러 전공의 예비 교사들이 추후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STEAM 프로그램을 경
험하도록 하기 위해 STEAM 관련 교과 5명의 교수들이 각 프로그램 당 3차시로 팀티칭(team-teaching) 강의를
하고 있다.
기술중심의 T-STEAM 프로그램에서는 STEAM 교육의 전반적인 이론을 알아보는 개론 강의롤 바탕으로 스티
로폼 비행기 만들기 활동을 통해 과학, 공학, 예술, 수학 교과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예술중심의 A-STEAM 프로그램에서는 예술의 가치와 융합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미술 연계 프로
젝트 방안을 모색해보는 STEAM 교육 사례를 탐구하는 활동을 연계하여 예술 교육 중심의 STEAM 교육이 어떻
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의 구조물에 대한 재해석 및 새로운 융합 아이디
어 도출을 통해 인문학적 가치를 고려한 실생활 활용 방법을 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지리중심의 G-STEAM에서는 ArcGIS 프로그램과 Google Earth를 활용하여 주제도 및 사용자 중심의 지도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컴퓨터 활용 기술, 정보의 가공 등에 대한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학중심의 E-STEAM 프로그램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코크리켓의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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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운영하였다.
과학중심의 S-STEAM 프로그램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천문학을 알
아보고 첨문 관측 첨단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SMART 교육을 접목하여 스마트폰 활용하여 STEAM
교육 구현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1> STEAM 융합교육 교과목의 수업내용
주

수업 내용

담당 교수

1

기술중심 STEAM 교육

김진수

STEAM 교육 개론 1

2

〃

〃

STEAM 교육 개론 2

3

〃

〃

스티로폼 비행기 만들기 STEAM 프로그램

4

지리중심 STEAM 교육

김영훈

지리와 STEAM 교육

5

주

제

현대 사회에서의 공간문제와 해결 방안

6

〃

〃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한 STEAM 이해

7

공학중심 STEAM 교육

이태욱

STEAM 교육에서의 공학의 의미

8

〃

〃

STEAM 교육과 관련된 창의성과 인성

9

〃

〃

피코 크리켓 활용 로봇 만들기

10

예술중심 STEAM 교육

이재영

예술의 가치와 융합

11

〃

〃

A-STEAM과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

12

〃

〃

A-STEAM 사례 탐구
(인문학적 가치가 반영된 A-STEAM 융합 아이디어)

13

과학중심 STEAM 교육

손정주

인간과 우주

14

〃

〃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천문학(천문 관측과 첨단 기술)

15

〃

〃

S-STEAM 교육과 SMART 교육

3. 결 론 및 제 언
STEAM 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한국
교원대학교에서는‘STEAM 융합교육’교양과목을 개설하고 2개 학기동안 4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수업
후 몇몇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응답을 들어본 결과 STEAM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수업이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강좌의 운영에 대한 결론과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한국교원대학교 STEAM 융합교육 강좌는 예비교사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추후 교육현장에서
발휘할 STEAM 교육 역량을 도모하는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미래 교육현장에
투입될 예비교사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수업이 운영된다면 STEAM 교육 관련
수업을 받은 예비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STEAM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STEAM 교육 저
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현장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TEAM 관련 교과목 수강 후 예비교사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STEAM 교육의 방향성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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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육정책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발전을 위해 현직교사의 재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연수 등이 필요하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예비교사의 STEAM 교육 역량을 제고하여 교육현장에 투입됨과 동시에
STEAM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예비 교사 대상의 학부
과정 STEAM 교과목 운영뿐만 아니라 기존에 몇몇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STEAM 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운영
등을 통해 STEAM 관련 교육을 보다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1)

1) 김진수(2007). 기술교육의 새로운 통합교육 방법인 STEM 교육의 탐색. 한국기술교육학회지, 7(3), 1-29.
2) 김진수(2011). STEAM 교육의 큐빅 모형,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1(2), 124-139.
3) 김진수(2012). STEAM 교육론. 양서원.
4) 손연아, 정시인, 권슬기, 김희원, 김동렬(2012). STEAM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인식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3(1), 255-284.
5) 신영준, 한선관(2011). 초등학교 교사들의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인식 연구. 초등과학교육, 30(4), 514-523.
6) 이동윤, 김기수, 이창훈(2011). STEM 교육에 대한 기술교사의 인식과 요구.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1(2), 159-180.
7) 이춘식(2012). 미국 STEM 교육의 최신 동향과 딜레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4), 101-122.
8) 이효녕, 손동일, 권혁수, 박경숙, 한인기, 정현일, 이성수, 오희진, 남정철, 오영재, 방성혜, 서보현(2012). 통합 STEM 교육에 대한 중
등 교사의 인식과 요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1), 30-45.
9) 한혜숙, 이화정(2012). STEAM 교육을 실행한 교사들의 STEAM 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3),
573-603.
10) Sanders, M. (2006). A rationale for new approaches to STEM education and STEM education graduate program. 93rd
Mississippi valley technology teacher education conference, Nashville, TN, (Nov. 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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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聞․雜誌․名畵를 활용한 단계적 접근방법에 의한
융합형 교수·학습 설계 연구
남 주 헌 (창 의 인 성 교 육 문 화 협 회 : powernam@hanmail.net)

1. 硏 究 目 的
학습자에게 교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수용하는 ‘지식 수용자 교육’에서 미래 교육은 학습자를 보
다 능동적인‘지식의 생성자’로 이끄는 창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즐겁게 공부
하고 동기유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도 방법 개발과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융합교육(STEAM) 교수-학습 모델
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硏究 方向은 新聞․雜誌․名畵 등 일상생활 소재를 통해 융합교육(STEAM) 요소를 발굴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면서 지식 및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고,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창의적이며 종합적인 사고
와 인문학적 지식을 갖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과 공학적인 요소를 이해하며, 예술적 감성이 자연스럽게 체화
할 수 있는 모델 구축을 연구 목표로 한다.
교수-학습 모델을 통해 학습자는 단편적 교과 수업에서 벗어나 좋은 글 좋은 그림을 반복적으로 스크랩하면서
좋은 습성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진로탐색과 설계가 가능하며,
학습 결과물을 발표·토론·전시하면서 성취감, 자존감 및 리더십이 향상됨과 더불어 문제를 재발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2. 硏 究 方 法
硏究 方法은 1단계, 학습자가 생각 열기와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2단계, 창의적 설계와 감
성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제기 및 해결 단계를 거쳐 3단계, 토론 및 발표를 적용하는 수행단계로 연구방법을
진행한다. 구체적 접근방법은 新聞․雜誌․名畵를 통해 읽고·보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스케치하고 만들면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 및 예술적 감성을 익히게 하고, 수행단계에서 성취감 및 한계와 문제점을 재인식 할 수 있
게 교수-학습 설계를 연구한다.
연구방법 1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생각 열기와 동기 유발로 신문기사, 논설, 칼럼을 통해 읽고 쓰면서 단어·외
래어·약어를 정리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도출해 기사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감성을 글을 정리하고 이미지를 만들
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학습 과정 중에 중요한 단어는 크고 진하게 시각화하고 비중이 약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게 표시하면서 시각적으로 체계화와 예술적 감각을 익힐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감성적 활동
과 더불어 어휘력 향상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2단계에서는 스스로 문제 제시와 해결하기 위한 설계 과정이다. 여기서는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문제 해결과정에서 과학적 지식과 공간 지각 능력 기르기, 공학적 설계와 기술적으로
만들기, 예술성을 비롯한 수학적 해석, 기타 사례를 통한 인성교육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수업 내용 및 학습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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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STEAM)에 맞게 교수-학습 설계를 연구한다.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에서는 부분적 요소를 이해하고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확산적 사고와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맵화하면서 공간 감각을 넓힐 수 있게 한다.
부분이 전체화되고 전체가 부분이 되면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며 또 다른 문제 인식을 갖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
를 연구한다. 3단계로 수행단계에서는 결과물에 대한 자신의 성취감과 존재감을 향상시켜 주기주도학습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설계와 결과물에 대한 발표 및 자료 정리 프로세스를 연구한다.

3. 硏 究 結 果
창의적이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3단계 교수-학습방법 모델은 일상생활 소재와 눈높이에서 진로탐색과 설계
과정이 함께 한다. 신문기사나 칼럼을 읽으면서 단계적 학습으로 재미와 호기심과 더불어 몰입할 수 있고 논리적
이고 체계적 사고를 체험하며 STEAM 요소를 체화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게 한다.
생각 열기로 단어정리를 통해 국어·영어·한자 등 어휘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Step by Step 단계를 거치면서
학습자는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자극 해 동기유발 및 지속적 학습을 가능하
게 한다. 이를 통해 지식의 축적과 더불어 진로 탐색과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어 학습자의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문제제기와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확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텍스트를 시각화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과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 과정에
서 집중력과 분석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고, 사고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시각화 하면서 조화, 균형 및 어울
림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으로 과학·공학·기술적 요소 이해와 체험을 통해 융합
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전시·발표·토론 평가와 같은 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어 기획과 연
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계와 문제점을 스스로 재발견 할 수 있어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어 지속성을 갖게 한다.
＊핵심어 : 확산적 사고, 단계적 접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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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육의 정규 교과 과정 연계를 위한 제안
* 조 수 남 (고 등 과 학 원 : sunamcho@gmail.com)

최근 STEAM 교육에 대한 관심 속에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실제 정규 교
과 과정과는 유리된 채 방과후학교용 컨텐츠로만 활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융합 컨텐츠를 제안하기 위해 정규 수학 교과 과정 중 기하 단원에 포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
학과 천문학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학교 교과 과정의
삼각비나 원의 성질,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삼각함수 단원의 내용들이 상당수 고대 그리스의 독특한 천문
학 구조 속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천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들이었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수학 교과 과정의 내용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으며, 그것이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
니는지를 논할 것이다. 진정한 융합 교육은 정규 교과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
과정 구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핵심어 : 삼각비, 원의 성질, 삼각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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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육의 대학 적용 사례 (신소재 분야)
정 익 수 (목 원 대 학 교 : ischung@mokwon.ac.kr)

창의교육을 국가발전및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융합교육(STEAM)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STEAM 교육을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 현재 STEAM 적용사례들은 주
로 초등 중고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 교육을 중시하는 대학교육에서의 STEAM 적용은 초중등
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띄고있다. 이에 신소재 공학을 중심으로 STEAM의 적용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STEAM의
대학 적용문제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핵심어 : STEAM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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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에서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을 통한 STEAM
안 대 영 (진 천 여 자 중 학 교 : eexcell@naver.com)
프랙탈은 수학과 자연에서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에서 STEAM요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랙탈은 기본적으로 미술적인요소가 있다. 프랙탈을 예술로 표현하는데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 프랙탈과 카
오스를 체험하면서 느낀을 글로 쓰는 활도을 한다. 프래탈 이론은 자기닮음에 관한 탐구이다. 수의 기본적인 연산
이 프랙탈을 이룬다. 프랙탈이론은 수의 기본적인 연산에서 나타난다. 수를 이루는 기본적인 특성이며, 자연의 근
원적인 특성을 접근하는 학문이다. 수학의 기본적인 특성은 예술의 근원이다. 예술에서 수학을 찾거나, 수학에서
예술을 찾는 활동 보다는 수학 자체를 예술로 볼 수 있는 것이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이다. 수학을 미술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학도구구가 필요하다. 주로 엑셀을 사용한다.
카오스 이론은 자연의 거친질서에 관심을 가진다. 카오스이론은 경제학, 복잡계, 카오스 심리학, 영화 등 다양
한 분야와 관련짓고 있다. 창의 융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모두가 융합을 지향하고, 융합을 이론화 시키고 달
려갈 때, 융합의 길을 가는 것이 창의적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융합이면서 융합의 틀에 갖히지 않는 이론으로서
프랙탈가 카오스이론을 접근다.
교육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용어는 융합, 창의성, 소통,

공감,

디자인, 인성, 감성등의 용어다. 프랙탈과 카오스이론을 영재고등학생, 영재원 중학생에게서 수업하면서 이러한 요
소들에 대한 예를 설명하고자 한다.
융합(STEAM) 교육에 대해 과학, 기술교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융합교육속에서 수
학의 위치다. 융합교육속에서 나타나는 수학은 단순한 수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융합이란 형식과 틀을 만들기
전에 수학 안에서 융합을 탐구하게 되었다.
＊핵심어 : 수학교육에서 융합

1. 서 론
프랙탈은 수학과 자연에서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에서 STEAM요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
랙탈은 기본적으로 미술적인요소가 있다. 프랙탈을 예술로 표현하는 데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 프랙탈과 카오
스를 체험하면서 느낀을 글로 쓰는 활동을 한다.
프래탈 이론은 자기닮음에 관한 탐구이다. 수의 기본적인 연산이 프랙탈을 이룬다. 프랙탈이론은 수의 기본적인
연산에서 나타난다. 수를 이루는 기본적인 특성이며, 자연의 근원적인 특성을 접근하는 학문이다. 수학의 기본적
인 특성은 예술의 근원이다. 예술에서 수학을 찾거나, 수학에서 예술을 찾는 활동 보다는 수학 자체를 예술로 볼
수 있는 것이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이다. 수학을 미술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학도구가 필요하다. 주로 엑
셀을 사용한다.
카오스 이론은 자연의 거친질서에 관심을 가진다. 카오스이론은 경제학, 복잡계, 카오스 심리학, 영화 등 다양
한 분야와 관련짓고 있다.

창의 융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모두가 융합을 지향하고, 융합을 이론화 시키고

달려갈 때, 융합의 길을 가는 것이 창의적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융합이면서 융합의 틀에 갖히지 않는 이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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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프랙탈가 카오스이론을 접근다.
교육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용어는 융합, 창의성, 소통,

공감,

디자인, 인성, 감성 등의 용어다. 프랙탈과 카오스이론을 영재고등학생, 영재원 중학생에게서 수업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예를 설명하고자 한다.
융합(STEAM) 교육에 대해 과학, 기술교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융합교육 속에서 수
학의 위치다. 융합교육 속에서 나타나는 수학은 단순한 수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융합이란 형식과 틀을 만들기
전에 수학 안에서 융합을 탐구하게 되었다.

2. 본 론
1) 프랙탈 도형만들기
⑴ 덧셈으로 만드는 시어핀스키 카펫
프랙탈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세수의 합을 이용하고 3으로 나눈 나머지 결과이다. 나머지가 0이 아
닌 수에 색을 칠하였다. 시어핀스키 카펫이 나타난다. D13셀은 C13+D12+C12의 값을 구한 후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수에 색칠하였다. 색칠은 엑셀의 조건부 서식을 이용한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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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카오스게임으로 만드는 시어핀스키 카펫
카오스 게임을 이용하여 시어핀스키 카펫을 만드는 방법이다. 8개의 점을 정하고 카오스게임을 실시한 결과이
다. 8개의 점은 사각형의 각 꼭지점에 4개, 각 변의 중점에 4개 이다. 카오스 게임은 사각형안의 임의의 점에서
출발한다.
<그림 2>

⑶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를 이용하여 시어핀스키 카펫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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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그림4>는 L-system을 이용하여 프랙탈 도형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림 4> L-system

⑹ 행렬의 곱을 이용한 프랙탈 도형 만들기
<그림 5>

2) 프랙탈 수업에서 글쓰기
⑴ 프랙탈 도형에서의 소감
프랙탈 도형을 만들고 학생들의 소감을 글로 표현하였다. 수학을 만드는 즐거움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느낀 감정이 감성이고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한다. 중1 영재원에서 프랙탈 수업중 이동경 학생이 만든 프랙탈과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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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는 다양한 패턴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프랙탈이다. 이번 수업 때는 컴퓨터를 이용한 프랙탈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액셀을 이용해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스스로 프랙탈을 만들 수 있었고, 만델브로 집합도
볼 수 있어 매우 신비로웠다.
액셀로는 테셀레이션, 프랙탈, 수 프랙탈을 만들었다.
테셀레이션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각 셀에 원하는 색을 넣고
그것을 블럭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었다. 간단했던 만큼 테셀레이션을 두 개 만들어 보았다.
프랙탈은 이번 수업 때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이었는데, 막연히 도형을 그리기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림자
를 넣고, 네온, 입체 등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어 좋았다. 처음에는 기본을 익히기 위해 간단한 정삼각형을 이용
했고, 그 다음에는 하트를 이용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빨간색 효과도 주었다. 그 다음에는 눈송이 만들기에 도전
했는데, 나는 육각형을 이용했다. 육각형을 회전시켜 복사하고 그것의 크기를 50%로 줄인 다음 프랙탈로 만들어
갔다. 처음엔 눈송이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진한 하늘색과 하늘색 네온, 그리고 그림자 등을 강하게 사용하니 내
가 만들었지만 꽤 눈송이 같아 보여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하나 더 만들어보고 싶어서 일곱개 포인트가 달린 별
을 이용해서 눈송이를 하나 더 만들었다. 내가 한 결과를 보니 매우 뿌듯했다.
수 프랙탈을 이번 수업 때 가장 신기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했다. 그러다가 헷갈리기도 했지만, 그런 것은 선생님께서 바로잡아 주셨고, 셀 하나에 적힌 숫자를 바꿀 때
마다 변하는 프랙탈을 볼 수 있어 내게는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었다. 결론적으로, 프랙탈 수업은 매우 유익했던
수업이었고, 다음에 부산으로 돌아가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

3) 세수의 합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아래 그림은 세수의 합을 나타내고 9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의 첫 번째이다.
1단 계

2단 계

3단 계

4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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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덧셈프랙탈
덧셈 프랙탈에서 다음 단계는 이전 단계를 유지한다. 비어 있는 부분은 이전단계로 채운다.
1단 계

2단 계

3단 계

5) 프랙탈 도시 만들기
미술교사, 기술교사와 함께 융합 수업을 하였다.
⑴ 단계별 프랙탈
① 1,2,3 단계의 프랙탈을 나타내고 있다.
② A1에서 C3에 1이 입력되어 있다. B2셀은 0이 입력되어 있다.

⑵ 학생들의 활동과 소감
미술과 수학을 융합시킨 수업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학생의 소감이다.
초반에 수학과 미술이 융합되었다는 것을 듣고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선생님들과의 수업을
통해 수학과 미술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빈치 B반 수업은 수학이 미술에 쓰인 자료들과
설명들 미술에 수학을 쓴 화가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으로 전보다 한층 더 쉽게 이해하게 되었고
미술에 있어서 수학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미술과 수학의 관련성을 알게 되고 나서 프랙탈
이 무엇이고 엑셀을 통해 몸소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수업을 받기 전에는 난 프렉탈이 뭔지 잘 알지
도 못했고 그냥 단순히 도형을 일컫는 말인줄 만 알았는데 수업을 받고 나서 프랙탈에 쉽게 접근해보고 엑셀로
여러가지 프렉탈을 이용한 체험을 해볼수 있어서 재미도 있고 흥미로운 활동을 하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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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학으로 디자인하기
엑셀의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자인하기 이다. And 는 이진비트 함수이다.
Sub bin_sip1()
Cells.Interior.ColorIndex = xlNone
Const xchade = 250
Const ychade = 250
Dim x, y
For x = 1 To xchade
For y = 1 To ychade
If (x + y / x * y And 48) = 0 Then
ActiveSheet.Cells(x, y).Interior.ColorIndex = 5
End If
Next
Next
End Sub
프로그램의 실행결과이다.

7) 진수를 이용한 행렬의 곱
① 7진 수 2의 배 수

② 7진 수 3의 배 수

③ 7진 수 5의 배 수

④ 7진 수 6의 배 수

8) 일차변환과 프랙탈도시 만들기
일차변환을 이용하여 다양한 나무, 무궁화, 새 등의 프랙탈 도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예를 제시한다. 일차변
환, 합성변환을 이해하고 프랙탈 도형을 만들어 본다.
좌표평면 위의 점  )가 점 ′ ′ 에 대응되는 변환      → ′  ′  에서 ′  ′ 가 상수항이 없
는   에 대한 일차식
′     인 관계가 성립할 때,
′    
변환 를 일차변환이라 한다. 아핀변환은 일차변환을 축 방향으로  ,  축 방향으로 만큼 이동시킨 것이다. 이
동시킨 점을 P'(′, ′)이라 하면
   
을 아핀변환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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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시어핀스키 삼각형












변환1

0.5

0

0

0.5

0

0.5

변환2

0.5

0

0

0.5

0

0

변환3

0.5

0

0

0.5

0.5

0.5

⑵ 고독한 나무












변환1

0.194 -0.453

0.35

0.408

0.443

0.245

변환2

0.464

0.415 -0.257

0.361

0.251

0.569

0.457

-0.11

0.597

0.097

0.067 -0.469

-0.02

0.488

0.507

0.5

0.856

0.251

변환3 -0.056 -0.069
변환4 -0.033
변환5

-0.64

0

0

9) 카오스 이론과 인성
⑴ 카오스이론과 인성
        그래프가 만드는 특성은 진동하면서  값에 2주기, 4주기, 8주기 등의 주기배가 현상이 나타

나기도 한다. 값이 3.97 이면 무한 주기의 현상이 나타난다.  값이 작은 경우에는 질서의 세계가 나타나지만 
값이 4에 가까운 값이면 혼돈의 질서가 나타난다.
카오스 이론은 질서와 혼돈의 질서를 다룬다. 혼돈의 질서는 무질서 단계 이전을 의미한다.  값이 4에 가까울
때는 그 값을 예측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예측이 어렵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변할 수
도 있다. 카오스 인지(chaos cognition)는 카오스 이론을 기반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면을 이해하려고 한다. 카오
스적인 인간과 논리적(order) 인간을 비교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인성이란 인간을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이다. 인간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카
오스 인지에서 인간의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위기의 상황에 있어 카오스적인 사람은 문제를 즉시해결하려고 하고, 논리적인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무엇이 필요한 가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카오스적인 사람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빠르고 논리적인 사람은 느리다. 사건의 연계성을 보는 측면에서는
카오스 적인 사람은 인과적으로 보지 않고, 논리적인 사람은 인과적으로 해석한다. 사고방식에 있어서 카오스적인
사람은 복합적인 사고를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은 선형적인 사고를 한다.
프랙탈 이론에서 나타나는 도형은 예술이다. 카오스와 프랙탈은 인성의 영역인 인간을 이해하고, 생명을 만들어
보고, 예술의 지향을 통해 인성의 영역을 넓혀주는 학문이다.

3. 결 론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을 중고등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였다. 학문은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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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내용과 수학교육에 요구하고 있는 형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으면 한다.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을 통해
STEAM의 요소를 살펴보았다.
공유하면서 내용을 함께 정리한다. 예를 들어 현의 두께에 따라 음높이가 다르다는 것, 현의 긴장도에 따라 음
높이가 다르다는 것, 진동폭이 클수록 소리가 크다는 것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현의 진동 형태에 대한 묘
사를 할 수도 있다.
이어서 진동형태가 눈으로 가장 잘 관찰되는 가장 낮은(두꺼운) 현을 선택하여, 조화수열(1, 1/2, 1/3, 1/4,
1/5, …)에 의해 현을 분할하여 만들어지는 음들을 악보에 적어보도록 한다. 첼로의 가장 낮은 현으로 할 경우에
는 1은 C2(낮은 도보다 한 옥타브 아래 도), 1/2은 C3(낮은 도), 1/3은 G3(낮은 솔), 1/4은 C4(가온도), 1/5은
E4(가온미), 1/6은 G4(가온솔) 등이 될 것이다. 다른 현들에 관해서도 이러한 음렬들을 찾아보게 한다.
수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현의 조화수열에 의한 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현의 조화수열에 의한 음들은 청각적으로 매우 조화
로운 음들의 배열이 되며, 6번째 음까지를 모두 합하면 ‘도미솔’이라는 매우 협화적인 장3화음이 형성된다. 이
처럼 수열이 매우 조화로운 음향을 만들어내었기에 조화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둘째, 조화수열의 음들이 왜 조화롭게 들리는 것일까? 현의 진동형태를 잘 관찰하면 여러 진동형태가 복합적으
로 혼합되어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사실상 현이 진동할 때는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현의 진동 뿐 아니라,
1/2, 1/3, 1/4, 1/5,… 등의 정수분할의 현들도 동시에 진동한다. 즉, 우리는 ‘C2’(가온도보다 두 옥타브 낮은
음)로 듣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1/2, 1/3,… 에 해당하는 음들이 동시에 같이 울리는 것이다. 이것을 배음
(harmonics)라 한다. 즉, 이미 한 현의 진동 안에 조화수열의 음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셋째, 조화수열은 숫자배열이 단순하지 않은데, 왜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 낼까? 17세기 이후 갈릴레오 갈릴
레이는 음높이가 주파수(초당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의 길이와 주파수는 서로 역수관계
이기에 현의 조화수열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사실상 등차수열이었던 것이다. 만약 피타고라스 시대에 주파수 개념
을 알고, 측정도 가능했다면, ‘1, 1/2, 1/3, …’이라는 수열에 굳이 ‘조화(harmonic)’라는 말이 붙지 않았
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역시 단순한 수열(등차수열)이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결론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진 후에, 수업 전반의 내용이나 토의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이나 아이디어 등을, 문
헌조사나 실험, 분석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여 설명문 형태의 보고문이나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소논문 등을
작성하여 조별로 발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배음이 진정 존재하는가? 혹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 ‘음악의 화음이나 화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추가적인 탐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음악을 포함한 예술이 수학이라는 분야와 함께 발달하였고, 과학의 발달로 설명이 수정, 보
충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여러 학문 분야의 융합적 사고와 안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
다. 또한 수학, 음악, 과학 분야에서 언급되는 개념들을 통합적 체험활동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의와 발표, 과제글 등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말이나 글로 체계화하는 방식도 발전
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핵심어 : 핵심어: 수학, 음악, 과학, 조화, 조화수열, 등차수열, 배음, STEAM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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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재(유산)의 과학적인 지혜와 조형미
주 경 남 (목 포 정 명 여 자 중 학 교 : jjooni-77@hanmail.net)

1. 교 육 목 표 와 연 구 의 필 요 성
⑴ 우리 문화재(유산) 에서 볼 수 있는 전통기술을 통해 과학기술적 원리를 규명
- 문화재(유산)에서 선조들의 과학적인 지혜를 터득하여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갖추게 함.
⑵ 우리 문화재(유산)의 이해의 폭을 넓힘
- 선조들의 과학적인 지혜와 안목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조형적 미를 이해하며 민족 겨레 과학 융합형 인재 양성
실현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는 능력을 배양
(3) 민족 겨레 과학 기술 문화 확산에 기여
- 선조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과학 정신을 토대로 계승 발전
⑷ 우리 후손에게 널리 민족과학의 우수성으로 인식하여 민족적 자긍심 고취
- 우리 문화재(유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선조들의 지혜를 터득

2. 학 생 지 도
⑴S
- 힘의 원리(합성과 분해)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 : 무거운 지붕(단열효과를 위한 무거운 흙층과 기와)이 지탱하는
힘의 원리 실험
- 열의 전달 방법(전달, 대류, 복사)에 대해 실험
⑵ T/E
- 공포 모형을 제작함으로서 건축기술, 공학을 익힘
- 전통 건축기술과 온돌난방법, 석빙고의 원리, 습도조절과 공기순환 방법 학습
⑶A
- 전통목조건축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건축물의 전체 비율을 이해(건축의 황금비율, 비례)하며 선조들의 미의
식(자연미와 조형미)을 체험
- 목조건축물의 단청에서 볼 수 있는 한국적인 색채를 실기 학습
- 오방색으로 단청무늬 그리기 실기 학습
⑷M
- 전통목구조건축의 전반적인 비례(지붕과 보의 비례, 창살무늬의 비율)와 문화재의 황금비율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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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 내 활 동
⑴ 제1차시 : 우리나라의 문화재 소개와 국보, 보물의 현황(사회, 미술)
⑵ 제2차시 : 힘의 합성에 의한 힘의 분해 프로그램 (과학 실험 2회)
⑶ 제3차시 : 열의 전달 방법 실험 (과학 실험 2회)
⑷ 제4차시 :
- 결구 모형 제작 프로그램 (기술: 결구모형 제작 실습 1회)
- 습도 조절과 공기 순환 방법 (기술: 온돌 난방법 제작 실습 1회)
⑸ 제5차시 : 전통 건축 기술과 온돌 난방법, 석빙고의 원리 이해
⑹ 제6차시 : 단청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조형미 발견(미술: 단청 무늬 그려보기 실습)
⑺ 제7차시
- 테셀레이션(tessellation)기법으로 책갈피 만들기 체험(미술 : 실습 1회)
- 피보나치 수열의 이해와 황금비율, 비례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수학 : 1회 실습)

4. STEAM 수 업 후 달 라 진 점
⑴ 스팀 수업 후 우리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크게 변화됨
- 다양한 과학실험과 미술체험을 통해 과학적 탐구심과 미의식이 커짐
- 우리 문화재(유산)가 선조들의 과학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인식함
- 우리겨레과학의 우수성을 스팀수업으로 인해 체험
-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 자긍심을 느끼게 됨
- 선조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과학 정신을 토대로 과학 문화 발전
- 겨레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과학 기술 문화 확산에 이바지

5. 결 론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통해 그나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목조문화재 관람이 학교의 놀이와 흥미
위주의 체험프로그램 실시로 인해 문화재(유산)를 보는 기회와 흥미, 관심도가 전혀 없었고, 선조들의 겨레과학이
비과학적이라는 인식도 매우 낮았고 또한, 서양의 과학기술이 우수한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스팀 학습 실시 후 우리나라의 겨레과학이 오랜 역사와 함께 과학적인 지혜로 우리민족을 수천 년을 지켜왔고,
우리나라의 미의식의 아름다움에 긍지를 느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애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스팀 수업 전
스팀 수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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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원 (sungwon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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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성화 방안
백 성 혜 (한 국 교 원 대 학 교 교 수 : shpaik@knue.ac.kr)

1. 서 론
1) 연구 목표
⑴ 정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과의 지원과 연계 속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실제 산업 및 연구 현장의 과학자, 공학자, 예술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원 및 산업기술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탑다운식 교육내용 아이템 리소스를 발굴
⑵ 이를 근거로 교과교육 방법론과 학교현장의 프로그램 운영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 시범운영
⑶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도 개선 및 융합인재교육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
체제 구축

2) 용어 정의
⑴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본 연구의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대학(개인)의 교육 기부를 받아 초․중․고
생의 이공계에 대한 동기유발 및 진로유도를 목적으로 발굴 및 개발되었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 요소 중
S(Science)를 중심으로 융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안에 창
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 요소를 포함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캠프와 다른 점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
을 토대로 구성한 교육 기부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내용을 융합적인 형태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과 감성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⑵ 파트너 유형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북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 및 개인과 접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
기관(이하, 정출연), 기업, 대학(개인)으로 파트너 유형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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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교육봉사단의 유형
융합 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교육기부를 담당하는 봉사단은 과학기술 전문가 교육봉사단, 교사 봉사
단, 대학(원)생 봉사단으로 구분하였다.
⑷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팅 시스템
STEAM 코디네이터는 맡은 역할에 따라‘STEAM 프로그램 개발자, STEAM 봉사단 교육자, STEAM 프로그
램 운영자’로 구분된다. 코디네이팅 시스템은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개발부터 교육기부 기관 및 봉사
단 등의 인력 관리, 봉사단 사전교육, 교육 장소 섭외 등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STEAM 코디네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총괄시스템이다.

3)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첫째, 기업·대학·출연(연)이 보유한 물적 자원 중에서 초중고생의 과학과 수학에 대한 동기유발
및 탐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인터랙티브 게임요소가 강화된 융합인재교육이 통합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발굴·운영을 위한 ‘과학

기술전문가 교육봉사단’, ‘교사 봉사단’, ‘대학(원)생 봉사단’의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셋째, 융합
인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부기관(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식경제부 등)과 사회 전반에 걸
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운영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갖춘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 협력하였다.
첫째, 기업·대학·출연(연)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분야
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둘째,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 분야에서 도출한 요소기
술을‘교과교육’이라는 하나의 우산 속에 융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학교육자, 교육공학자, 현장
교사가 함께 연구에 참여하였다. 셋째, 양질의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그
리고 각 부처 간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교육정책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과 관련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분야의 전문가들, 교육전문가들(과
학교육자, 교육공학자, 교육정책 전문가 등), 현장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업·대학·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4) 연구 방법
⑴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 보고서 ‘산․학․연 지적재산 교육기
부사업단 운영’을 참고하여 교육기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예비 파트너십 기관의 유형
을 교육기부프로그램을 제공하는‘정부기관 출연(연)’,‘기업’,‘대학 및 개인’으로 결정하였다. 예비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진들이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교육기부가 가능한 지에
대한 운영 환경을 검토하였다. 가능성이 높은 예비파트너 기관에게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
명 후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STEAM화하기 위하여 개발 방향에 대해 협의
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수정 및 개발하였
다. 개발된 프로그램 내용을 프로그램 북으로 정리하였으며, 프로그램 북에 포함될 요소로 교과분류 정보 및 프로
그램 내용 정보를 선정하였으며 교과분류 정보 안에는 학급, 소주제, 체험요소를 포함하였고, 프로그램 내용 정보
에는 목표, 활동 유형, 학습자 역량, STEAM 요소,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교육기부 주체가 되는 연구자의 소
속기관이나 전공에 대한 소개,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개요 및 목표, 이용 방법, 운영 방법, 활동 유형, 활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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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로에 대한 소개 등을 포함하였다.
⑵ STEAM 봉사단과 STEAM 코디네이터의 구성 및 운영
과학기술전문가 교육봉사단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기관 내 교육봉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교
사 연구회, 카이스트 490봉사단, 자연사 연구소, 충북 WISET 사업단 등을 방문하여 협의하였다. STEAM 봉사단
사전 교육은 충북 WISET 사업단과 연계하여 STEAM 전문가인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교수가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대학(원)생 26명이 참여하여 이루어 졌다. 대학(원)생 봉사단의 사전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과사무실을 통한 홍보, mail을 통한 홍보, 공고문 등을 활용하였으며 2회에 걸쳐 실제 융합인재교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고 교육의 초점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STEAM 코디네이터의 역할, 상호작용, 총괄
시스템(코디네이팅 시스템) 등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⑶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방안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에 대한 자문과 본 연구의 의미와 한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다. 전문가 회의에는 2011년에 융합인재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한 경기도 교육청
실무 장학사 1인, 충북과 대구교육청의 과학 교과 담당 장학사 각 1인,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을 역임한 한국교원대
학교와 상명대학교 교수 각 1인,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서 과학기술전문가 교육봉사단으로
활동한 한밭대학교 교수 1인, STEAM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주고등학교 과학교사 1인, STEAM 연구회에 소
속되어 있으며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서 교사봉사단으로 참여한 충남고등학교 수학교사 1
인,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서 대학(원)생 봉사단으로 참여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생 1인,
총 9명이 참석하였다.

2. 연 구 결 과
1)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준
⑴ 파트너십 준비도
○ 교육기부에 대한 의지
-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교육기부의 측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기부에 대한 파트너십의 의
지는 향후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속적인 운영에서 모두 중요할 것임
- 교육기부이기 때문에 파트너의 영리 추구나 인센티브 제공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러한 면에서 파트너십의 의
지는 중요함. 특별히 교육기부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과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 교육기부에 대한 의지를 가지
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관장이나 대학․기업의 정책적 이유 때문에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런 경우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파트너십의 의지는 기관장과 실무담당자 (행정 담당자와 내용전문가로서의 과학자 등)의 의지와 자발성으로
나뉠 수 있음. 기관장의 의지와 자발성이 있는 경우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발굴에서 추진력이 될
수 있으나, 실무담당자가 자발성이 없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발굴 시 파트너로서 협조와 공동의 노력이 어렵
기 때문에 두 차원의 의지가 모두 중요함
○ 담당조직 유무
- 파트너십의 의지와 함께 교육기부와 관련된 조직이 있다면 프로그램 발굴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과
정에서 체계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고 향후 지속적인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담당조직이 있을 경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사나 학생의 접근이 쉬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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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의 담당조직은 교육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지원 조직이 있는가와 비교육전문가인 파트너 기관의 강
사(예: 연구원)의 경험 및 교수 스킬 향상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는가의 여부로 고려될 수 있음
⑵ 교육기부 프로그램 유무
○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유무
-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새로운 개발’이 아닌 기존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STEAM화
즉, 발굴 및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유무는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됨
-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파트너 기관에 방문하는 프로그램과 파
트너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여 가르치는 프로그램 모두 포함
○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현재 운영 유무
- 사전 조사를 통한 결과, 언론이나 매체를 통하여 홍보된 교육기부 프로그램 중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교육기부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⑶ 프로그램의 내용 적합성
○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서의 적절성
-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도 기존 프로그램의 내용이 STEAM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함.
즉, 기존의 프로그램이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
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판단
- 일부 프로그램은 과학 기자재를 활용한 단순한 실험일 경우가 있어서, 종합적인 문제해결과 설계를 통해
STEAM의 요소가 융합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예: 첨단 현미경을 이용하여 단백질 관찰하기 체험)
○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서의 적절성
-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교육적 목적이 기대됨. 즉, 교육의
목적으로서 학업성취도가 아닌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동기유발에 더 초점이 될 수 있음. 이러
한 점에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재미와 동기유발을 줄 수 있는지도 고려하면 좋을 것임.
- 또한, 학교교육에서 실제로 하기 어렵거나,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기업․대학․출연(연) 등이 보유
한 각종 물적․인적자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내용일 경우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더욱
큰 효과가 예상됨
○ 교육내용의 학생수준 고려 여부
- 기업 ․ 대학 ․ 출연(연)에서 교육전문가가 아닌 과학자가 제공한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달수준, 지식
수준에 대한 고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활용된 교육 자료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내용인지, 수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함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여부도 고려
⑷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접근성
- 기업 ․대학 ․ 출연(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교육기회가 학생들에게 충분한지 그리고 균등하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육기회가 특정지역에만 제공되는지, 특정지역과 대상에만 한정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요구됨(인근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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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직원가족 대상 등)
-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접수 및 신청방법이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고, 신청이 용이한지도 고려해야 함
○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참가 비용
-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특성 상 기업․대학․출연(연)의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험․체험활동에 필요한 실 재료비 등이 포함된 참가비의 부담 등 학생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함
○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운영시기 및 운영형태
- 프로그램 운영시기가 상시/방학 중/주말 인지와 운영 일정이 당일/캠프(1박2일, 2박3일) 인지의 여부가 학사
일정과 맞물려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지방에 있을 경우 당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전국의 학생들의
이용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숙박 및 식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함

2)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절차
<그림 1>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순서도
파트너십 발굴의 시작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발굴의 기준설정
예비 파트너 기관 선정, 섭외

예비 파트너 기관 현장방문
예비 파트너 제외
운영환경에 대한 실사

부적

적
교육과정 개발 방향 협의

Ye

시범적용을 위한 세부
교육과정

No

시범적용 결정

파트너십 프로그램북 개발

시범적용

파트너십 발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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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북 개발
⑴ 프로그램 북 구성
○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북의 구성은 <그림 2>와 같음
<그림 2> 프로그램 북의 구성

⑵ 프로그램 북 구성요소
㈎ 프로그램명과 개요(교과분류정보, 프로그램내용 정보)
○ 각 프로그램마다 첫 장에는 프로그램명과 교과분류정보, 프로그램내용 정보를 개요식으로 정보 제공함으로써
현장교사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인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됨
○ 프로그램명
-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명제시
- 파트너십의 명칭도 함께 포함하여 어디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정보 제공
○ 교과분류 정보
- 교과분류정보는 학교 급(초등, 중등, 고등), 적용학년, 소주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 체험요소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현장교사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검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구성함
○ 프로그램 내용 정보
- 본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정보로 개요식으로 구성함으로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함
- 프로그램 목표, 활동유형, 학습자역량, STEAM 요소, 프로그램 내용 및 과정 정보 포함
<그림 3> 프로그램명과 개요(교과분류정보, 프로그램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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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소개
○ 파트너십 소개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파트너십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취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정보공간임
㈐ 파트너십 프로그램 소개(개요 및 목표)
○ 파트너십 프로그램 소개(개요/목표)
-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어떠한 맥락에서 개발되었고, 그 필요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
-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육 목표 및 학습자 역량에 관한 내용이 포함
<그림 4> 파트너십 프로그램 파트너십 소개/프로그램 소개

2. 파트너십소개
: 위치, 업무내용

3. 프로그램소개
3-1.프로그램 개요
3-2.프로그램 목표

㈑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용방법
○ 컨텍 포인트
- 실제 프로그램 이용 시의 컨텍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현장교사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접수방법,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의 내용이 포함
○ 지원내용
- 파트너십에서 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며, 견학시설 및 참여하고자 할 때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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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강사요원, 장소제공, 활용 연구기자재, 견학시설, 참여비용의 내용이 포함
<그림 5>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용방법

4-1. 컨텍포인트 :
접수방법,담당부서,전화
번호, 홈페이지

4-2. 지원내용 :
강사요원,장소제공,연구
기자제제공,견학시설,비용

㈒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 교과연계성
-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학교의 교과과정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있는지에 대해 과학, 기술/공학, 예술, 수학으로
나누어 관련단원을 소개함으로써, 좀 더 학교교육과 파트너십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단원과 연계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교과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음
○ 활동유형
-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특성 상 다양한 활동유형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은 어떤 유형의
활동인지에 대한 설명을 함
○ 수업단계
- 프로그램의 각 차시별로 융합인재교육 준거틀(상황제시-창의적설계-감성적체험)에 맞추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한 소개
- 각 학습단계별로 포함된 STEAM 요소를 적음으로써 좀 더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그림 6>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운영

5-1. 교과연계성
: 관련단원,
교과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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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활동유형

5-1. 교과연계성
: 관련단원,
교과학습목표

㈓ 파트너십 프로그램 활동 과정
○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활동과정을 각 차시별로 사진과 함께 세부 활동내용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그림 7>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활동과정

6. 프로그램
활동과정
: 각 차시별 세부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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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프로그램 관련 진로선택 멘토링
○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파트너십의 업무와 관련되어 실제 현장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을 학생들이 미니 전문가가
되어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하게 됨
○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 분야 직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
그램의 목표인 융합인재와 이공계진로선택을 위해 마련된 부분임
○ 진로를 선택할 때 이 분야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의 진로탐색을 파트
너십에서 작성해줌으로써 좀더 실제적인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음
<그림 8> 파트너십 프로그램 관련 진로선택 멘토링

7. 진로선택 멘토링
: 해당분야 진로선택을
위한 가이드

3) 융합인재교육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체계
⑴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체계 총괄도
이 연구는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체계를 제안한다.
<그림 9>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체계 총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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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교육기부를 담당하는 봉사단은 교육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전문가 교육봉사
단, 프로그램 운영 시 과학기술 전문가 교육봉사단을 지원해줄 교사 봉사단, 대학(원)생 봉사단으로 나눌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창의적 문제해결, 감성적 체험을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STEAM화 한 뒤, 학교와 파트너 기관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STEAM 전문가 즉, STEAM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STEAM코디네이터는 그 역할에 따라 STEAM 프로그램 개발자, STEAM 봉사단 교육자, STEAM 프로그램 운
영자로 나뉜다. STEAM 프로그램 개발자는 기존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과학기술전문가 교육 봉사단과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STEAM화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STEAM 봉사단 교육자는 교사 봉사단과 대학(원)생 봉
사단이 융합인재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역할을 교육한다. STEAM 프로그램 운영자는
학교의 요구에 따라 파트너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세우기, 봉사단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 STEAM 코디네이터 간의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⑵ 파트너십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순서도
<그림 10> 파트너십 프로그램참가를 위한 교사용 순서도

⑶ 파트너십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코디네이터용 순서도
<그림 11> 파트너십 프로그램참가를 위한 코디네이터용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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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끊임없는 개선을 위해서는 STEAM 코디네이터들 간의 교류가 필
수적이다. [그림 11]은 STEAM 코디네이터 간의 상호 작용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 STEAM 코디네이터 간의 상호작용

A : STEAM 프로그램 개발자는 STEAM 봉사단 교육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봉사단의 역할, 전문지식
등 STEAM 봉사단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을 전달한다. STEAM 봉사단 교육자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STEAM 프로그램 개발자와 협의한다.
B : STEAM 프로그램 개발자는 STEAM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다. STEAM
프로그램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진행 흐름을 파악하고 STEAM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필요한 제반 시설, 실험
도구, 중요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확인한다.
C : STEAM 프로그램 운영자는 STEAM 봉사단 교육자에게 교육할 대상, 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상
호 협의하여 교육 날짜, 장소를 결정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봉사단의 역할을 상의하여 교육 내용에
반영한다.
피드백 : STEAM 프로그램 운영자가 프로그램이 투입된 현장 참관, STEAM 봉사단 운영, 사후간담회 내용 등
을 종합하여 STEAM 프로그램 개발자와 STEAM 봉사단 교육자에게 피드백 하여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하
도록 한다.

4)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Coordinating System 구축
학생과 과학기술전문가, 봉사단과 기관(시설)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Coordinating System”은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많은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과 과학기술전문가를 소개하고
그것이 필요한 학교와 학생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홍보의 역할을 통해서 학생과 학교에 효과
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각 기관의 협조 요청, 교육에 필요한 장소 등을 확보해서 교육 인력을 원활하게 연결해야
한다. 인력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 영역에서 수업이 가능한 강사 풀을 확보해야 한다.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장소와 사전 정보가 없는 많은 교육기부자들에 대한 기본 자료 체계를 정리하고 필요로 하는 학교나 청소
년 센터 등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 장소 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봉사단 인력풀
의 확보와 관리도 중요하다. 융합인재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봉사단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1개 프로그램에 10명 내외의 많은 봉사단을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을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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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단 인력풀’을 만들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대학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에게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인 보상과 봉사점
수와 같은 대학생활의 지원이 있다. 후자의 경우,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확인해주는 제 증명서 발급 주체가 있어
야 하는데 Coordinating System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도 해결된다. 그 외 홈페이지 운영, 신청, 예약, 프로그램
소개, 책자 발행, 소속 기관의 협조 공문 등 생각하지 못하게 발생하는 많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것이다.
Coordinating System은 그 외에도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평가, 과학기술전문가 인력풀과 재정의 확보, 학생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한다. 이런 많은 역할은 한 개인이 하기에는 그 범위야 업무의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전문가의 80%가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교육청이나 창의재
단에서 해주기를 기대했다. 다른 나라들도 정부차원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프로그램, 학생, 교사를 지원하고 있
다. 특히 영국의 경우, STEMNET을 만들어 지역 STEM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STEMNET은 STEM 교육의 진흥
을 위하여 설립된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의 지원을 받
는 독립정부기관인데, STEMNET은 영국 전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잉글랜드 지방에 9개의 사무소(North
West, West Midlands, South West, North East, Yorkshire and Humber,East Midlands, East of
England, London, South East)가 있고, 그 밖에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 아일랜드 지방에 각각 한 개의 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다. STEMNET은 주로 초･중등학교에서 “STEM의 강화와 향상(STEM Enhancement &
Enrichment: STEM E&E)”이라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과 교사에게 STEM 교육을 실시하고,
STEM 클럽과 STEM 대사(STEM Ambassadors) 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권역의 전문가들과 연계한 활동
을 수행한다. 이러한 STEMNET이 추구하는 목표는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서 과
학, 기술, 공학 및 수학의 흥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STEM 과목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STEM 교육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미치며, 이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유발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국 정부는 STEMNET과 52개의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연계 체계 구축의 방안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서 STEM 대사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STEM 대사 프로그램은 초․중등학교에서 STEM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관련 분야의 전․현직 전문가 2만4천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STEM 대사의 직업과 연력은 동물학자, 무대장치 디자이너, 기상과학자, 각종
공학자, 농부, 디자이너, 지리학자, 핵물리학자, 건축가, 물리학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STEM 대사들에게는 대
사 신분증과 뱃지 그리고 신분증 보관용 지갑이 지급된다. 이들 STEM 대사들은 학교로 파견되어 교사들이 새롭
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STEM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STEM 과목과 관련된 직종에 대하
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STEM 대사들은 학교에서 각종 경연대회 심사위원, 이메일을 통한 진로상담, 강연, 연
구기법 강의, 관련 기관용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요령 설명 등의 일을 맡고 있다. 이들은 해당 권역이나 지역 내
에서 사무소와 연계하여 위의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희망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특정 활동이나 학교를 지정할 수
도 있다. 이상과 같이 영국은 STEM 관련 제도적, 행정적, 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이재분 외,
2011). 우리의 경우, 교과부에서 훈령으로 기본적 지침이나 제도를 만든 후,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사업수행기
관으로 한국창의재단이 지정되고, 창의재단은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각 대학, 정출연을 네트워크로 삼아 활동을 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이 사업(프로그램)의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하는 것은 시급하다. 정부, 산업계, 대
학, 시도교육청, 정출연의 과학교육 및 (사회공헌) 담당자들로 구성된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위한 위
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⑵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발굴과 개발을 위한 적극 지원
교원대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4개의 시범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없었다. 실천과정에서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참가자들은 높은 수업만족도를 보였으며,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진로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확
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리고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먼저 개발되고 발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지원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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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봉사단 인력풀과 인센티브 지원(사례, 봉사점수) 마련
1대 다수의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면 봉사단은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의 완성도를 높이
는 핵심이다.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면 봉사단이 느낄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업이 이루
어지는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연락이 되어서 수업에 봉사단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풀이 형성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융합인재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에 형성되면, 봉사단이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한다. 이때 대학교와 학생의 다
양한 관심을 연결해줄 수 있는 사전 정보도 있어야 한다. 대학생은 봉사단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여
러 가지 분야, 전공을 가지고 있으며, 교대와 사대 같은 교원 양성기관의 학생들은 교육실습의 장이 될 수도 있
다. 학생들이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홍보와 가치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감정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 외에 봉사 활동 점수로 인
정하여 일종의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하거나, 일정 시간을 채우면 학점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면 대학생들의 참여를
보다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의견으로는 대학생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더 어린 고등학생을 봉사
단으로 채용하자는 의견이다. 캠프나 일정 프로그램을 잘 수료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프로그램에 봉사단으로 참
여하여서 그들의 수업을 돕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역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지려면 봉사
활동의 인정이나 대입과정에서 이런 활동들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입학사정관제나 수
시전형 등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 과학관련 체험학습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⑷ 과학기술 전문가 교육봉사단 인력풀과 인센티브 지원(자원, 의무, 평가반영)
융합인재교육에 자원해서 참여한 강사는 매우 적었다. 소속 기관의 요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다
고 한다. 그리고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횟수를 1년에 2-4회라고 응답했다. 이는 처음부
터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융합인재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강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사들을 많이 확보해서 인력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한 가지는 당근
정책이고 또 한 가지는 채찍정책이다. 융합인재교육을 교육기부의 한 형태로 본다면, 모든 강사는 자원해서 참여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자원해서 참여한 강사들에게 최소한의 차비나 식사비를 지원하고 홍보나 자료집을 통해
서 교육기부에 참여한 분들의 노력과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근 정책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교육기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융합인재교육을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와
연관된 정출연, 기업에게 교육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에 사회봉사
항목을 포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학생이 다양한 영역의 융합인재교육의 기화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수업을 하는 강사들의 개인의 평가에 가산
점을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개인을 움직이는 것은 면담을 통해서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기관을 평가할 때, 교육 활동 참여를 평가함으로 기관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관이 의무적인 교육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각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과학자들
이 수업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⑸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시설 마련과 인증제도
융합인재교육에 참가한 10명의 과학기술 전문가 중에서 6명이 융합인재교육을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
“내가 근무하는 곳”이라고 응답을 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한 121명의 학생 중에 77%에 해당하는 93명의 학
생들도 융합인재교육 수업을 위해서 적당한 장소로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무하는 곳”을 선택하였다. 융합인재교
육 파트너십에 참여한 기업은 기존에 세미나실을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즉,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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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교육 시설의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과 같은 곳은 강의실과 연구실을 활용하면 되지만, 기업
이나 정출연과 같은 곳은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을 신청하면 그에 따른 세제해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기부 마크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
나, 이는 엄격한 심사와 관리적 차원보다는 기관의 교육기부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부여하고 있는 수준이다. 영국
의 경우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인 IIP(Investor In People) 인증제도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해서 조직성과를 향상시
킬 수 있도록 모범적 실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업에게 인증을 수여한다. IIP 기준은 다음 네
가지 주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①전념(commitment):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직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최선
을 다하겠다는 최고 경영진의 의지, ②계획(planning):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 및 팀의 체계적인 교육ㆍ훈
련 및 개발 계획, ③실행(action): 사업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제공,
④평가(evaluation): 교육ㆍ훈련 및 개발의 성과를 사업 목표, 조직 가치 그리고 미래 수요 등에 대비하여 평가.
IIP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중앙에는 IIP UK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TECs(Training &
Enterprise Councils), LECs(Local Enterprise Companies), 그리고 T&EAs(Training & Employment
Agencies) 등이 IIP UK와의 연계하에 IIP 자문, 평가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IP UK는 규모가 큰 기관
이나 다국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IIP 인증사업을 운영하고, TECs, LECs, 그리고 T&EAs 등 지역조직을 지원한
다. TECs, LECs, 그리고 T&EAs 등은 해당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IIP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비정부기관인
IIP UK는 현재 교육ㆍ고용부(Depa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의 지원을 받고 있다. IIP 기준의
소유권은 교육ㆍ고용부가 갖고 있으며, IIP UK는 구체적으로 ①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용 가능한 모
든 조직에 확산시키며, ②IIP 기준의 유지 및 평가과정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 IIP UK의 조직도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부마크 인증제도 역시 엄격한 기준과 관리 체계화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⑹ 동아리, 캠프활동 등으로 운영 후, 점진적 확대
시범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아주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고 재정적인 면도 많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수업을 하기 위한 강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대
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제외하면 봉사단을 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면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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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융합인재교육(을 수업시간
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양적으로 너무 빠르게 확장시키려는 것
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및 정책이 실패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천천히 확대 되더라도 질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준비 상황
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 시범 수업처럼 방학 중에 캠프 형태로 진행을 하고, 학기 중에는 동아리나 자원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융합인재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⑺ 재정 지원
앞에서 언급한 지원 방안은 일정한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융합인재교육을 잘 정리하고 책자를 보급하는
일에도 재정이 필요하며, 봉사단에게 아르바이트 비를 지급하거나, 과학기술전문가 봉사단의 교통비와 식사비의
지원에도 재정이 필요하다. 융합인재교육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Coordinating System을 운영하고 교육 시설을
확충하며 기관의 교육 환경을 지원할 때도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의재단
이나 교과부와 같은 교육기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면서 재정적인 지원
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융합인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미국은 2007년 미국경쟁법안(American COMPETES Act)을 제정하였다. 미국경쟁법안(American
COMPETES Act)은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서, 미국의 경쟁우위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과학·기술·공학·
수학교육 등을 위한 법이다. 이 법안의 제정을 통해 연간 1만 명의 초․중등 STEM 교사 양성 재원으로 약 3억 3
천만불(2008-2010 기준)을 투입하였고, STEM 교육을 위한 과학기자재 지원을 위해 연간 500만불을 지원한 사
례가 있다. 이는 안정적 재정 확보가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이재분 외, 2011), 우리나
라 역시 창의재단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
요하다.
⑻ 정부의 관련 규정 정비
현재 2009 교육과정 수학, 과학, 기술 과목의 각론에 과목 간 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 4조,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근거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제
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2011-15)에 초중등 대상으로‘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흥미, 잠재력을 높
이는 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며 <추진과제1>‘미래형 융합인재교육(STEAM) 강화’와 같이 융합인재에 대해 기
술되어 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 4조는 다음과 같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개정 2011.6.7][[시행일 2011.9.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의 구축
2. 이공계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지원
4. 이공계인력의 기업·대학·연구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 확대
5. 이공계인력의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6.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학·연의 연계체제 강화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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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융합인재교육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 법령이나 규정은 있으나, 융합인재교육 관련 근거 법령이 명확
하지 않은 상태이다. 제도화는 결국 관련 규정의 정비에서 출발하므로 규정 정비의 과정에서 융합인재교육의 개념
을 정립하고, 운영체계에서 참여 기관과 참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2009 교육과
정에는 일부 과목의 각론에만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총론을 포함한 더욱 많은 교과목에 직접적으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추후의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동시에 교과부 내 관련 부서에서 장
학 관련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융합인재교육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3. 제 언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한 결과,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과학에 대한 호기심
과 흥미의 증가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숨어있는 교육기부 가능성의 발견하였고, 과학
기술전문가들의 교육 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개인, 기업, 기관의 연구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교육기부로 연결할 수 있
다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를 토대로 학생들의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교육기부자로서의 전문성을 기른다면, 이를 사회 문화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STEAM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디네이터가 연구 현
장과 학생들을 연계한다면 기존의 교육기부 프로그램보다 훨씬 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
다. 그리고 봉사단은 다른 교육기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나, 이번 시범 적용과정을 통해 융합인재교
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는 봉사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전체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Coordinating System 구축을 제
안한다. 학생과 과학기술전문가, 봉사단과 기관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Coordinating System”은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정부, 산업계, 대학, 시도교육청, 정출연의 인력개발 및 사
회공헌 분야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발굴과 개발
을 위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확대를 위해선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먼저 개발되고 발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봉사단 인력풀과 인
센티브 지원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이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홍보가 되어야
하며 봉사 활동 점수 또는 학점 인정 등을 할 수 있다면 대학생들의 참여를 보다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이 저학년 학생교육기부 프로그램에 봉사단으로 참여
하여 봉사하고, 그 활동을 공식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봉사단 활동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진다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 전문가 교육봉사단 인력풀과 인센티브 지
원(자원, 의무, 평가반영)이 필요하다. 각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과학자들이 수업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유도한다
면 많은 학생들에게 융합인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시설 마련과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교육 시설의 마련이 필요하
다. 대학과 같은 곳은 강의실과 연구실을 활용하면 되지만, 기업이나 정출연과 같은 곳은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운
영할 수 있는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 영국의 IIP(Investor In People) 인증제도와 같이 인적자원개발을 통해서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 실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업에게 인증을 수여할 수 있
다. 여섯째,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준비 상황과 교
육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일단 방학 중에 캠프 형태로 진행을 하고, 학기 중에는 동아리나 자원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융합인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질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일정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융합인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
정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제안하였으며, 창의재단이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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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와 같은 교육기관이 운영의 중심에서 효과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정부의 관련 규
정 정비가 필요하다. 융합인재교육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 법령이나 규정은 있으나, 융합인재교육 관련 근거 법령
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제도화는 결국 관련 규정의 정비에서 출발하므로 규정 정비의 과정에서 융합인재교육
의 개념을 정립하고, 운영체계에서 참여 기관과 참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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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IT에서 개발한 Scratch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cratch.mit.edu/, www.picocricket.com; info.scratch.mit.edu/WeDo.
11) MSP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hub.mspnet.org/index.cfm/ find_projects.
12) Technology Enhanced Learning in Science 홈페이지 http://tels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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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나지 않는 S.T.E.A.M.교육
이 용 혁 (양 명 고 등 학 교 : 999fe@hanmail.net),
김 재 현 ,김 성 한 ,김 충 식 ,김 현 웅 ,백 진 이 ,유 종 숙 ,윤 상 준 ,이 용 혁 ,이 지 영 ,임 병 호 ,장 지 은 ,장 혜 원 ,정 향 란 ,최 한 승 ,홍 성 준

창의융합인재(STEAM) 교육이 교육계에 도입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물론 스팀 리더스
쿨, 교사 연구회에서도 스팀 수업 개발과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본 연구는 스팀수업 개발과 현장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
민하면서 2년동안 스팀 교사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많은 성과와 그에 따른 기쁨을 공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들 수업이 많은 예술 작품처럼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는 없을까? 멋진 그림, 음악, 영화를 볼 때 느끼는
벅찬 감동을 우리들 수업에서도 우리 자신과 학생들의 가슴에 선물할 수는 없을까? 연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
작하였다. 우선 아무 조건이나 구속없이 매주 월요일 방과후에 1시간씩 모이는 것으로 하였다. 1시간 정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얘기부터 시작하여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 수업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면
서 모두들 재미있는 모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모임을 갖다 보니 불과 3주 만에 하나의 주제가 도
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혜원 신윤복의 "월하정인"이 되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술품이라 익숙하기도
하고 여러 과목의 제재가 나올 수 있어서였다. 먼저 그림 속에 있는 달의 모습에서 지구과학 주제가 도출되었고
동료들에게 천문관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속의 달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해 보이니 모두들 쉽게
달의 위상과 월식에 대해 이해하였다. 자연스럽게 워크숍이 이루어졌다. 다음엔 그림에 나타난 화제(畵題)를 이용
한 시조 작성에 대해 국어 과목이, 그림에 어울리는 음악 찾아보기와 자신들이 고른 음악을 배경으로 시조 발표로
음악 과목이, 민속화의 이해에 대해 역사 교과목이 연관되었고 스팀 수업을 개발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1학기 방과후에 공개수업을 하기로 하였다.
토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3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하였고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역시 교사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되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이후 2학기에는 "한옥에서 배우자"라는 주제로 6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번 째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역시 학생들의 반응과 교사들의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
났다. 이후 2013년도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스팀 교사 연구회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면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어 2013년 5월11일(토)에 경기도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60명,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월하정인을
여러 관점에서 보자"라는 주제로 공개수업 및 연수,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7월13일(토)에는 "한옥에서 배우자"라는
주제로 경기도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20명,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실시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11월 16일(토)에는 "전파, 소통의 미학-역사, 미술, 음악, 지구과학, 기술"으로 공개수업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회에서 공개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스팀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매우 고무될 뿐 아니라 배우는 것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을 통해 교사가 원하는 것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의 공통 분모를 찾아 다음 수업에서는 한층 개선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것을 각자의
정규 수업시간에도 활용하여 더 많은 학생들의 스팀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도 반복되지 않으면 일회성이 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본 연구회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모집한 후 약 16시간 동안의 방과후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3차
에 걸쳐 실시하였고 연 인원은 70여명이다. 이들에게는 체험활동이 끝나면 이수증을 주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방과후 활동으로 명기해 주었다.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결과물까지 우수한 학생들은 별도의 상장을 시상하
였고 이를 생활기록부상에 명기하여 주었다. 이렇게 방과후 수업을 활용하여 반복하다 보니 교사들의 스팀수업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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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향상되었고 참가학생들의 스팀 수업에 대한 이해도과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본 교의 많은 학생
들이 스팀 수업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연구결과는 4차시 분량의 "월하정인을 여러 관점에서 보기-지구과학, 음악, 중국어, 역사", 6시간 분
량의 "한옥에서 배우자-역사, 지구과학, 수학, 기술", 5시간 분량의 "전파, 소통의 미학-물리, 영어, 지구과학, 기
술"이다. 이외 스미소니언과 함께하는 한국형 스팀 수업 개발 자료가 있다. 또한 본교 스팀 연구회의 수학교사팀
이 서울대 수학교육과와 연계하여 “경제, 물리 교과의 내용을 활용한 구분구적법 지도”라는 주제로 스팀 수업
개발을 실시하였다.
＊핵심어 : 자연스러운 워크숍, 연수, 컨설팅. 동료 장학.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지속적인 스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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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명 지 (nobody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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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 영 의 결 과
1) 검증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시범)학교 운영 결과의 검증 내용 및 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운영 결과 검증 및 평가
방

양적분석

질적분석

법

내

설문조사

· 융합인재교육(STEAM)과
학생(3~6학년), 학부모,
· 융합인재교육(STEAM)과
학생(3~6학년), 학부모,

용

융합적 사고력 신장에 대한
교사 사전 설문 조사(자체 제작)
융합적 사고력 신장에 대한
교사 사후 설문 조사(자체 제작)

포트폴리오 · 학생들의 활동 소감문, 산출물 활용
관찰

· 교사의 관찰 및 지도 반성자료 활용

기

간

2013.
2014.
2013.
2014.

4
3
10
10

2013. 4
~ 2014. 12

2) 검증 분석
(1) 양적 분석
㈎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교사)
본교 교사 52명을 대상으로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사전․사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분석한 결
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용 사전 ․ 사후 설문
<문 항 1> STEAM 교 육 의 필 요 성

<문 항 2> STEAM 교 육 의 효 과

<문 항 3> STEAM 교 육 을 위 한 환 경 적 여 건

<문 항 4> STEAM 교 수 , 학 습 방 법 에 대 한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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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5> STEAM 프 로 그 램 효 과 적 운 영 방 법

<문 항 6> STEAM 체 험 활 동 효 과 적 운 영 방 법

<문 항 7> STEAM 교 육 적 용 에 있 어 어 려 움

<문 항 8> STEAM 정 착 을 위 한 교 사 의 노 력

<문 항 9> STEAM 정 착 을 위 해 필 요 한 지 원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도는 사전 65.4%, 사후 80.7%로 조사되었다. 이
는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필요성을 더 인식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에 대한 효과로는 사전, 사후 조사 모두 수업에 대한 흥미도 증가와 창의성 발달,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연수를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의 교수·학습방법
을 대부분 알고 있으며,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적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인 운영방법이라고 답하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 사전 조사에서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44.2%)을 효과적으로 보았
으나 사후 조사에서는 교내 체험활동 기회 제공(55.8%)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STEAM DAY 등 교내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융합적 사고력 신장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활동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융합인재교육(STEAM) 적용에 있어 사전, 사후 조사 모두 교사의 전문성 부족, 수업시간 확보, 학생 수 과다,
자료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융합인재교육(STEAM)이 교육현장에 정착되는
데 있어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융합인재교육(STEAM)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 조사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제
공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 전문가 초청 연수,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안내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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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학생)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학생 사전․사후 설문을 3~6학년 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학생용 사전·사후 설문 결과
<문 항 1> 과 학 교 과 에 대 한 관 심

<문 항 2> 과 학 교 과 에 대 한 흥 미

<문 항 3> 과학 교과 내용과 일상생활과의 관련성

<문 항 4> 창 의 적 문 제 해 결 을 위 한 노 력

<문 항 5> 과 학 교 과 내 용 의 일 상 생 활 활 용 도

<문 항 6> STEAM 수 업 참 여 도

<문 항 7> STEAM 수 업 시 의 사 소 통 정 도

<문 항 8> STEAM 수 업 시 협 력 정 도

<문 항 9> STEAM 체 험 활 동 참 여 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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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대한 관심은 사전 59.5%에서 사후 65.4%로,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는 사전 66.2%에서
사후 70.7%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과학 교과에 대해 높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으며, STEAM 수업,
STEAM 체험활동 등을 통해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문항 3의 과학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응답은 사전 68.1%에서 사후72.6%로, 문항 4
의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한다는 응답은 사전 54.3%에서 사후 69.2%로 나타나 STEAM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과학 교과와 관련된 STEAM 수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사전 71.4%, 사후 77.5%), STEAM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의 의사소통도 보다 활발하게 진
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전 62.7%, 사후 65.9%) 융합적 사고 요소에 속하는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은 STEAM 수업과 체험활동 적용의 결과로 보여 진다.
학생들이 특히 선호하는 활동은 STEAM DAY와 같은 체험활동이며 관련 행사에 참여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사전 82%, 사후 87.4%로 나타나 STEAM 체험활동이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학부모)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학부모 사전․사후 설문을 4~6학년 학부모 55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학부모용 사전·사후 설문 결과
<문 항 1> STEAM 교 육 에 대 한 이 해 도

<문 항 2> STEAM 교 육 의 필 요 성

<문 항 3> STEAM 체 험 활 동 참 여 의 사

<문 항 4> STEAM 교 육 의 기 대 되 는 효 과

<문 항 5> STEAM 관 련 학 부 모 연 수

참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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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사전 설문 결과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해서는 사전 35.4%, 사후 55.9%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STEAM 교육 적용, STEAM 소식지, STEAM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꾸준한 홍보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여 진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STEAM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사전 76.8%,
사후 81.9%) STEAM 관련 체험활동 참여 의지도 사전 58.7%에서 사후 67.2%로 높아졌다.
㈑ STEAM 수업 만족도 조사(학부모)
9월11일 학부모 초청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공개 후 공개 수업에 참석한 1~6학년 학부모 561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STEAM 수업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학부모용 사전·사후 설문 결과
<문 항 1> STEAM 수 업 만 족 도

<문 항 2> STEAM 개 념 이 해 도

<문 항 3> STEAM 수 업 진 행 과 정 이 해 도

<문 항 4> STEAM 교 육 이 과 학·기 술 에 대 한
흥미에 미치는 영향

<문 항 5> STEAM 프 로 그 램 체 험 희 망 정 도

STEAM 수업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STEAM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94.3%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의 96.4%가 STEAM 교육의 이름 및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STEAM
소식지 배부, STEAM 학부모 연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의 결과로 보인다.
수업 참관을 통해 STEAM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93.6%의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93.8%의 학부모가 STEAM 교육을 받으면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을 하
였다.
앞으로도 학교 혹은 학교 밖에서 STEAM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8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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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와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향후 STEAM 교
육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⑵ 질적 분석
STEAM 교육의 만족도와 흥미 정도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소감문과 산출물, 교사의 관찰
일지 등을 수집 및 분석하여 융합적 사고력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 포트폴리오
STEAM 프로그램 운영과 STEAM 체험활동 실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학생 활동 소
감문에는 STEAM 수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과학적 지식과 경험에 대한 놀람과 만족감, STEAM 활동에 대한
기대, 수업을 통한 변화 등이 나타나 있었다. 이것은 STEAM 교육이 학생들에게 과학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갖게 하고 융합적 사고력 신장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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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Ⅱ- C
308-A 좌장 : 임남숙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김형숙 (인하대학교 교수)
박현주 (조선대학교 교수)
문준희 (광주과학고등학교 교사)
박정미 (세종국제고등학교 교사)

융합(STEAM) 뮤지컬 컨텐츠 개발
김 형 숙 (인 하 대 학 교 : khsook12@inha.ac.kr)

교육과학기술부(2010)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의 양성을 위해 융합인재
교육(STEAM)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낮은 수준의 연계교
육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과학과 예술 중 한 방향에 치우치거나 피상적 차원의 융합교육 위주로 진행된다는 한계
가 있다. 이에 따라 예술작품을 통해 심미적 체험과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감성적 체
험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융
합형 뮤지컬 컨텐츠를 개발하고, 융합뮤지컬 컨텐츠를 교육하여, 현장에서 학생들이 참여하여 공연을 통한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융합뮤지컬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에듀테이너
를 양성하고, 스팀(융합) 영어 뮤지컬 교육 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여 융합뮤지컬 교육을 담당하도
록 하였으며, 교육을 끝마친 후에는 공연을 통하여 감성적 체험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융합 뮤지컬 컨텐츠를 통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 내 콘텐츠 융합 창의교육이 가능한 에듀테이너 양성하
여,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예술의 융합형 프로그램을 적용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스팀(융합) 영어뮤지컬 공연을 통하여 지역 문화발전과 문화
예술 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어 : 뮤지컬,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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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공학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STEAM 교육과정 모형 제안
박 현 주 (조 선 대 학 교 : hjpark@chosun.ac.kr), 백 윤 수 (연 세 대 학 교 )

1. 서 론
과학기술정보시대에서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STEM’ 또는 ‘STEAM’
은 전 세계적 과학기술교육개혁의 핵심어가 되었다. STEA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그리고 인문사회와 예술(Arts)을 통합하거나 연계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의 총
체적으로, 교육정책이나 교육관련 연구는 물론 뉴미디어,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서 빈도 있게 사용되면서 오늘
날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 독일 등의 국가에서 교육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김진용 외,
2012).
초중등학교 수준에서의 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내용(Contents)과 과정(Process)을 공학적 설계
(Engineering design)와 혁신(innovation)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학습으로, 언어학, 사회학, 예술 등 다른 교과와
의 통합과 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였다(Sanders, 2009). 공학은 과학기술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
으로써 수학과 과학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자극할 뿐 만 아니라, 공학적 설계능력(design skill), 공학 및 공학자
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권혁수․박경숙, 2012; Doppelt, 2009;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2010). 따라서 공학의 특징은 STEAM 교육을 통해 초중등학생들에게 과
학,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제고 및 동기를 향상시키고, 과학기술 및 공학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과학-기술-공학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학교육의 선두 국가인 미국의 K-12 공학교육 관련 문헌, 교육과정, 교육표준 등의 분석을 통하여
초·중등과정의 공학교육을 정의하고, 공학교육 내용의 유형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초·중등과정의 STEAM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분석한 국외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표 1>와 같은 문서와 표준 등이었다.
<표 1> Table 1 Subject
구

분

문 서

표 준

기 타

보 고 서

조

STEM Education Issues and Legislative Options
Educate to Innovate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of STEM Innovation:
Identifying and Developing Our Nation's Human Capital
Change the Equation
PCAST Report
A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 Practices,
Crosscutting Concepts, and Core Ideas
National Educational Technology Standards for Students
K-12 STEM Guidelines for All Americans

직

시

기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hitehouse

2006
2009

NSB, NSF

2010

PCAST
PCAST

2010
2010

NRC, Board on Science Education

20117

ISTE
Corporate Member Council

2009
2008
2007/
2011
2007
2000
2011

State standards

MA, WA, NY

K-12 Engineering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
Why K-12 Engineering?

ASEE
NCTM
ASEE K-12 Engineer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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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 ․중 등 교 육 과 정 에 서 의 공 학 이 해
1) 개념적 정의
초중등과정의 공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공학, 기술, 과학의 차이를 어원, 학문, 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2>
<표 2> Table 35 Concepts of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구

분

어 원

학 문

방 법

전문가

과

학

기

술

공

학

어떤 사물을 `안다`는 라틴어
`scire`에서 연유된 말 (Wikipidia,
2011) [http://en.wikipedia.org/wiki/]

그리스어(語) '테크네(technē)'에
서 유래. 어원적(語源的)으로는
예술·의술 등도 포함하나, 오늘
날은 주로 물적 재화(物的財貨)
를 생산하는 생산기술의 뜻으로
사용(Wikipidia, 2011)

`engine`과 `ingenious`로서 `창조
하다`는 뜻의 동일한 라틴어
`ingenerare`에서 유래.

자연에 대한 탐구로서 자연 현상
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기
본 원리를 정립하고 그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Pierce & Karwatka,
2005)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
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
도록 가공하는 수단’으로 정의
하고,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
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예,
건축 기술)과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문대영, 2008;
MDE, 2006; Pierce & Karwatka,
2005).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품 또는 제조법 및 신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보다 넓은 의미
로는 인간의 욕구나 욕망에 적합
하도록 주어진 대상을 변화시키
는 모든 인간적 행위(Wikipidia,
2011)

귀납법, 연역법, 귀추법과 같은
과학적 사고와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가설, 일반화 등과
같은 탐구방법

과정과 원리의 탐구, 시스템 개
선, 방법과 수단의 개선, 기술적
문제해결, 제작과 평가 등의 방법

설계(design)와 모델링(modeling),
시작품 제작, 테스트와 피드백
등과 같이 인간사회의 요구를 위
한 변화 방법

과학적 이론을 학회에 발표하는
학자

과학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도구
생성하는 전문가

인류의 가치/요구 추구를 위하여
기술을 창의적으로 변형 또는 사
용하는 전문가

2) 초․중등과정의 공학 및 STEAM 교육 모형
문헌, 교육과정, 교육표준 등의 분석을 통하여 초·중등과정의 공학교육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학 및 STEAM
교육과정은 절차적 과정, 분야별 지식/개념, 과정과 지식의 통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표 3>
<표 3> Table 3 Engineering process
문제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

해당 문제에 대한 상황 및 현 해결안 조사
인터넷, 도서관, 면담등을 통한 다른 해결안 탐구
가능한 해결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가능한 해결안 개발

수학과 과학을 활용
2차원이나 3차원에서 가능한 해결안을 명료화
가능한 해결안을 세밀화

가능한 최상의 해결안 선정
시작품 제작
시작품에 대한
테스트와 평가
결과에 대한 토론
재설계

원 문제나 필요성에 가장 적합한 해결안을 선정
2차원이나 3차원에서 선택된 해결안을 모델링
시작품이 작동 하는가
원 설계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는가
해결안이 초기의 문제나 필요성에 어떻게 부합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포함하여 공학적으로 발표
해결안에 대한 타협과 사회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토의
테스트와 발표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결안에 대한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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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절차적 과정
공학을 효율과 가치를 위한 문제해결과정으로 제시. 예를 들면,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거나,
Inquiry-based teaching & learning, Understanding by Design (UbD), Problem-based Learning (PBL),
Performance-based teaching & learning, 5E Teaching, Learning, Assessing Cycle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학습 내용을 제시한다.
⑵ 분야별 지식 또는 개념
공학과 관련된 분야를 나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정보·통신, 제조, 건설, 교통, 생명·화학,
재료·금속, 기계, 유체 시스템, 열 시스템, 전기 시스템 등과 같이 공학과 기술의 다양한 분야를 제시하여 관련
된 개념을 학습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⑶ 절차적 과정 및 지식의 통합
공학, 기술, 과학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개념과 문제해결전략을 함께 제시. 예를 들면, 펜실바니아 주의 경우,
Scope of Technology, Technology & Society, Technology & Engingeering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내용
을 함께 제시하였다. 매샤츄세추 주(2006)와 NRC(2011)의 표준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표 4>
<표 4> Table 4 Combination of engineering process and concepts
구

분

Scope of
Technology
Technology &
Society

내

용

1.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2. Core Concepts of Technology,
3. Technology Connections
1. Effects of Technology
2. Technology and Environment,
3. Society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4. Technology and History

1. Design Attributes
Technology &
2. Engineering Design
Engineering Design 3. Research & Development, Invention & Innovation, Experimentation/problem Solving
& Troubleshooting
1. Applying the Design Process
Abilities for a
2. Using and Maintaining Technological Systems
Technological World
3. Assessing Impact of Products and Systems
1.
2.
3.
The Designed World 4.
5.
6.
7.

Medical Technologies
Agricultural and Related Biotechnologies
Energy and Power Technologi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ransportation Technologies
Manufacturing Technologies
Construction Technologies

3. 맺 는 말
이 연구는 국외 초·중등과정의 공학교육을 조사를 통하여 STEAM 교육과정 유형을 제안한 것이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과학, 기술학, 공학의 어원적, 학문적, 방법적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개념을 확인하였다. 과
학은 과학적 사고와 탐구방법을 기초로 한 자연현상에 대한 원리 및 이론이며, 기술학은 과정과 원리의 탐구, 시
스템 개선, 방법과 수단의 개선, 기술적 문제해결, 제작과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연의 사물을 가공하는 수단
과 다루는 방법을 의미한다, 공학은 설계(design)와 모델링(modeling), 시작품 제작, 테스트와 피드백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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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제품 또는 제조법 및 신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또는 인간의 욕구나 욕망에 적합하도록 주어진 대상을 변
화시키는 모든 인간적 행위와 관련된 학문으로 구성된다.
둘째, 초중등과정의 공학 및 STEAM 교육 유형은 절차적 과정, 분야별 개념 및 지식, 그리고 과정과 지식이
융합된 것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초·중등과정의 공학 및 STEAM 교육을 이해하는데 보다 좋은 자료와 근거 및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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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를 이용한 수학과 음악 통합학습 자료의 개발
문 준 희 (광 주 과 학 고 등 학 교 <영 재 교 육 원 겸 임 > : jewelmjh@hanmail.net)

피타고라스는 간단한 정수비를 이용하여 조화로운 화음을 표현하였다. 이때 정수비로 표현되는 진동수는 곱의
특성을 갖는데 음악적인 표현에서 이는 음정을 더하는 것에 대응된다. 로그는 곱셈을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
므로 로그를 사용하면 정수 비를 일정한 간격인 대수적인 수로 나타낼 수 있다. A. Ellis는 1875년 경 진동수를
측정하는 단위로 한 옥타브를 1200등분한 센트를 도입하였고 로그의 계산을 통해 음정을 센트로 나타내면 미세한
음정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계를 중심으로 로그를 사용한 음악과 수학 통합학습
자료 개발의 예를 제시하고 과학교과와의 통합을 통한 학생 중심의 R&E 프로그램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도 STEAM 교육을 위한 과학 글쓰기 및 non-fiction 도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길 바란다.
＊핵심어 : 피타고라스 음계, 순정율, 센트, 로그, 연분수, 미분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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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수열이 왜‘조화’로운가? : 수학, 음악, 과학을 융합한 수업모형
박 정 미 (서 울 대 학 교 : mensa04@snu.ac.kr), 박 재 희 (경 기 과 학 고 등 학 교 )

본 연구에서는 조화수열의 기원, 의미 등을 수학, 음악, 과학을 융합하여 실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도
모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조화수열의 정의는 알고 있으면서도 ‘조화수열
이 왜 조화로운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역수가 등차수열인 수열로 정의되는 수
열에‘조화(harmonic)’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음악에서의 조화와 관련이 있다’는 정
도의 추상적 지식 수준에서 말하는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조화수열은 수학, 음악, 과학의 융합이 자연스럽게 일
어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따라서 조화수열을 기반으로 한 융합 수업 모형은 여러 분야의 융합이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는 STEAM 교육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과 원리를 명확히 하여 깊은 이해를 도모
한다는 측면, 더불어 실제 악기를 통한 체험활동이 포함된다는 측면 등 STEAM 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학에서의 조화수열을 기반으로 음악과 과학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구성하
였다. 수업의 목표는 ‘현악기의 분할을 통한 조화수열의 의미 관찰’이며, 현악기, 줄자, 오선악보 등의 준비물
이 필요하다.
조화수열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음악 연구 중에 발견한 수열로, 당시 음악의 원리에 대한 연구는 모노코드
(monochord)라는 하나의 현으로 된 연구용 악기를 사용하여 행해졌다. 이를 수업에서 재현해 보기 위해 각 조별
로 현악기를 준비한다. 현의 진동이 눈으로 잘 관찰되기 위해서는 첼로처럼 현이 긴 악기일수록 좋다. 먼저 각 현
을 진동시켜서 현의 진동 형태를 관찰한다. 관찰에 의해 발견되는 현상이나 상관관계 등을 발표를 통해 공유하면
서 내용을 함께 정리한다. 예를 들어 현의 두께에 따라 음높이가 다르다는 것, 현의 긴장도에 따라 음높이가 다르
다는 것, 진동폭이 클수록 소리가 크다는 것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현의 진동 형태에 대한 묘사를 할 수도
있다.
이어서 진동형태가 눈으로 가장 잘 관찰되는 가장 낮은(두꺼운) 현을 선택하여, 조화수열(1, 1/2, 1/3, 1/4,
1/5, …)에 의해 현을 분할하여 만들어지는 음들을 악보에 적어보도록 한다. 첼로의 가장 낮은 현으로 할 경우에
는 1은 C2(낮은 도보다 한 옥타브 아래 도), 1/2은 C3(낮은 도), 1/3은 G3(낮은 솔), 1/4은 C4(가온도), 1/5은
E4(가온미), 1/6은 G4(가온솔) 등이 될 것이다. 다른 현들에 관해서도 이러한 음렬들을 찾아보게 한다.
수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현의 조화수열에 의한 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현의 조화수열에 의한 음들은 청각적으로 매우 조화
로운 음들의 배열이 되며, 6번째 음까지를 모두 합하면 ‘도미솔’이라는 매우 협화적인 장3화음이 형성된다. 이
처럼 수열이 매우 조화로운 음향을 만들어내었기에 조화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둘째, 조화수열의 음들이 왜 조화롭게 들리는 것일까? 현의 진동형태를 잘 관찰하면 여러 진동형태가 복합적으
로 혼합되어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사실상 현이 진동할 때는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현의 진동 뿐 아니라,
1/2, 1/3, 1/4, 1/5,… 등의 정수분할의 현들도 동시에 진동한다. 즉, 우리는 ‘C2’(가온도보다 두 옥타브 낮은
음)로 듣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1/2, 1/3,… 에 해당하는 음들이 동시에 같이 울리는 것이다. 이것을 배음
(harmonics)라 한다. 즉, 이미 한 현의 진동 안에 조화수열의 음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셋째, 조화수열은 숫자배열이 단순하지 않은데, 왜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 낼까? 17세기 이후 갈릴레오 갈릴
레이는 음높이가 주파수(초당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의 길이와 주파수는 서로 역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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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현의 조화수열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사실상 등차수열이었던 것이다. 만약 피타고라스 시대에 주파수 개
념을 알고, 측정도 가능했다면, ‘1, 1/2, 1/3, …’이라는 수열에 굳이 ‘조화(harmonic)’라는 말이 붙지 않
았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역시 단순한 수열(등차수열)이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결론에 도달했을지도 모른
다.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진 후에, 수업 전반의 내용이나 토의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이나 아이디어 등을, 문
헌조사나 실험, 분석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여 설명문 형태의 보고문이나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소논문 등을
작성하여 조별로 발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배음이 진정 존재하는가? 혹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 ‘음악의 화음이나 화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추가적인 탐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음악을 포함한 예술이 수학이라는 분야와 함께 발달하였고, 과학의 발달로 설명이 수정, 보
충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여러 학문 분야의 융합적 사고와 안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
다. 또한 수학, 음악, 과학 분야에서 언급되는 개념들을 통합적 체험활동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의와 발표, 과제글 등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말이나 글로 체계화하는 방식도 발전
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핵심어 : 수학, 음악, 과학, 조화, 조화수열, 등차수열, 배음, STEAM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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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초등학생의 탐구기능 신장을 위한 STEAM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
이 혜 원 (서 울 석 계 초 등 학 교 : klhyewon@sen.go.kr), 이 찬 미 , 김 선 희

이 연구에서는 탐구 기능을 중심으로 교사의 STEAM 수업설계 과정을 탐색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탐구기능 중심의 융합인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콘텐츠를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용하여 STEAM수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회 소속 교사 7명과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34명, 5학년 학생 136명이었다. 탐
구기능 중심의 STEAM교육 콘텐츠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초안을 개발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
였다. 개발한 콘텐츠는 3학년은 4차시, 5학년은 6차시를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탐구기능 중심의 STEAM 수업과정을 두 가지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먼저, 기초탐구기능 중심의 3학
년 대상 수업은 ‘달걀은 요술쟁이’라는 주제중심 수업형태로 진행하였다. 다음, 통합탐구기능 중심의 5학년 수
업은 학년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SOS, 지구를 구하라’ 는 주제의 수업이었다. 또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업실행 전․후 학습 동기 및 흥미의 과학적 태도 변화를 질문지, 포커스 그룹 대상의 심층면담, 그리고
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서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회 교사들은 탐구기능 향상을 위한 STEAM 수업설계의 과정에서 반성적 저널을 통해 교사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업 후 학습 동기 및 흥미의 과학적 태도 면에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수학,
과학은 재미있는 과목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이 즐겁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즐겁다’라
는 문항에 대하여도 긍정적 반응이 증가하였다. 이는 STEAM이 지향하는 수학, 과학 기반의 융합교육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충분히 자극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수업 전과 비교하였을 때 문제해결능력 및 탐구능력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수업 전에는 문제가 어
렵다고 느끼면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던 학생들의 비율이 수업 후에는 낮아졌다. 즉, 결과에 상관없이 도전해보고
싶다는 문제해결의지가 보다 강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STEAM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탐색을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선학교에서 STEAM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탐구기능 향상에 대한 교사들의 수업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
습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기초탐구기능과 통합탐구
기능에 대한 STEAM 교육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STEAM 수업활동을
통해 탐구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학습자 경험의 혁신과 교사의 탐구기능의 향상을 위한 STEAM수업개
선 의지를 높일 수 있었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탐구 기능 중심의 STEAM 수업을 지속적으로 적용한 후, 수업실
행 전․후의 과학탐구능력검사를 통해 과학탐구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는 추후 연구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핵심어 : 탐구기능, STEAM, 협업, 프로젝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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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놀이를 활용한 초등 융합과학수업 적용 사례 및 효과
전 승 희 (인 천 먼 우 금 초 등 학 교 : jsh4591@naver.com), 권 난 주 (경 인 교 육 대 학 교 )

‘놀이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을까?’ 놀이는 학생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삶의 과정에서
놀이문화를 만들었고, 전통을 전달했다. 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래놀이는 문화적으로나 교육
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고 한다. 다양한 놀이 중에서 전래놀이의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수, 과학개념이 포함된 전통놀이를 통해 개념을 습득하여 전반적인 인지발달에 도움을 주고, 창의성 발달
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2009 개정 과학교육과정의 목표에서 과학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적이고 창의
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고, 교수ㆍ학습 방법에서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 주변 및 첨단 과학 소재를 학습 자료로 이용하고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된 자
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높이기 위해 전래놀이를 활용한 과학 수업을 생각해 보았다.
전래놀이에는 물리적 개념과 관련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연구자는 초등과학교육과정과 연계성
이 있는 놀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본 연구의 과정은 먼저, 전래놀이의 종류 및 놀이하는 방법, 놀이의 유래와
지도할 때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조사한 후, 과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지도안 작성
및 자료를 구성하고 23명의 학생들과 함께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설문자료와 면담자료 분석 통해 전래
놀이를 통한 과학 학습의 효과(과학에 관련된 태도)를 찾아보고자 했다.
예를 들어, 4학년 2학기 1단원 식물의 세계 1~2차시에는 ‘학교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알
아보는 차시가 있다. 이 차시의 학습목표는 ‘학교 주변의 식물을 특징에 따라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식물을 사랑
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는다’이다. 학습목표 도달을 위해 ‘풀, 꽃 이름맞히기’ 놀이를 차시에 활용하여 풀
만 있는 학교 화단에 여러 식물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놀이 후에 식물도감을 통해 식물의 종류, 특징 등을 관
심있게 찾아볼 것이다.
또한 `잎 떼기 놀이나‘꽃술 싸움 놀이’를 통해 잎이 줄기에 달린 모양을 비교하는 차시에서 활용가능하고, 꽃
의 구조를 배우면서, 암꽃술이 수꽃술보다 길다는 것을 놀이에서 이기기 위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6학년 2학기 3단원 에너지와 도구 3차시 에너지의 종류가 바뀌는 예를 ‘에너지의 종류가 바뀌는 예를
찾아볼까요?’에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예를 찾아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에 도달
하기위해 ‘제기차기’, ‘그네’, ‘널뛰기’ 등의 놀이를 통해 위치에너지-운동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
다. 특히 ’널뛰기‘는 1종지레로 분류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힘점, 받침점, 작용점을 찾아보는 활동
을 놀이를 통해 해볼 수 있다. 나아가 2009교육과정 3~4학년군 체육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전통놀이와 연계하여
교과간 통합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 학생들은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해서 전래놀이를 활용한
과학 수업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 전래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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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놀이를 활용한 초등 융합과학수업 적용 사례 및 효과
최 영 미 (제 주 대 학 교 : ymchoi@jejunu.ac.kr), 홍 승 호 (제 주 대 학 교 )

STEAM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여러 영역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있지만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학습자
특성에 따라 STEAM 수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영재학생이 점수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하기 보다는 일반학생보다 어떤 면에서 STEAM 수업으로 인한 향상 폭이 큰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STEAM 교육의 적용 대상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는 융합교육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검증하는데 그치지 않고
메타적으로 STEAM 수업을 분석하여 STEAM 수업에서의 학습자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본 연구는 주변의 생물에 대한 STEAM 프로그램이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과학성취도, 탐구능력, 정의적 영
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STEAM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동일한 10차시 분량의 STEAM 프로그램을 두 집단에게 각각 투입한 후, 사후 검
사하였다. 차시별로 융합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STEAM 프로그램은 과학 교과 중심이며, 5, 6학년 영재집단 29
명, 비교집단 69명에게 투입되었다.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여 정규분포에 따르지 않는 경
우 대응2-표본 비모수적 검정인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고 정규분포에 따르는 경우는 대응표본
t-검정으로 집단 내의 향상 정도를 알아보았다. 집단 간 비교분석은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에 대해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 중의 수행 과정은 STEAM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전체적인
과정을 I-STEAM 교육모형의 ADBA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STEAM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 분석은 문항에 따라 답변을 선택한 것을 백분율로 정리하였으며, 학생들이 STEAM 수업을 통해 제
작한 산출물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과학성취도 영역에 대하여 영재집단은 STEAM 수업을 통해 성취도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하였
지만(p<.01) 비교집단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집단 간은 유의수준 5%에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탐구능력에서는 영재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STEAM 수업을 통한 향상은 없었다. 그러나 집단 간
비교에서는 영재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STEAM 수업 후에 탐구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정의적 영역에
서는 영재집단(p<.001)과 비교집단(p<.01)에서 STEAM 수업이 매우 높은 효과를 보였다. 특히 영재학생은 정의
적 영역의 모든 하위 요소인 자신감, 즐거움, 가치에서 효과가 있었다. 반면 영재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재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STEAM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모둠원과의 협동을 통해서 창
의적인 산출물을 제작하였다. 한편, STEAM 수업 과정에서 영재집단은 비교집단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을 잘 활용하며 산출물의 유형도 비교집단보다 영재집단이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 특성에 따라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비
록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STEAM 수업 방식에 더 유리한 점이 많지만,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면
일반학생도 융합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과학 영재학생에게는 과학기술을 강화한 STEAM 교육
을 적용하여 융합교육 수업에의 몰입과 응용으로 유도하고, 일반학생에게는 흥미 중심의 STEAM 교육을 통해서
어려움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도전감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
업에 익숙해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을 체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앞으로의
STEAM 수업이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STEAM 수업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과학교육이 안
고 있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앞으로는 흥미를 넘어 본연의 목표인 과학성취도와 탐구능력까지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교과 내용과의 연계를 고려하되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
을 고려한 체계적인 STEAM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교사들의 역할도 중요
하다. 또한 개발된 STEAM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과도기적 성격을 띠므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 융합인재교육, 과학영재, 일반학생, 초등과학, 과학성취도, 탐구능력, 정의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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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주제로 한 통섭 수업 설계
＊ 이 화 연 (대 전 중 리 초 등 학 교 : inez1218@gmail.com), 강 남 화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교과 ‘지구와 달’, ‘지구와 달의 운동’ 단원에서 활용할 통섭원리에 기초한
STEAM수업의 사례를 제공하는데 있다. 과학교과와 과학사 및 예술 영역을 ‘달’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통섭
적으로 접근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본 통섭수업의 목적은 달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달(과학)
의 관계에 관해 고찰해보는 의미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업 원칙 수립과 수업 설계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섭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방향 및 원칙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 유형은 한국과학창의재단(2012)에서 제시하는 ‘교과 내 수업형’으로서 과학 중심 교과
에 과학 및 과학사, 국어, 미술을 연계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통섭의 의미에 어울리게 각 과목을 묶는
방법으로서 ‘주제중심’ 수업을 구성하였고, 선정된 각 하위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역사의 흐
름에 맞게 수업을 구성하였다.
둘째, 주제 선정 및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학습자에게 친근하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
상을 고려하여 과학 5~6학년군 ‘지구와 달의 운동’을 중심 단원으로 선정하였다. 과거로부터 인간은
달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여 신화나 전설, 풍습, 예술작품들이 만들어져왔으며,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등 인간과 달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달의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측면을 다루
는 수업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주제를 선정하였다. 과학 교과의 <지구와 달>, <지구와 달의
운동> 성취기준, 국어 교과의 <문학>영역 및 미술 교과의 <감상>영역의 내용과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본
수업에 반영하였다.
셋째,‘달’을 주제로 한 통섭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였다.‘아주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달’,‘갈릴레이가 관측
한 달’,‘움직이는 달, 모양이 변하는 달’, ‘지구와 환경이 다른 달’,‘아폴로 11호’,‘우리가 만든
달이야기’의 순서로 총 7차시 수업을 계획하였다.
＊핵심어 : 달, 통섭수업, 과학-예술 통합, 통섭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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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과학 환경 융합형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RSM)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안 재 홍 (온 신 초 등 학 교 : gordon4264@daum.net), 권 난 주 (경 인 교 육 대 학 교 )

초등학교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 받아야만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 개발 및 지식의 활용이 가능하게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 사회의 특성, 학부모 및 학
생들의 요구 및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새로운 교육과정으로의 변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정부와
학계는 과학성취도에 비해 과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즐거움, 가치 부여 등 학생들의 흥미도는 저조하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른바 융합을 통한 창의성 증진을 도모하는 STEAM 교육을 새로운 과학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소개하
고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지식, 기능,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지적 능력과 호기심, 성취욕
구, 태도, 책임, 협동, 의사소통 등의 정의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정 운영의 바탕에는 학생들 스스로의 배움중심교육을 통하여 창의성을 길러주는 창의지성교육 안착이 바탕이 되어
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의 방향을 교실 안에서의 수업에서 나아가 지역의 과학교육자원을 활용한 체험
으로 확장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며 체험하는 가운데 배움이 일어나며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RSM(Regional Science education resource Map)은 지역의 자연 및 시설 등을 활용하는 이른 바 ‘지역과학
교육자원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환경) 체험학습 기회 확대, 과학(환경)학습에 대한 흥미도 및 성취도를 제고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자연, 시설 등에 대한 체험 활동을 과학과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RSM을 통한 과학ㆍ환경체험 교육을
STEAM 교육으로 대변되는 학습 준거와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함의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RSM 프
로그램은 학생들의 인근 자연 및 시설 자료 활용을 통한 과학(환경)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과학(환경)학습에 대
한 흥미도, 성취도를 제고하고자 개발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RSM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
을 목표로 하는 STEAM 교육 학습 준거 틀에 의거 자료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STEAM 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본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
여 STEAM과 관련된 프로그램 구성은 관련 수업 시간에는 분절된 형태로 차시별로 지도될 수 있으며, 창의적 체
험활동 등을 통해 전체의 프로젝트 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자발적 체험학습 활동으로는 체험
간 학습을 도와주는 워크북 형태로도 제공될 수 있다. STEAM 교육의 수업 구성 원리를 기반으로 한 자료 개발
을 통해 우리 주변에 산재한 과학자원을 체험하는 가운데 형성될 수 있는 창의성 신장을 목표로 연구의 방향을
잡아 자료를 개발하였다.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은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지, 참고 자료 등으로 개발하여 본 연구
자료를 접하게 될 타 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각 교실 현장에서 즉각 투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를 담도록 하였다. 이는 학교 과학수업의 보충 심화 자료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과학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역 체험학습 지도 자료 개발 등에 있어 또 다른 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융합교육에서 알 수 있듯 내용의 전달에 있어 기술적 테크닉과 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소통
방법은 과학현상의 복잡한 양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 효과적이므로, 앞서 탐색한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양
질의 소통 방법을 찾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을 두도록 하였다. 각 지역별로 산재한 자연 및 전시, 건축물 등의
과학교육자원들을 활용한 융합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학
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새롭게 제시되는 교육과정에 발맞추어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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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소양과 창의성, 그리고 감성적으로 풍부한 소통과 배려의 인성 신
장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융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측면에 있어 일선 교사들에게 지역별 체험학습 자원을 융합
교육과 연결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및 사례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의적 지식 생산 방안
및 지역 과학교육 자원과 학생과의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융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직접 점
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핵심어 :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 초등 융합과학교육,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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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과학 환경 융합형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RSM)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양 승 지 (백 신 초 등 학 교 : lovesjsh@hanmail.net), 권 난 주 (경 인 교 육 대 학 교 )

우리 경제는 포스트산업경제에서 정보경제 시대를 거쳐 디지털경제시대를 지나 창조경제 시대로 변화해 왔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창조경제시대는 지식, 기술, 학문간의 융합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경제 흐름의 변화 속에
서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미래핵심인재 양성 차원에서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과학창의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미국에서 시작된 STEM교육에 심미성을 강
조하는 예술(Arts)분야를 추가한 융합인재교육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다. 예술교
육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성과 상상력의 함양을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과학과
예술의 융합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
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 교육에의 예술통합은 생소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
현장에서 예술 융합교육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들의 연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단계
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학예술 프로그램 개발 현황을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과학예술 융합교육 교
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국외의 과학예술 융합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어떠한 특징을 가
지고 있는가? 셋째, 현재의 국내외 과학예술 융합교육이 앞으로 과학예술 융합교육의 학교 정착을 위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과학예술 융합교육은 과학 학습에 예술의 장르(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언어), 영상)를 활

용한 활동을 말하며 문학(언어) 활동은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으로 제한한다. 분석대상은 국내 학교 안 과학
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국내 학교 밖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국외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
었으며, 국내 학교 안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2011년 1월~2013년 7월 사이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 리더스쿨 프로그램 101개와 교사연구회 프로그램 99개를 분석하였다. 국내 학교 밖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2011년 1월~2013년 7월에 진행된 비형식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창의과학재단 홈페이지와 과학, 예술행사 관련 공문, 홍보 팜플렛,
언론, 신문, 국내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하였다. 국외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정무, 연구기관, 과학관,
미술관의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VAPA, Tinkering Studio, STCTM,
FOSS, Getty(Art&Science), La main á la pâte, Kinder Art, EIE, Science Theatre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 준거는 국내 학교 안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대상, 운영시간 , 연계주제, 활동방법에 따
라 분석하였으며, 국내 학교 밖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대상, 운영시기, 운영방법, 융합분야, 활
동형태에 따라 분석하였다. 국외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기관, 프로그램명, 개요, 목표,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 분석하였다.
국내 학교안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분석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예술 융합교육 교
수학습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전담제

수업방식인 반면 초등의 경우 담임교사 수업 방식으로 교육과정과 시간 운영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술과 연계된 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예술 산물을 활용하는 것 보다는 예술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또한 과학과 예술만의 융합보다는 STEAM 학습 중 예술을 융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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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교밖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분석결과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학기 중에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은 71%였다. 이는 학교 교육에 학교 밖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관람형, 자유체험형, 안내
된 체험형이 비슷한 비율이였다. 이는 학교 교육에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다양한 형태의 활동 가능함을 보여준
다. 그리고 미술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영상, 공연, 음악, 연극과 연계된 프로그램 비율이 비슷하였
고 학교안 과학예술 융합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미술 외에

다른 분야와 연계된 프로그램 비율이 높

았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여건상 다루기 어려운 수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국외 과학예술 융합교육 사례 분석결과 실생활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았으며 체험 과 경험을 중요시 하는 프로
그램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자료, Lesson Plan을 제공하거나 미술관, 박물관 교육
도 신청시 학교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프로그램들이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과학예
술 프로그램과 유사한 활동들이 많았다.
본 연구 결과 과학예술 융합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한 단원, 한 차시의 과학예술 융합이 아닌 과학교육 내용과
정에 적용 가능한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며 다양한 융합예술 활동, 예술 산물을 활용한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깊이 있는 체험과 맥락이 있는 수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 밖 프로그
램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내용 및 지도자료 활용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필요하며 기업, 학술기관, 연구기관 등의 연계도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 과학예술 융합교육

306 2013 융합인재교육 STEAM 학술대회

P-7

STEAM을 적용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휴대폰 센서 R&E 결과
이 승 우 (부 산 대 학 교 : seungwoo@pusan.ac.kr), 이 지 애 , 김 영 민

R&E (Research & Education)는 연구를 통한 교육을 뜻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첨단 지식과 연
구방법, 과학적 논의 과정을 습득하고 과학자로서의 삶을 미리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 스스로 독자적인 연
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와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R&E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
을 마음껏 뽐낼 뿐 아니라 연구 능력 또한 신장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E 과정은 연구주제 탐색, 연구주제 확
정 및 역할 분담, 연구계획, 원리탐구, 응용 및 개발, 연구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성 판별시험을 통해 선발된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휴대폰 센서에 관한 R&E 과정
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게임을 할 경우 다양한 센서들이 이용
되어 가상의 현실감을 증강시키고 있지만 학생들은 실제 센서에 적용된 가속도나 전자기 원리는 교과서에서 배우
지만 실제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R&E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구주
제를 설정하고 탐구계획을 세워 교과과정을 통해 배운 물리학의 원리(Science, Mathematics)를 탐구하고 공학적
응용(Engineering)으로 가는 기술(Technology)과 디자인(Art)을 이해해봄으로써 과학적 탐구능력이 향상되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핵심어 : STEAM, 휴대폰 센서, 고등학교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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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 개발
조 순 자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jsjgift@hanmail.net), 김 효 남

현대 사회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미래 사
회는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다양한 지식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실천력을 필요로 한다.
교육부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수준에서부터 과학기
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STEAM 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였다(교육부, 2010). STEAM 교육은 정책적 지원하에 교육 현장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STEAM 교육 자료 개발의 편향성, 제한적 수준과 범위에서의 융복합이 지적되고
있으며(박영석 외, 2013) 일관된 기준에 의해 STEAM 프로그램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연
구는 부재하다. 진정한 STEAM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증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효과적 활용을 도모하여야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돕고 STEAM 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STEAM 교육이론을 종합하여 STEAM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를 개발하
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STEAM 교육 연구와 실천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이론
연구, 연구세미나, 전문가 협의회, 현장 적용을 실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과 사전설문조사를 통하여 STEAM 교육 실태와 인식, 요구를 살펴보았다.
둘째, 23개의 STEAM 교육이론과 교육학 문헌을 분석하고 연구세미나의 논의를 거쳐 STEAM 교육의 핵심개
념 및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STEAM 프로그램의 범주와 영역별 하위 구성요소를 선정하여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 시안을 설계, 개발하였다.
셋째, 개발한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 시안은 STEAM 교육 전문가 2인과 과학교육 전문가 1인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신뢰도 검증을 위해 STEAM 교육 전문가 교사 집단과 일반 교사 집단, STEAM 프로그램 개발자 99명
을 대상으로 개발한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STEAM 프로그램을 분석하게 한 후,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평정자간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신뢰도 결과는 일치도 통계(PA), McNemar 검정,
Kappa 계수로 산출하였다.
다섯째, 실용도 검증을 위해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의 효과와 활용가능성을 알
아보는 사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를 최종 완성
하였다.
STEAM 교육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사전설문조사 결과, 일반 교사들은 STEAM 교육 전문가 교사 집단에 비해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 자신감, 적용 의지가 낮았지만 두 집단 모두 STEAM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STEAM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질
적 검토를 통한 양질의 STEAM 교육활동 제시를 요구하고 있었다.
STEAM 관련 교육이론을 종합하여 개발한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 시안은 ‘학습자 특성, 목표, 융합 유
형, 내용, 방법, 평가’의 6개 영역, 98개 요소의 체크리스트로 개발되었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이하 CVI) 산출 결과, 0.85의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CVI의 절단점을 0.75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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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절단점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영역의 ‘통합개념’과 평가 영역의 ‘산출물 평가’ 요소는 삭제하
였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 시안은 ‘적용 대상, 목표, 융합 유형, 내
용, 방법, 평가’의 6개 영역, 88개 요소의 체크리스트로 수정・보완하였다.
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 결과, 0.919의 높은 일치도(PA)를 보였고 McNemar 검정 결과 98%의 분석
결과에서 검사와 재검사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검사-재검사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정자간
일치도는 0.878, Kappa 계수는 0.807을 나타내어 성태제(1989)가 제안한 적정 신뢰도 이상을 확보하였다.
STEAM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프로그램별 평정자간 일치도는 0.856~0.962, Kappa 계수는 0.705~0.923의 분포
를 나타내어 높은 평정자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STEAM 교사연구회 교사 4인과
일반초등학교 교사 4인이 10개의 STEAM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정자간 일치도(PA) 0.920, Kappa 계수
0.838로 나타났다.
실용도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의 타당성, 효과, 활용성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5점 척도) 4.10 이상의 응답 평균을 나타내어 도구의 실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STEAM 교육
에 대한 이해, 자신감, 적용 의지에 관한 사전-사후 T검증 결과, 도구 적용 후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
었다. 그리고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 사용 후 의문, 수정, 삭제,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STEAM 프로그램 분
석도구 보조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STEAM 교육이론은 종합하여 STEAM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 실용도를 갖춘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를 개발하였다.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는 Ⅰ.적용 대상(학교급, 학년, 지역 특
성), Ⅱ.목표(목표 제시, 융합교육의 목표), Ⅲ.융합 유형(학문융합방식, 융합요소), Ⅳ.내용(지식 영역, 정의적
영역, 최신연구내용, 진로 교육), Ⅴ.방법(학습 구조, 운영 방법,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과정, 주요 활동
유형), Ⅵ.평가(평가기준 제시, 학습목표와 평가문항의 일치, 평가시기, 평가주체, 평가방법)의 6개 영역, 88개
요소로 구성되었다.
둘째,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 활용 후,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 자신감, 적용 의지 향상에 긍정적 효과
를 확인하였다. 개발된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는 교육 활동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STEAM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STEAM 교육 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STEAM 프로그램의 타당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피드백
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핵심어 : STEAM, STEAM 프로그램 분석도구(STEAM, Analysis tool for STE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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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주제로 한 통섭적 접근의 수업 설계 연구
배 주 영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qwd0320@naver.com), 강 남 화

본 연구의 목적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통섭적인 접근을 통한 수업 설계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
에서 ‘빛’을 수업 설계의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빛’과 관련된 현상
을 다양한 관련 분야 안에서 학생 스스로 탐구함으로써 그 원리뿐만 아니라 소중함을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빛’에 관련된 학습주제의 선정 기준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현상 중에서 초등학생 수준에서 ‘빛’에 해
당하는 개념 및 활동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또한 통섭 원리에 기초한 수업의 목표와 각
소주제 및 관련 교과의 특성에 알맞도록 학습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색’과 ‘광원’의 하위범주에 따라 각각 3개의 학습주제를 선정하였다. 학습주제별로 관련 교과를 탐
색하였으며 첫째, 과학 내 영역 구분(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둘째, 교육과정상 교과목(국어, 도덕, 사회, 수
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셋째, STEAM 영역(기술, 공학), 넷째, 기타(과학사, 진로, 다문화교육) 교과에 따라
학습내용을 구성하였다. 학습목표는 영역별로 설정하였으며 각 영역은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 통섭적 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영역은 각 교과목에서 습득해야 할 지식에 대한 목표, 행동적 영역은 해당 교과 분야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목표, 통섭적 영역은 다양한 교과목의 통합적인 학습을 통해 폭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학습 소재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나 도구 사용을 중점으로 하여 실생
활에서의 현상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은 초등학생 수준에 알맞은 활동
중심으로 관련 교과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적합하며 교사와 학생 간, 또는 학생들 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가
능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색’의 하위범주에 대해서는 ‘색의 혼합’,‘회화’,‘디자인’,‘광원’의 하위
범주에 대해서는 ‘햇빛’, ‘전구의 종류’, ‘LED의 이용’의 주제로 수업계획을 작성하였다.
＊핵심어 : 빛, 색, 광원, LED, 통섭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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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을 적용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휴대폰 센서 R&E 결과
홍 승 호 (제 주 대 학 교 : shong@jejunu.ac.kr), 양 정 순

환경교육에서 STEAM 교육 활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융합적인 문제해결력, 친환경적
생활습관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친환경미생물(EM)을 주제로 한
STEAM 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한 J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적용하여 EM 관련 지식 형성과 환경소양 증진 정도를 알아보았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본 연구에서 개발한 STEAM 프로그램과 전통적 수업을 실시한 결과,
EM 관련 지식 검사에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환경소양 검사에
서도 비교 집단보다 실험 집단에 환경지식, 환경정서 영역에서 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실험 집단만을 대
상으로 한 정의적 영역 검사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실생활에서 친환경 제
품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친환경적 행동 실천 습관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본 연구와 같은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STEAM 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가정-사회가 연계된 추가적인 방안이 모색된다면 초등학생들의 환경소양 함
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 친환경미생물(EM), STEAM, 환경교육, 환경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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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에서의 STEAM: 이슈와 제약
박 현 주 (조 선 대 학 교 : hjapark@chsun.ac.kr), 백 윤 수 (연 세 대 학 교 ), 한 혜 숙 (단 국 대 학 교 )

STEAM교육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주요 정책으로 과학기술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
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STEAM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교재의 수준과 범위, 학습자 환경과 지원 등을 STEAM
실행의 어려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STEAM 교육 실행의 어려움을 조사하여, STEAM
교육의 현장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첨단 제품을 활용한 STEAM 교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가 인식하는 STEAM
교육에 대한 이슈와 제약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야간 사용하는 언어, 학습자의 수준 및 특징 차이, 학년군의 모
호성, 중심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의 부재, 수업시간 활용 등등과 관련된 이슈와 제약을 논의할
것이다.
＊핵심어 : STEAM 교육, 교재 개발, 수업적용, 이슈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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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을 적용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휴대폰 센서 R&E 결과
박 동 섭 (동 두 천 신 천 초 등 학 교 : dsmain@nate.com), 권 난 주 (경 인 교 육 대 학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
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예술교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학문과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학문 간 융합교육이
학년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최근에서야 이슈가 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융합인재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2011년부터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증진 뿐 아니라 예술의 영
역까지 간학문적 지식을 형성하여 창의적, 융합적 사고와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통합인재 양성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과거에 진행된 연구 결과물을 보면 융합의 형태를 가진 교수-학습자료로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의 흥미와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과학수
업에 노래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노래뿐만
아니라 과학 동시, 완구, 과학사, 영화, 광고, 영상 클립 등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학생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교사효
능감 및 직무만족도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은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 예술분야를 적극 활용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
습 능력 및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STEAM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의 음악은
서양 음악 중심이었다. 그러나 우리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이에 부흥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국악이 도입되고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궁중 음악 및 민요가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학생들
에게도 친숙한 전래동요가 수록되었다. 전래동요는 민요와는 다른 개념이며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즐겁게
따라 부르기 쉬운 장점이 있어 전래동요를 초등학교 과학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 첫 번째로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었다. 검정 교과서는 여러 장점을 가
지고 있으나 국정교과서와 달리 학교마다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통적인 제재곡을 배우지 않
는다. 따라서 연구자는 검정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요를 분석하고 전래동요를 과학수업에 활용할 수 방법을 분류
하여 다양한 학습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래동요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지도안 및 자료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습지와 설문을 토대로
수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들어있는 전래동요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쉽
게 재미있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지식도 함께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서술
형 논술형 평가를 대비한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과학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과학적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수업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가르치는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
며 즐겁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물은 앞으로 진행될 다양
한 과학 수업 전략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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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틱 아트의 움직임과 예술을 활용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권 혁 재 (파 주 법 원 초 등 학 교 : kwon0611@nate.com), 권 난 주 (경 인 교 육 대 학 )

창의와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문적 통합에서
예술(Arts)의 중요성과 가치는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의 STEAM 교육도 기존의 STEM 교육에 예술의 심미성을 추
가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 교육은 창의와 인성의 함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과학-예술 융
합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인성을 추구하며 예술적 감성을 함양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예술 융합교육
을 강조하지만 과학 교육에서의 예술적 접근은 다양하지 못하고 꾸미기 활동 및 글쓰기 활동으로 예술 영역과의
융합을 시도하는 등의 제한적 접근을 하고 있다. 즉 예술과의 융합에서 타 분야보다 순수미술(fine art) 분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과학ㆍ예술 융합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또 다른 과학ㆍ예술의 융합 가능성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의 예술인 키네틱 아
트(Kinetic Art)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키네틱 아트란 움
직임과 변화를 가진 예술로 조형물이 빛, 소리 등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예술을 말한다. 움직임의 예술로써 작품
에 움직임을 부여하기 위해 동력이 필요하다. 동력은 곧 에너지로써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내용으로 적용이 가능하
다. 에너지의 종류와 에너지의 전환,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 등의 교육적 의미를 담는다. 예를 들면 접근이 쉬운
키네틱 아트로써 모빌 작품으로의 접근이 있다. 모빌은 4학년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활동이며 작품제작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 적용이 수월하다. 모빌을 제작하며 수평잡기와 무게의 개념학습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키네틱 아트
에서 그림자의 움직임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이 있듯이 그림자의 변화를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관련
교육과정의 탐색 결과 무게와 수평, 에너지와 에너지 변환, 지렛대 활용 등의 교과내용과 연관하여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키네틱아트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 개념을 도출하여 현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9차시 분량의 수업과정안 및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과학적 지식과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STEAM 교육준거틀에 따라 개발한 과학-예술 융합 프로그램은 ‘상황
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상황제시 단계에서 작품의 제작 목적과 주제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목표를 설정한다. 창의적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찾고 제작한다. 제작한 작품을 시연하면서
수정보완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작품을 전시하여 산출물을 발표하여 감성적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1~2차시
는 키네틱 아트에 대하여 알아보고, 에너지의 종류를 알고 간단한 잔상효과 작품을 제작하는 경험을 갖는다. 3~4
차시는 시행착오를 통해 설계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에너지 전달의 과정과 원리를 이해함으로
써 에너지 전달 장치를 설계, 제작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5~6차시는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 작품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 표현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하도록 한다. 작품 구상도를 그리고 제작 연습하여 보완하는 활동으로
구상한다. 7~9차시에는 작품 제작을 하며 수정・보완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
는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키네틱 아트를 활용한 과학・예술 융합 프로그램을 4학년 19명 학생에게 적용하여 수
업 전․후 각 단계별 활동 만족도 조사, 면담, 활동작품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네틱 아트의 주된 특징인 움직임 요
소를 찾아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였고, 사물의 관찰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연결하
는 동력 연결을 설계함으로써 에너지 전달과정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키네틱 아트를 활용한 과학ㆍ예술 융
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졌다. 첫째, ‘키네틱 아트’의 움직임에 초점을 둔 융합 프로
그램은 중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수준에 맞추어 활용이 가능하였다. 움직임이나 에너지와 관련한 교육과정이 전학년
에서 전개되고 있어 학생수준과 과제의 난이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키네
틱 아트’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예술이 가지는 상상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과학적 학습을 자연스럽게 진행
하였고, 수업의 결과 학생들은 정의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에너지의 고마움과 작품완성의 성

314 2013 융합인재교육 STEAM 학술대회

취감을 느끼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대 예술의 여러 형태와 기법을 가지고 수업에서 새로운 융합적 시
도를 함으로써 과학ㆍ예술 융합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키네틱 아트, 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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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중심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아트 프로그램(UAPG)이
교사의 전이의도 및 발명영재학생의 STEAM 역량에 미치는 효과
손 준 호 (서 일 초 등 학 교 : ibossson@empas.com), 조 은 주 (광 주 서 초 등 학 교 )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현장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예술이 융합한 형태
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이성희, 2013). 하지만 이 중에서 예술 분야는 STEAM에서 다른 교과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어, 예술이 갖고 있는 가치를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무게중심’이라는 과학적 요소를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본질적인 환경 철학의
의미로 등장한 ‘업사이클링’에 접목시켜 UAPG(Upcycling Art Program using center of Gravity)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교사와 학생에게 적용하여, 교사의 경우는 학급에 STEAM을 적용하고자하는 전이의
도에 미치는 효과를, 학생의 경우는 STEAM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UAPG는 과학, 실과, 미
술, 사회, 읽기의 내용이 융합된 4차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는데, 학습 순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안한 3
단계 학습준거의 틀인 ‘상황제시(Co)-창의적 설계(CD)-감성적 체험(ET)을 활용하여, 1차시는 Co와 ET를, 2~4
차시는 CD와 ET를 적용하였다. 1차시는 ‘융합아트의 첫걸음, 업사이클링이란?’이라는 주제로, ’무게중심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 공고‘를 문제상황으로 제시하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활동으로 구
성하였다. 2차시는 ‘업사이클링 아트로의 도약, 무게중심’이라는 주제로, 무게중심을 감각적인 체득을 통해 이
해할 수 있도록 ‘[활동 1] 포크와 수저로 무게중심 찾기→[활동 2] 다양한 모양에서 무게중심 찾기→[활동 3] 옷
걸이에서 추의 무게를 달리하며 무게중심 찾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3~4차시는 ‘도전, 업사이클링 아트’라
는 주제로(3~4차시)로 작품 설계도를 작성하고, 산출물을 만들어 포스트 형식으로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연구는 G광역시 소재 초등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프로그램을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개발한
UAPG 프로그램은 교사의 경우는 G광역시 STEAM 기초연수에 참석한 59명을 대상으로 연수로 실시했고, 학생
의 경우는 G광역시 소재 G발명영재학급 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여 그 결과를 SPSS 21.0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교사의 전의의도 사전-사후 t 검증 결과는 t=-7.828, p=.000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학생의 STEAM 역량의 사전-사후 Wilcoxon 검증 결과, 전체적으로는 Z=-3.926, p=.000으
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위변인의 결과, Ways of Thinking 변인은 Z=-3.466,
p=.001, Ways of Working 변인은 Z=-2.711, p=.007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Tools
for Working 변인은 Z=-1.698, p=.09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가 개발한 UAPG 프로그램은 교사에게는 학급에 STEAM을 적용하고자 하는 전이의도를 높이
고, 학생에게는 STEAM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STEAM, 무게중심, 업사이클링(upcycling), 전이의도, STEAM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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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R(Technology Based Multidisplinary Research, 기술 기반 다 학문적 연구

-고층건물 제진 기술을 중심으로김 재 권 (학 성 고 등 학 교 : jk2729@pnu.edu), 오 도 경 , 심 동 근

본 연구는 울산 소재 H고등학교의 STEAM 동아리 소속 1학년 2명과 물리 지도교사 1명이 방과 후 3개월간에
‘고층 건물의 제진 기술’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연구 문제는‘ 고층 건물의 진동현상을 효율적으

로 감소시키는 기술(Technology)은 무엇인가?’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서, 전문서적, 인터넷 자료, 논문 등을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고층 건물이 지
진파의 진동에 피해가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고층화가 되면서 건물의 고유주기가 길어져 고주파
영역에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는 지진파에 비해 저주파 특성을 가지는 바람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층건물에서의 바람에 대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이론을 검토하였고 기존의 고
층건물의 제진에 적용된 공학적 기술을 알아보았다.

공학적 기술은 실제에 적용되기 전에는 수학적 모형화, 모

의 시뮬레이션 등을 거치는데 학생들은 전문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이 과정을 경험 하였다. 그리고 기술
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기 위하여 간단한 모형을 만들어 진동을 감쇠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처음 주어진 문제 대한 이상적인 해결 모형을 제안하였다.
먼저, 연구문제와 관련된 과학이론으로는 진동, 공명, 지진파 그리고 유체에 의한 난류 등이 있다. 이중에 난류
는 건물의 앞면과 뒷면, 모서리 등에서 발생하는 와류(Vortex)의 형태로 건물의 고유진동수와 공명을 일으켜 건물
내부의 사람들에게 멀미, 메스꺼움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고층 건물 제진과 관련된 기술로는 건물의 강도 증진형, 연성 증진형, 감쇠기 등이 있었다. 이 기술 중에 감쇠
기(Damper)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 해 보기로 하였다. 감쇠기는 질량 추를 이용 하여 진동 방향의 반대방
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여 진동을 감소시키는 TMD(Tuned Mass Damper, 동조 질량 감쇠기)와 TMD와 비슷하
나 질량체와 철 대신 액체를 이용하는 기술인 TLD(Tuned Liquid Damper, 동조 액체 감쇠기)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실험실에서 구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TMD와 TLD의 효율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실험을 하기 전에 감쇠 진동이라는 현상이 수학적으로 미분방정식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과 이 방정식을
엑셀 프로그램과 인터넷상에 공개된 물리 데모 프로그램인 Wolfram 에 적용하여 감쇠현상을 그래프화 해보았다.
실험장치는 그림1. 과 같이

외부진동은 저주파 구현이 가능한 용수철을 이용하여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설치하

여 진동시켰다. 금속 추와 U자형 관에 물을 넣어 TMD와 TLD 모형을 제작하였다. 진동의 측정은 초음파 운동센
서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질량 변인은 통제하고 TMD의 구조, 진
동(수직, 수평)의 방향, 동조유체의 점도(Viscosity) 등의 변인을 달리 하였을 때 가장 진동을 잘 감쇠시키는 감쇠
기 구조를 찾아보았다.
실험 결과 그림2. 와 같이 TMD보다 TLD가 더 우수한 내진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고 동조유체감쇠기의 경우
특정 점도(Viscosity)에서 제진 효율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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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장치

<그림 2> 공기에 의한 자연 진동 감쇠(좌)와 TLD동조액체감쇠(우) 진폭변화

물론, TMD나 TLD 기술은 이미 고층건물에 좀 더 실질적인 공학적 구조로 변형되어 실제로 적용되는 기술이
다. 그래서 학생들은 과학의 이론에만 골몰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실제 산업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과학, 공학, 수학을 체험하게 됨으로서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이공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건물의 물탱크를 이용하여 기둥
모양의 TLD와 건물의 중앙에 TMD를 설치하는 건물 모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탐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탐색할 기술의 선정->문헌 읽기->다 학문적 이론연구(수학, 공학, 과학, 기술, 시뮬레이션)->연구문제의 선
정 -> 선정한 기술의 모형 제작 -> 실험 ->기술의 효율성 검증->연구문제

해결

방안 제시』

'TBMR(Technology Based Multidisplinary Research, 기술기반다학문적연구'라 명명한다.

이 수업을

기술(Technology)

을 적용 할 때는 이상의 탐구과정과 같이 수학, 공학, 과학 이론의 융합이 자동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실제 사회 현장의 기술을 체험하고 융합적으로 탐구하는 TBMR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서 미래의 과학자와 공학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도약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어 : 융합인재교육(STEAM), 동조질량감쇠기(TMD), 동조액체감쇠기(TLD), 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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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id student scientists say about fitness level?
학생과학자들은 운동능력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
조 인 영 (세 종 국 제 고 등 학 교 : choinyou@gmail.com)

1. 연 구 의 필 요 성
2011년 이후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2013년 현재의 교육부의 지원으로 초중고 교육현장에
서 STEAM 교육의 현장적용에 대한 경험적 실천사례와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등학교 과학교사의 입장
은 과학교육과정의 내용영역 교수학습활동을 STEAM 교육과정체계로서 운영하기에는 기존의 학력평가방식이 존
속하는 상황에서 용이하지 않다.

또한 STEA의 Engineering과 Technology 요소에 밀려서 과학교과에서보다

기술교과에서 융합교육프로그램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마치 John Dewey의 실생활에 유용한 창
조적인 과학 원리의 적용을 주장한 실용주의교육이 자동차조립이나 바느질 숙련공을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 오인된
것처럼 가시적인 공작품이 없는 경우 STEAM교육이라고 주장하기도 인정하기도 애매한 현실에서 국가교육과정체
계와 그에 따른 평가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STEAM교육과 현재진행형의 2009개정교육과정의 접목을 꾀하고자 하
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는 기존 고등학교 화학과 생명과학의 교과과정내용을 반영하면
서 체육과 음악교과와의 융합을 도모하는 교과연계 STEAM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을 구안하고 실
천하고자 하였다.

2. 연 구 의 목 적
과학학습자의 과학탐구활동은 과학기술사회의 가치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적 활동의 일원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임희섭, 2003), 따라서 사회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의 대상이 되는 과학지식 또한 문화적 산물로 인식된다는 측면
에서 본 연구팀은 음악, 미술, 정보과학적 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과학과 체육 교수학습과 학생들의 주체적인
과학문화 생산양식의 한 방법으로서의 음악, 미술, 체육활동, 정보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STEAM 수업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실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3. 연 구 의 범 위
본 연구팀은 세종국제고등학교 과학, 체육, 음악 수업에서 우리 몸의 운동에 관여하는 과학 개념 이해를 위한
애니메이션과 설명 혹은 음악 형식의 멀티미디어 자료, 탐구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산소호흡운동과 무산소
호흡운동을 통해 얻은 자신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화학과 생물학적인 배경지식을 스포츠과학과 연결시켜 탐구하
며, 그 결과를 제작하여 발표한 과학노래와 화학시화 및 과학글쓰기 자료를 STEAM 콘서트 형식으로 프레젠테이
션을 하고 음악과 예술, 문학, 스포츠활동이 함께 공존하는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하였다.

4. 프 로 그 램 개 발
수업프로그램은 모두 8차시로 구성되었다. 1-4차시동안 학생들의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운동데이타를 구하
고 분석하였으며, 5-6차시에는 근육운동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기제를 생물학적∙화학적으로 탐구하였다. 7-8
차시는 fitness level 을 상승시키기 위한 운동용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시간이며 이 때에 그 동안의 수업과정
에서 자신들의 탐구과정을 기록한 기록물들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스포츠과학에 대한 자신들의 전체 탐구과정을 기
록영화로 만들게 한다. 각 프로그램 제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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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러닝 기반 생태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사례
서 준 일 (송 산 초 등 학 교 : elvisseo@daum.net), 윤 경 란 (숙 지 초 등 학 교 )

최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스마트형 인프라와 소셜네트워킹, 증강현실 등과 같은 소프트
웨어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교육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빠르게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STEAM 교육은 기존의 각각의 학문분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과학, 기
술, 공학 및 예술이 융합한 형태의 교육이다. 융합적 접근의 교육은 개인의 지식 전이 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세계와의 실질적인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접근이다(이성희, 2012).
한편, 오늘날 지구 생태계는 생태학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태
계 보존과 인류의 존립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하고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생태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Capra,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사회의 새로운 학습방법인 스마트러닝을 적용한 STEAM 교육자료 개발, 특
히 생태학적 위기상황에 있는 현재 지구생태계를 고려할 때 본 프로그램과 같은 미래형 STEAM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정 STEAM 교사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의견과 전문가 위원의 검토를 거쳐 개발
하고 현재 송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한 사례이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들꽃을 알아보는 융합 프로젝트형으로, “모바일 속 들꽃 여행”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생활 주변에서 우리가 하찮게 여겼고 눈에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들꽃들에 관심을 갖고
모바일 속에 담아보는 다양한 어울림 활동을 생태와 과학, 기술, 디자인 요소를 융합하여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
해 보는 과정을 과학중심 융합 프로그램으로 개발 적용하여 보았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SNS인 밴드로 들꽃 모바일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들꽃을 기준을 정해 분류하여 공
유해 보고,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들꽃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할 촬영한 것을 한 장에 담아 꾸며 봄으로써
STEAM적인 들꽃 탐구기회를 제공하여 지식 습득적 과학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촬영한 들꽃사
진을 이용하여 QR코드 및 플래시카드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하나의 주제를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 이는 바로 융합적 사고과정, 융합적 학습과정이 수반되었음을 교사는 물
론 학생들도 직접 깨닫게 되는 효과를 얻었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과학, 기술, 미술, 실과 등의 교과간 통합이 가능하며 수준에 따라 제시 자료
와 내용을 가감하여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적인 산출물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형
학습과 과학·기술·공학 인재들을 위한 영재교육 또는 발명교육에 접목을 하여도 학생들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STEAM, 들꽃, 모바일, 스마트 러닝,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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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융합하는 STEAM형 생태학습 프로그램으로 핵심역량 기르기
윤 경 란 (숙 지 초 : ran1221@hanmail.net), 노 은 혜 (숙 지 초 등 학 교 ), 이 상 경 (숙 지 초 등 학 교 ),
최 수 진 (숙 지 초 등 학 교 ), 박 천 선 (송 산 초 등 학 교 ), 서 준 일 (송 산 초 등 학 교 )

자연과 멀어진 곳에서 자라는 요즘 어린이들은 자연과 함께 할 때 길러지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탐구력을 잃
게 되었으며, 자연 현상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 다양한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가치관
을 상실하고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관계망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며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형 인재의 핵심인 융합적 소양과 더불어 생태적 감성 지능을 지닌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
고 그러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RUSO로 구성하였다. RUSO란 생명존중감(Respection), 융합(Unity),
감성(Sensitivity), 창의성(Originality)을 의미한다. 핵심역량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연과 주변 세상을
눈으로 보고(S, T, A) 손으로 만지고(E, A) 가슴으로 느끼면서(S, A) 이성적 사고(S, M)와 감성(S, A)을 기르는
STEAM형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원의 검토를 거쳐
개발했고, 수원․ 화성 일대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한 사례이다.
개발 적용된 6가지 프로그램은 ‘오방색, 누에, 갯벌, 눈, 들꽃, 텃밭’을 소재로 한다. 자연에서 오방색을 얻
어 체험하며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프로그램, 누에의 한 살이를 함께하며 인간과 동물의 생명연대감을 느
끼는 프로그램, 갯벌 프로젝트를 통해 갯벌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감성적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눈이 내리거나 맑은 날의 풍경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스마트러닝 기반의 들꽃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지
털 기능과 아날로그적 정서를 결합한 프로그램,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로컬 푸드 운동(텃밭 가꾸기)프로그
램이다.
프로그램 적용으로 인한 핵심역량 도달 차원에서 살펴보면 자연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에 대한 고마움
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생명 존중감(R)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누에를 통
해 1km를 이해하고, 들꽃을 통해 모바일 기능을 익히며, 텃밭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학문적․ 사
회적 융합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역량(U)을 갖추게 되었다. 감성적(S)인 측면에서는 모든 프
로그램 속에서 친구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고, 학생들이 문제를
확인하고 스스로 해결하며 창의성(O)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다.
본 프로그램 적용 전․ 후의 학생 흥미도, 자신감, 이해도 조사에서는 약 2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과학 수업
을 재미없어 하던 학생들이 자신감과 다양한 분야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기 시작했으며,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
도가 의미 있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생태, STEAM,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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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생의 흥미와 진로의식의 신장
박 상 희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pshnofate@naver.com), 권 용 주

인간의 두뇌는 미지의 영역임과 동시에 향후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영역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들이 인간의 두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뇌교육이 반영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의 두뇌와 사고, 인지에 대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자신의 머릿속
에 떠오르는 생각 등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뇌의 각 부위별 명칭과 담당하는 기능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경
과 두뇌의 구조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탐구를 통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의 뇌가 받게 되
는 충격이나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두뇌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느끼도록 하였다. 직접 고무찰흙 등을 이용하
여 뇌의 구조를 만들어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눈의 구조 및 기능, 착시현상, 카메라와의 비교 등도 수행하였다.
EEG, MEG, fMRI 등에 대해 간략한 기능과 사용되는 곳 중심으로 소개하고, 아이트래커 장비를 통해 직접 자신
들의 사고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찾아보는 방법을 배우고 캠프를 통해 직접 체험, 측정해 보았다. 즉, 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첨단 과학에 대해 실제적인 탐구와 체험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뇌와 신경, 자극 등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고, 장차 뇌과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보고 싶은 진로의식이 향상되었다. 향후 융합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의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조직하고 실제 뇌파의 측정 등을 통하여 연구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핵심어 : 뇌과학 융합 프로그램, 진로의식, 뇌연구, 첨단장비, 두뇌 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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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노 희 진 (인 천 청 라 고 등 학 교 : eyeday@nate.com), 백 성 혜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이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STEAM을 실행하고 있는 STEAM 리더스쿨, STEAM 교사연구회 활동을 하는 교사
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STEAM 실행을 하는 교사들의 STEAM 교육현황과 인식
을 조사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모든 교사를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STEAM 수업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특별한 점이다.
설문문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다.
첫째,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STEAM 수업 유형과 이상적인 STEAM 수업 유형은 무엇인가? 교사들은
현재는 교과내 수업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고, 이상적인 유형은 창의적 체험형 수업 프로그램 으로 답
하였다.
둘째,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STEAM 수업 방식과 이상적인 STEAM 수업 방식은 무엇인가? 교사들은
현재는 1인 교사 수업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상적인 수업은 여러교사의 팀티칭으로 답하였다.
셋째, 현재 학교에서 실행한 STEAM 수업프로그램은 어떤 수업 방법으로 진행되었는가?
현재 교사들은 산출물 만들기를 통한 수업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의와 실험을
거의 비슷하게 수업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넷째, 현재 학교에서 실행한 STEAM 수업 적용 시간은 얼마이며, 이상적인 STEAM 수업 적용 시간은 얼마인
가? 교과별로 분석한 결과, 현재 실행한 STEAM 수업 적용 시간 보다, 앞으로 STEAM 수업 적용 시간
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교사들은 답하였다.
다섯째, 현재 학교에서 실행한 STEAM 수업 프로그램의 교과 요소는 무엇인가? 현재 학교에서 실행된 STEAM
프로그램의 교과요소는 기술-예술(음악, 미술)-과학의 순이었며, 이는STEAM 수업 프로그램의 대부분
이 기술, 예술(음악, 미술), 과학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STEAM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교사들은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답이 가장 적었으며, 타 과목과의 내용 연계 및 타 교과 교사와의 협력의 어려움, 관련
교과목에 대한 지식 부족이 어려운 점이라고 답하였으며, 효과적인 교수 학습 전략 부족과 교과 교육과
정 재구성 능력 부족도 조금 나타났다.
일곱째, 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수집 경로는 무엇인가? 교사들은 교과부 및 한국
과학창의재단의 관련 자료 및 도움을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료 교사의 자료 및 도움으
로 답하였다.
여덟째, 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제에서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교사들은 가장
큰 원인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 미비로 답하였으며, 평가에 대한 연계 및 반영 어려움과 교재 및
교구 확보의 어려움을 답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 분석결과로 보아, STEAM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활성화 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은 STEAM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교육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에 따라 STEAM
적용 시간이 더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STEAM이 현장에서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타 교과의 내용 연계와 타
교과 교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교사의 역할 기대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면에서도 교사간의 협력이 가능한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지원 체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 문제, 교
재 및 교구 확보 면에서 지원 체제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 STEAM 교육, 교사 양성, 교육기부

2013 융합인재교육 STEAM 학술대회 323

P-21

수학으로 디자인하는 옵아트
박 찬 호 (경 기 과 학 고 등 학 교 : pch_213@naver.com), 이 제 식

옵아트는 기하학적인 패턴을 이용하여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미술 디자인의 한 분야이다. 수학적인 지식을 디자
인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옵아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고등학교 미술 수업에서 원근법, 비유클
리드 공간의 기하학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미술과 수학의 융합을 꾀할 수 있고 아울러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안목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원근법에서 소실점의 의미와 찾는
방법, 이를 이용하여 평면에서 공간을 느끼도록 디자인을 하는 방법, 푸앵카레 쌍곡 평면에서의 테셀레이션 기법
을 위한 작도 방법등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고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한다.
＊핵심어 : 옵아트, 미술, 수학,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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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과학관 STEM 콘텐츠 활용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SOS-Save Our Snacks 프로그램)
오 우 상 (수 원 영 생 고 등 학 교 : u-sang@hanmail.net)

본 연구는 런던과학관의 STEM 콘텐츠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관 중 하나인 영국 런던과학관은 STEM Club과 Talk Science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런던과학관 STEM 콘텐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 지
식의 전달과 이해보다는 과학의 본성이나 과학의 인식론적 측면, 과학에 대한 흥미 증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
다. 특히, 일상생활과의 연결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예시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활동 자체보다 토론과 토의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활동이 개인별 과제 수행이 아
닌 집단 중심의 토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평가의 측면에서 영국의 STEM 프로그램은 명시적인 틀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대되는 학습 성과를 매 주제마다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단순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실험 수행 이전에 이미 습득하고 있는 수준의 것들이다. 그밖에 키트의 디자인
과 색감이 예쁘고, 안정적이어서 학생들의 동기유발 효과가 뛰어나며, 각 키트마다의 흥미를 끄는 스토리텔링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활동이 동아리 활동에 치중되어
있고, 교과와의 연계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만 끌고 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취약점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런던과학관의 STEM키트 중에서 ‘SOS-Save Our Snacks’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나라 교육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우리 과자를 지켜줘’라는 제목의 3차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수학
교과 중심의 STEAM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수학 교과수업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학교과의 다양한
개념뿐 아니라 과학에서의 충격량 계산과 에너지 보존 개념, 기술교과에서의 트러스-아치 구조, 미술교과에서의
포장디자인 등 다양한 교과요소가 융합되도록 하였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Y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포함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 프로그램 평가
설문 점수의 전체 평균은 3.89(5점 만점/10문항)으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
생들은 인터뷰를 통해 ‘평소 수학을 못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원리
(트러스 아치 구조)를 모두 적용해서 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과자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해보
지 못했던 즐거웠던 실험이었다.’, ‘과자를 잘 포장하기 위해 팀원들과 구상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또한 어떻게
하면 과자의 손상을 줄일 수 있을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수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도형에 대해 배
울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적용 차시와 난이도, 키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관련교과의 타당성 등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정확히 일치시켜,
2~3차시라는 짧은 시간동안 교과 내에서 STEAM프로그램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런던과학관, STEM,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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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학과 국어 통합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황 선 욱 (숭 실 대 학 교 : shwang@ssu.ac.kr), 정 달 영 (숭 실 대 학 교 ), 임 채 훈 (숭 실 대 학 교 ), 남 호 영 (삼 성 고 등 학 교 ),
박 상 의 (장 충 고 등 학 교 ), 신 주 은 (인 헌 고 등 학 교 ), 김 지 영 (수 도 여 자 고 등 학 교 ), 이 상 민 (숭 실 대 학 교 ), 박 정 순 (숭 실 대 학 교 )

수학의 학습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활동(과학적 의사소통의 언어적 기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학교육에서의 쓰기 훈련’이나 ‘수학교육에서의 의사소통능력 강조’ 등의 관점에서 “국어” 교과와의 통
합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수학과 국어 교과를 통합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면 읽기‧쓰기‧말하기에 기초한 국어 교과의 문장 이해력과 분석
력, 맥락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탐구능력을 키우기 위한 통합 교과교육과 융합인
재교육(STEAM교육)의 핵심인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수학적 개념과 지식이 (수학적 상황이 아닌) 문장 독
해를 통한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상황분석 등의 활동에서도 기본 도구로 이용됨을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수학’과 ‘국어’ 또는 ‘수학’과 ‘문학’의 통합적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관련 연구는
초등학교 수준의 ‘동화’ 또는 ‘스토리텔링’의 형태에 한정되어 있어서, 중등학교 수준의 실질적인 ‘수학’
과 ‘국어’ 교과의 통합적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수학은 과학적 의사소통의 언어로서 또한 문제해결의 기술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학문이다. 학생들은 수학
의 이러한 언어로서의 기능을 익히기 위하여 학교에서 수학적 내용과 지식을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기술과 방법을 익혀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게 된다.
수학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을 위한 “교과목간
통합 교수학습”이 장려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과제로서 국어와 수학 교과 간의 통합적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수학 교과 간의 통합형 교수 ⋅학습 자료
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합 교수 ⋅학습 자료를 선정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 이론과 Fogarty, Brewster,
Drake 등의 유형, 미국 NCTM의 “수학적 연결(Mathematical Connection)”에 대한 수학교육적 관점을 참고
하여, 이 연구에서는
• 국어와 수학 교과에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서로 연결하여 가르치는 ‘소극적 통합’의 형태
• 학습자들이 실제 학습과정에서 양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서로 관련지어 동시에 경험하는 통합적 학습
의 형태 (Brewster의 유형)
• Fogarty의 유형 중에서는 ‘여러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의 “공유형”
• 수학적 연결성의 측면에서는 “수학과 타 교과와의 연결” 형태 (Drake의 유형)을 갖는 수학적 소재를 통
하여 수학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고 수학적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자료를 개발
하고 있다.
수학의 개념적 요소는 국어의 읽기를 통한 분석적 독해 능력과 관련성이 큰 데 비하여, 수학의 기능적 요소는
국어의 쓰기를 통한 작문 능력과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 수학의 개념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
• 수학적 과정의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요소
• 국어의 읽기, 쓰기, 말하기 요소

326 2013 융합인재교육 STEAM 학술대회

의 상호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 수학으로 문학 작품의 독해 돕기
• 수학으로 문장 성분을 분석하기
• 수학적인 글쓰기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주 제

예정 차시

수학 영역

국어 영역

1

집합과 품사

2

수학 II

국어 II (문법)

2

좌표공간과 어휘의 의미관계

2

기하와 벡터

독서와 문법 (읽기)

3

수학적 무한과 문학적 상상력

3

미적분 I

독서와 문법 (문학)

4

수학 소설과 글쓰기

3

기하와 벡터

화법과 작문 (문학)

5

수열과 문장 구조

2

수학 II

국어 II (문법)

6

적분과 소득불평등

2

미적분 I

독서와 문법 (읽기)

7

증명과 논증

2~3

수학 II

국어 II (읽기/쓰기)

8

색이름의 수학적 탐구

2

수학 I

국어 I (읽기/쓰기)

9

통계와 비판적 글 읽기

2~3

확률과 통계

국어 II (읽기)

10

진법과 음양의 원리

2~3

수학 I

국어 I (문법)

<예시 자료 – 4. 수학 소설과 글쓰기>
1/3차시: ‘플랫랜드’ 읽고 토론하기
이 소설은 두 가지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사회적인 비판을 담은 우화로서이다. 도형들이 신분
에 따라 모양이 다르고 색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를 탄압하는 것 등은 계층이 구분
된 사회상을 비롯하여 당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치세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수학적인 상상을 담
은 우화로서이다. 특히 평면도형이 3차원의 세계를 인식해나가는 과정에 주목할 만하다.
2/3차시: ‘플랫랜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건 만들기
일부 설정을 바꾸어 쓰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배경이나 인물을 만들어내고,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플랫랜
드’에 어울리는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본다.
3/3차시: ‘플랫랜드’를 배경으로 이야기 쓰기
현대 소설 중의 한 작품을 골라 ‘플랫랜드’를 배경으로 고쳐 쓴다. 현대 소설의 등장인물 중 한 인물을 ‘플
랫랜드’의 한 주민으로 설정한다.
＊핵심어 : 수학교육, 국어교육, 수학적과정,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 교과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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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과 융합을 적용한 수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 효과 연구 :
구분구적법과 수학적 확률 단원을 중심으로
최 민 지 (염 광 고 등 학 교 : banila27@naver.com), 장 지 애 (염 광 고 등 학 교 ), 이 동 근 (염 광 고 등 학 교 ),
김 유 정 (서 울 대 학 교 대 학 원 ), 오 혜 미 (서 울 대 학 교 대 학 원 ), 김 영 혜 (진 관 고 등 학 교 )

융합인재교육(STEAM)은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에서 개념기반사회로 전환되며 나타난 창조와 문화가 중시되
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 인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STEAM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백윤수 외(2012)에 따르면, 융합 인재는 창의, 소
통, 내용융합, 배려의 4C를 추구하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이고, 개인적, 사회적 측면 뿐 아니라 교육적, 국가
적 측면에서도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재이다.
이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와 설계 방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목표에 따라, 융합을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라는 분야에서만 제한하지 않고 학
교에서 일반 교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과통합으로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
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 수정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연구를 진행해나가는 공동
체적 실행연구이다(강지영, 소경희, 2011). 연구 참여 교사가 모두 2학년의 다른 수준의 학급을 담당하고 있어 함
께 지도안을 만들고, 수준별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 수정해나가는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문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계산에만 집중하고 그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구분구적법과
수학적 확률 단원을 선택하여 수학적 의미를 다양한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적으로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STEAM 교육에서 공동체적 실행 연구의 효과와 학생의 학습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현장 적용
가능한 STEAM 교육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내용이었던 구분구적법에 대한 수업에서는 땅의 넓이를 구하는데에 적용하여 한국사 교과에서 조선시
대 조세제도를 도입하였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항함수의 적분법 및 확률 단원에 대한 융합수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수준별 융합 소재를 개발하고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학습 효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적분의 구분구적법
단원에서는 상(上)반은 한국사와의 융합을 통해 세금을 걷는 방법을 소개하고 땅의 넓이를 재는 방법에 대한 소재
로 수업을 구성했다. 확률 단원의 학습에 있어, 하반은 문학작품 유득공의 「유우춘전」에서 소재를 가져와 작품
속 상황에 대한 수학적 확률 계산으로의 모델링을 통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했다.
구분구적법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특정 영역의 구간을 나누어 넓이를 재는 방법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한국
사와 수학을 통합한 활동 내용으로 삼고, 이 활동을 수학적 맥락으로 이끌어 가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박혜숙 외(2012, pp.16-18)의 ‘사회를 사용한 수학’ 유형으로, 수학 중심형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첫 번째 수업 시행 결과, 중 수준 학급에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한국사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자세히 살펴보
니, 몇몇 학생들의 대답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졌다. 즉, 한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학과 한국사에 동시
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학급의 수업에서 한국사 맥락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추가하였으
나, 활동지의 양이 늘어나고 한국사 내용의 분량이 많아짐에 따라 학습량에 대한 부담 증가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마지막 학급은 상 수준 학급으로, 학생들의 기본 성향이 한국사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앞의
학급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활동을 구체적 조작물을 통해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수업 구성 또한 전체를 2차
시로 맥락적 활동과 수학적 활동에 집중한 수업을 따로 진행하게 되어 전체 학급 토론과 다양한 의견의 수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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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상합과 하합의 의미를 한국사 맥락에서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절차적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하 수준 학급에서는 한국사 과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익숙한 소재를 도입, 토지 대신 피자를 어떻게 자르면 보다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을 지 고민하는 과정을 이용하여 구분구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피자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구분구적법을 도입하자 수업에 전혀 흥미가 없던 학생들의 흥미를 자
극할 수 있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학습욕구가 없는 학생들이 ‘피자 많이 먹기’라는 실제적 상황에 대하여
모둠별 활동을 했다.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 ‘작게 잘라 다시 합쳐 넓이를 구한다’라는 구분구적법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수학적 확률의 수업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확률의 계산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사건의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수업을 구성하고자 문학작품을 소재로 삼았다. 이 방법은
황선욱 외(2013, pp.12-13.)의 연구에서 국어와 수학 교과의 개발 관점 중 ‘수학으로 문학작품 독해 돕기’와
같은 형태를 띤다. 이 수업은 상 수준 학급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고, 확률이 경우의 수를 고민하면서 해당 사
건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일일이 찾는 따분한 내용이 아니라 1학년 때 배운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에 필요
한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해서 해당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시행을 하고, 일일이 셈하지 않아
도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수업의 핵심임을 이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학생들이
수준에 관계없이 근원사건과 수학적 확률을 문학 작품의 맥락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시
작품속의 근원사건과 수학적 확률의 개념을 이끌어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위와 같은 타교과 융합 수업 개발과 적용 결과 학생들에게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평소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낮은 학생들의 비율이 수업 전(48%), 후(17%)로 대부분
의 학생들이 수학수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다음 단원의 수업에서도 타 과목과의 연계로 수업
이 진행되기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은 64%였고, ‘아직은 모르지만 추이를 지켜보고 싶다는
학생’은 24%에 달했다. 금번 조사결과 68% 남짓한 학생이 새로운 수업 형태에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모둠을 구
성해서 진행하는 협동학습과 멀티미디어 및 수업교구의 사용을 흥미로운 수업의 주요 요소로 꼽았다. 한편, 인터
뷰 내용에서 A학생은 ‘다양한 자료로 설명하여 이해하기 쉬웠다’고 했으며, B학생은 ‘한국사와 수학을 융합해
배워서 딱딱한 수업이 아니어서 재미있었다’고 했다. C학생은 ‘평소 가만히 앉아서 머리에 주입하는 수업방식
과 다르게 모둠별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배울 수 있어서 인상 깊었고, 다른 과목과 융합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 과정과 결과를 통해 현장의 교사가 실행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STEAM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와의 통합 과정과 그 효과 또한 새로운 방향으
로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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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를 활용한 실생활적 문제제기 활동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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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STEAM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이에 한국과
학창의재단(2012)은 STEAM교육이 수학 및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자극하며 문제정의 및 해결 능
력을 길러 창의성을 지닌 인재로 길러낸다는 취지로 융합인재교육을 강조하여 정책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STEAM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수학과 관련된 STEAM교육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STEAM교육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편이다(주미경,
문종은, 송륜진. 2012).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주로 수학 외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수업 주제
선정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손연아 외, 2012). 또한 실세계 측면과의 통합을 저해하는 수
학과 교육과정 특유의 주지적 성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주미경, 문종은, 송륜진, 2012). STEAM교육의 장점
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STEAM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현
장에 근무하는 일선 교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은 쉽사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입시가 전제되고 방대
한 규모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 고등학교에서의 STEAM교육은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수학시간이라는 현실적 상황에 비교적 잘 맞으면
서도 일상의 수업 중에서 시행될 수 있는 형태의 STEAM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제시하는 실생활적 맥락 속에서 문제해결능력의 신장을 꾀하는 기존의 STEAM교육
과 달리, 수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실생활적 문제제기 활동에 기반하는 STEAM교육을 제시하고자 한
다. 특히, 실생활적 문제의 맥락을 풍부하게 탐구하기 위한 도구로 태블릿PC를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학수업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업에 필요한 교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STEAM교육의 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첫째, 실생활적 문제제기 활동을 중심으로 한
STEAM 수업의 구체적인 수업의 실제를 기술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수업 속에서 변화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
인가를 밝힐 것이며, 셋째, 실생활적 문제제기 활동을 중심으로 한 STEAM 수업에서의 활동이 학생의 수학 학습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실시되는 실생활적 문제제기 활동을 중심으로 한 STEAM수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시한 융
합교육을 위한 학습준거틀에 기반한다. 이 학습준거틀에 의하면 STEAM수업은 학생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구체
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제시로부터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창의적 설계,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성공
의 경험의 단계를 거치며 다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제
시된다.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STEAM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상황제시를 교사의 몫, 혹은 연구자의 몫으로 암암
리에 가정한다. 즉, 교사가 다양한 자료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실생활적 맥락을 구성해 제공해야만 비로소
STEAM수업이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수업 교사에게 타 교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여
수업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이는 각 교과마다의 내용이 심화되는 고등학교 교사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
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등학교에서의 STEAM수업은 여러 교사의 협동이 포함되는 작업이 되지만, 이는 대단
히 많은 시간과 친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상적 수업에서의 실천력이 보장되지 않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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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생활적 문제제기식 접근법은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을 학생 스
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고 보다 학생의 관심사와 가까운 융합의 소재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학생에게 제시된 수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관련된 실생활적 자료를 찾고 실생활
문제를 구성해보는 활동은 해당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깊게하며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를 유도한다는 기존
의 문제제기 활동이 가진 장점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을 스스로 찾음으로서 자연스럽게 문제제기 활
동과 STEAM교육을 연계시킨다. 이러한 실생활적 문제제기식 활동을 중심으로 한 STEAM수업의 실현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태블릿 PC를 학생들의 탐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기제로 선정하였다. 태블릿 PC는 실생활적 맥락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창구로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고양하고 정보제공 및 탐구의 도구로서 활용된다. 이러
한 연구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피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실행연구 방법을 실시했다.
실행연구는 수업의 구상과 실행, 그리고 실행으로부터의 반성을 통한 수업 개선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이에 이 연구는 교내 교사연구회를 통해 1차적인 수업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1차 수업을 실시하였
다. 이 수업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수업에 대한 성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차 수업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2차 수업 이후 이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보다 개선된 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과정의 일부가 다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에 대한 비디오 촬영 및 오디오 녹음, 수업 후 연구
진에 의한 일부 학생 인터뷰 및 수업에 대한 설문지가 실시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통한 자료의
삼각화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자료의 분석은 1차적으로 교사 연구진에 의해 질적으로
분석되고,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원 과정의 연구진에 의해 검토되어 자료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우리는 우선 수업의 전반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비교적 생소한 형태의 이러한 수업이 어
떻게 이루어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이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이후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
해 기술할 것이다. 학생에 의한 융합적 상황 제기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기존의 수업에
비해 보다 복잡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업이 학생의 수학 학습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할 것이
다. 이를 통해 기존의 STEAM교육에서 보다 실전적인, 활용가능한 형태의 융합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함
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STEAM교육, 문제제기 활동, 태블릿PC, 교사의 역할, 학생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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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중심 융합 수업의 개발과 적용
– 구분구적법 중심 수업 사례 –
유 종 숙 (양 명 고 등 학 교 : s-pluto@hanmail.net), 윤 상 준 , 정 향 란 , 박 재 희 , 배 영 곤

융합수업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융합'을 목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
와 관련 있는 교과 내용을 다루는 다학문간 융합 성격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교과 간 협조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정규교과 수업시간에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또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여러 교과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와 자연스러
운 연계가 가능한 '개념'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융합 수업이 정규교과시간에 운영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융합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개념 중심의 융합 수업이 요구된다.
개념 중심 융합 수업은 정규 교과 내용의 어느 한 개념을 중심으로 이 개념과 관련 있는 여러 교과의 내용을
융합한 수업이며, '중심이 되는 개념의 필요성을 경험할 수 있는 교과 내용, 본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교과 내용'의 순서로 간학문간 융합 성격의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과정 정규 교과 시간에 활용 가능한 수학 개념 중심 융합 수업을 개발하
고, 실제 수학 수업 시간에 적용하여 수학 개념 중심 융합 수업이 교사와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정규 교과 과정에서 융합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사 간의 서로 다른 관심사 및 수업에
대한 전문성의 종합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최소한 단위학교 내 동일학년 동일교과 선생님들로 공동체를 구성해야
수업 준비를 위한 모임을 활발하게 가질 수 있고, 학교 특성 및 업무로부터 받는 어려운 점을 서로 도우며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학교 내 수학 교사 공동체가 개념 중심의 융합 수업을 설계하였다.
수학 중심 융합 수업의 설계를 위하여 수학 교사 3명으로 구성된 교사 학습 공동체에서 2주간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와 협의록, 수업 관점표 등을 분석하여 수업 설계 과정을 도출하였다. 수
업이 설계 된 후에는 작성된 담화 계획을 활용한 사고 실험으로 수업을 모의 실행 및 보완한 후 '구분구적법을 중
심으로 경제 교과의 지니 계수, 물리Ⅰ 교과의 일과 에너지 내용을 융합한 수업'을 실제 수학 정규 수업에 적용하
였다. 수업 실행 후 교사・학생 공동 수업 평가, 학생 설문지 조사, 수업 참관 및 실시 교사 강평 등을 실시하였
다.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기록하였고, 교사 3명은 각자 교사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면서부터 교사 일지를 작성하
였다. 이를 분석하여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과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나타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 교사 공동체가 수업의 설계를 위해 실시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9단계로 구성 되었다. 우선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수학적 개념과 타 교과의 다양한 소재들을 연결시키며 ‘수학적 개념과 학습
의 소재를 결정’하였다. 각 교사가 한 교과 내용의 수업을 맡아 ‘학습 설계 개요 작성’을 통하여 수
업의 흐름을 결정하고 ‘학습 과정의 구상’을 통하여 수업 체계를 세분화 하였다. 학생의 수준과 학교
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 재구성’을 실시하고, ‘교수・학습 상황의 사고 실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반응과 추가적인 발문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관점에 의한 자체 수업 성찰’을 하였으며, ‘수
업 실행 및 성찰’ 후에 ‘수업을 다시 보완’하였다.
둘째, ‘나’보다는 ‘팀’을 더 생각하는 성장을 경험했고, 집단 지성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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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구상되었다. 또한, 서로 수업을 공유하고 토의 하
면서 자기 수업의 성찰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으로 진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도전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수업 실시 후 학생들은 수업에 대하여 모든 학생이 양호한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도입 과정에서의 동
기유발과 다양한 교수법의 등장, 교사 협력 수업과 모둠 수업, 배운 수학적 개념을 다시 현상에 적용해
보는 과정 등이 구분구적법의 이해뿐만 아니라 학습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교사 공동체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었고, 정규 교과에도
제한적으로나마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수학 교사가 수학이 아닌 다른 교과 내용을 직접 연구 분석하여 수업을 설계한다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보다
질 높은 융합 수업을 위해서는 재구성된 수업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
에서의 자료가 제한되어 있고 수업 개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업 자료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타 학교의 공동체간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구분구적법, 교사 공동체, 수학 개념 중심 융합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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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중심 STEAM 교육에서 과제 설계와 실행에 관한 사례 연구
권 혁 훈 (재 현 고 등 학 교 : 1979khh@hanmail.net), 이 현 우 (재 현 고 등 학 교 ),
김 구 (재 현 고 등 학 교 ), 박 정 숙 (태 릉 고 등 학 교 ), 김 미 주 (하 나 고 등 학 교 )

이 연구는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함수를 학생들 스스로 이해하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
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수학중심 STEAM 과제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수업 과
제를 개발하고 실행한 후 동료 교사와의 협의회를 거쳐 수정하는 과정을 하나의 사례로 본 사례 연구이다. 협의회
과정은 녹음하고, 수업한 과정은 필드노트의 작성과 동영상 촬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과정에 대한 녹취록을 작
성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중심 STEAM 수업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하기 위하여 가
장 먼저 한 일은 적절한 주제를 설정하는 일이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현상을
함수로 표현하는 과제를 찾기 위해 앵그리버드 게임을 실측하여 그 데이터를 함수로 표현하는 과제도 생각해 보
았으나 동료 교사들과 협의 결과 택시 요금체계에 따른 길찾기 과제를 만들어 수업하였다. 이 과제는 학생들이 컴
퓨터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길찾기를 해본 경험과 연결될 수 있으며, 사회 시간에 학습한 최단시간과 최소비용
에 따른 경로 선택의 최적화와 일반화를 위한 과제이다.
과제의 구성은 도입, 전개, 마무리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전체 수업은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이 호기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를 제시하고, 전개 단계에서는 지도를 주고 약간 단순화한 택시요금 계산법을 알려주어
모둠별로 요금과 시간을 계산해 보고 발표하는 활동, 이 활동 결과에 근거하여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한
후 이 경로를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로 발표하는 활동, 마지막으로 구간별 택시요금을 일반화하여 함수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마무리로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함수의 예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운영
되었다.
수업 결과 도입에 제시된 스토리는 학생들이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맥락적인 상황을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 전
개 활동인 선택한 경로에 따른 수학적 계산은 최단 시간과 최소 비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처음 과
제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경로를 표시해주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경로를 잡아 계산하도록 하면 선택해야 하는 조
건이 너무 범위가 넓어져 답안을 정리할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하여 몇 가지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
도에 색을 넣어 표시해 주었다. 이 때,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이해한 정도를 파악하여 세부적인 조건을 수정하면
수업 목표인 최단시간과 최소비용에 따른 경로 선택의 최적화를 위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용이했다. 또
한 활동지를 크게 만들어 모둠 활동지를 구성하였더니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모둠별 토론이
활발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 전개 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답이 하나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제로, 경
로에 따른 요금과 시간에 따라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시간을 중심으로
선택할 것인가, 요금을 중심으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에 대한 모둠의 선택이 스토리의 구성 과정
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였다. 기대한 결과가 모둠 토론에서는 나타났으나 전체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여 흥미
위주의 스토리보다 수업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이 요구되었다.
세 번째 전개 활동인 실제 택시 요금을 계산하는 과제는 구체적으로 실행한 활동을 수학적으로 일반화하기 위
해 구성되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는 함수는 가우스 함수로 나타나며 여러 번의 시행 착오를 거쳤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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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여야 하므로 단위를 통일하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를 탐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토론이 충분히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은 수학을 활
용한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실생활에 충분히 이용가능하며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식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수학중심 STEAM 과제는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맥락에서 시
작하여 수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탐구 활동과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심화 탐구 활동이 포함되었을
때, 학생들의 흥미나 참여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 수학중심 STEAM 수업, 학생의 의사결정, 수업과제, 모둠별 협동학습, 최적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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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초등수학수업에서 교과 융합 사례
박 은 숙 (영 월 초 등 학 교 : susxkswo@hanmail.net), 박 인 준 , 채 꽃 님 , 박 지 현 , 김 은 지

교과의 구분이라는 것은 매우 인위적인 것으로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직면하는 사건, 상황, 문제들은 여러 교
과의 내용을 통합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 초등 수학 수업에서 미술, 사회, 도덕
교과의 관련 주제를 통합하여 스토리를 구성함으로써 주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향상시
킬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을 위한 스토리 구성에 앞서 동학년 타 교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중
심 교과와 관련 교과, 중심 단원과 관련 단원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교과 통합
을 통해 교과 및 단원, 연결 고리를 만들어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스토리에 반영하였다. 학습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제의 양을 결정하고 교육 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문제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
여 주제 중심 융합 수업을 설계하였다.
6학년 2학기 수학 ‘5.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을 중심으로 미술 교과의 ‘10. 전통 미술’, 사회 교과의
‘2.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도덕 교과의 ‘7.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 단원을 통합하여 스토리텔
링으로 재구성하였다.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을 중심으로 수학 4차시, 미술 2차시, 도덕 1차시로 계획하였다. 사회과에서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환경을 학습하게 되므로 스토리의 주요 등장인물을 한류 매니아인 홈스테이 신청 학생으
로 설정하였다. 홈스테이 학생이 올 수 있는 대륙, 나라 등을 통해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사회과의 관련
단원과 통합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홈스테이 학생이 가져 온 여러 나라에서 온 기념품들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
의 인문환경을 복습하고 역으로 홈스테이 학생에게 줄 선물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알아보게 구성하였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알아보는 활동에서 홈스테이 학
생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보았으므로 미술 교과와 관련하여 홈스테이 학생에게 선
물할 부채와 한복을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다시 미술 시간에 접은 한복을 활용하여

한복 입히기 활

동으로 수학의 경우의 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덕 교과에서는 다문화 관련하여 홈스테이 학생이 우리나
라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역할극을 통해 알아보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
였다.
개발한 자료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6명에게 적용 후 성찰 일지를 분석한 결과 수학 수업에 대한 즐거움을 느
끼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융합적 사고를 촉진 하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스토리텔링 융합 수업을 적용한 첫 시도에 대해 흥미롭고 새로운 수업이
었다는 반응이었다. 이러한 효과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공감한 내용이었으며, 학습자와 교사에게 보다 의미 있는
교과 수업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본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을 중심으로 한 융합 수업의 사례는 학생들이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통합적이며
입체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기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수학중심 융합수업,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 초등 교과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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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동향 분석 및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한 혜 숙 (단 국 대 학 교 : hanhs@dankook.ac.kr)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 및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1년부터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개발된 STEAM 교수-학습 프로
그램 개발과 관련 논문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대부분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 교과 융‧통합의
대상으로 수학교과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교과의 내용 영역으로는 기하 영역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동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계산’ 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이는 STEAM 교육에서 수학교과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계산과 같은 도구적인 역할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비록 수학교과에서 ‘계산’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STEAM 교육이 추구하
는 방향인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 수학교과의 역할이 도구
적인 기능 보다는 추론 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좀 더 고등적인 수학적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개발된 19편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STEAM 교육 활동 준거 체크리스트로 분
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상황제시’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제
시가 없거나 또는 상황제시는 주로 프로그램의 도입 부분에서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장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
는데, 이럴 경우 학습 전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키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반
에 거친 학습 활동의 의미나 가치를 인식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전체 프로그램을 아우를 수 있는 상황제시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창의적 설계’의 과정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자기문제화’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TEAM 교육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의 경험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창의적 설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무엇보다 문제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학생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면 이것은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학생들은 더욱 큰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학습 과정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 수준, 즉 눈높이에 맞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성적 체험’의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연계된 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논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연계된 새로운
활동에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나 과제의 제시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대상
이었던 논문의 절반 이상에서는 학습 활동의 결과를 학생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에서 평가는 주로 교사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자기 평가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수학적
지식이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평가 활동이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을 고려해 볼 때 STEAM 교수-학습 프
로그램에서도 자기 평가의 기회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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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중점 사항으로 두었다. 먼저,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차함수에 대한 개념을 탐
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또한 상황제시 부분에서는 전체 프
로그램을 아우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
는 층간소음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상황제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
(또는 산출물)에 대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문제
상황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전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핵심어 :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수학교과,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내용 융‧통합, 상황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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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다 교과 교사 공동체 중심의 융합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적용 사례
박 지 현 (반 포 고 등 학 교 : jeannei@daum.net), 이 미 현 (서 울 금 융 고 등 학 교 ), 윤 미 숙 (서 울 금 융 고 등 학 교 )

전 세계적으로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이 중요한 교육의 목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융합과학인재교육
(STEAM)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며,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리의 필연적인 교육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STEAM 교육이 단위 중등 학교 수업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 교과로 구성된 교사 공동
체의 구성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 융합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융합 교수∙학습 자료가 정책 연
구나 연구회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그 수가 상당히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행 대상학교의 학생의 특성을 고
려한 수업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단위학교 구성원인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의 한 금융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2011, 2012년 2년간의 단위 학교 내 융합 교육 실현을 위해
교사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융합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한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과 어려움, 공동체 활동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융합 교
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교사 공동체를 통한 구체적인 학교내 융합 교육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공동체
운영에 대한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차 년도에는 수학, 과학, 미술의 세 과목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대상 학생들에게 융합교
육을 실시할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제 선정 후 과제를 구성하고 융합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공동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과제는 크게 대상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기반하였고, 세 교과의 교육과정과 특성을
기반으로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기본 전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흥미롭고 실제적인 융합교과학습의 경험 제
공하는데 있고, 프로젝트 학습을 기반으로 하되 각 교과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창의적 체
험 시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수업은 각 교과에서 실시하더라고 실제 학교 수업에서
실행한 결과를 함께 검토하며 이를 개선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의 주제는
‘화폐속의 과학기술’, ‘명화속에 숨겨진 비밀’, ‘자연의 패턴’, ‘미래의 에너지’, ‘겨레 건축 속의 과
학∙수학’, ‘창조와 디자인’이다. 학생들과 실제 수업을 통해 각 교과에서 융합교육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학생들의 창의적 결과물과 피드백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2차 년도에는 융합 교과를 확대하여 수학, 과학, 미술뿐만 아니라 사회, 금융, 정보 교과를 추가하여 교사 공동
체를 구성하고, 최근의 금융과 정보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2013년 창의적 체험활
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1차 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 공동체의 운영
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다. 내용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전공의 특성을 살려 ‘현대생활과 금융경제’, ‘신용
정보화 사회’의 큰 두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코티칭을 기본으로 첫 번째 주제는 다시 미래사회의 사회
및 과학적 분석, 재무 설계, 금융 수학, 브로슈어 디자인으로 구체화 되었고, 두 번째 주제는 합리적 소비, 신용
관리와 소비자 금융, 정보사회와 과학, 암호화, 앱 개발 및 디자인 등으로 교과융합이 구체화 되었다. 교사 공동
체는 과제 개발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합의와 목적의 재공유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과제의 수준과 방향
을 결정하였으며, 한 주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과간의 수위를 조절 하여 과제를
구성하였다. 특히 학생들에게 현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두 해의 걸친 융합 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타 교과 교사 공동체를 통해 같은 주
제를 교과별로 다르게 보는 안목과 배경 지식이 공유될 수 있었고, 교과 간 협의를 통한 과제의 구체화와 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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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경험하였다. 그런가 하면 동학년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교과별 내용과 개념, 수준을 모색하는 일과 교
육과정 내에서 코 티칭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과정의 부재가 교수∙학습 자료 구성과 실현
과정에서 교사 공동체가 겪은 어려움과 한계로 꼽을 수 있었다.
＊핵심어 : 단위학교 융합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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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을 활용한 고등학교 수학중심 융합수업 사례 연구
박 지 현 (반 포 고 등 학 교 : jeannei@daum.net), 배 영 곤 (서 울 대 학 교 대 학 원 ),
김 유 정 (서 울 대 학 교 대 학 원 ), 오 국 환 (서 울 대 학 교 대 학 원 )

3D 프린팅 기술은 디지털로 저장된 3차원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서 의학, 공학, 제조업,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소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술적 발달로 인해

최근에 개인과 기업들에 의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CAD, 구글 스케치업과 같은 설계 프로그램이나 Mathematica, Matlab과 같은 수학 프로그램 또
는 3D 스캐너 등을 사용하여 3차원 디지털 구조물을 구성하고,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구성된 설계와 동일한 형
태의 입체를 합성수지, 석고, 금속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출력할 수 있다.
3D 프린팅 기술이 기반하고 있는 기술적 특징으로부터 수학교육 및 융합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잠재된 교육학
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고찰해볼 수 있다. 먼저, 디지털 설계도면과 동일한 입체를 출력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수학적으로 정의된 기하 모형의 이상적인 형태와 근사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입체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3D 프린터의 적층식 기법을 통해 내부에 구멍을 가지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형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는 기
존의 모형 제작 방식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여 학습자가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하체의 범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킨다. 학습자가 구상한 모형을 직접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구체물로 출력하고 이를 조작하는 활동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보다 실제적인 체험 중심의 학습 활동을 구상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창의적 입체 도형
의 제작 과정에서 공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는 융합교육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3D 프린팅이 융합교육, 특히 수학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
육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그 효과가 어떠한 지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탐구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수학중심의 융합 과제를 구성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여 잠
재적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하여 적용한 3D 프린팅을 활용한 수학중심 융합수업을 위한 과제는 크게 ‘3D퍼즐 디자인하
기’와 ‘빗살무늬 토기 복원하기’를 주제로 스케치업과 매스매티카를 통해 한 3차원 모형 구성의 두 가지 과제
를 구성하였다. 3D 퍼즐 디자인하기 과제는 공간 축의 세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이 각각 원, 정삼각형, 정사각형
인 입체도형을 만드는 과제로서 주어진 조건에 따른 학생들의 입체적 구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3D 프린팅의 특성
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구글스케치업을 이용하여 자신이 생각한 3차원 대상을 시각화 하는 활동
을 하였다. 빗살무늬토기 복원하기 과제는 역사 교과와의 융합수업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유물복원’이라는 문
제 상황을 도입하고, 우선은 지오지브라 5.0을 이용하여 실제 빗살무늬토기를 2차원에서 탐구하고 복원하는 과정
을 경험 한후, 매스매티카를 이용하여 3차원 함수를 구성하여 3차원 도형을 3D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는
실생활 도구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변의 사물을 수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두 과제 모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3차원 모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고, 복잡한 도형이라도 적층식 기법을 통해 구현가능하다는 3D 프린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성된 과제를 바탕으로 한 수업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수학 과학 통합 지역중심 영재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영재학생은 일반적으로 탐구적 성향이 강하여 새로운 소재인 3D 프린팅을 도입한 탐구적 수업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대상이다. 특히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의 구성이 수학이나 과학의 한 과목에 우수한 학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수학적 소양과 관심이 우수하고 일부는 과학적 소양과 관심을 가진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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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학년 혼합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였다. 수업은 총 2차시로 이루어졌으며 두 수업 사
이에는 수업 개선을 위한 성찰 및 과제 검토가 이루어졌다.
과제 적용 결과 수학중심 융합교육에 있어 3D 프린팅이 가진 교육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학적 탐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성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로 하여금 3차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화를 통해
공간에 대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탐구의 맥락을 제공하였다. 특히 기하와 벡터 등을 학습한 2학년의 학생들조차도
처음에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입체도형의 탐구를 통해 공간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빗살무늬토기와 같은 특정 물체에 대한 3차원 모델링 과정은 수학의 실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실제 3D 프린팅의 활용분야 중 하나인 유물복원에 대한 경험은 유물이 가진 역
사적 배경과 함께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의 활용과 이때
의 수학적 탐구의 의미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학생들은 앞의 두 과제를 해결하며 겪었던 3차원
도형 시각화에 그치지 않고 직접 수식을 다루며 변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3차원 공간상에서 일반적인 패턴과
패턴에 대한 변형을 이해하려고 했다. 이는 3D 프린팅이 시각화에 대한 학생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
어 공간에 대한 탐구에서 깊은 수준의 논의가 전개되는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 수학 중심의 융합 수업, 3D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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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에 대한 중등학생들의 이미지 유형 탐색
이 준 기 (전 북 대 학 교 : junki@jbnu.ac.kr), 이 태 경 (효 정 중 학 교 ), 신 세 인 (전 북 대 학 교 ), 정 덕 호 (전 북 대 학 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생들의 융합인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유형으로 형성되어있는지 알아보고, 융합인재
교육(STEAM)을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에 융합인재 이미지 유형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남부권 소재 중등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는 융합인재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간략한 설명을 적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를 귀납적으
로 범주화하여 중등학생들의 ‘융합’ 및 ‘융합인재’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중등학생
들의 융합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인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 ‘집단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 산물로서의 융합
‘으로 크게 범주화되었다. 융합인재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의 하위유형으로 ’두뇌수준
사고융합형‘, ’누구나 아는 유명 인사형‘, 생활의 달인형’, ‘다양한 직업인형’, ‘문제해결자형’, ‘창조
적 개발자형’, ‘실존하지 않는 이상적 인간형’이 있었으며, ‘집단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의 하위단계로는
‘전문가 집단형’과 ‘학생 집단형’이 있었고, ‘산물로서의 융합’의 하위단계에는 ‘단순 융합체형’이 나타
났다. 중등학생들은 융합인재교육의 경험유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핵심어 : 융합인재, STEAM, 이미지, 중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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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융합에 대한 태도 검사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이 준 기 (전 북 대 학 교 : junki@jbnu.ac.kr), 신 세 인 (전 북 대 학 교 ), 하 민 수 (뉴 욕 주 립 대 학 교 ),
박 현 주 (조 선 대 학 교 ), 정 덕 호 (전 북 대 학 교 ), 임 재 근 (대 전 성 모 초 등 학 교 )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융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융합에 대한 태도의 5가지 구인 (융합에 대한 지식, 개인적 관련성, 사회적 관련성, 흥
미, 자아효능감)을 설정하였고, 각 구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예비문항 개발하여 233명의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
열 학생들에게 투입하였다. 문항 타당도는 Messick (1995)이 제시한 내용에 기초한 타당도, 실제에 기초한 타당
도, 구조에 기초한 타당도에 기초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라쉬 분석,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결
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5개 구인 23개 문항은 타당한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융합에 대한 태도는 과학 동기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모델 역시 구조방정식으로 확인하였고 타당한 모델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문항은 학생들의 융합에 대한 태도와 융합 과학 학습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융합에 대한 태도, 문항 타당도, 라쉬 모델, 구조방정식 모델링, 과학 학습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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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모형 만들기를 활용한 초등 방과후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박 철 순 , 권 난 주 (경 인 여 자 대 학 교 )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 과정은 실험과 관찰 등 조작적인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적절한 탐구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미국 과학 교과서에서는 특히 학습
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는 ‘모형 만들기’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김영록, 2013). 학생들이 과학 완구 제작 만들
기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 개념 이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복영선, 2007).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탐
구능력은 과학완구나 과학실험 등 직접적인 활동수업이 높은 성취 효과를 나타낸다(서임철, 2007). 방과 후 과학
활동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교육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는 학교 현장의 과학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 될 수 있다(이선경 등, 1997). 우유팩으로 모형 만들기를 통한 초등 방과후 과학 관련 특기 적성 운영 사례가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창의력과 꿈을 키우고, 우유 포장 용기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ＯＯ 우유에서 어린이 창작대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초등 방과후 과학 관련 특기 적성 활동 학생들과
우유팩으로 마는 모형을 만들어 출품하였다. ＯＯ 우유에서 어린이 창작대잔치에 총 4회에 걸쳐 참가했고, 13회
는 풍차, 14회는 잠망경, 15회는 플러렌, 16회는 소마 큐브 모형을 출품했다. 모형 만들기를 통해 관련 과학적인
배경과 지식을 접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였다. 풍차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곡식을 찧거나 물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해 온 도구이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의 영덕과 제주 등
지에 1.65~3MW(메가와트, 1MW=100만W)급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세우고 가동 중이다.

평면거울이 2개를 사용

하는 잠망경은 거울에 사물이 비치면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는 원리를 이용하여, 첫 번째 거울에서 1차로 사물이
좌우가 바뀌어 비치고 2차로 좌우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우리 눈에는 제대로 보인다. 잠항 중인 잠수함의 내부에
서 해면상에 그 선단을 내밀고 외계를 관측하는 장치이다. 외통에는 프리즘을, 통 내부에는 대물렌즈를 여러 개
사용하여 제작한다. 주로 항해와 정찰 등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육군에서는 관측용도로 사용된다. 20개의 육
각형과 12개의 오각형이 모여 60개의 꼭짓점마다 탄소 원자가 위치한 물질이다. 플러렌은 열과 압력에 매우 안정
한 구조이므로 초전도체, 약물 전달 물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85년 컬(Robert Curl), 크로토(Harold
Kroto), 스몰리(Richard Smalley)가 플러렌을 발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이후 1991년 일본의 이지마 스미오
박사가 탄소원자가 육각형 벌집모양으로 결합해 튜브모양을 한 탄소나노튜브를 발견했다. 탄소나노튜브는 철강 소
재보다 강하고 구리보다 전류를 잘 통하고 가벼워 많은 제품의 소재로 이용할 전망이다. 소마큐브는 덴마크 물리
학자이자 수학자인 피에트 하인(Piet hein)에 의해 창시 되었다. 소마큐브를 이루는 7개의 조각은 3개의 정육면체
로 이루어진 2차원의 소마조각(1번)과 4개의 정육면체로 이루어진 나머지 3차원의 소마조각 6개(2~7번)로 이루어
져 있다. 이 7개의 조각들로 수천 종류의 기하학적 모양을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싶
다.”, “대회에 나간다고 해서 기뻤지만 동영상을 찍을 때 너무 조용해서 별로였다.”, “우유회사에서 그런 행
사를 열어 재미있고 좋은 작품이 나와 뿌듯하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유팩으로 모형 만들기를 통한 초등 방과후 과학 관련 특기·적성 운영은 학생들에게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우유팩을 활용한 수업은 과학 수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데 효과가
있다. 초등학생들은 만들기와 해보기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 개
념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핵심어 : 우유팩 모형, 초등 방과후,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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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분수 만들기’를 통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전 윤 석 (계 광 중 학 교 : jyss93@chol.com), 송 민 규 , 박 선 영 ,
이영순, 이재국, 김정태, 이정훈, 류해일

1. 연 구 배 경
본 연구는 STEAM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학습자특성을 분석하여 창의성, 잠재력을 최대한
으로 발달시키도록 돕는 입장에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과학실험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기초과학지식을 습
득하고 이에 수학적, 기술공학적 지식을 더하여 효율적 분수를 제작하며 예술적 감각과 경제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분수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2. 연 구 내 용 및 결 과
가. 각 활동의 산출물들이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기에 적당하였으며, 산출물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STEAM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 산출물의 디자인 설계, 탐구 제작, 산출물 발표의 전 과정에서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과제 완성과정
에서 팀원들과 의사소통력을 기르게 되었으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 STEAM 프로그램 참여 후 학습에 대한 의욕이 왕성해졌으며, 과학학습방법과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3. 연 구 의 의 미
산출물 제작활동에서 분수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분수를 스스로 제작해봄으로써 창의성과 협
동성을 기를 수 있었다. 비록 실패한 작품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실패원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어 자기
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
＊핵심어 : 헤론 분수, 파스칼의 법칙, 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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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과 광물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한 디자인 적용 연구
박 용 필 (충 북 과 학 고 : ypark00@korea.kr), 최 은 선 , 박 주 희 , 박 찬 혁

암석과 광물을 약 0.03㎜의 두께로 갈아 만든 박편을 편광현미경의 직교 니콜에서 관찰하면 빛의 간섭 현상 때
문에 다양한 색깔과 모양이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하고 화려한 간섭색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영
향을 끼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암석과 광물 간섭색의 디자인이 성별과 연령대, 다양한 활동 상황에서 선호
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별, 연령대에서의 특징은 40～50대의 여성들에게서 광물과 암석의 간섭색
에 대한 선호도와 관심이 높았다. 활동별 상관관계는 대체로 독서 활동, 일과 시간 등과 같은 정적이며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선호도는 낮았다. 상대적으로 간섭색 디자인의 선호도는 휴가, 바캉스 등의 활동적인 상황에서 높았
다.
암석과 광물의 간섭색을 패션 디자인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넥타이, 손수
건, 스카프, 티셔츠 등과 같은 비교적 면적이 작은 의류가 디자인으로서의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퇴적암과 변성암 보다는 화성암의 간섭색이 디자인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화성암 중에서
는 광물의 결정이 충분히 큰 심성암 계통의 암석에서 나타나는 간섭색이 적용 가능성이 높았다. 간섭색 디자인을
넥타이에 적용한 결과 정장 계통의 양복보다는 콤비 형태의 정장에서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석과 광물의 간섭색이 패션디자인 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에 적용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벽지, 휴대폰과 아이패드 케이스, 타일의 무늬에 광물과 암석의 간섭색이 적용 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독
일의 사례 연구와 모형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혐오 시설에 간섭색 디자인을 활용하는 환경디자인 적용 방법을 연
구하였다.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혐오 시설에 부분적으로 암석과 광물의 간섭색을 적용하면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아름다운 색채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암석과 광물의 간섭색을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에 적용 시켜 보았다. 이를 통해 학교 현
장에서 과학과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STEAM 교육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박편, 간섭색, 패션 디자인, 산업 디자인, 환경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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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공기놀이와 윷놀이를 활용한 암석 및 화석 STEAM 교육자료 개발
박 용 필 (충 북 과 학 고 : ypark00@korea.kr), 최 은 선 , 박 주 희 , 박 찬 혁

전통 놀이인 공기놀이와 윷놀이의 원리를 이용하여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암석과 화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한 STEAM 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윷놀이에서 말판을 활용하는 것처럼 말판과 말을 이용하여 공기놀이의
게임 방법을 정했다. 공기돌 제작은 현무암, 화강암, 셰일, 석회암, 편마암, 석영 등의 실제 암석을 갈아서 공기돌
을 제작하였다. 게임 방법에 따라 공기놀이를 하면서 학생들의 암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실제 암석을 갈아서 암석 공기돌을 만드는 방법은 효율성과 안전성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
가 각각 1㎝가 되도록 아크릴을 절단하여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이 정육면체에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의 특징을
나타내는 암석 이미지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붙여 모형 공기돌을 제작하였다. 게임 규칙에 따라 공기돌 놀이를 진
행하여 학생들의 암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모형 암석 공기돌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지질시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인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공
룡발자국 등의 화석 공기돌을 만들어 화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우리 선조들의 고유한 전통 놀이인 공기놀이와 윷놀이의 원리와 방법을 이용해서 완구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STEAM 교육 자료를 고안하고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학생들에게 암석과 화석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고, 암석과
화석의 개념 형성과 발달을 촉진하였다.
＊핵심어 : 공기놀이, 윷놀이, STEAM, 공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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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향기 나는 기체온도계 만들기
박 형 군 (부 명 중 학 교 : harmonipia@hanmail.net)
기존의 갈릴레이 기체온도계를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제작하고 샤를 법칙을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부피를 계산
하여 온도 눈금 그리고 부피 변화의 변수를 고려하여 보정하여 정확한 온도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S 기체분자운동실험장치를 통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확인하고 쉽게 만드는 간이 온도계 제작을 통해 과
학 원리를 이해한다.
M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계산하여 1mL스포이트에 온도 눈금을 그린다.
TE 물 기둥의 높이에 따른 물무게의 작용으로 압력의 변화 값 보정하여 정확한 온도계로 작동하도록 하며 아
로마 천연오일을 이용 향기를 이용한 정서적 안정 효과를 주는 등 일상 생활의 실용성을 높이도록 성능을 개선한
다.
A 온도계의 윗부분에 포스트잇 등을 이용하여 알림글, 좌우명, 명언,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실내 장식물이나 개
인의 목표를 표시하고 확인하는 장식물로 사용한다.
＊핵심어 : 기체온도계, 기체분자운동실험장치, 샤를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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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과학의 본성과 과학태도 변화 연구
박 신 규 (김 천 부 곡 초 등 학 교 : shingyu35@gmail.com),
김 중 욱 (대 구 교 대 ), 신 재 한 (교 육 부 )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과학의 본성과 과학관련 태도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150명(5학년 60명, 6학년 90명)을 선정하였다. 먼저, 각각 5차시로 된 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 2개를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적용 전 과학의 본성과 과학관련 태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
며 10차시를 적용 후 같은 검사지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의 본성 중 가치중립성, 창의성, 발전성, 통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p<.05) 검증가능성
과 간결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과학관련 태도에 있어서는 과학 수업의 즐거움과 과학
에 대한 취미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셋째, 문항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사후검사문항에서 사전검사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를 통해 융합인재교육이 학생들의 과학태도 특히 창의성과 과학 수업의 즐거움과 같은 정의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의 창의성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기위해서는
융합인재교육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 융합인재교육, 과학의 본성, 과학관련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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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비교 연구
신 재 한 (교 육 부 : han3645@daum.net), 박 신 규 (김 천 부 곡 초 등 학 교 )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6학년 실험반과 실험반 각각 60명씩 선정하였다. 먼
저 각각 5차시로 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2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2개월간 적용 후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융합적 사고력에서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단계 모두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p<.01). 둘째 두 집단간 문제해결력에서는 문제발견, 문제정의, 문제해결책 고안, 문제해결책 실행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05) 문제해결검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융합인재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 융합인재교육, 융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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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EAM 프로그램의 스마트 폰 활용 방안
배 덕 현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baeduckhyun@hanmail.net), 김 진 수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실과 교과의 성격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사회적 요구인 과학, 기술, 공
학, 예술 및 수학 교과 간 통합적 접근 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교육은 곧 STEAM 교육
을 의미하며, 이 중 기술 교과 중심의 STEAM 프로그램을 T-STEAM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김진수, 2012).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고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과학기술부
에서는 2011년 ‘인재대국을 위한 스마트 교육 전략’을 발표하고 스마트 교육을 학교 교육현장에 도입하고 있
다. 스마트 교육은 정보 습득, 원활한 소통,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 등의 측면에서 STEAM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T-STEAM 프로그램에 스마트 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T-STEAM 프로그램에 스마트 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 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재 스마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학교에서 스마트 패드 및 전자칠판 등을 도입하고 있지
만 아직 일반화되지 못한 시점이고, 대신 최근 교사 및 학생들이 주로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9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건설기술과 환경’ 단원의 ‘친환경 건설 기술 체험과 문제해결
활동’의 경우, 12종 교과서 중 8종 교과서에서 ‘교량 모형 만들기’를 다루고 있다. 이 활동은 교량의 필요성
에 대한 문제 확인, 교량의 구조에 대한 구상 및 설계, 교량 모형 제작 및 재하실험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과
정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량의 구조적 안정성을 실험해볼 수 있다면 더욱 안정적인 교
량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수업 내용에 관한 정보 습득, 발표자료 제작, SNS를 통한 발표자
료 전송 및 작품 평가, 소감문 작성 등에 스마트 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핵심어 : STEAM 교육, SMART 교육, T-STEAM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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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을 위한 프로젝트 과제의 활용 방안 탐구 :
A4 구조물 만들기를 중심으로
박 윤 정 (태 릉 고 등 학 교 : pyj821030@sen,go.kr), 박 정 숙 (태 릉 고 등 학 교 )

이 연구의 목적은 ‘A4 구조물 만들기’라는 비정형화된 프로젝트 문제를 제시하였을 때,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여 STEAM 수업에서 프로젝트 과제의 활용 방안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A4 구조물 만들기’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기술 수업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 과제이며, 기술, 수학, 사
회과와 연계한 STEAM 수업을 기술 교사가 진행하여 학생들이 유기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며, 수업을 실시한 교사는 기술 교사로 실
제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A4 구조물 만들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A4 용지 1장, 자, 칼, 가위, 연필뿐이며, 만들어야 하는 구
조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cm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모든 부품은 하나로 연
결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며, 가장 튼튼한 구조물을 판정하는 방법은 만든 구조물 위에 몇 권의 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지 직접 올려봄으로써 평가하도록 하였다. 수업은 2차시로 구성되었다. 1차시는 3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아이
디어 회의를 통하여 A4용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구조물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이지 생각해 보
고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2차시는 약 25분간 아이디어 회의에서 구상한 구조물을 직접 제작하고, 각 모둠
당 1분의 시간 동안 구조물 위에 교과서를 올리는 하중 재하 실험을 통하여 각 구조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평가하
였다.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주문제와 테셀레이션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학습
할 수 있다. 구조물을 받쳐주는 하중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주어진 재료로 넓이가 가장 넓은 구조물을 만든다면
무게 중심을 잡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기 때문에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들기에 유리할 수 있다. 즉 둘레가 일정
할 때 넓이가 최대인 도형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도형이
원이라는 수학적 원리를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정다각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튼튼하면서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다각형을 찾는 기회를 제
공한다. 중학교 때 학습한 테셀레이션과 관련시키면 원으로는 빈틈이 생겨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지만, 원에
가까운 다각형으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정육각형이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정육각형 벌집구조의 장
점과 실생활에 활용되는 예를 보여 주며 확산적 사고와 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둘째, 중심지 이론을 학습할 수 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커지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도달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론이며 사회과에서 다룬다. 만약 중심지가 하나라면
원형을 이루지만 여러 개의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여러 개 분포하는 경우 중심지 상호간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
해 원형에 가까운 정육각형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벌집 구조인데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휴대폰 기지국 설계에도 이용된다는 것을 설명하며 사회과에서의 학습과 연계시킬 수 있다.
수업 진행은 학생들에게 미리 정답을 제시해 주지 않고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하
게 정답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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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하여 사고력을 높일 수 있었다. 즉,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육각형이나 원
에 가까울수록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기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구조물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A4 구조물 만들기’라는 비정형화된 프로젝트 과제를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재료만의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도록 요구한 결과,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학적 원리와 사회과의 이론을 학습

하고, 서로 협동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며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정형화된 과제는 정답이 없다는 점에서 창의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학습한 내
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학습 내용을 중시하는 수업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비정형화된 과
제 속에서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을 찾아 지도하면 학생들의 유연성과 상상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핵심어 : STEAM 수업, 프로젝트 과제, 무게중심, 테셀레이션,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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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예술의 만남! 융합 STORY 수업콘서트’프로그램
서 일 영 (광 양 중 앙 초 등 학 교 : rose4you@paran.com), 한 미 희 ,
고종환, 한명숙, 김종기, 허지연

1. 연 구 의 필 요 성
오늘날 경제패러다임이 창조경제로 변화하면서 지식과 기술, 학문간의 융합이 중요하게 대두 되었다. 더욱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러나 구체적인 대안과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력 위주 현실에서 받는 좌절감과 불안, 불만의 요소가
자신의 재능이 발휘되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교폭력 등 학내 문제
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및 진로와 관련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인생을 디자인하는 ‘융합 STORY 수업콘서트’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학교에서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

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2. 연 구 의 목 적
가. 현장에 적용성 높은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적용할 수
있다.
나. 학력 중심에서 창의성 중심의 진로교육, 인성교육, 감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유능한 인재
를 육성할 수 할 수 있다.
3. 융합 STORY 수업콘서트란?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및 진로와 관련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인생을 디자인하는 수업 전개 방식을
말한다.

4. 연 구 의 범 위
가. 전남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
나. 토요체험활동으로 전개한다.
다.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한다.
라. 수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편성ㆍ운영한다.

5. 연 구 내 용
‘문화체험 나들이 힐링 STORY 수업콘서트’
참석 대상 : 연구원 6명, 서울 일원
‘길 찾기 STORY 수업콘서트’
모둠별 PMS (찬반문제해결) 토론하여 길 선택하기
가야할 미래 찾아 바라보고 표현하여 발표하는 수업
참석 대상 : 학생14명, 학부모14명, 연구원 6명
‘수학으로 만나는 삶 STORY 수업콘서트’
모둠별 why how 토론하여 삶에서 만나는 수학을 스토리로 만들어 해결해 나가는 미션파서블 수업
참석 대상 : 학생14명, 연구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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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의 과학적 의미 STORY 수업콘서트’
과거 현재 문화 예술을 체험하고 워크샵 과학탐구 체험 토론으로 미래 과학 문화 예술 융합을 창조하는 수업
참석 대상 : 학생14명, 연구원 6명
‘미술 과학 융합 STORY 수업콘서트’
모둠별 why how 토론하여 미술 스토리 감상과 과학원리 찾기
미술을 과학적으로 표현(전통문양, 현대문양)하는 수업
참석 대상 : 학생14명, 연구원 6명
‘음악 체육 융합 STORY 수업콘서트’
모둠별 why how 토론하여 함께 노래 만들어 부르고 연주(리코더, 관현악)하고 몸으로 표현하여 발표하는 수업
참석 대상 : 학생64명, 음악감독1명, 연구원 6명
‘과학 예술의 만남 연극 STORY 수업콘서트’
종합 예술과 첨단 기술이 함께 하는 영화 제작 수업
상상력과 종합력, 소통과 협력이 함께하는 독서· 토론 영화 스토리 텔링 수업
참석 대상 : 학생14명, 연구원 6명
일반화를 위한 활동
- 프로그램 홍보 :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
- UCC영상 홍보 : 감성교육, 인성 지도용 자료로 활용 홍보
- 교육기부 : 뉴질랜드 초등학교 방문

6. 성 과
가. 현장 적용성 높은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인문학과 자연과학, 예술 등
학문의 경계를 융합하는 인재가 육성됨.
나. 학력 중심에서 창의성 중심의 진로교육활동 전개로 통찰력, 새로운 시각에서 혁신적인 방향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가 육성됨.
＊핵심어 : 융합 STORY 수업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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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속 이야기’로 풀어본 창의적 문제해결형 S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최 원 호 (대 구 화 원 초 등 학 교 : longdair3@daum.net),
정명환, 김창원, 조현주, 최용석, 김견숙, 한홍수, 허민

학교 현장에서 STEAM 관련 많은 자료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학생 중심의 의미있는 융합 수업을 하기에는 아직
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화 속 이야기를 소재로 시작하여 다각적인 방면
으로 사고하고 협동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창의적 사고력과 함께 감성을 키울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창의적 문제해결 STEAM 프로그램 교육 전개를 위한 초등학교 현장 실태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
고 창의적 문제해결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별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매뉴얼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적용 후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총 6개의 동화(콩쥐팥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잭과 콩나무, 이상한 나라의 앨
리스,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선정한 후 그 이야기 안에서 3개의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되도록 소주제를 만
들었다. 프로그램은 한 개의 소주제가 2차시 분량으로 총 18개이며 .소주제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각색하고 주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학교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주제별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콩쥐팥쥐의 이야기에서 프로그램의 예를 보면 우선 ‘콩쥐를
잔치에 보내라!’ 대주제를 선정하여 그 안에 3개의 소주제를 정하였다. 소주제는 곡물을 분류하라!,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하라, 많은 짐을 옮겨라 이 세 가지 주제를 해결해야지만 콩쥐는 잔치에 가서 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스토리가 완성된다. 각 소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재료를 주고 학생들은 재료의 특징을 파악해 창의적인 문
제해결을 위한 설계를 하고 그 안에서 예술적 요소를 접목시켜 융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크기와 무
게에 의한 분류장치를 만들 때 건물 모양이 되도록 디자인 요소를 함께 제시한 후 서로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바
탕으로 감성적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 체험을 통해 또 다른 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
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평소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제를 전달받고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해진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으로 도전하는 가운데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해결 경험만으로도 기쁨을 갖고 다
른 조와의 비교를 통해 다시 한 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설문지 조사 결과 학생들(150명)의
프로그램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감향상은 아주그렇다 86%, 그렇다 10%, 보통이다 3.33%, 그저 그렇다
0.67%를 보였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블록타임이나 스팀day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교사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왔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은 학생들의 성취감과 학습동기를 높이고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융합적 소양
을 향상시켰다. 또한 다양하게 교육과정에 운영 및 활용할 수 있어 STEAM교육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였으며
학생과 교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STEAM교육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핵심어 : 동화, 이야기, 창의적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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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미션(SMSPIⅡ) 탐구자료 개발
유 효 종 (임 실 고 등 학 교 : hyojongyu@hanmail.net), 박 정 복 (해 리 고 등 학 교 ), 이 재 천 (해 리 고 등 학 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융합형(STEAM) 5개 요소들을 미션방식으로 체험해 나가면서 학생 스스로 스팀원리와 사고
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짜릿한 도전감과 동료 간 협력학습으로 “흥미와 호기심을 주는 스팀 미션활동”프로그
램(SMSPIⅡ)을 개발하는데 있다.
모듈의 내용주제는 과학교사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과학교과서
에 제시된 단원별 내용, 또는 과학주제별로도 제시하며 스팀의 5가지 영역을 모두 미션 식으로 체험하도록 안배된
모듈형태로 구분하여 전문가 자문 및 협의, 현장검사를 통하여 8개 주제의 미션탐구모듈(SMSPIⅡ)을 개발하였다.
이 모듈활동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위원 5명과 자문위원 1명 등 총 6명이 2013년 5월 23일부터 10월 25
일까지 자료개발협의회, 워크숍, 토론회 등을 8회 개최하였다. 워크숍을 통하여 교육과정 분석, 관련과학개념추출,
융합적 요소 추출, 자료 개발틀, 모듈구성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 활동자료를 적용해 본 교사들은 미션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과학 원리에 대하여 흥미롭게 학생들이 적극적
으로 탐구해가는 과정은 두드러진 성과라고 하면서도 각 단계별 내용들이 과학적 지식이나 일부 영역에 편중해
있다고 지적을 하였다.

스팀활동의 주요한 목적이 융합적 사고에 있다고 한다면, 이들 교과내용지식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하였다.
최종개발 된 과학미션활동지(Science Mission for Scientific Principal InquiryⅡ)는 Size & Weight, 아인
슈타인과 에셔, 사이언스 런닝맨, 물질의 신! Atom을 밝혀라, 대체에너지를 찾아라, 나의 똑똑한 친구 스마트폰,
양초 한 자루의 과학, 생활 속의 산성과 염기성의 8개 모듈이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개발된(SMSPIⅡ)자료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증진과 더불어 융합적 요소에 대한 STEAM 수업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탐구활
동자료로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핵심어 : STEAM, 과학미션, 과학교육활동, 과학놀이자료, 협동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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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역사 문화놀이를 통한 STEAM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조 승 조 (의 정 부 광 동 고 등 학 교 :cho8025@naver.com)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 수학, 기술, 예술, 공학교과에서 활용 가능한 STEAM 융합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및 지도안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현장의 교사들에게 융합 교육 접근의 수월성을 도모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주제로 ‘우리 전통역사 문화놀이를 통
한 STEAM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을 설정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 전통놀이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력과 우리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본 연구회에서는 고등
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안을 개발하며,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연
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한다. 개발한 융합교육 지도안의 현장 적용 대상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은 수학과 과학교과에서는 승경도 놀이판을 이용한 좌표계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 활용하였고 기술교과에
서는 윤목이라는 우리전통 주사위를 직접제작 해보며 컴퓨터 공학측면에서는 승경도 놀이판을 현대식으로 직접 디
자인하고 QR코드라든지 새로운 창의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고자한다.
STEAM 통합 접근의 설계 모형의 현장 적용 기대효과는, 교사들이 모형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특히 모형을 적용한 수업 설계 전반에 관하여 수업 설계의 체계화, 각 교과 영역의 명확화, 각 교과의 연관성 부
각, 지식의 통합적 활용 및 흥미 고려, 진로지도에 도움, 새로운 시도를 통한 배움 등의 측면에서 유용성을 인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식, 학습자 이해 및 수업 능력, 교육과정 개발․운영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어 : 승경도놀이, 우리민족전통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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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E 모형에 기반한 한국형 STEAM 프로그램 개발
조 성 환 (철 원 초 등 학 교 : 74csh@hanmail.net ), 김 혜 운 , 한 아 름

1. 연 구 의 목 적 및 필 요 성
STEAM 수업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점은 수업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과 수업의 결과
로 무언가 거창한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 스미소니언 협회에서 개발하여 교육현
장에 보급하고 있는 IN YOUR CLASSROOM STEAM 교재는 스토리텔링 방식에 기반을 두고, 학습자 측면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삽화와 학습내용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으며, 또한 해당 주제의 전문적인 내용
이 쉽고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어 학습자는 마치 한편의 소설을 읽으며 소설 속의 주인공인 과학자 혹은, 해당 분
야 전문가가 된 것처럼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학습내용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13페이지 내외의 얇고, 준비하기에 부담 없는 학습 자료로 세트화(Set)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도 수업의 부담이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N YOUR CLASSROOM 교재를 체계적으로 분석, 교재 구성 원리를 파악한 후, 교재의
장점들을 활용하되 한국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 구 내 용 및 방 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개발되어 보급된 IN YOUR CLASSROOM 프로그램 12종(초등 4종, 중등 4종, 공통 4종)을
분석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구성된 학습요소(읽을거리, 조사, 실험, 관찰 등)와 이들의 나열 원칙, 학습내용과
활동의 연계방법, 텍스트와 삽화의 비율 등 교재의 전체적 구성 원리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교재 구
성 원칙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ㆍ 스토리(뉴스기사) 형식의 학습개요 소개
ㆍ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둔 학습활동
ㆍ 실제 과학자가 연구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과정 조직
ㆍ 사진 자료를 활용한 학습지 및 학습내용 구성
ㆍ 학습자가 연구하는 절차와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지 구성
ㆍ 신화, 뉴스기사, 참고자료 등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읽을거리 제공
둘째, 무학년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자를 중학년 군(초3, 4), 고학년 군(초5, 6)으로 설정하였고 이들의 교
육과정을 분석하여 교재로 개발될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상의 단원들을 연결하였다. 즉, 중
학년 군에서 개발된 교재는 초등 3, 4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감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STEAM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학습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내용
과 교육목표는 현행 교육과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학년 군 교재 3종(우표로 보는 큰
세상, 화폐에 담긴 과학자 이야기, 독도사랑 나라사랑)과 고학년 군 교재 3종(화성(華城) 탐사, 떴다! 떴다! 비행
기, 세상을 담는 사진)의 주제를 선정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셋째, 체계화된 교재 개발을 위해 “STEAM 통합교육의 수업자료 제작을 위한 PDIE 모형”을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①준비 ②개발 ③실행 ④평가의 4단계에 의거하여 교재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준비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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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해 최종 학습목표와 목표에 기반을 둔 준거지향 평가도구를 설계하였고, 개발단계에서는
준비 단계에서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수정하며, 교수-학습 과정안, 활동지 등
을 개발하였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재를 가지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고, 학습자들의 과학적 태도와 과학적 흥미
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적용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과학
적 태도 검사는 TOSRA(Test of Science Related Attitude) 번안용을 사용하였고, 과학 흥미도 검사는
OECD/PISA에서 활용한 ‘수학 교과목’에 대한 학생 흥미도 조사문항을 한국과학교육학회에서 ‘과학 교과
목’에 대한 학생 흥미도 조사문항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3. 연 구 의 결 과
연구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과학 태도와 흥미도에서 동일한 집단으로 검증되었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만 과학 태도와 흥미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p<.05) 향상되었다. 이
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재가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흥미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해 9월 스미소니언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In Your Classroom Series)의 개
발 노하우를 한국 교육현장에 전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12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을
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스미소니언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염고래 이야기(Tale of a Whale)’ 라는 교재는 고래 사진
9장과 지도 1장만으로 실제 생물학자가 되어 고래의 개체 수 확인방법과 개체 추적방법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스
토리텔링 형식으로 배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스미소니언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들에 대한 체
계적이고 구조적이며, 전문화된 분석방법을 토대로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파악하고, 교
재 구성 방안들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의 교육과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STEAM, 융합인재교육, 교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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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Why술사 ★ 마법의 STEAM 한 조각을 만나다!
『STEAM 탐구프로그램을 통한 RE-CREATION(리크리에이션)능력 신장
김 영 애 (대 전 내 동 초 등 학 교 :

bitneul01@naver.com)

1. 연 구 목 적
『꼬마 WHy술사, 마법의 STEAM 한 조각을 만나다』프로그램을 통해
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과학과 생활의 접목을 위한 융합(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전략을 구안하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일반화한다.
나. 실생활의 과학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고 과학적 호기심과 과학탐구능력을 신
장시킨다.
다. 융합(STEAM)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확립시켜 미래형 창의
인재로 나아가도록 한다.
※ 용어정의: 리크리에이션(recreation)활동이란 ‘탐구활동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재창조․ 재구성하는
융합적 STEAM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탐구력과 사고력 및 과학적 호기심 그리고 흥미 등 과학적
창의성・태도 등을 의미한다.
• Why술사: Why[호기심]로 마법 같은 과학의 신비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꼬마 과학마술사

2. 연 구 방 법
STEAM과 친해지기
스팀 프로그램 구안
✤ 교육과정 분석
✤ 스팀 특색 활동
✤ 참․힘․멋 꼬마Why술사
스팀 교수 ․ 학습자료
✤ 스팀 관련 자료 구안
✤ 학습활동 자료 제작
✤ 학생 워크북 구안
스팀 과학환경조성
✤ 미니 STEAM Lab.
✤ 교실 과학환경 구성
✤ 교내 과학환경 구성

STEAM과 탐구하기

STEAM과 끼나누기

참☆Why술사의 탐구
✤ 호기심 마법 공책
✤ 나의 식물탐구일지
✤ 신나는 스팀 Day
✤ 과학 틈새토의
힘☆Why술사의 탐구
✤ 꼼짝마! 알콜 권총
✤ 수소폭탄의 원리 탐구
✤ 과학 Cooking 놀이
✤ 허브 비누와 끓는점
✤ 나는 진동카 디자이너
멋☆Why술사의 탐구
✤ 과학 콘서트
✤ 과학탐구 대회
✤ 사이언스 페스티벌

친구와 나누기
✤ 아이디어 Book
✤ 과학 탐구놀이
✤ 친환경 교육 이야기
학교와 나누기
✤ 환경사랑 나무 심기
✤ 신나는 발명의 세계
✤ 과학 앰배서더 강연
사회와 나누기
✤ 환경 E사업소 체험
✤ 소리진동-난타 한마당
✤ 과학 동아리 봉사활동
✤ 대학생 연계 스팀활동

3. 연 구 결 과
다양한 STEAM-과학탐구활동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향
상되었고, 자기주도적 과학탐구능력이 신장되었고 과학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핵심어 : STEAM, 호기심, 과학탐구, 미래형 창의 인재, 꼬마 Why술사, 과학, 마법, STEAM과 친해지기,
STEAM과 탐구하기, STEAM과 끼나누기, 리크리에이션(re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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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교육기부단 활용 STEAM 체험탐구 활동의 적용 및 효과 검증
신 연 옥 (독 정 초 등 학 교 : yo2004@naver.com)
본 연구는 대학생 교육기부를 통한 STEAM 수업이 융합인재교육의 확산에 어떤 파급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 둘째,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셋째, 융합인
재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현행 운영체계에서 어떤 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는가? 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대학생 교육기부단 STEAM 체험탐구 활동을 위해 먼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한 뒤 각 학년별로 교육기
부단과 운영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단원 및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때 고려한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융합인재교육 준거에 맞는 수업 설계가 가능한 주제인가?’ 다음으로 ‘교사가 혼자 하는 수업의 한계를 넘어
기부단의 역량과 인력을 적극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인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 적용 시 채택된 주제는 3학
년-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4학년-모기퇴치제 만들기, 5학년-간이 정수기 만들기 이다.
수업이 끝난 후 대학생 기부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교육기부 대학생의 인터뷰 및 교사의 인터뷰,
수업 받은 학생의 반응도를 조사하였다. 기부단 대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을 직접 만나 수업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에는 의미 있었지만, 솔직히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꼭 참여해 보고싶다는 의견을 냈다. 교사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본교에서 기부단 수업을
받은 반은 총 18개 학급으로 STEAM에 대하여 경험이 있으신 분이 40%정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60%이다.
STEAM 수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부단 학생들이 STEAM 체험탐구의 목적과,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평이었고, STEAM 수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자신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 기부단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로 보여주셨다.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새로운 사람이 교실에 와
서 의견을 들어주고 체험 위주의 활동적 수업이다 보니 활동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본 연구자는 체험탐구단의 본격 적용에 앞서 담당 선생들앞에서 적용 사례를 프로그램 체험 형식으로 소개하
였다. 이때 오신 선생님들은 80%정도는 STEAM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었는데,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체험
중심의 설명회가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했다. 성공적인 대학생 교육기부단 활용
STEAM 체험탐구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모집되는 대학생 기부단에도 이러한 체험중심의 사례 발표회가 꼭 필요하
다. 설명을 듣거나 글로 지도안을 읽는 것보다 한번 체험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된 다양한 STEAM 프로그램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는 대학생 교육기부단 활용 STEAM 체험탐구
단의 운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어 : 융합인재교육, 교육기부, 체험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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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활용한 STEAM 교육으로 인성함양 및 진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심 재 국 (간 중 초 등 학 교 : sjg9089@hanmail.net)

2011년부터 3년동안 STEAM교육을 해오면서 학생중심의 활동위주의 수업을 하면서 과학·수학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하지만 STEAM 교육이 수업의 흥미를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로봇 수업이 바른 인성 함양과 진
로탐색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로봇 수업은 어느한 명의 주도하에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야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 디자인, 조립,
창의적 생각, 논리적 사고 등에 장점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하다보면 서로 협력하고 자기의 장점을 공유하
면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각종 대회에 참여하면서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감을 갖도
록 하였다.
＊핵심어 : 로봇활용교육, 인성,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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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물길을 아우르는 STEAM Activity 프로그램 개발
박 진 희 (경 남 과 학 고 등 학 교 : jineehappy@hanmail.net),
강주원, 이희수, 윤창욱, 김봉석, 이유라

이 연구에서는 경남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실제 삶의 터전인 섬진강 물길을 따라 탐구가치가 있는
과학적 문제를 발견하여 창의적 탐구활동을 진행하는 STEAM Activity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3개이며 주제는 섬진강 바다의 역습을 말하다,

지구 온난화 논쟁, 섬진강 물길 따라 App

개발이다.
‘섬진강, 바다의 역습을 말하다’는 문학작품 및 매체에 나타난 섬진강의 서로 다른 모습들로부터 학생들 스
스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여 창의설계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전 과정은 PBL
모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들은 섬진강 재첩 채취 현장을 찾아 섬진강 수질관측 및 생태
계 조사를 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을 만나 섬진강의 실태를 취재하였다. 이러한 현장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섬
진강 바다화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섬진강을 다시 생명의 강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으로 지역 신문사에 문제의식을 담아 글쓰기 활동을 함으로서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지구 온난화 논쟁’은 섬진강을 배경으로 한 소설‘역마’에서 섬진강 유역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쟁점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과학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
로그램을 진행하는 전 과정을 지구과학 교과 수행평가로 활용하였다.
‘섬진강 물길따라 App 개발’은 앞의 두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섬진강과 그와 관련된 문학,
예술, 역사, 과학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하나의 어플로 제작하는 교육활동이다. 스토리보드 작성, 프레지, 마인드
맵 도구, App 화면 구성도 등을 작성하는 활동을 거친 후‘나의 섬진강 답사기’ App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STEAM 교육프로그램이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35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TTCT 창의성 검사와 창의적 문제해결 성향 검사를 프로그램 처치 전․후에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SPSS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창의력 신장에 유의미한 증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STEAM 교육활동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STEAM 교육활동은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였
고 창의성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깊이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고 친구들과 함
께 토의하며 스스로 탐구주제를 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가장 멋진 경험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STEAM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STEAM 교육 수행에 대한 교사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핵심어 : STEAM Activity, 섬진강, 과학 토론, PB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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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 개발
정 혁 (울 산 삼 호 초 등 학 교 : 1972hyuk@hanmail.net)

미래형 융합인재교육(STEAM)을 받은 학생들이 펼쳐 나갈 미래 사회를 고민해 보고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상과 직업군들을 탐색해 보면서 지금 준비해야 할 자질과 소양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홍보가 훨씬 수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융합인재교육(STEAM)이 안내할 미래 직업을 알아보고, 그 직업군이 가져올 사회 변
화를 꿈꾸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준비, 개발, 개선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현재의 직업을 바탕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이 펼쳐갈 미래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기 위해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을 통하여 미래직업 체험 활동을 위한 융합형 직업 자료들의 적용 가능성
을 모색하였다.
둘째, 미래직업군을 ‘기능, 기술, 기획, 법률 및 사회활동 관련, 보건의료 등’ 11개로 구분하여 각 직업군별
로 ‘직무소개 - 적성 및 흥미 - 필요한 업무수행능력 - 직업특성 - 근무여건 및 전망’ 순으로 정리하였고,
융합형 미래 직업 탐색 프로그램 적용이 용이한 10개의 미래 직업을 추출하였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 등의 요소가 포함된 직업
체험프로그램 교사용 및 학생용 자료를 개발하였다.
넷째,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시범 학급에서의 적용, 수업 공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타당도와 적용가능성으로 구분하여 검증 및 적용하였다.
첫째, 개발 목적과 내용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활동 목표 진술․주제 선정․흥미도․교육적 효과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발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삼호초등학교 외 2개교 67명을 대상으로 단위
학교(학급)에서 6개의 주제를 적용을 하였고, 중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환경탐사대 동아리 학생 40명에게 4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적용하였으며, 고등학생 과학자원봉소단 소속 STEAM 원정대 학생 40명에게 4개를 적용하였고,
‘진로설정에 도움, STEAM 대한 새로운 내용, 흥미와 관심도, 계속적인 참여 의지’ 등의 항목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융합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은 ‘STEAM 요소 - STEAM 개념도 - 수업 전체 흐름도’를 직업별로 제
시하고 한 직업당 4차시로 구분하고 세부 활동을 안내하였다.
1차시에는 해당 직업과 관련된 학생들과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그 장면의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서 해당 직업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2~3차시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직접 구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하여 과학적 흥미와
기술공학적 이해, 수학적 체험과 인문학적 소양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4차시에는 체험활동의 산출물을 평가하면서 경험과 소감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당 직업을 내
면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융합형 미래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 등의 요소가 포함된 ‘융합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학생용 활동 자

366 2013 융합인재교육 STEAM 학술대회

료 및 교사용 참고 자료로 구성되었다.
둘째, 융합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이 학생들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융합인재교육(STEAM)이 펼쳐갈 미래 사회의 다양한 융합형 인재 직업군을 탐색해 봄으로써 앞으로 펼
쳐질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가 되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어 : 융합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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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 비교 연구를 통한 Physical Computing 기반의
STEAM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김 석 희 (호 암 초 등 학 교 : riemann@korea.ac.kr)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융합인재교육을 교육과정에 20% 까지 도입하도록 각급학교에 권고 하고 있다. 이것
은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백윤수(2011)에 의하면 창의적인 인
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청사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
는 STEAM 교육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실천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기존 통합교
육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합이 가지는 가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학교교
육현장에서 STEAM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미

국의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는 과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Scientific and
Engineering Practices”를 주창하였다(NRC, 2011). 가장 큰 변화는 “과학교육과정”이 아니라 “과학공학교
육과정”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사물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Physical Computing 에 기반한
STEAM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 및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4학년 100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Physical Computing 에 기반을 둔 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연구하였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창의지성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위해 학교 간 비교연구를 수행 하였다. 스팀 교육
을 실시하는 4학년 100 명의 학생과 스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전국의 4개 초등학교 157 명의 학생을 연구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으로 하였다. Physical Computing 에 기반을 둔 융합인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과학적 태도흥미 검사, 아동 인성검사, 과학적 문제해결력 검사, 논리적 문제 해결
검사를 프로그램 적용 사전, 사후에 실시하였다. 또, STEAM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교육과정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학교에 STEAM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학년 학생들과 함께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결과
측정한 대분의 영역에서 STEAM 교육처치에 의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STEAM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STEAM, Physical Computing, 학교간 비교연구, 창의지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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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와 함께하는 STEAM교육 프로그램(SWS) 개발 및 적용
서 영 인 (마 전 초 등 학 교 : seo5013@hanmail.net)

글로벌 사회에서 변화를 리드하는 ‘First Mover’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로 지식을 융합하고 새
로운 것을 재창조하고 조합할 수 있는 융합적 마인드를 가진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는 교실이라는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제약이 너무 많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SNS, 클라우드 서
비스 등을 활용한 SMART교육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SMART 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내에
서 STEAM 요소들을 재구성한 STEAM With SMART(SWS)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생
활과 관련된 과학 지식과 소양을 기르고 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마전초등학교 전교생으로 리더스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
동을 통해 적용하였다. 연구원은 7명으로 STEAM 지원 부문과 SMART 지원 분과로 나눠 월 2회 정도의 협의회
를 가져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SMART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Wi-Fi 망설치, 학습용 갤럭시 노트 26대와 교수용 캘럭시 노트 6대, 미러링
장비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1인당 1개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STEAM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
예술회관, 해양연구소 등과 MOU 체결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월별 모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3-5차시 분량의 학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였
다. 프로그램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식물도감 만들기, 우리학교 식물을 QR코드로 나타내
기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편집하는 형식으로 STEAM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학습 자료를 클라우드에 올려 자료를 공유 할 수 있게 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안 태양열 에너지 활용 등 검색, 앱
사용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SWS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로 학생들의 과학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15%, 일상생활에 과학의 활용도 10%, 과
학과 다른 과목의 접목에 대한 관심도가 20%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과학 실험의 시도 여부 부분에서도 13%
가 증가하였다.
STEAM With SMATR(SWS)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학생들의 과학 교육에 대한 흥미도가 상승하고
SMART 기기에 활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과학 실험에 도전의식을 갖게 되어 과학적 탐구력이 향상 되었
으나 담임과 교과 전담 등의 지도교사 간의 협력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STEAM 프로그램진행을 위한 교과별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 STEAM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이 요구되었다.
＊핵심어 : 스마트,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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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 연계 “생명의 물레방아”찾아 떠나기
배 기 택 (인 천 신 흥 초 등 학 교 :humanteacher@hanmail.net),
이원신, 신한수, 박지영, 김영옥, 홍기현, 송혜원, 이규영, 주창훈

◦ 본 신흥 STEAM 교사연구회는 초등학교 각 학년 교육과정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이 가능한 차시들을
재구성하여 실제 교육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STEAM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융합인재교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 각 학년별 교육과
정 재구성을 통해 STEAM교육 주제 및 차시를 선정하고, 융합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는 STEAM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며, 학생들의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번 STEAM 학술대회 포스터 작품은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만든 “생명의 물레방아”
찾아 떠나기 라는 주제통합 프로젝트입니다.
◦ 이 프로젝트는 4학년 1학기 과학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단원을 학습요소를 특성화하여 재구성한 융합
교육과정으로 식물, 생명의 순환이라는 내용 학습과 함께 다양성 존중, 생명 존중의 문화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는 융합형 단원으로 그 과정 안에서 ‘식물의 한 살이’를 주제로 몸짓표현 및 그림책 제작, 그림책 발표,
동시 짓기, 기념품 만들기 등 재미있고 실제적인 활동과 접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 STEAM 단계요소는 ✎ 상황 제시- 식물의 한 살이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다양한 식물의 한 살이
는 어떻게 일어날까? ✎ 창의적 설계- 몸짓으로 한 살이를 표현해 보고, 한 살이 스토리 구상하기,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이야기 그림책 만들기, 그림자 인형극 준비하기
✎ 감성적 체험- 인형극을 보고 ‘생명 순환’을 주제로 동시 짓기,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메시지 전달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핵심어 :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 생명의 물레방아. 식물의 한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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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프론티어 R&D 프로그램 성과활용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현장적용
배 예 준 (서 울 문 화 고 등 학 교 : pea99@naver.com)

2009 과학과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에 기초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미래 적합성
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상하면서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글로벌 창의인’을 설정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의 목표는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과학의 기본 개념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첨단 과학 분야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구성된다.(김홍정 등, 2013) 이러한
새 교육과정에 발맞추어 융합인재교육(STEAM)을 활용한 수업은 과학에 대한 흥미 증진과 실생활 속의 첨단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확산, 그리고 예술적 표현력 및 이해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교육이다. 이
미 많은 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2009 과학과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 도입된
이후 과학교과서의 창의 인성 활동 분석(최지은, 2010), 융합형 과학 교과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변화
(윤회정 등, 2011) 등의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현재 과학 기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R&D 성과를 활
용한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2 R&D 성과활용 창의콘텐츠 개발 사업’은 21세기 창의융합인재를 길러낸다는 2009 과학과 개정교육과
정의 교수학습목표 및 융합인재교육(STEAM)과 일치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 소재가 된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의 연구성과들은 1999년 인간유전체기능연구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수많은 진보되고 환
경보존적인 기술을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 종료된 연구사업단은 총 6223억 원, 3만 2148명이 투입되어
2조 9515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는 미생물유전체, 나노메카트로닉스, 세포응용, 나노소재, 프로
테오믹스, 이산화탄소 저감 및 저장 등 총 6개다. 이들 사업단은 미생물 자원 확보 세계 1위, 이산화탄소 포집용
분리막 기술 개발, 국내외 논문 5680편 발표, 1384건의 특허등록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우수한 우리나라
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수한 과학적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를 길러내자는 취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의 주관으로 이번 연구가 진행, 완료되었으며 전국의 과학교사 18명이 자료개발에 참여하여 총 42개의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직접 국가적인 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진들과 협력하며 개발했다는 점에서 생생한 연구의 현장을 교실로 옮겨오는 효과를 가져왔
으며 이러한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연구자들과 이메일 서신연락 또는 인터뷰 등의 직접적인 만
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공계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더욱 큰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즉, 융합인재
교육(STEAM)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 수업을 가능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R&D 연구 속 과학원리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체험해볼 수 있는 실험키트의 제작에도 직접 참여하여 교수학습자료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맞춤식 교수학습 자료’를 직접 개발하는 생산자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10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4차에 걸친 워크샵, 2회의 합숙
연수 등 쉽지 않은 일정을 거쳐 2013년 3월에는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2013년 5월에는 개발된 자료를 가지고 시
범적으로 현장적용을 해보았다. 현장적용결과 “다른 수업시간에 비해 이 수업시간에는 새롭고 독창적인 내용을
토의, 조사, 실험을 함으로써 과학수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정보 활용 기술 및
미래 과학기술에 대해 알게 되고 이러한 첨단과학연구가 우리 생활과 관련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두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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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학생들의 긍정적인 대답(41명 중 37명)이 크게 나타나 R&D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의융합교육컨텐츠의 개발
이 학교현장에서 매우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R&D 연구에 적용된 과학적인 원리나
과학용어에 대해 어려움이나 거부감을 갖게 되어 관련 내용을 아예 배척해버리려는 경향도 있어 이를 좀 더 학생
들의 시각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자료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현
장 보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현장 보급 이후에 이 자료를 활용한 다른 형태의 교사연구회, 교사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가지원의 우수한 과학성과를 대중들, 특히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것이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에 적극적 동기부여가 되어 미래형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핵심어 : 21세기 프론티어사업, R&D연구성과, 융합인재교육(STEAM), 창의융합교육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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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중심통합을 통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허 정 훈 (갈 곶 초 등 학 교 : herher24@naver.com)

1. 연 구 의 목 적
교육과정을 주제중심으로 통합 운영을 통한 융합인재교육 수업모델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주제중심통합 인재융
합인재교육(STEAM) 수업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한다.

2. 개 발 프 로 그 램 (나 도 환 경 운 동 가 등 5종 )
우리지역의 해결해야할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우리 고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통해 애향운동가로서의 긍지와 자
부심을 갖게 되며, 소중한 물을 아끼고 깨끗하게 보존하려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

3. 연 구 의 결 과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체험활동으로 흥미가 높아졌으며, 수업목표에 쉽게 도달하였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준비는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학교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
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핵심어 : 주제중심, 통합, 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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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육의 꿈 자람을 위한 자료 개발로 자기 표현력 신장
김 차 식 (대 구 상 원 고 등 학 교 : kcs4409@hanmail.net) 외 5명

1. 필 요 성 과 목 적
21세기에 들어와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미
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과학을 중심으로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5개 영역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대화하도록 만드는‘융합형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길러내자는 취지로 학
생들에게 창의․인성을 가지도록 하는 “STEAM 교육의 꿈 자람을 위한 자료 개발로 자기 표현력 신장” 시켜 보
고자 본 연구회를 시작하였다.

2. 연 구 의 실 제
대구상원고등학교(1,560명)를 대상, 2013년 4월 ~ 2013년 11월간, STEAM교육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최신의 급변하는 융합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교육 즉 적시교육(just in time learning)으로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에 “창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 중심이 되는 STEAM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 개발의 제한점
STEAM 교육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교사의 마음속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정을 가지고 지도, STEAM 교육
수업에 무관심한 소외그룹이 생기지 않도록 일상생활과 관련된 탐구활동을 선정 적절성과 연결성 및 타당성
이 있게 개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학 교과 뿐 아니라 타 교과내용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도록 학습자료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3. 개 발 계 획
미래 과학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학생
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잠재력을 제고하여 창의성, 직관력, 감성과 예술적 감각의 신장을 포함하는 총
체적인 접근에 기초하였다.
1. 개발 과제 1: 모형놀이 개발로 STEAM 교육 학습·자료 만들기
가. 간이 분광기 STEAM 교육 학습·자료 만들기
○ 상황제시
- 기존의 종이로 제작한 간이 분광기는 제작하기는 간단하나 빛의 스펙트럼을 잘 관측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
다.
- 간이 분광기를 이용한 스펙트럼 관찰 시 다양한 전등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백열등과 형광등의 스펙트럼만
비교해도 되며, 스펙트럼의 특징적인 차이점에 주목하도록 지도한다.(정성적인 비교에 초점)
- 기존 실험 기구의 사용 시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여 제작한 분광기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
미와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창의적 설계
- 빛의 굴절에 의한 분산 원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실험설계를 할 수 있었다.
- 기존 분광기에 몸통 부분과 프리즘 역할을 하는 부분을 대신할 재료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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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재료를 이용하여 모둠 설계도를 완성하였다.
○ 감성적 체험
- 체험 활동을 통하면 이론적인 강의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 토의, 발표할 때는 항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 지며 집단 지
성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유전자 DNA 모형 만들기
○ 상황제시
- ‘쥬라기공원’에서 멸종된 공룡의 재생에는 어떤 과학원리가 숨어 있을까?
- 유전자, DNA, 염색체의 관계를 토론한다.
○ 창의적 설계
1) 종이 DNA 모형 만들어 보았다.
가) DNA모형 만들기를 A4용지 사이즈로 출력한다.
나) 가위와 풀을 나누어주고 DNA 모형을 만들어 본다.
2) 비즈 DNA 만들어 보았다.
가) 비즈 DNA 키트를 나누어 준다.
나) 매뉴얼에 따라 비즈 DNA 모형을 만들어 본다.
3) 나만의 DNA 모형 만들어 보았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나만의 독창적인 DNA 모형을 만들어 보자.
(예) 스티로폼공과 철사, 빨대, 색깔 고무찰흙, 이쑤시개, 철사 등
○ 감성적 체험
- 자신이 만든 DNA 모형을 소개(장점과 단점 설명하기) 할 수 있었다.
- 다른 친구들이 만든 DNA 모형과 자신의 작품을 비교, 장단점을 알아보고 평가할 수 있었다.
다. 세포의 표면-부피 가설(Surface-Volume Hypothesis) 탐구
○ 상황제시
- 코끼리와 개미의 몸집 차이는 세포의 수 차이일까? 세포의 크기 차이일까?
- 세포의 크기가 너무 크면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까?
-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 창의적 설계
- 세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 교환 방법을 탐색하였다.
- 세포의 부피가 커질 때 단위 부피 당 표면적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 한천 전체 부피 중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해 변색된 부분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 감성적 체험
- 한천묵을 크기에 따라 잘라 세포 크기별 모형을 만들어 즐거움을 가졌다.
- 수산화나트륨용액이 스며든 한천묵에서 염기성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대해 붉게 변색된 부분을 관찰
함으로 성취감을 느꼈다.
2. 개발 과제 2: 탐구실험 시 교수-학습 전개를 위한 STEAM 교육 학습·자료 제작하기
가. 등가속(등속) 낙하 전류 실험 STEAM 교육 학습·자료 만들기
○ 상황제시
- 전자기 유도장치를 어떻게 만들지 설계해 보다.
-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MBL장치와 함께 꾸민다.
○ 창의적 설계
- 아크릴, 코일, 자석, 전선 등으로 전자기 유도 장치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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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 유도 장치와 MBL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을 탐색하였다.
- 코일의 감은수, 자석의 세기와 속도에 따른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생각해 하였다.
○ 감성적 체험
- 설계한 전자기 유도장치를 발표하며 서로 비교하여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 전자기 유도 장치를 제작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었다.
나. 수준별 개별 학습지 및 마인드 맵(개념도, NIE 등)
□ 상황제시 : 창의적인 생각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1) 과학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식을 주입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난제이다. 개별 학습지를 제작 수행평가에 반영시
킨다.
2) 협동학습 실시에 따른 개별 학습지 제작으로 성적 향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시각화된 자료(마인드 맵 등)의 사고 유형을 학습현장에 적용시켜 과학 지식과 탐구능력을 균형 있게 신장
시켜 개념적 과학 탐구활동 활성화는 물론 창의적 과학 탐구능력을 전개 하도록 구성한다.
3. 개발 과제 3: Edutainment를 전개하여 steam 교육 학습·자료 만들기
가. 태양광발전 시스템 STEAM 교육 학습·자료 만들기
○ 상황제시
- 태양광발전시스템에는 어떤 과학원리가 숨어 있을까?
- 태양광발전기의 회로도를 작도한다.
- 모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을 찾아본다.
- 발전기의 구조를 이해한다.
○ 창의적 설계
-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탐색하였다.
- 모듈, 아크릴판, 발전기 등으로 태양광발전기시스템을 제작하였다.
- 태양광발전기시스템을 통해서 전기 발생회로를 관찰하고 그려 보았다.
-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설계하였다.
○ 감성적 체험
- 자신이 생각하는 개선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모습을 발표하여 만족감을 느꼈다.
- 과학 제품들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실생활에서 과학을 생각해보는 계기
가 되었다.
-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제작, 새로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학
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었다.
나. 반응열(발열량, 중화열) 측정하는 실험기구 개발
○ 상황제시
- 온도 값을 눈으로 읽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져서 대략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지만 소수점 이하 변화 값을
읽는 것이 부정확성을 느끼게 한다.
- 기존 실험 기구의 사용 시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여 자동 교반시킴으로 수작업의 불편함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탐구 실험에 의욕적으로 임하리라 생각된다.
○ 창의적 설계
- 발열량 측정 원리를 제작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실험설계를 할 수 있었다.
- 수작업(고리동선링, 고리동선) 교반 반응을 시켜야 하기에 안전성의 부족 부분 설계하였다.
- 매번 산․염기를 중화시키기 위해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응시 열의

손실을 예상하여 정해 설계도를 바탕

으로 모둠 설계도를 최종 완성하였다.
- 설계도를 통하여 필요한 종류와 개수를 계산해내고 물품을 구해 와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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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 체험
- 체험활동을 통하면 이론적인 강의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흥미를 가질 수 있
었다.
- 토의, 발표할 때는 항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지며 집단 지성
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역할을 분담하고, 협동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통하여 산출물이 완성되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의사소통의 능력 및 분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었다.
4. 기대 효과
가. 융합 교육으로 학생들이 편리하고 재미있게 안전하게 제작된 자료를 이용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업의 흥미를 유발,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나. 충분한 동기유발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될 것이고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었다.
다. 학습자 스스로의 삶에서 필요와 가치를 찾아 해답을 찾아가는 ‘창의적 설계’로 이어져 창의성과 협동성
을 기를 수 있었다.
라.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자료를 활용으로 조화로운 인성 함양 등 인성에 큰 도움을 주며, STEAM
교육에서 경험하는 감성적 체험은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성공을 경험, 학습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끝.
＊핵심어 : 간이 분광기 STEAM 교육 학습·자료, 유전자 DNA 모형 만들기, 세포의 표면-부피
가설(Surface-Volume Hypothesis) 탐구, 마인드 맵, 등가속(등속) 낙하 전류 실험

STEAM 교육

학습·자료, 태양광발전 시스템 STEAM 교육 학습·자료, 반응열(발열량, 중화열) 측정하는 실험기구
개발로 학습 활동에 적용함으로 만족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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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 STEAM을 융합한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권 민 석 (대 구 태 전 초 등 학 교 : kwonm@hanmail.net), 문 덕 주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SMART & STEAM을 융합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모
델, 지도방법,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융합인재교육(STEAM)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수업활성화에 기
여하고자한다.
SMART교육은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자원을 학교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교육평가․교육환경 등 교육체제를 혁심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육
성하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이다.
개발한 수업 모델은 (1) 생활 속의 전기ㆍ전자, (2) 인터넷과 정보, 일과 진로, (3) 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
(4) 생활 속의 목제품이다.
STEAM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인지적 및 정의적 영역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한
교과 흥미도, 학습태도, 학습습관 검사도구, 학생진로희망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양적 평가와 면담 등 질
적 평가를 통해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SMART & STEAM 수업모델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통계적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SMART & STEAM 수업지도안 및 일반화 자료의 확산 보급으로 일선 학교의 융합인재교육
(STEAM)에 대한 마인드 및 교육력이 제고될 것이다.
＊핵심어 : SMART,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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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체험활동을 기반으로 한 융합인재교육(G-STEAM) 적용 방안
Land-based Activities Fusion Talent Education (G-STEAM)
Application Method
이 두 현 (영 생 고 등 학 교 )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의 기반이 되는 STEAM교과목은 물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
문학 및 사회과학을 모두 융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된 인문학 · 사회과학과 STEAM 교과를 모두 융합할 수 있다고 연구된 ‘G-STEAM 융합 모
형’의 국토 체험활동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본 ‘국토 체험-STEAM 융합모형’은 과학·기술·공학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경제, 역사, 환경, 그리고 가
치 추구 등의 융합적인 사고로 체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활동을 제작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예술과 사
회, 그리고 과학 분야의 융합을 위해 각 분야별 대표 교과를 선정하였다. 국토 체험을 중심으로 STEAM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데 과학은 물리 교과 중심으로, 공학은 스케츠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술분야에서는 인문사회와
자연과학과의 결합 및 내용 요소가 풍부하고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미술(디자인)을 대표교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인문 및 사회과학에서는 지리, 역사, 사회, 경제, 국어를 대표과과로 선정하였다.
‘나는 21세기 정약용, 신도시(수원 화성)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라는 융합적인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각각
의 교과별로 다루게 될 내용들을 선정한다. 역사교과에서는 정조와 정약용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수원화성의 성곽
과 건축물을 탐방하기, 경제 교과에는 조선 시대의 경제 상황과 현대 경제 현황을 비교해보기, 과학교과에서는 화
성 건축에서 쓰인 움직도르래의 원리와 과학적인 비법 탐구하기, 수학교과에서는 지렛대의 원리와 일차 방정식 및
인접 행렬로 코스 정하기, 기술 및 공학교과에서는 GIS를 활용한 화성 입지 분석과 구글 스케치북을 활용한 건축
하기, 예술 교과에서는 수원 화성의 색의 찾고 문화재 표지판 디자인하기, 국어 교과에서는 수원화성을 스토리텔
링으로 이야기 엮기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총 7개의 테마에 테마별 2차시씩 수업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 테마 ‘수원화성으로 보는 21C 신도시’와 두
번째 테마 ‘조선의 공정거래법. 신해통공’은 역사, 지리, 경제, 환경, 과학의 교과 융합을 통해 문제 상황을 이
해하는 단계다. 세 번째 테마 ‘나만의 거중기 만들기’와 네 번째 테마 ‘아르키메테스의 방정식 해결하기’,
다섯 번째 테마인 ‘나만의 문화재 안내판 만들기’는 STEAM 교과의 융합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단
계다. 여섯 번째 테마인 행복한 신도시(수원화성) 건설하기는 문제해결을 단계로 건축물을 만들어 기존 STEAM의
최종단계이다.

일곱 번째 테마인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주는 신도시(수원화성) 이야기’는 제작한 작품에 스토리

를 입하는 과정으로 신도시를 디자인하는 과정의 결과 단계다. 이 단계는 기존 STEAM에 인문 및 사회과학을 융
합한 과정으로 융합인재교육(GSTEAM)의 최종단계가 된다. 그리고, 각 테마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한
STEAM 수업 지도안 양식에 따라 프로그램 안내, 주제 개요, 학습 목표, STEAM 과목 요소, STEAM 단계 요
소, 차시별 총괄 계획표, 평가 계획,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생 활동지 등으로 구성된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 체험활동에 기반을 둔 STEAM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과 현장 교사 검증, 중
간 발표회 검증, 학생흥미도 및 태도 검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검증은 융합 교육 전문 교수의 자문으로 진행하
였고, 현장 교사 검증은 현장 교사의 실제 수업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 중간 발표회에 우수 개발자료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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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회에 참가하여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질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과 관련한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학생들
의 흥미도와 태도 검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Y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후 SPSS 프로그
램에 의한 동질 집단인 2개 반을 선정하여 실험반(35명)과 통제반(35명)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형 STEAM 교육의 새로운 이름인 ‘융합인재교육’이 STEAM 학문 간의 융합을 넘어 인문학과 사
회 과학 등의 학문과의 융합을 추진하면서 이를 연계할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현장 교육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어, 역사, 지리, 경제, 과학, 수학, 기술 및 공학, 예술 등을
다양한 교과를 융합한 학습지와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작하고 실제 적용해봄으로써 다양한 교과목의 교사들
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개발한 교수학습 내용을 수업에 적용하여 동질인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흥미도와 태도 검사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학생들은 체험활동에 기반을 둔 융합 교육 학습 내용
을 스스로 탐구해봄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이 높아졌다. 또한, 지리가 모든 교과에 밀접
한 관련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 흥미가 높아졌으며 참여도 능동적으로
바뀌는 결과를 보였다.
＊핵심어 : GSTEAM, Urban, Design, Activities, Economy, Language, Art, Science, Math, Teaching Plan,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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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적용에 따른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 변화 연구
강 선 화 (시 흥 매 화 고 등 학 교 : seonhwak@hanmail.net), 김 정 은 (정 왕 과 등 학 교 )

1. 연 구 목 적
과학중점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STEAM 교육 활동과 팀 프로젝트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함

2. 연 구 방 법
가. 대상 : 1학년 학생 중 예비 인문계열 신청학생 30명과 예비 과학중점학급 신청학생 29명을 대상으로 4월
에 사전조사 후 10월에 사후검사를 실시
나. 과학중점학교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활동을 STEAM형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
며, 과학시간에 2시간씩 팀 프로젝트를 운영함
다. 과학 흥미도 검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한국과학교
육학회가 ‘과학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연구에 이용하기 위하여 해석한 것을 사용함.
라. 분석방법 : 설문지의 각 요소별 5점 척도 점수를 합산하여 SPSS for Window 12.0 Program 으로 통계
처리 함

3. 연 구 결 과
가. 사전·사후 검사를 위한 집단 간 동질성 검증 : 학습 전략으로서의 암기/반복 연습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서 일반 학급과 중점학급 학생들은 선발 당시부터 다른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 전략으로
서의 암기/반복 연습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일반 학급과 중점학급 학생들은 사후 검사 시행 때도 여전
히 다른 집단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 일반 학급 학생들의 경우 사전검사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가 나타난 영역이 있었다. 과학
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과학에서의 자아개념 그리고 정교화 영역에서 각각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중점 학급 학생들의 경우 사전검사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가 나타난 영역이 3개 있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과학에서의 도구적 흥미유발, 과학에서의 긴장감에서 각각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라. 집단별 변화 양상
1) 과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 두 그룹 모두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줄고, ‘보통이
다’로 응답한 학생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과학중점학급은 ‘그렇다’ 에서 ‘매우 그렇다’로 변한 학생
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점학급의 학생들은 직접적인 과학 학습 활동을 통해 흥미와 즐거움이
증가하였고, 일반학급 학생들은 그러한 변화를 보이는 중점학급 학생들을 보면서 흥미와 즐거움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2) 과학에서의 도구적 흥미유발 : 과학의 가치나 필요성을 인식하는 도구적 흥미유발은 부정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이 변화는 과학중점학급에서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점학급 학생들의 경우,
직접 경험을 통해 과학이 자신의 삶에 유용하며, 도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깨달았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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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학습의 긴장감 : 과학학습의 긴장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중점학급에서 나타났다. 중
점학급 학생의 경우, 과학학습의 긴장감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특히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점학급의 학생들은 과학학습에서의 긴장감이 높았던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활동과 반복연습을 통해
‘보통이다’ 이동한 학생들이 많음을 볼 수 있었다.
4) 과학에서의 자아개념 : 과학에서의 자아개념에서 학생들이 받은 질문은 ‘4) 나는 과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 6) 나는 과학을 빨리 배운다.

7) 나는 항상 과학이 내가 가장 잘하는 과목 중의 하나라고 믿어

왔다. 9) 과학 수업시간에 나는 가장 어려운 내용조차도 이해한다.’ 였다. 즉, 이 항목은 과학에 대한 자
신감과 관련되어있는데, 예상 밖으로 일반학급의 학생에게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석해보면, 고등학교에서 중점학급 학생들은 이미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되어있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학
급학생들의 경우 중점 학급 학생들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과학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5) 암기/ 반복 연습 :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의 경우 유일하게 일반학급 학생과 중점학급 학생의 입학 당시
집단 간 차이가 나지 않았던 영역이다. 또한 집단별 사전∙사후의 변화도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하기는 어
렵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짧은 연구기간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음을 가정
하고, 응답 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시도해보면, 두 집단은 모두 암기/반복의 중요성을 ‘보통’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학급 학생의 경우는 크게 두드러진 변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나, 중점 학급 학생의 경우는 사전검사에 비해 오히려 암기/반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간 부정적
으로 흐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과학 활동과 경험이 과학이 암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기 보다는 이해와 발견,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 더욱 관심을 두는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해석가능하다.
＊핵심어 : STEAM 교육 활동, 팀 프로젝트 활동, 과학에서의 흥미와 즐거움, 도구적 흥미유발, 과학학습의 긴장감,
과학에서의 자아개념, 암기/ 반복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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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비교과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인식 연구
김 정 미 (보 평 고 등 학 교 : rlawjdal2001@hanmail.net),
김혜영, 한혜진, 천명기, 이진영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교육과정으로서 학생 개인의 진로에 따라 진학에 필요한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은 진학과 관계없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공계 진학을 위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면서 인문학 분야에 대해서
도 접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 과학 교육계에서는 STEAM 교육과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 비교과 시간에 적용한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STEAM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진
행할 STEAM 교육의 확산과 일반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과 내 STEAM 프로그
램에 대한 학생 인식 조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51명과, 2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 140명, 과학중점과정
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4가지로, ‘STEAM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STEAM 수업 후 과목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생각’, ‘STEAM 수업 후 과학에 대한 흥미도‘, ’교과 시간
에 STEAM형 수업이 늘어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STEAM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묻는 문항’에서 1학년 학생들은 전체의 77.4%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라고 응답하
였으며 2학년의 경우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의 참여도가 과학중점과정 학생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학년 학생들이 2학년학생들보다 높은 비율로 STEAM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교과 내
STEAM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를 선택하라는 질문에서 ‘수업방법이 흥미로워서’, ‘내 호기심을 자극
했기 때문에’라고 80%정도의 학생들이 대답하였다. ‘STEAM 수업 후 과목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생각’을 묻
는 문항에서는 60-70% 학생들이 ‘그렇다’와 ‘보통이다’에 답을 하였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은
1학년 20.4%, 2학년 학생들은 10% 정도의 비율로 답 하였다. ‘STEAM 수업 후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묻는
질문에서 1학년의 경우 47.4%, 2학년 과학중점과정 학생 42.7%, 2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 56.6%가 교과내
STEAM 수업을 통해 과학 과목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였다고 답하였다. ’교과 시간에 STEAM형 수업이 늘어나
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1학년 학생들의 68.9%, 2학년 과학중점과정 학생들의 48.5%, 2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의 68.9%는 교과 시간내 STEAM 수업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었다. 교과내 STEAM 수업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에 관해 추가질문을 하였을 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활동적
인 수업이어서’,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순으로 응답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교과 내
STEAM 수업에 참여하고 난 후 자신에게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었는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문
과학생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과학에 집중할 수 있었다(인문사회과정 여학생)’, ‘논리적으로 발표 준비를 하게
되었다(과학중점과정 여학생)’, ‘실험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인문사회과정 여학생)’ 등으로 강의식 수업
이 아니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STEAM형 수업에서 스스로 또는 친구들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계
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교과시간에 STEAM형 수업을 계획하는 선생님들께 바라는 점은 ‘재미도 있으면서 교과
내용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만들어주세요(인문사회과정 여학생)’, ‘연관이 안될 것 같은 것들을 연결
해서 보여주세요(인문사회과정 여학생)’, ‘주제가 막연해서 과제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해요(과학중점과정 여학생)’, ‘무조건 실험하지 말고 원리 설명 잘해주기(1학년 여학생)’등이 있었
다. 자칫 흥미만 불러일으키고 과학의 개념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수업이 되지 않도록 각 교과 선생님들은 수
업을 구성할 때 좀 더 주의가 필요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비교과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인
식 조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STEAM SCHOOL" 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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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SCHOOL"은 7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가지 주제로 5일동안 진행되었으며, 일회성 STEAM 수
업에서 탈피해 5일간의 STEAM SCHOOL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STEAM에 대한 이해 및 융합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STEAM SCHOOL의 프로그램은 ‘색 인식과 빛의 합성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
하여 점묘화 그리기’, ‘테셀레이션의 미술적 활용과 고찰’, ‘스포츠 속에 과학이 쏙쏙’, ‘비커와 물을 이
용한 음악적 감성 깨우기’, ‘영어로 하는 분자 요리’이며 수업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과시간을 활용한
STEAM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STEAM 활동 후 과목간의 관련성을 생각했느냐는 문항에 90%가 그렇
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STEAM 수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88% 이상 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STEAM
수업이 재미있고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은 STEAM
활동을 통해 진로 방향을 찾을 수 있었고, 과학에 대한 흥미감이 높아졌다고 의견을 서술하였다. 앞으로 교과, 비
교과 STEAM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창의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의 개발과 더불어 수업 계획 시 교육과정의 필수 학습 요소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STEAM, 교과, 비교과, 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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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H.E.A.LING) 창의·인성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
송 명 희 (풍 암 초 등 학 교 ; koreanmovie@hanmail.net), 최 도 성 (광 주 교 육 대 학 교 ), 이 수 진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
김 경 환 (풍 암 초 등 학 교 ), 문 옹 규 (풍 암 초 등 학 교 ), 박 수 진 (풍 암 초 등 학 교 ), 박 운 화 (풍 암 초 등 학 교 ),
박 현 호 (선 창 초 등 학 교 ), 최 선 하 (신 암 초 등 학 교 )

힐링(H.E.A.LING) 창의·인성 과학체험활동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첫째, 학생들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에 대하여 보다 열정적으로(Heart) 보다 친근하고 손쉽게 접근하여
(Easy), 창의적인 생각 모음 아래(Art), 실생활 주제 중심의 과학적 문제해결능력 신장(Living)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즉, '교과서 속 지식‘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실생활 중심의 미션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했던 지식과 상상력 및 예술적 감성을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기르고자 한다.

둘째, 교실수업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셋째,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사전지식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고, 아울러 풍부한 학습 환경과 거대맥락을
제시하여 생활 속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이를 통해 과학적 소양을 기르고 대중의 과학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사 위주의 설명식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활동과 토론 수업 즉,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프로젝트형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유도함으로써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능력과 나눔을 실천하는 폭넓
은 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자문교수들과의 긴밀한 연계 및 본 연구회의 자발적인 STEAM 연수를 통

해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교원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여섯째, 창의·인성 과학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해 주 5일 수업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기여하고자 한
다. 일곱째, 창의․인성 과학체험기반 STEAM 차시별 수업 지도안을 통해 일선 교사들에게 보다 쉽게 STEAM 수
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용 소프트웨어(또는 어플리케이션) 활용 매뉴얼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이번 교
사연구회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를 한국현장 과학교육학회 및 초등실과교육학회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
연구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STEAM 교사 연구회에 G-STEAM 회원으로 2년째 연구해 오면

서 익혔던 노하우와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교사 6인과 STEAM 분야 전문가(초등 과학 교수 1인와 미래인재교육
과의 장학사 1인)와의 긴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 흥미를 고려하여 힐링 (H.E.A.LING 0할 수
있는 과학체험기반 융합인재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연구 ‧ 개발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학교폭력이나 과도한 경쟁
구도에 지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치유(힐링)을 얻고, 더 나아가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지닌 창의․ 융합
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STEAM 교육 관련 국내외 우수 프로그램 조사 및 연구, 학교 과학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실험ㆍ체험
ㆍ탐구 중심의 과학체험프로그램을 토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 인근시설(시립 미술관 내 어린이 미술관, 금당
산 및 무등산 일대, 풍암 생활 체육공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STEAM 프로그램을 개발, 안내, 체험을 통해
STEAM 활성화 방안을 찾아 실제로 적용하여 학교 현장에의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1) 프로그램 개발은 초등 교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적용 시 동일 교사가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주제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다.

2) 프로그램

3) 프로그램 적

용 시 팀티칭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역할 분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각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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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적용은 3차시를 연속적으로 적용할 있지만 부분적으로 프로그램 수정하여 활
용할 수 있다.

5)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각 전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자문위원과 연구원들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on/off 라인 상에서
연구 활동을 실시한다. - 프로그램 적용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다.

1) 프로그램 적용은 실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적용을 해 봄으로써

2) 프로그램 적용 시 팀티칭 원칙으로 하여 프로그램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한다.

3) 프로그램 운영 후 학생들과 학부모, 지도 교사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
한 효과를 검증한다.

연구결과 1) 학생들은 체험형 STEAM 프로그램은 과학적 호기심과 실생활에 적용 그리고

과학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교과 연구회의 연구목표와 일치하며 개발된 프로그
램이 현장에 잘 보급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학부모님들은 체험형

STEAM 프로그램은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인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여 체험형 STEAM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9) 교사들이 개발한
체험형 STEAM 프로그램은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인성을 함양하는데 매우 긍정적이다고 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참고자료 부족 및 수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핵심어 : 융합인재,STEAM, 창의인성, 과학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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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STEAM수업 모델에 대한 연구
황 경 성 (마 포 고 등 학 교 :

naksya@nate.com)

현재까지 STEAM교육의 지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규수업이 아닌 특별활동, 방과 후 활동이 대부분
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사들은 교과의 연계성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각 교과의 내용에만 중점을 두어 교
과 구분을 명확히 하며, 입시제도 등과 같은 교육여건의 영향으로 수업시간에 다양한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수업을 위한 STEAM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적용해봄으로써 그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STEAM수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 소재의 M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수학, 과학, 미
술교사 3인을 중심으로 각 교과의 학습목표를 분석하였다. 학습목표에서 공통점을 연결해본 결과, ‘프랙탈’이라
는 주제로 통합할 수 있었다. ‘프랙탈’이라는 주제 안에서 과학교과의 ‘분자의 구조’, 수학교과의 ‘무한급
수’, 미술교과의 ‘자연 환경과 조형 의식의 관계를 이해하기’를 연계한 3차시의 수업 모델을 개발하였다. 1차
시는 과학을 중심으로, 2차시는 수학, 3차시는 미술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나, 각 차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
나의 새로운 단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과학중점반 2개의 학급인 총 70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수업을 적용하였다. 두 학급
모두 수업의 내용은 모두 같았으나, 한 개의 학급은 각 교과 담당 교사가 각 차시를 맡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한 개의 학급은 한 명의 교사가 교과 구분 없이 3차시를 모두 진행하였다. 수업이 진행되는 전후에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를 하여 각 교과의 성취도를 비교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형으로, 각 교과별로 학습목표
가 달성되었는지 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각 교과의 학습목표 분석을 기반으로 STEAM수업을 개발하였을 때 어떤 한 교과의 치중하지 않고
각 교과가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었다. 교육과정의 필수요소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정규수업에도 충분히 적
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수업의 성취도를 비교해본 결과, 두 학급 모두 사전에 비하여 사후에 각 교과의 성취
도가 모두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학급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교사의 영향보다는 수업
구성의 측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규수업에서 STEAM수업이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융합을
위한 융합이 아닌, 학습을 위한 융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 많은
교과와 학습단원을 분석하여, 정규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핵심어 : 정규수업, 교과연계, STEAM, 팀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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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융합인재교육(STEAM) 리더스쿨 및 교사연구회 개발 프로그램 분석 연구
김 어 진 (오 산 중 학 교 : eojin1234@nave.com)

2011년 우리나라의 융합인재교육(STEAM) 기초연구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 리더스
쿨, 교사연구회 등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을 하였다. 2012년 융합인재교육
(STEAM) 기초연구가 완료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융합인재교육(STEAM) 개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융
합인재교육(STEAM)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이었는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기획/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개한 2011년 융합인재교육(STEAM) 리더스쿨과 교사연구회 개발 프
로그램 300여개의 교수학습지도안을 중심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 전문가 5인이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융합인재 양성부분에서는 창의와 내용융합은 많은 포함되어 있지만 소통과 배려는 미흡하였다. 창
의적 설계과정의 다양한 산출물과 과정, 활동 중심이 대부분이 였고, 아이디어 발현, 문제해결 및 정의를 미흡하
엿다. 마지막으로 감성적 체험과정에서는 Hands-on과 성취의 경험을 강조되는 반면에 새로운 도전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1년에 개발되었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은 주제의 실습노작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존의 영재교육, 기술교육의 프로젝트, 문제해결학습과 큰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
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에서 개발자들의 융합인재교육(STEAM)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체험 사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융합인재교육(STEAM),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분석,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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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중심 프로젝트 기반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적용
이 영 석 (서 울 가 동 초 등 학 교 : yslee3896@sen.go.kr), 구 민 정 , 김 혜 림 , 신 영 식 , 김 경 호 , 조 원 실

본 논문은 STEAM 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주제중심 프로젝트 기반의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 6학년 과학 3단원 [에너
지와 도구]와 4단원 [연소와 소화]를 중심으로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한 학생들의 과학
흥미도와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연구결과 주제중
심 프로젝트 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이 과학 교육에 대한 인식, 흥미,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융합인재교육, STEAM, 과학적 태도, 과학적 흥미도, STEAM 교육, 과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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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를 통해 보는 세상, SIG(STEAM In Glass) 프로젝트!!
염 지 원 (성 거 초 등 학 교 : youmji77@hanmail.net) 외 6인

1. 연 구 배 경
유리란 일반적으로 규사, 소다회, 탄산석회 등의 혼합물을 고온에서 녹인 후 냉각하는 과정에서 결정화가 일어
나지 않은 채 고체화되면서 생기는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이른다. 즉, 유리는 점도가 무한히 높은 용액상태로
고화된 물체이다. 유리는 녹여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유리제품이 형성가능하다.
보통의 유리는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 탄생되어 활용되며, 고온에서 녹인 후 다양한 형태의 틀에 넣어 냉각하
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렌즈이다. 거울은 간단히 말하면 유리의 뒷면에 은을 도금한 것이다. 이렇게 제작
된 유리, 렌즈, 거울은 그 자체로 과학적 탐구 및 미적 표현의 대상이 될 충분한 소재가 될 수 있다.
본 탐구에서는 유리, 렌즈 거울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제작해봄으로써 유리 속에 숨어 있는 STEAM 원
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융합적 사고력 증진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적용하였
다.

2. 연 구 내 용 및 결 과
가. 대상 및 기간
1) 연구 대상 : 성거초등학교 5, 6학년 표집학급 2개 학급(총 60명)
2) 연구 기간 : 2013. 4 ~ 2013. 12. 31
나.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1) STEAM 교사연구회의 지속적인 연수를 통한 연구원 역량 강화
가) 연수 일정
일 자

내

용

5.8

․STEAM 내부 연수 개최

5.22

․프로젝트 개발 연수

8.2

․STEAM 외부 연수 참석

담 당

연수자문지원팀

나) 연수 결과
▶ (전문성) 자발적인 발표․토론을 통한 회원의 전문성 신장
▶ (역량 개발) STEAM 연수 내용을 연구원들에게 전달 연수함으로써 STEAM 적용 역량을 개발
하고, 현장의 교육과정 내의 적용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
2) STEAM 교육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MOU 체결
STEAM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본교에서
MOU를 체결한 협력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개발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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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리와 관련된 수업지도안 제작(42차시)
연 번

협력기관명

비

고

1

교육과학기술연수원

2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6

선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7

단국대학교

기계공학과

2)SIG 워크북 개발 자료 주제 및 영역
탐구 영역

거울 속
STEAM

렌즈 속
STEAM

유리 속
STEAM

주요 탐구 요소

+

+

+

+

+

+

+

+

+

+

적용
대상

세부 주제

적용
시기

협력
기관

․거울은 왜 물체를 비출까요?
한국기술교육
․거울의 원리를 이용한 나만의 작품 만들기 6학년 10월
대학교,
1반
~
․지체장애인을 위한 발명품 만들기
선문대학교
․태양열 조리기 만들기

+

․렌즈로 보는 물체
․세상을 밝혀주는 렌즈
․카메라 옵스큐라

6학년
9월~
1반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단국대학교

+

․우리는 유리스타일!!
․지구사랑 스테인드글라스 만들기
․재활용 유리의 새로운 탄생!
․나만의 유리온실 만들기!

5학년
7월~
1반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백석대학교

3. 연 구 결 과
가. 유리 속에 담겨진 STEAM 요소를 찾아보고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도
가 매우 높아졌으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직접 학습자료 개발에 참여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나. 프로젝트형 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끈기와 창의적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었다.
다. 유리 속 과학적 원리를 재발견하고 자신만의 유리 제품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유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졌다.
라. STEAM 관련 직업에 대해 탐색해 봄으로써 STEAM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자신의
꿈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적극적인 진로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핵심어 : 유리, 렌즈, 거울, SIG,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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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PlantWall STEAM 체험활동 과제 개발
선 경 숙 (천 안 용 곡 중 학 교 ), 백 현 일 , 이 정 현 , 하 나 란 , 한 광 경 , 강 신 영 , 박 종 희 , 이 병 주

이 연구는 교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STEAM 체험활동 과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준비, 개발, 개선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준비 단계에서는 ① 요구 분석, ②문헌 연구가 이루어
졌고, 개발 단계에서는 ① 문제해결과정에 따른 체험활동 주제의 선정, ② 체험 활동 목표 설정,
수업 목표 설정, 수업과정별 요소 선정, 수업 모델 개발을 하였고, 개선 단계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타당도 검
증, 학생들에 의한 예비 시험과 현장 시험을 실행하였다.
① 요구 분석, ② 문제 해결 체험 활동 주제 선정이 이루어졌고, 분석 단계에서는 ① 문제 해결 체험 활동 주
제의 기술적 수준 설정, ③ 체험 활동 과제의 조직이 이루어졌으며, 개선 단계에서는 ① 전문가에 의한 평가, ②
학생에 의한 평가를 실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체험 활동 과제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과학, 수학, 기술, 미술 교과간 내용이 융합된 체
험활동 과제이다.
둘째, 개발된 과제는 STEAM 체험활동 교사용 교수-학습과정안 1종 및 학생용 자료 1종이 개발되었다.
＊핵심어 : PlantWall,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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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 관련 진로연계형 STEAM 프로그램이 과학 흥미도와 태도,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류 미 영 (인 천 새 말 초 등 학 교 : ddochi29@naver.com )

본 연구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과
학 흥미도와 태도, 진로탐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21세기를 지배하는 핵심기술은 서로 융합하여 인류의 미래와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빠르게
급변하는 융합기술에서 10년 전 과학·기술·공학은 의미 없는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
는 과학 교과서의 내용은 이미 10년이 넘은 과거의 과학 동향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재의 과학 동
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즉,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친밀도를 높이고 못하고 결국은 실제 과학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첨단과학기술 탐구․적용을 통한 진로 연계형’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STEAM 교육은 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적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과 관련된 아이들의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지구와 우주’영역에서 ST(우주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 12차시를 개발하였
다. ‘화성으로 간 로빈슨 크루소’라는 제목으로 우주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
여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탐색과 함께 이를 적용한 물건발명, 화성마을의 건설과 생활에
관한 학습을 실시하여 우주에 관한 흥미와 태도를 향상시키고, 우주와 관련한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
다. 실험적용은 인천 S초등학교 5학년 영재반 학생들(실험반)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기간은
2013년 9월 넷째주부터 10월 넷째주까지 6주에 걸쳐 12차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
다.
연구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같은 설문지를 인천 Y초등학교 5학년 영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흥미와 태도, 진로탐색에 관련된 검증은 설문지를 통해 검증하였고, 질적 연구를 위해 관찰과 면담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실험적용 결과 우주관련 과학 흥미는 4.13점으로 두 학교 학생이 같았고 태도는 실험반 학생이 0.67 높은 4점
으로 나왔다. 우주 기술의 필요성과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우주 기술의 이해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실험반이
1.44점 높은 4.3점으로 높게 나왔다. 우주 관련 진로를 묻는 문항에서는 실험반이 0.67점 높은 4.13점으로 나타
났다. 수업 후 생각을 쓰는 설문지에서는 “화성의 신비와 마스원 프로젝트를 알았고, 화성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화성이 신비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화성도시가 실제로 언제 만들어질지 궁금하다”, “우주공
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다”, “화성마을을 직접 만드는 것이 실제로 만드는 것 같아 재미있었다” 와 같이
화성과 우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진로탐색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만 비교반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우주기술과 탐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굉장히 높으나 실제 우주기술을
알고, 실생활과의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하여 높은 관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학습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식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우주여행을 하고, 화성에 불시착하였을 경우에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였고, 창의적인 우주 기술을 적용한
화성마을을 건설하며 프로젝트에 몰입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상상을 즐겨하고, 그 상상이 구체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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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이 되었을 때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우주기술에 대한 내용을 어려워하였고, 자료 역시 인터넷 자료와 백과사전, 과학잡지
등에 머물러 있어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첨단과학기술 자료가 많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안처럼 첨단과학을 교과와 연계시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되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적합한 자료
도 더불어 보급이 된다면 STEAM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된다.
＊핵심어 : 첨단과학기술, STEAM,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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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활동 도구로서의
개인의미도법(Personal Meaning Map)활용 방안
- 초등학교 과학중심 STEAM 수업 사례 김 현 미 (의 정 부 부 용 초 등 학 교 : khyunmi2002@empas.com)

1. 연 구 필 요 성 과 목 적
2011년 이래 STEAM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확산, 적용되었고 이제는 한국형 STEAM교육이 확고히 자
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융합 수업방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STEAM 수업 중 활
용되는 학습도구 및 평가방법은 기존의 학습지, 지필평가, 관찰평가방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STEAM
수업 단계별로 변화하는 개별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학습도구 및 평가방법에 대한 패러
다임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중심 STEAM수업을 중심으로 창의적 설계 및 감성
적 체험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도구 및 평가 방법으로서의 개인의미도법(Personal Meaning Map)
을 적용함으로써 그 활용방안 및 의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 구 대 상 과 방 법
의정부시 B초등학교 4학년 29명을 대상으로 과학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자연을 품은 아이들>을 개발하여
4차시에 걸쳐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전개과정에서 STEAM의 수업요소인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시각화
(visualize)하기 위한 도구로 개인의미도법(Personal Meaning Map, 이후 PMM)을 사용하였다. PMM이란 구성
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하여 특정한 교육적 경험이 개인의 개념, 태도, 감정적인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측
정하기 위해 미국 혁신연구소(Institute for Learning Innovation)에서 고안된 도구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창의적 설계 요소의 구현을 위해서는 과제수행계획을 위한 활동, 스토리 조사를 위한
활동, 산출물 설계를 위한 세 가지 활동에 PMM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감성적 체험 요소 구현의 PMM 적용으로
는 산출물 소개활동,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마움 느끼기 활동, 자기 성찰하기의 세 가지 활동이다. 수업 후 학습자
별 PMM을 학습의 정도(Extent), 학습의 폭/깊이(Breadth/Depth), 태도의 변화(Attitude)의 3단계로 분석의 기
준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STEAM 수업요소 중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 요소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인지적, 정
의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3. 연 구 결 과 및 제 안
첫째,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손쉬운 학습도구로서의 PMM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도식으로 표현하는 PMM의 특성상, 학습자의 언어적, 인지적 수준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개념형성과 감
정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언어표현력이 낮은 초등학생과 학습부진아 등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
둘째, 창의적 설계요소 구현을 위한 활동으로 PMM을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STEAM 수업 의 평가도구로서
PMM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PMM은 STEAM 수업에서 학습자의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돕는 학습 보조도구로서 뿐 아니라 교사의 학생 개별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었는데. 특히 교사는 학습
자의 인식과 감정의 변화를 한 눈에 쉽게 비교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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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STEAM 수업에서 학습도구 및 평가도구로서의 PMM활용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
으며, 특히 학습자에게는 수업의 흐름과 자신의 형성된 개념을 시각화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도구로서, 교사
에게는 학습자의 개념형성,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평가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찾
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핵심어 : 개인의미도법(Personal Meaning Map), STEAM 수업 사례, 평가도구, 학습도구, 질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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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교수법을 활용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프로그램 개발’
(‘ECO-GREEN 도시 설계’수업에 적용한 사례)
최 혜 경 (경 기 과 학 고 등 학 교 : midafrica@naver.com)

1. 연 구 동 기
STEAM교수법을 통해 교사-학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여 본다면

“수

학과 과학 과목에 흥미를 얻을 수 있겠지” 또는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제작을 하는 것이니까 추상적인 지식이
구체화된 지식으로 재구조화되어 학생들이 쉽게 지식을 배우지 않을까?” 라고 답해 본다. 그런데 STEAM을 활
용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대답은 없을까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STEAM교수법에 의한 협동수업
모형을 재구성하여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정의적이고 가치적인 영역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2. 연 구 목 적
STEAM교수법을 활용한 ‘ECO-GREEN 도시 설계’ 이라는 수업을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
였다.
첫째, 수업 모형으로는 협동수업모형을 선택하였다. 협동 수업을 통해 ‘합의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로 인해 개
인보다는 여러 명의 한 그룹에서 발휘되는 힘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한다.
둘째, 수업 활동을 구성함에 있어 개인이 아닌 단체 또는 팀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 중에는
개인의 의사 및 팀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
법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수업 활동 중에 행하여지는 피드백에 있어 교사 – 학생 간의 피드백, 다른 팀원 간의 피드백, 같은 팀 내
에서 팀원 간의 피드백 활동을 통해 설득을 비롯하여 토의와 토론 및 양보와 타협이라는 민주 시민으로
서의 생활 원칙 등을 함양할 수 있다.

3. 연 구 방 법 및 내 용
본 연구는 ‘ECO-GREEN 도시 설계’ 수업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CO-GREEN 도시 설계’ 수
업은 융합교양과목으로 주당 2시간으로 16주 동안 총 32시간의 수업 시간이 배당되어 있다. ‘ECO-GREEN 도
시 설계’ 수업은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모형과 3～4명의 학생들이 한 팀으로 구성된 협동수업모형을 동시에 적
용하였다. 두 개의 모형 중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모형에서는 교사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학생들이 해결하
기 위해 과학 분야 및 인문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출물(결과물로 도시
를 설계)을 단계별로 보고서 3회 제출, 발표 3회 그리고 도시를 설계한 조형물을 제출하게 되면서 본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본 수업은 마무리하게 된다. 프로젝트모형은 학생들에게 주제에 대한 결과물 산출로 인해 STEAM교수
법에 있어서 1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지적인 영역에서 정의적이고 가치적인 면까지 확
대하고자 협동수업모형에 민주적인 요소들을 넣어 수업 활동을 구성하였다. 즉 협동학습은 팀원들에게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팀의 팀원 개인들의
의견을 모두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순위를 팀원들이 정하게 한다. 정해진 순위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수업을 활동을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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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계별 모둠활동
1. 실생활에서 경험한(할 수)있는 상황을 제시
⇓
2. 개인의 생각을 글로 작성
⇓
3. 팀원 전체가 합의 한 내용을 정리
⇓
4. 팀원이 생각을 글로 구체화하기 위해 보고서로 작성
⇓
5. 팀원이 보고서에 작성한 내용을 그림(평면, 2차원적)으로 표현
개인의 의견 제시￫ 팀원에서 합의
⇓
6. 팀원이 평면 상태에 표현된 그림을 모형(입체, 3차원적)으로 제작
개인의 의견 제시￫ 팀원에서 합의
⇓
7. 개인 보고서 제출 , 팀별 발표 및 평가

6. 연 구 결 과
‘ECO-GREEN 도시 설계’ 수업에 ‘STEAM교수법을 활용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대한 프로그
램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의견이 매우 자유롭게 표현되었으며, 학생 개객인의 의견을 발표하게끔 하여 다른 학생들
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된 점에 있어서는 매우 유익하였다는 반응
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남의 의견을 공유하게 함으로서 “지식의 공유”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업에 대한 평가는 수행평가가 100%이고, 이 중 70%는 팀에서 산출되는 단계별 보고서 작성, 발표 및
도시 조형물 제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독단적인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
지 않다. 이로 인해 팀원들은 수시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마다 팀원 간의 ‘대화’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으며 전체 수업 중에 수업의 2/3이상 시간을 대화하거나 토론하는데 시간을 소요하게 되
었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팀 전체 또는 1～2명의 팀원끼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활동
을 통해 의사를 결정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상호간의 대화로 ‘합의’라는 도출과정에서 ‘타
협’이라는 ‘의사소통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교는 연구 중심의
과학고등학교로 개인이 아닌 팀원 간의 연구를 진행하는 미래 과학도를 배출하는 학교에서는 필히 이 부
분을 강조하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피드백에 관한 내용으로 이 부분은 팀원 간의 피드백과 교사-학생 간의 피드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팀원 간의 피드백에 있어서는 각 팀마다 설계한 도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다른 팀을 ‘설득’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다른 팀의 발표 내용을 들고 있는 팀은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을 하
면서 각 자 팀의 입장을 밝히면서 ‘토론’ 이라는 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설득과 토론 등의 과정을 통
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학생간의 피드백에 있어서는 중간피드백을 (학
생들이 완성된 보고서 제출 및 완성된 발표를 하기 전 이루어지는 피드백) 통해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
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교사의 질문에 의한 중간 피드백을 통해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및 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철학적인 요소
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하여 정립할 수 있었다.

398 2013 융합인재교육 STEAM 학술대회

본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본 수업 내용면 에서는 ‘ECO-GREEN 도시 설계’ 수업에

‘미래 도시 설계’ 라는 융합형 프로젝

트활동을 통해 인문학과 수학, 과학교과 교육이 진행되면서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폭 넓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
둘째, 본 수업 활동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모두가 어울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정의적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
＊핵심어 : STEAM, 문제해결능력 향상, 합의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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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과학 수업 시간에 적용 가능한 1차시 STEAM프로그램 개발
김 진 희 (보 성 고 등 학 교 :slowbbies@naver.com)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베인앤컴퍼니는 최근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있는 것을 더 좋게 바꾸는 `소프트 이노베이션
‘을 세계 경제를 이끌 8대 메가트렌드 중 하나로 뽑았다. 과거 기술혁신은 발명이 었지만, 애플의 아이폰의 성공
신화에서 볼 수 있듯, 이제는 기존 기술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이종 분야와 버무려야한다. 요즘 교육트랜드로
부상한 STEAM은 과학적 소양을 기르면서 다양한 지식을 활용, 복합적 문제까지 해결토록 한다. STEAM교육은
중요성은 현장 교사들도 알고 있지만, 교실에서 진행되는 고등학교 과학수업에서는 그 한계가 있다. 인문계고등학
교는 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와 연결되는 관계로 ’수능‘을 염두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본 연구
는 과학교과서를 이용해 고등학교 교실 현장에서 별 다른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교실형 STEAM 수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지구 자기권 단원과 관련된 수업으로, 아이디어 스케치와 글쓰기를 통한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
을 구성하였다.
‘자기장’을 중심으로 1차시 수업을 구성하여 본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자체개발한 사전, 사후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을 체크하게 하였고, 응답체크는 5단계 리커르트 척도볍을 사용
하여 총합평점을 내었다. 그 결과 과학에 대한 흥미도와 이해도 향상, 표현과 생각의 풍부도 향상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STEAM을 통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학생의 호기심과 열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STEAM, 융합교육, 지구자기장, 내용 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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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가는 STEAM 교육(생활 속 과학 이야기) - 지구의 온도를 낮춰라!
고 라 나 (한 라 초 등 학 교 / rana1216@naver.com),
변순자, 김희, 김공실, 이선영

1. 연 구 배 경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학적 경험중의 하나가 상상력이다. 이야기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상
력의 세계이다. 학생들은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접하며 끊임없이 생각을 재조직하고 사고를 확장시
켜 나간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한 학습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생활과 연결된 여러 가지
문제해결력을 길러주게 된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생활 속에서 과학과 연관된 부분들을 찾아 이야기로 풀어가며 과
학과 다른 것들과의 융합을 자연스럽게 꾀하고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보는 경험이 미래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상상의 세계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제시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길러 주고, 나
아가 몰입과 성공의 기쁨으로 미래로 연결되는 튼튼한 하나의 다리가 되도록 하고 싶다.

2. 연 구 목 적
가. 초등학생을 위한 이야기로 풀어가는 STEAM 교육과정을 개발
나. 이야기로 풀어가는 STEAM 교육과정에 적합한 융합 교수·학습모형 탐색
다. 창의적인 STEAM 교육에 적합한 새로운 수업모델 도출 및 적용
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소통․배려하는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양성

3. 연 구 방 법
가. 주제 선정 - 지구의 온도를 낮춰라!
나. 선행 연구 - 주제 분석 및 자료 수집
다. 프로그램 구안 - 스토리 및 지도안 구안
라. 프로그램 적용 - 제주도 ㅎ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
마. 적용결과 분석

4. 연 구 내 용
가. 스토리 구안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뭄, 홍수, 태풍 등 기상 이변 현상과 함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물에 잠
기는 나라가 생기고 있으며, 2100년에는 해수면이 80cm이상 상승하여 세계 주요 해변 도시들이 침수 피해
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태그림책인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를 통해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음과, 영화 <설국열차>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부작용으로 지구
전체가 설국이 되었다는 부분을 접목하여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하는 스토리를 재구성 한다.
나. 수업 설계
1) 주변의 기체 탐색 - 우리 생활에서 기체가 이용되는 예
2) 지구온난화의 원인 파악 - 인터넷 검색,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지구온난화 실험 장치를 꾸미고 이산
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3) 가정의 탄소 발생량 파악 - 과제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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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 탄소 발생량 줄이기 방안 탐구(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빛의 반사 성질을 이용하여 식물을 위한 간이 라이트 플레이트를 설계하여 교실 베란다 정원에 설치,
보온 및 단열효과를 고려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탄소제로하우스를 설계하고 모형으로 제작)

5. 연 구 결 과
가.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이 증가함
나. 스토리텔링과 실험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아짐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음. 자신들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수정․보완할 점을 생각하는 등 활발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짐
라. 활동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상호교류가 많아짐
마. 지구 온도 낮추기, 에너지 절약 등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실천의지를 다지게 됨
바.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핵심어 : 스토리텔링, 생활 속 과학, 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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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STEAM형 교구 적분기에 관한 연구
정 호 근 (보 성 고 등 학 교 : stepha00@hanmail.net)

1. 연 구 목 적
보다 구체적으로 ‘넓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이 흔히 접하며 그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도형을 작
은 블록을 이용하여 채워봄으로써 ‘넓이 공식’에서 자연스럽게 ‘적분’의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하였으며,
‘무한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크기가 다른 4가지의 블록을 만들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실제 면적에
근접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 구 내 용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적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적분 값’이 의미하는 바가 ‘면적’이라는
것 이고, 나머지 하나가 Δx 가 작아짐에 따라 실제 적분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 이다.
면적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주 접하며, 공식을 통하여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을 도입
하였으며, Δx 가 작아짐에 따라 실제 적분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4가지 종류의 블록을 도입하
였다.
<그림 1> 연구에서 사용하는 적분의 개념

<그림 2> 적분기를 통하여 삼각형을 구현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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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구 결 과
실질적으로 만져보거나 물리적으로 경험해 볼 기회가 부족하여 이론적으로만 배워야 하는 수학적 개념을 유년
기에 직접 체험하며 배움으로써 본격적 학문의 학습 전에 수학 특히 적분에 대한 이해를 키워 보다 수학적인 동
기 부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STEAM형 교구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앉아서 하는 수학이 아닌 느끼고 이
해하는 수학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개발한 이 교구의 근본적 원리를 응용한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어 : 적분, STEAM,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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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를 이용한 창의적 STEAM형 교구 관한 연구
정 호 근 (보 성 고 등 학 교 : stepha00@hanmail.net)

1. 연 구 목 적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자원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친환경적인 교구를 통한 융합 교육
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박스를 활용한 교구를 제작하게 되었다.

2. 연 구 내 용
가. 자원재활용과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 생활화를 위한 교구 개발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이상기온의 현상들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소중한 자원의 남용과 새로운 물질의 환경 호르몬
발생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박스 교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노력을 어려서부터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STEAM 교육을 위한 학습 교구 개발 보급
수학, 과학, 예술의 각각 독립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동시에 상호 연계된 공통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
며 융합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5학년 교과 과정 중 과학의 ‘물체의 속력’ 단원과 수학의
‘도형의 대칭’, ‘도형의 합동’, ‘직육면체의 전개도 그리기’ 단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창의적
표현에 의한 예술적 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STEAM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구로 개발하여 실제 초등학교 5
학년 교과서의 수학과 과학, 미술 분야에 적용시켜 보급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 융합인재 교육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 사고력 배양
과학과 수학, 예술적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교구로서 융합적 사고를 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이며 나아가 아이
폰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 트위터의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 구글의 창업자
세로게이 브린과 래이 페이지 등의 융합적 재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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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구 결 과
본 교구는 어떠한 크기의 종이 상자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는 버
려진 물건을 사용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는 습관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교구를 통해 과학의 ‘물체의 속력과 상대운동 ’학습 주제에 대해, 동력을 이용한 자동차를 직접 제작해
기술, 공학적인 요소를 학습하고 합동인 도형 그리기, 대칭축을 이용한 선대칭 도형을 접목시켜 과학에 수학의 영
역이 녹아들어 가도록 하며 창의적 제작 활동을 통하여 예술적인 측면을 토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러
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융합형 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핵심어 : 박스, STEAM,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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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6학년군 맞춤형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이 선 혜 (효 원 초 등 학 교 :silbia09@hanmail.net), 신 보 영 , 이 창 현

1. 연 구 의 필 요 성 및 목 적
대부분의 STEAM 프로그램은 내용간의 관계성이 떨어지는 단순한 결합의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보다
실질적인 융합을 위해서는 내용과 내용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짓는 융합의 실마리가 필요하다. 보다 실질적인 융
합을 위해서는 학년군 교육과정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이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창의적 실생활 문제 해결력에
중점을 둔 맞춤형 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분과별이나 교과 병
렬적 다학문 시도가 아닌, 보다 융합적 학습으로써 고차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의 학교 현장 실행을 위하여 초등학교 5~6학년군 개정교육과정에 기초를
둔 내용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맞춤형 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연 구 의 내 용
초등학교 5~6학년군 맞춤형 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 5~6학년군 교육과정 핵심 내용 추출 및 개념 지도 작성
초등학교 5~6학년군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 성취
기준과 내용에 따른 추출 개념을 선정하고, 융합개념을 찾기 위한 개념들 간
의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 지도(concept map)을 작성하였다.
㈏ 추출된 개념 가지(concept branch)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작성된 개념 지도를 중심으로 연결된 각 개념 가지들을 내용지식, 과정기술,
학습성과로 분류하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프로그램의 개발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기, 나에 대한 탐구, 자신의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과학적 현상의 탐구를 통하여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것,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과
학 문화적 사고력 증진, 생활 속 문제해결력 기르기 등의 교육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며 적용해야한다.

3. 연 구 결 과
< 맞춤형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예시: 나는야! 빨래박사 >
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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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프로그램명 : 나는야! 빨래 박사
⑶ 관련 교육과정 (STEAM)
교과

학년

단원

차시명

과학

5

2. 용해와 용액

3/10 용액의 진하기
5/10 용질을 빨리 녹이기

수학

5

6. 자료의 표현과 해석
7. 비와 비율

2/7 비율 알아보기
3/7 백분율 알아보기

실과

5

3. 옷 입기와 관리하기

3/4 옷의 정리와 보관
4/4 옷의 수선

사회

5

2.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자주 독립

9/19 개화기 생활 모습의 변화 살펴 보기

미술

5,6

2. 만들기 세상

(심화) 생활 용품 만들기

*신윤복 풍속화 빨래터 감상- 빨래박사 프로그램 실행후 빨래의 원리가 들어간 나만의 빨래터 풍속화 그려보기
*세탁기 분해해보고, 원리 탐색해보기
⑷ 내용, 방법, 성과
내용
방법
content
process
의복이나 침구류의 관리와 관찰, 예상
1차시
세탁의 필요성 이해
문제 인식
용해의 의미와
2차시
일상생활에서 용해를
분류
이용하는 경우
3차시

용해의 조건
용질 빨리 녹이기

지식, 예상,
변인 통제

4차시

세제의 종류와 양
선택하기

분류, 측정,
예상

개화기 생활 모습의 변화
5-6차시
(세탁도구의 변화)

7-8차시

개화기 생활 모습의 변화
(세제의 변화)

이해, 추리

의사소통

성과
product

지도방법 설명

비고

이해

전체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
소개

스토리텔링으로 문제
상황 제시

지식,
이해

과학: 용해 개념 이해

친환경세제, 살균,
비자극, 용해력

세탁물에 세제를 빨리 녹이기
가루 세제를 녹여
위해 주어져야 할 조건, 변인
확인하는 실험 진행
통제와 예상
수학: 세제의 양 결정을 통한 주변의 다양한 세제의
적용,
비와 비율 결정
종류를 제시하고
의사소통
과학: 토의를 통해 세제의
분류하기, 세제와 물의
종류와 양 결정하기
비율 이해하기
세탁기를 분해해
-시대변화의 흐름에서 세탁도구
보면서, 세탁기의
적용
및 세제의 변화를 이해
원리와 빨래방망이의
-미래의 새로운 세탁도구 구상
원리를 비교
이해해보기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적용
-세탁비누 만들기
비누 틀을 만들고
세탁비누 만들기
적용,
분석

5) 스토리 라인:
※ 1차시 문제 인식 2차시 용해 3차시 용해의 조건 4차시 세제의 양과 종류 선택 5-6차시 세탁하는 동안 어
머니의 어린 시절 세탁 방법이야기 듣기를 통한 시대별 세탁도구의 종류 변화 7-8차시 나만의 세제를 만들어 보
고 싶어 하는 아이와 실제 만들어 보기,빨리 빨래가 마를 수가 있는 방법까지도 확장해서 알아본다.
4. 연구의 의미
5학년 교육과정분석과 개념지도를 통한 생활속 문제해결력과 탐구력을 키우기 위한 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 개발
을 통하여 학년군 교육과정 안에서의 개념가지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학생중심으로 학생들끼리 자신의 탐구주제를
엮어서 탐구력과 상상력, 비판력,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감성적 체험과 사회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통합적
사고의 신장에 큰 기여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핵심어 :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교육과정, 학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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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에 의한 시연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원리 탐구
이 선 혜 (효 원 초 등 학 교 :silbia09@hanmail.net), 신 보 영 , 이 창 현

1. 연 구 의 필 요 성 및 목 적
18년간 초등교사로서 현장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탐구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며 실천 교육하면서,
최근에 드는 생각은 ‘교육과정내의 교과목들이 통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 ‘교과목에 얶매이기 보다
더 자유롭고 호기심과 재미가 넘치는 탐구활동, 자발적 열정이 생기는 융합교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
한 대답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융합과 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MIT 미디어랩 이야기』(프
랭크모스,2013)와 『탁월한 idea는 어디에서 오는가?』(스티브 존슨,2012)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융합인재교육(STEAM)의 방향은 창의적 설계에 의한 시연중심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프로그램 개발 원리를 탐구해보려고 한다.

2. 연 구 의 내 용
창의적 설계에 의한 시연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원리 탐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⑴ MIT 미디어랩을 통한 초등 융합인재교육(STEAM) 시사점 탐구
- 창의적 환경을 먼저 구성해야 한다. 학교 건물 자체가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창
의적인 배치와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오랜 진화와 준비의 시간을 인정해 주고, 획기적 생각을 북돋아 준다.
- 서로 다른 학생들간의 직관의 충돌로 더 큰 창의력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실패는 없고, 실패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경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⑵ 창의적 설계에 의한 시연중심에 대한 의미 탐구
한국창의재단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업과정을 상황제시-창의적설계-감성적 체험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이중에서 창의적 설계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며 이것들이 정기적으로 반드시 여러사람 앞에서 시연
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시연은 학생팀들끼리 상황제시를 통해 드러난 과제들의 해결방안을 탐구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실제 실물중심과 실행중심으로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앞에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정확성을 높이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⑶ 창의적 설계에 의한 시연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원리 탐구
- 진화하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 하나의 프로그램이 또 다른 프로그램의 씨앗이 되어 계속적인 창조적 아이디어와 발명들이 생산되어야 한다.
- 교사는 모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 교과목(학문)간의 경계가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 상상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척해야 한다.
- 최첨단의 미래기술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학생들이 꿈과 비젼과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게 해야한다.
- 참신한 해답을 찾기보다 참신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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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구 결 과
< 창의적 설계에 의한 시연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의 예시: 인공발목, 파워 풋>
1) 프로그램명 : 파워 풋 (Power Foot)
2) 프로그램 과정
단계

대상

상황제시

내용

지도시 유의할 점

암벽타기를 매우 좋아하는 휴고라는 아이가 그만 바위밑으로
떨어져서 두 다리를 잃고 말았다. 이 친구가 다시 암벽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인드맵으로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
발산하기

1. 진짜 다리와 경쟁하는 의족 설계팀
2. 뇌졸중 환자를 걸을 수 있게 하는 보조 기구 설계팀
학생들끼리 관심영역으로 팀을
3. 험준한 산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장거리를 가는 군인이나
나누어 창의적 설계하고
물건장사꾼을 돕는 보행보조 기기 설계팀
자신들 작품의 이름도 스스로
4. 나이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땀한방울 안 흘리고 더 멀리,
만들도록 하기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파워 풋 설계팀

창의적 설계

시연 계획

우리팀의 파워 풋을 어떠한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고 직접 걷거나 달린것인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사전에 인터넷 자료 검색,
어른들께 묻기, 관련 도서,
전문가 찾기등 자료 조사방법
알려주기

시연

목적에 맞게 시도하여 데이터를 작성하고 계속 도전적 실험을
실행한다.

시도한 횟수와 그에 따른
결과를 데이터화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지도

1~6학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다시 실패를 개선하는 방법 찾도록
팀별 작품을 수정한다.
적극 돕기

피드백

다시 고쳐진 파워 풋을 친구들앞에서 보여주고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발표한다.

재 시연

재시연을 통한 성취감 느끼기

파워 풋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연을 위한 준비과정을 격려하고 칭찬해준다.

4. 연 구 의 의 미
창의적 설계에 의한 시연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원리 탐구를 통하여 교과목의 분절과 학
년군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융합적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더 접근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앞서가는 최신 정보 지식을 초등학생들에게 접하게 하며 자극을 줌으로써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상의
세계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고, 학제간의 장벽없이 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나 빈곤, 만성질환, 비만, 환경오염 등 통합적 주제를 창의적 설계에 의한 시연중심으로 프로그램
을 개발하다보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보고 시연하면서 더욱더 창의적 생각이 신
장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 창의적 설계, 시연중심, 프로그램 개발 원리

410 2013 융합인재교육 STEAM 학술대회

P-78

Funny Art를 통한 dream worker들의 CEO성공기 프로그램으로
융합적 사고력 및 진로의식 함양
한 미 숙 (대 전 가 장 초 등 학 교 : jamanokduf@hanmail.net),
이보라, 남기희, 김지은, 김용광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고도의 정보화, 국제화 시대로 지금도 점점 삶의 양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발전하
고 있다. 그와 더불어 직업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있으며 그저 남보다 잘 하는 사람보다는 남과는 차별화 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야에만 관심을 갖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STEAM교육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발명,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 적용이 되었지만 아직
까지 진로교육에서는 STEAM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실현이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로를 찾는 것이며,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융합적사고가 이루어져
야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 동안 개발되
고 운영된 STEAM교육과 관련된 융합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진로 개척을 위한 차별화된
융합인재교육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교육을 위한 차별화된 융합인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진로교육을 위한 학급별 창재시간 활용 학생 동아리를 조직하여 진로 탐색의 시기에 다양한 분야의 진로
경험을 하도록 하며 여러 분야에서 바라본 직업을 통해 진로 선택에 있어서 융합적인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동아리 운영을 위한 진로 중심의 STEAM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다른 학교에서도 어려움 없이
STEAM 진로지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진로 중심의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인식능력을 함양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꾸준히 진로에 대하여 도전의식과 성취의식을 가져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힘을 길러주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은 첫째, 예술과 수학, 과학의 밀접한 관계 속 주제중심 문제해결 학습을 통하
여 융합적 사고력을 향상시켰다.
둘째, 각 활동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관련된 직업을 탐구해 보고 그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주어진 프로젝트를 해
결할 때마다 직책의 이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로탐색,
진로체험의 기회를 체험함으로써 진로 의식이 성장하였다.
셋째, 진로단계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상위 단계로 이동시 학생들의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이 연구에 덧붙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단 시간에 이루어지는 연구의 성과물이 아닌 학생 중심 동아리 활동의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좀 더 폭 넓은 영역의 융합적 지식을 갖춘 학생중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연구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STEAM 프로그램 수행을 경험한 학생 중심 전문가 집단과
하위 프로젝트 수행 학생들 사이에 상하 학년 이동 및 타교 학생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이 필요하다.
＊핵심어 : Funny Art, 융합적 사고, 진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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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인문 STEAM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사례
박 정 미 (세 종 국 제 고 등 학 교 : annathink@hanmail.net)

본 연구는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미래 창의인재양성을 위해, 국어과 정규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핵심역량
을 함양할 수 있는 인문 STEAM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국어 단원에 적용할 수 있는
S, T, E, A, M 요소를 찾고, 그것을 핵심역량과 연결지었다. 인문 STEAM 수업모델이 핵심역량달성에 적합한지
와 학생의 학습 내적 동기,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연계하되 학생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 심화할 수 있도록
학기 초 1년간의 STEAM 국어 수업 계획표를 작성한다.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타 교과
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연계하고 PBL이나프로젝트 기법들을 적용한다. ‘동물의 복지’라는 비문학 독
해 단원의 경우, 수업 목표를 '동물의 복지에 대한 글을 쓰고, 발표할 수 있다. 동물이 행복한 3D 조형물 만들기
Project를 수행한다.’ 로 삼고 ‘넓은 시각에서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핵심역량을 달성해 보고자 하였다. ‘한
글의 힘’이라는 언어 단원의 경우, 수업 목표를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말의 힘에 관한 연구실험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로 삼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능력’이라는 핵심역
량을 달성해 보고자 하였다.
인문 STEAM 수업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과정 모형 네 가지를 참고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학습
내용별로 깊이와 복잡성을 선별하여 교육과정을 비교적 쉽게 개발하기 위한 모형인 ‘격자 모형(카플란)’을 참고
하여 깊이와 복잡성의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학생의 준비도에 따라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여 수준별의 차별화
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 바람직한 학습 결과를 먼저 고려한 뒤, 학습자들의 ‘이해’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를 고려한 후, 교수학습 활동과 자료를 나중에 선택하는 ‘백워드 설계 모형(위긴스와 맥타이)’으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다중 메뉴 모형(렌줄리)’으로 단원을 심층적으로 설계하였다. 분리, 독립되어 있는 요
소를 상호 관련짓고 통합하여 의미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통합 교육과정’은 ‘탐구’라는 방법론을 사용하
여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며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게 하였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그 목표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S, T, E, A, M 의 요소를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향상되었다. 학생들은 지식을 단일 교
과목의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봤던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만나는 통섭적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인문 STEAM 수업으로 학생들이 통찰력이 뛰어나고,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데 능숙하며,
다른 영역의 지식을 잘 재조직화화여 해결 방법을 참신하고 적절하게 하였다. 국어 시간에 여러 영역이 잘 융합되
어 흥미진진하고 의미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핵심역량을 달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적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핵심역량, 인문 STEAM 수업모델, 과제동기, 자기주도학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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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형 고등학교 생명과학 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김 희 주 (대 진 고 등 학 교 : heeju1981@hanmail.net)

1. 연 구 필 요 성 및 목 적
STEAM 교육은 수업 유형에 따라 ‘교과 내 수업형’, ‘교과 연계 수업형’,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후
학교 활용형’의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1). 이 중 교과 연계 수업형은 주제를 선정
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진행하는 수업으로 주로 최근 과학과 관련된
사회 이슈,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 등을 수업 주제로 하기에 하나의 교과에 한정되지 않는 복합적이고 비
구조적인 특징을 지닌 형태의 STEAM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연계하여 교
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하기에 교사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는 고등학교 급에서는
진행을 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STEAM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력향상, 학생들의 서로 다른 관
점을 통한 다양한 사고와 이해의 구성 및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유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팀 학습 형태의 프
로젝트형 고등학교 생명과학 STEAM 수업을 개발하였다.

2. 프 로 젝 트 형 고 등 학 교 생 명 과 학 STEAM 수 업 프 로 그 램 설 계 원 칙
프로젝트학습, 실생활연계, 협력적 학습환경, 테크놀로지 활용, Hands-on, Minds-on, Hearts-on, 통합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STEAM 교육의 수업 설계 원칙(강인애 외, 2012)에 따라 프로젝트형 고등학교 생명과
학 STEAM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 프로젝트형 고등학교 생명과학 STEAM 수업 프로그램 적용 대상 및 수업 설계 방향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총 9차시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프로그램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수준 향상으
로 식생활이 서구화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고칼로리 음식의 과다 섭취 및 운동부족으로 인해 비만인구가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만은 과거에는 질병이 아닌 단순한 증상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1996년 4월 WHO에서는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경고하고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촉진제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비만
은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균형이 평형을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고 에너지 섭취가 증가하거나,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
‘비만’은 질병의 유발뿐만 아니라 영양분의 섭취와도 관련된 주제로 STEAM교육이 추구하는 실생활 속에서
의 과학 기술과 공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창의적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적절한 주제가 될
수 있기에 ‘난 왜 살이 찌는 걸까?’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차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프로젝트 과제를 제시하고 팀을 구성하여 팀별 과제해결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4차시는 정보를 탐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비만세, 식품 표시, 영양소 및 식품구성 자전거에
대하여 알아보고 BLAST OFF게임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5~7차시는 결과정리 및 결과물 만들기
시간으로 2~4차시에 학습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이어트를 위한 7일 식단을 작성해보고 운동프로그램을 개
발, 비만 예방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작성하도록 하여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분야가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한다. 8~9차시는 각 팀별로 작성한 자료를 발표, 팀간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학습자에게 자신의 이해
및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학생 중심의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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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언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대부분의 STEAM 수업 프로그램은 과학개념중심으로 전개된 융합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STEAM교육이 목표로 하는 융합적 사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주제)기반
학습형태로 이루어진 STEAM 교육이 바람직하다. 창의․인성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교육방
식이 프로젝트 기반이라고 할 때, 현재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 개념 중심의 STEAM교육은 지양하고,
가급적 과학적 이슈나 주제를 다루거나 혹은 완성된 제품을 통해 거꾸로 과학적 개념을 학습해나가는 방식의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하여 STEAM 교육을 전개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핵심어 : STEAM 교육, 프로젝트형 STEAM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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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에서의 학생 중심 평가 도구 활용 방안 연구
- 고등학교 한국사 중심 STEAM 수업 사례 권 은 재 (풍 생 고 등 학 교 : eunjae12@hanmail.net)

1. 연 구 필 요 성 과 목 적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부터 창의적인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하에 STEAM 교육 정책을 통해 학생
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TEAM 교육을 실
시한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여전히 교사 중심, 결과 중심의 일회적, 단일 속성 평가가 집단적 획일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으로는 STEAM 교육의 철학이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돕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계발을 도모하는 STEAM 교육의 목표를 확인하는 방
법으로서 학생 참여적, 과정 중심적 수시 평가 도구의 활용 방안을 고등학교 한국사 중심 STEAM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연 구 대 상 및 방 법
고등학교 2학년 총 33명을 대상으로 한국사 중심의 STEAM 수업 프로그램 - 자랑스러운 세계기록문화유산
“직지” - 를 개발한 뒤, 5차시에 걸쳐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때 STEAM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
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학습자의 자기 학습 통제 및 성찰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목적 하에, 수업 적용 전,
후 실시한 마인드 맵, STEAM 문제제시 단계에서는 학습 계획서, 문제해결 단계에서 팀원 동료 토론을 활성화하
기 위한 토론 평가, 해결안 발표 및 공유 단계에서는 팀간 동료 평가,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 평가와 학생 성
찰일지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질적, 양적 자료를 수합, 분석하였다.

3. 연 구 결 과
첫째, 수업 전후 마인드 맵 평가를 통해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과 그 과정 중에 느낀 사항까지를 상세히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습 계획서 평가는 ‘직지심체요절 반환을 위한 홍보 UCC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을 파악하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적하였는데, 처음으로 학습계획서를 작성하는 학
생들에게 평가기준표를 제시하여 작성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한 책임과 통제, 관리,
평가의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셋째, 문제해결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팀원 동료 평가로서의 토론 평가는 팀원
들끼리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팀간 동료 평가는 ‘직지심체요절 반환을 위한
홍보 UCC 시연회’ 과정에서 서로 상대 모둠의 창작물을 학생 스스로가 진지하게 평가하는 기회를 통해 학습 활
동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수업을 다 마친 후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는 자신의
학습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함께 장, 단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여섯째,
자기평가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서술형의 학생 성찰 일지는 학습의 과정과 내용을 학생들의 스스로의 표현과 서술
을 통해 보다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평가도구를 사용함으로서, STEAM 수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 학생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지필평가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태도와 가치, 흥미, 영감, 창의성, 행동, 발전 영역에 대
한 평가가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한 평가 도구 모두 STEAM 교육의 평가 원칙에 모두 부합하는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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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활용 가능하며, 특히 수업 후에 작성하는 학생 성찰 일지는 STEAM 교육의 목표인 융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적 학습,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협동 학습을 평가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STEAM 수업 평가도구, 학생 참여 평가, 형성평가. 고등학교 한국사 중심 STEAM 수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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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과학 흥미도 및
탐구능력의 변화 조사
김 대 수 (경 기 고 등 학 교 : chem17@daum.net), 조 봉 제 , 김 영 채 , 권 오 현 , 박 진 경 , 변 상 인 , 김 재 준 , 이 동 근

이 연구의 목적은 교사 STEAM 연구회를 조직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의 다양한 교육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융합적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창의 및 융
합인재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며, 개발된 융합형 교수ㆍ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연현상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여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창의적 사고 및 융합적 사고를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된 이론 및 단위 학교 현장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융합인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관련 전문가 초청 연
수, STEAM 동아리, 경기 창의 및 융합인재아카데미, STEAM 활동반 등)을 운영한다.
∙경기고 STEAM 교사 연구회를 조직하여 계획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융합인재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교과내 수업형 및 교과연계형)을 개발 한다.
∙고1 과학교양 및 고2 과학중점과정 과학융합 과목내에서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프로그램 적용 후 1, 2학년 일반과정 및 중점과정 학생들의 스팀 및 과학에 대한 태도와 탐구능력의 변화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융합인재교육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회를 구성하여 총
6회의 협의회 개최, 스팀교육현장 컨설팅 및 워크숍 참석, 경기융합인재아카데미운영(총4회), 경기창의인재아카데
미운영(총4회), 창의융합과제탐구대회, 인포그래픽스대회 및 과학창의력경진대회운영, 방과후 스팀활동반 운영(학
기별로 4개 학급)을 하였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스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총 7개 과
목, 18차시)
스팀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스팀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1, 2학년 모두 높았으나 1학년에 비해 2학년의 긍정
적 반응 비율이 다소 낮았다. 스팀 교육에 대한 과학적 태도는 1학년 중점과정 학생의 경우 긍정적 변화가 3.9%
상승하였다. 과학 탐구능력은 1학년 중점과정의 경우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나 2학년의 경우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핵심어 : STEAM, 탐구능력, 과학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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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중심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적문제해결력 신장
양 현 화 (천 안 용 암 초 등 학 교 : bb8029@hanmail.net)

연 구

과 제

과제 실행 내용

주제 중심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여건 조성

가.
1)
2)
나.
1)
2)
3)
다.

STEAM 환경 조성
STEAM 마인드 구축을 위한 환경 구성
STEAM 갤러리 조성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교사 역량 강화
학부모 역량 강화
학생 역량 강화
STEAM 교수 ․ 학습 자료 확충

주제 중심 STEAM
프로그램 적용

가.
1)
2)
3)
나.
1)
2)
다.
1)
2)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방향 설정
교과 교육과정 분석
주제 중심 STEAM 프로그램 적용 시수 확보
교과 중심 STEAM 프로그램 적용
주제 중심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교과 운영 계획
주제 중심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 설계 및 전개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 STEAM 프로그램 적용
주제 중심 STEAM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지도 계획 수립
주제 중심 STEAM 창의적 체험활동 전개

창의적인 STEAM
체험활동 전개

가.
1)
2)
나.
1)
2)
3)
다.

다양한 STEAM 관련 체험활동 전개
가족과 함께 하는 STEAM Festival
STEAM 대회 운영
방과 후 STEAM 프로그램 운영
R&E 프로그램 운영
학생 동아리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교육기부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운영

＊핵심어 : 주제 중심 STEAM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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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STEAM 교육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을 통한 융합적 소양 증진
황 세 희 (양 지 중 학 교 : hsh1744@hanmail.net)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융합인재교육(4-C STEAM)을 적용하여 융합인재교육의 방향을 제시, 일반화함으로써 지
역사회와 자료를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STEAM 교육에 적합
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4C-STEAM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을 기
르고자 하였다.
먼저, STEAM 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교내에 STEAM ZONE 설치하여 학생들의 STEAM교육
관련 자료와 감상 작품, 학생들의 체험활동의 결과물을 수시 전시하고 학생, 학부모의 STEAM교육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홍보, 설명회, 홈페이지, 학부모 STEAM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반을 구축하였
다.
둘째, 4C-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여 융합적 지식과 창의성 뿐 아니라 소통과 배려와 같은
인성적인 요소가 결합된 4C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공동체를 활성화 하여 교육과정 분석, 교과
간 융합요소를 추출하여 융합형 교과교육과정을 수립하였으며 STEAM교육에 대한 연수를 통해 교사역량을 강화
하고 실제 융합수업을 개발, 공개수업 후 협의회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STEAM 주간에 6개
의 교과연계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교과내 STEAM수업의 비율을 높이고 실천하면서 융합형
방과후수업, STEAM 미션이 있는 진로체험, STEAM 부스가 있는 양지문화제 등 STEAM 교육을 학교의 전반적
인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4C-STEAM 교육 프로그램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하여 안산지역신문, 방송매체 및 안산관내 교사

STEAM 연수, 안산관내 교사 대상 STEAM 수업 공개 및 연구학교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4C-STEAM 교육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고 미래형 인재교육이라
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교사간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교사공동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졌
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적 효과를 실감하면서 자발적 융합수업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향상되었다. 학생들의 융합수
업에 대한 흥미도와 학습능력이 높아지고 학교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4C-STEAM의 소통과 배려영역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 융합적 지식에서 나아가 소통과 배려가 강화되
어 4C가 연계된 프로그램 구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2014년 연구학교운영을 통해 더욱 연구를 심화시켜 나
가고자 한다.
＊핵심어 : 4C-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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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연침법(鍊鍼法)의 재현 및 침(鍼) 표면 변화의 분석
Reproduction of Traditionally-Refining Acupuncture Needle and
Analysis of Surface-chemical Properties
유 정 웅 (천 안 동 성 중 학 교 : chemitour@naver.com), 이 승 택 , 이 현 지 , 한 귀 화

This

study

analyzed

surface-chemical

transitions

in

manufacturing

process

of

traditional

acupuncture as proposed method by Dongeuibogam.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raditional
acupuncture from a used iron for a long time was divided by primary medicinal herbs treatment,
secondary medicinal herbs treatment and tertiary treatment using by dog meat. The traditional
acupuncture research process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specimens at each processing step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following devices were used to
Surface analysi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X -ray
diffraction analyzer (XRD). As a result, medicinal herbs removed impurities on the surface and
raised the antibacterial effect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raditional acupuncture. Furthermore,
the ingredients of medicinal herbs were coated on the surface of the iron. Dog meat influenced to
prevent surface corrosion, reduce friction when the acupuncture was inserted. Although the process
empirically obtained, a glimpse of the wisdom of our ancestors was revealed. These ancestral
wisdom can be expected to apply today, when used in manufacturing process of a modern stainless
steel acupuncture to compensate for the defective part.
＊핵심어 : traditional acupuncture, Dongeuibogam, medicinal herbs, surface-chemical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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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형 STEAM 수업에서의 평가 도구 활용 방안 연구
- 초등학교 실과 중심 STEAM 수업 사례 홍 정 의 (덕 소 초 등 학 교 : lovehwanyul@naver.com)

1. 연 구 필 요 성 과 목 적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TIMSS)결과 우리나라의 과학 성취도는 인지적 영역에서는 최상위 수준이지만, 정의
적 영역에서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과학교육에서 융합인재교육을 강화하는
STEAM 교육이 중시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확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급 수준에서의 적절한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프로
젝트형 STEAM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도구를 제시하고, 실제 수업에서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도구 활
용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2. 연 구 대 상 및 방 법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의 초등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적용하였으며, ‘나무 살리기 프로젝트: 나무치료
사’를 주제로 총 10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 중심의 평가도구는 문제제시 단계에서 마인드맵과 학습계획
서, 해결안발표 및 공유 단계에서는 팀간 발표 평가,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마인드맵과 학생 성찰일지를 활용하
였고, 교사 중심의 평가도구는 문제해결 단계에서의 관찰평가와 문제해결,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의 수업일지를 활
용하였다. 프로젝트형 STEAM 수업을 적용 후,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지식과 이해/기술/태도와
가치/흥미, 영감, 창의성/활동, 행동, 진보의 영역에서 학습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가도구의 분석은 주
로 질적으로 이루어졌다.

3. 연 구 결 과
첫째, 마인드맵 평가에서 1차에는 아는 식물이나 열매의 이름을 나열하는 등에 그쳤으며,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개념으로는 잎, 광합성, 기공 정도만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에 2차 마인드맵에서는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잎, 증산작용, 수증기, 광합성, 포도당, 호흡작용, 기공, 지지작용, 이동작용 등의 주요개념을 제시하며,
그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사람들의 관심, 캠페인, 홍보, 쓰레기 등의 단어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려는 태도와 관련된 영역의 평가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
둘째, 학습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기평가표를 작성하며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였다. 따라서 학습계획서 평가는 학생들을 서열화하거나 점수화
하여 평가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학습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도구였다.
셋째, 팀간 발표 평가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참신함, 미적인 부분,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 발표 자료와 시나
리오의 탄탄함, 자료 재구성, 발표태도, 문제해결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평가를 할 수 있었으며, 교사도 함께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동료학습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넷째, 학생 성찰일지를 통해 학생들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학습하였는지 학습의 내용과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며, 교사의 해석적 관점에 따라 심층적 평가가 가능한 도구였다.
다섯째, 교사의 관찰 평가와 수업일지를 통해 피드백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성
평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평가 도구를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을 점수화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평가도 학습의 일환이라는 점을 볼 수 있는 연구였다.
＊핵심어 : STEAM 평가, 학생 평가, 교사 평가, 프로젝트형 STEAM 수업, 초등학교 STEAM 수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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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빠 대중가요를 활용한 T-STEAM 수업자료 개발
이 동 희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rhieast@naver.com), 김 진 수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한 STEAM 수업자료 개발이다. STEAM 수업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내용을 융합하여 체험활동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 증진과 창의성 증진에 도움을
준다(김진수, 2012). 학생들이 기술 교과가 실생활에 필요한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라는 교과를 어렵게 느끼
는 이유는 교과서 수업의 부족한 설명이 대다수였으며, 학생들은 그러한 기술 수업방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교과임에도 교과서와 실생활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또한 많다. 따
라서 학생들이 익숙한 대중가요를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 내용을 수업 내용과 융합한 STEAM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수업 효과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이번 수업자료 개발에서는 인기 가요 ‘빠빠빠(크레용팝)’의 ‘직렬5기통 춤’ 안무동작을 활용하여 학생들
의 흥미를 유발하여 오토마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동력전달용 기계요소를 기존 수업 방식보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STEAM 수업 자료는 기술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술 교가
중심의 T-STEAM 수업자료이다. 회전운동을 동력운동으로 변환하는 기술·공학내용, 대중가요를 활용한 예술(음
악)내용,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체 수학내용 등 다양한 과목을 연계하여 수업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창
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수업자료 개발 절차는 PDIE 모형(김진수, 2011)을 기
반으로 수업자료를 개발하였다.
(참고문헌)
김진수(2012). STEAM교육론. 양서원

＊핵심어 : STEAM 수업자료 개발, 오토마타, 크레용팝,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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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ism 기반 수학교육공학을 활용한 초등학교 6학년 수학중점
융합교육 사례연구
이 효 명 (서 울 대 학 교 대 학 원 : hmjudy@snu.ac.kr), 조 한 혁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야구장을 그리라고 하면 마름모를 잘 그립니다. 하지만 마름모의 정의를 질문하면 잘 대답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식화하는 과정(conscientizing5))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학교수학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
여 가르치는 지식의 내용만을 의식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마름모의 정의는 큰 의미로 와닿지 않습
니다. 실제로 수학은 숫자와 기호, 대수적 표현 그리고 다양한 도형과 그래프, 다이어그램등과 같이 기호와 표현
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학자들은 수학교육공학적인 새로운 “언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
구하고 있습니다. Papert(1980)6) 또한 (수학적) 언어를 배우는 것은 수학적 이해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메타포
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현이란 감정을 의사소통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의식화하여 외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을 자신 안에서 의식화하기 전에 스스로 개념을 구성하고, 수정하고, 교사나 친구와 의사소
통하면서 사용할 중간언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학교육공학적 환경에서 자신의 사고를 중간언어를 이
용하여 표현했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간언어체계 즉, 실행가능한 표현 (Executable
expression7), Noss R. & Holyes C. 1996)이 필요합니다.
표현가능한 활동(Expressive activity8), Shaffer, 1998)은 이러한 표현의 중요성과 수학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수학교육공학적으로 설계된 수학적 중간언어(실행가능한 표현)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Papert(1996)9) 또한 그의 최근의 저서에서 창의적인 활동(creative activity)를 표현가능한
활동(expressive activity)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술의 영역에서도 Parsons(1987)10) 등은 구체
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능력의 용어로 expressive stage(표현가능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Shaffer(1998)는 표현
가능한 활동 환경을 학생들에게 주었을 때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인지적 발전과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술공학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활동으로부터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
계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표현가능한 언어를 직접 사용하여 어린왕자의 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시하
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린넨 마이어기반 표현을 executable expression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Logo 기반 마
이크로월드 환경을 expressive activity로 설계하여 학생들에게 문자와 변수, 나아가 확률변수에 대한 개념의 이
해에 도구로 제공하였을 때 인지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S대학과 학관 협력 사업 중인 S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실

5) Conscientizing Culturally Relevant Teaching for Indigenous Learners in Science and Mathematics;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6) Papert, S.(1980). Mindstorms:children, computers, and powerful ideas. New York, Basic Books.
7) Noss, R and Holyes, C., (1996) Windows on Mathematical Meaning:Learnimg Cultures and Computers.
8) Saffer, D. W.(1998). Expressive Mathematics:learning by design. MIT
9) Papert, S.(1996) The connected family:bridging the digital generation gap. Atlanta, GA, Lonstreet Press
10) Parsons, M. J. (1987) How we understand art: a cognitive development account of Aesthetic Exper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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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온라인 멘토링 학습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월드에서 학생들은 표현가능한 활동의 예시로써 Math Land 만
들기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문자를 사용하고, 문자의 규칙성을 찾아 치환하는 등의 변수사용
학습을 한 후에, 확률변수 학습을 도입한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확률과 변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스스로 수학적 작
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되며 이 때 자연스럽게 문자와 변수의 사용을 익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환경설계로 자신의 답을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측정한다. 방학 중
오프라인 학습을 통하여 현장 수업, 노트, 인터뷰를 통하여 온라인 연구의 한계점을 해소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
인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작품>
수학적

원리

(치환,

확률)를

활용하여

실행가능한

표현

(executable expression)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만든 학
생이다. 실행가능한 표현인 명령어를 살펴보았을 때,
M='M[<M][M][>M]'
do_3 (##random)m (90#)M
지구위의 나무를 만들기 위하여 임의의 색깔로 나무를 표현한
것과 recursion을 사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역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작품이다. 이 학생은 엔진과 스
프링명령어를 이용하여 지구위에 움직이는 탑을 만들었다.
do L[sssC UE[ss]L[ss]LL[ss]R[ss]]
do LL[sssC UE[ss]L[ss]LL[ss]R[ss]]
do R[sssC UE[ss]L[ss]LL[ss]R[ss]]
명령어에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X = ' 0.6 : >m , 0.1 : >m[별], 0.2 :
>m[꽃] , 0.1 : >m[오]'
확률을 이용하여 학생이 신의 작품을 실행할 때마다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핵심어 : 수학교육공학도구, 융합교육, 표현가능한 활동, 실행가능한 표현, java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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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석법을 활용한 STEAM 교육프로그램의 상황제시 분석
*홍 정 미 (부 천 상 인 초 등 학 교 : huhong@hanmail.net),
김 수 환 (경 인 교 육 대 학 교 ), 한 선 관 (경 인 교 육 대 학 교 )

STEAM 교육이 학교현장에 도입되어 교육의 화두로 자리 잡으며 지난 2년 반간 개발된 프로그램의 수는 1000
건이 넘을 정도로 교육계의 관심과 열정은 대단하다. STEAM 교육프로그램은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3부분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상황 제시는 학생들이 학습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단계로 주제 전
체를 아우르는 상황이 제시되어야하며 학습내용과 활동 사항을 학생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제시된
상황과 학생자신의 관련성을 높임으로 인해 몰입의 동기가 생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STEAM 프로그램들의 상황 제시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학교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탑재해 놓은 50개의 프로그램의 상황 제시를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방법은 내용분석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내용분석법은 책이나 뉴스, 기사, 인터뷰 내용과 같이 문서나

음성으로 기록된 자료 또는 그림으로 표현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상황제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TEAM 교육프로그램 50개를 선정하여 텍스트, 그림, 동영상 등 다
양한 형태로 주어진 상황제시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수집한 50개의 상황제시를 모두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포함시킬 수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주제와의 연관성, 학습목표와의 연관성,
상황제시 유형, 주제유형, STEAM 요소,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고력, 상황제시 3요소의 7개 분
석항목을 선정하였으며 항목별 분석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와의 연관성은 상황제시의 내용이
학습주제와 연관성이 명확한지에 따라 상·중·하로 분석하였고, 둘째, 학습목표와의 연관성은 상황제시의 내용이
학습목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명확히 제시했는지에 따라 상·중·하로 분석하였다. 셋째, 상황제시 유형은 상황제
시의 형태를 분석한 것으로 텍스트(이야기식, 기술식), 동영상(뉴스, 영화, 뮤직비디오), 그래픽(사진, 그림, 도형,
그래프), 기타로 분류하였다. 넷째, 주제유형은 상황제시의 내용을 실생활 연계, 과학기술, 자연환경, 기타로 분류
하였으며, 다섯째, STEAM 요소는 상황제시에서 보이는 과학(S), 기술(T), 공학(E), 예술(인문)(A), 수학(M)의 요
소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고력은 수렴적 사고력과 확산적사고력으로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황제시 요소는 스토리텔링, 학습자 중심, 몰입의 3가지 요소를 뽑아 각각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의 3단계로 평가하였다. 1번부터 6번까지의 분석항목은 전문가 2명의 자문을 받아 3회의 수정을
거처 선정하였고, 마지막 7번 분석항목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명시한 ‘STEAM 요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였
다.
분석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학습주제는 ‘학교주변을 더욱 안전하게‘ 이며 수업목표는 ’학교 주변의 장소나
시설물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안다‘ 이고 상황 제시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표지판도 있고,
교통안내를 담당해주시는 녹색교통 어머니들도 있지만 주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침에 경적소리 및 호루
라기 소리가 많이 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다. 7가지 항목에 맞추어 분석해보면 위의 상
황 제시는 주제와의 연관성에서는 ‘상’이지만 학습목표와의 연관성에서는 ‘하’이다. 상황제시유형은 텍스트
(기술식)이며, 주제유형은 실생활 연계이고, 상황제시에서 보이는 STEAM 요소는 E, A이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확산적사고력이 요구된다. 상황제시요소에서 스토리텔링 ‘그렇다’, 학습자 중심 ‘그렇다’, 몰입 ‘그렇다’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50개의 상황제시를 분석한 뒤 빈번도를 통해 STEAM 교육 프로그램 상황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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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기술하고 동시에 바람직한상황제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황제시의 분석을 통해 향후 STEAM 프로그램의 상황제시를 구현할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아울러 개발된 프로그램의 상황제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핵심어 : 내용분석법, 상황제시,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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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활용한 과학·예술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박 용 현 (인 하 대 학 교 : yhpark81@hanmail.net), 김 형 숙 , 정 성 희 , 오 수 학

학문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열린 사고방식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
성하는 것이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핵심이다. 이러한 융합인재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의 자
발적 학습과 적극적인 문제 인식과정이다. 융합인재교육의 준거 틀인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의
일련의 과정 중 “상황제시”를 가장 강조하는 이유는 학습에 대한 자발적 동기 부여만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일련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습과정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 이것이 바로 융합인재교육을 주창하는 교육자들이 바라는 성공적인 교
육의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예술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 가장 중점을 둔 사
항은 학생들에게 수업의 학습목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이었다.
본 과학·예술 융합형 프로그램의 개발진은 공연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능동
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판단하였다. 뮤지컬을 통한 캐릭터 분석, 장면 분석, 가사 학
습 등 뮤지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통해 뮤지컬을 감상하는 것뿐만이 아닌 작품을 새로이 각색하는 활동
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과학, 수학, 기술 등의 학습 내용을 제시하기에 앞서 스토리와
관련된 학습 목표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 대한 학습을 통해
줄거리와 캐릭터를 우선적으로 알게 된 후, 작품과 관련된 과학적 내용들을 학습한다면 학생들은 능동적인 스토리
텔링과정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최근 의료계나 법조계에서
인문사회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전문인양성 교육 중 쌍방향 체험적 교육의 방법으로의 서사
(narrative) 활용과 동일한 관점을 갖는다.
본 개발연구의 주요 결과는 프로그램의 지도안과 시범 수업 이후에 도출된 자체평가이다. 우선 개발된 프로그램
의 구성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활용한 ① 예술작품 10차시와 ② 창의적 제작활동 10차시이다. 예술작품
영역은 예술관련 과목을 전공 하지 않은 교사더라도 학생들의 뮤지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수업은 교사가 예술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는 진행
자, 안내자의 역할만으로 수업 진행이 가능도록 하였다. 창의적 제작활동 영역은 뮤지컬 작품과 관련된 과학적 지
식과 과학원리 학습도구 제작 활동으로 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뮤지컬에 언급되어 있는 과학 내용뿐만 아니라
뮤지컬 내용을 이해하고 새로이 각색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과학적 지식도 학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이드
의 범죄 장면을 수업 중에 감상하고, 지킬과 하이드가 같은 사람이라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란 의문
을 제시하고, 그렇다면 법의학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인임을 판단하는 과학적 문제 해결과정을 알아보는 일
련의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인천의 I여고에서 시범수업으로 진행하여본 후 도출된 자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업
전과 후의 과학 교사들의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다. 수업 전 과학 교사들은 자신들이 과학전공인데 예술의 영역인
뮤지컬을 가르칠 수 있겠냐는 부정적 인식이 컸다. 하지만 수업 구성을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 교사의 진행과 안
내로 수업 자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수업 후 일부 교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
극적이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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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로 개발된 과학·예술 융학 프로그램 수업은 단순히 뮤지컬의 내용을 통해 과학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학 선생님이 예술 작품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사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음악,
미술 선생님이 아닌 과학 선생님도 예술작품을 함께 감상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창의적인 활동의 계기를 제시하는
것으로도 학생들에게 과학과 예술이 어떠한 연계가 있을까 의문을 갖는 사고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과학 ·예술 융합형 프로그램의 시범 수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개방적인
사고이다. 수업 전 교사 협의회, 사전연수를 통해 수업 목표와 과정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본 수업의 목표가 열
린 사고방식과 교과 간 융합적인 체험에 있음을 주지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성공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고 판단되었다. 학생들에게 과학교사가 예술작품을 가르치는 것은 의아한 상황이다. 그러한 의아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과학적 지식과 예술적 지식이 융합된 형태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과학교사가 예술을 가르칠 수 있고, 예술교사가 과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예술작품에서도 과학적 사고가 필요하고, 과학에서도 예술적 이해가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STEAM교육에서 ART를 포함하고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충분히 가
치 있는 시도이다.
＊핵심어 :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예술중심융합교육, 동작표현, 표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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