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 개요

┃행사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STEAM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현장교원-학계간 STEAM 협력연구 지원
┃행사주제┃ 미래세대를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STEAM for the Next Generation
┃일

시┃ 2015. 12. 4.(금) 10:00∼17:00

┃장

소┃ 양재 aT 센터 제2전시장 세계로룸 Ⅲ

┃대

상┃ 과학기술계･교육계 전문가, STEAM 관련 교사 등

┃주최/주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후

원┃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기술교육학회, 한국공학교육학회,
한국수학교육학회, 한국예술교육학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2. 세부 일정
프로그램 구성

※ 2015 STEAM 성과발표회 연계 추진

시 간

내 용

장소

10:00~11:00 (60‘)

등록 및 포스터 전시･체험

(오전)

11:00~11:30 (30‘)
11:30~12:00 (30‘)

개회식
포스터 전시･체험

중식

12:00~13:30 (90‘)

점심식사

1부

포스터 발표
13:30~13:50 (20‘)
13:50~14:10 (20‘)
2부

14:25~14:45 (20‘)

(오후)

14:45~15:05 (20‘)
15:20~15:40 (20‘)
15:40~16:00 (20‘)
16:00~17:00 (60‘)

-

구두 발표 1

포스터 : 제2전시장

구두 발표 2

구두 : 세계로룸 Ⅲ

휴식
포스터 발표

15:05~15:20 (15‘)

구두 발표 3

포스터 : 제2전시장

구두 발표 4

구두 : 세계로룸 Ⅲ
-

구두 발표 5

포스터 : 제2전시장

구두 발표 6

구두 : 세계로룸 Ⅲ

휴식
포스터 발표

제2전시장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14:10~14:25 (15‘)

aT 센터 3층

시상식 및 폐회

제2전시장

학술대회 구두발표자 세부일정
시 간
1부
(오전)
중식

내 용

10:00~11:00 (60‘)

등록 및 포스터 전시･체험

11:00~11:30 (30‘)
11:30~12:00 (30‘)

개회식
포스터 전시･체험

12:00~13:30 (60‘)

점심식사

장소
aT 센터 3층
제2전시장
-

좌장 : 이창훈 교수
13:30~13:50 (20‘)

박현주
(조선대, 한국과학교육학회)

13:50~14:10 (20‘)

김영민
(부산대, 한국과학교육학회)

14:10~14:25 (15‘)
14:25~14:45 (20‘)
2부
(오후)

휴식
박종일
(동화고, 교사연구회)

14:45~15:05 (20‘)

최정훈
(한양대, 한국공학교육학회)

15:05~15:20 (15‘)

휴식

15:20~15:40 (20‘)

이정묘
(성남동초, 교사연구회)

15:40~16:00 (20‘)

임영아
(울산강남고, 교사연구회)

16:00~17:00 (60‘)

시상식 및 폐회

세계로룸 Ⅲ
세계로룸 Ⅲ
세계로룸 Ⅲ
제2전시장

3. 행사장 배치도

4. 주요 안내사항
◯ 중식안내
운영시간 : 12:00~13:30
운영장소 : aT센터 지하1층 루치아노 홀
운영방식 : 제공된 비표 후면 식권 활용
※ 식사공간이 협소하여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수포스터 투표 및 시상 안내
참여시간 : 11:00~15:00
참여방법 :
▶ STEAM 교사연구회 및 STEAM 리더스쿨 성과발표회, 2015 STEAM 학술대회 관람
▶ 포스터 부스 하단 지정공간에 스티커 부착
- 등록 시 비표와 함께 제공되는 스티커 활용
- STEAM 교사연구회 및 STEAM 리더스쿨 성과발표회와 2015 STEAM 학술대회
각각 1개 스티커 제공
※ 스티커 투표 결과를 현장 집계하여 우수포스터 시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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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문제해결력 연구

박 현 주*(조선대학교)
한국과학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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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문제해결력 연구
박 현 주*(조선대학교)
한국과학교육학회

본 연구는 융합적 문제해결력을 정의하고, 융합적 문제해결력 검사지를 개발하여 초등 ･
중등학생들의 융합적 문제해결력을 조사･분석하였다. 융합적 문제해결력을 학습자의 수준에
서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과정이 명료하지 않고 열려 있으면서 그 해결 과정에 적용 가능한
영역이 특정 교과 영역 내에 제한되지 않는 실생활의 범교과적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
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 문제가 내포한 제약(constraints)의 의미를 고려하여 수학과 과학의
개념 및 탐구뿐만 아니라 공학적 사고와 실행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개인의 인지적, 동기적, 정의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융합적 문제해결력의 평가틀은 사고력, 설계 및 실행, 융합적 소양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사고력 차원은 하위요소로 논리 ･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경제적 사고를, 설계 및 실행 차원은 설계 및 실행의 타당성과 구체성을, 융합적 소양은 다양
한 학문 영역을 연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STEAM 교육은 학생들의 융
합적 문제해결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적 문제해결력 평가 문항들은 STEAM
교육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은 환경오염, 중학생은 엽록체 이식, 고
등학생은 보행도로와 화성탐사의 문항에서 모두 99.9% 신뢰도 수준으로 유의미하였다. 학생
들의 공학적 설계와 실행 능력과 관련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평가 문항보다는 주로 교과 내용
과 연계된 평가 문항에서 융합적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어: STEAM, 융합적 문제해결력, 평가틀, K-12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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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융합인재교육) 교수학습이론 개발의 기초(1):
안내된 프로젝트 학습 방법의 한 제안

이 지 애*(울산대학교)
김 영 민(한국과학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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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융합인재교육) 교수학습이론 개발의 기초(1):
안내된 프로젝트 학습 방법의 한 제안
이 지 애*(울산대학교),
김 영 민(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중심으로 이론화 하고(융합인재교육 실행 방향 정립을 위
한 기초 연구, 백윤수 외, 2012) 현장에 적용을 시작하여 계속 확산 상당히 많은 STEAM R
& E 연구 결과 축적, 상당히 많은 STEAM 교사연구회 연구 결과 축적, STEAM 리더 스쿨
운영 결과의 축적에 따라 이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이론화하고 더 필요
한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확산을 넘어 수준을 높이거나 발명 등 다른 영역으로
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교수 학습 이론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정규 수업에서의 STEAM
특별활동 또는 창의체험 활동으로서의 STEAM 학기 또는 학년 프로젝트 학습으로서의
STEAM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STEAM 프로젝트 학습의 장점과 단점 안내된 프로
젝트 학습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안내된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모형의 개발하였으며, 안내된
프로젝트 학습 모형의 적용 및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1) STEAM 프로젝트 학습
의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이 실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안내된 프로젝트 학습이 필요하며,
(2) 안내된 프로젝트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 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
며 그 한 모형을 본 연구에서 개발하였다. 그러나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시사점으로는 프로젝트 학습 또는 안내된 프로젝트 학습 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에서의
STEAM 또는 특별활동에서의 STEAM 학습 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핵심어: STEAM 학습 이론, STEAM 프로젝트 학습, 안내된 STEAM 프로젝트 학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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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문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 STEAM 바빌론 공중정원의 비밀

박 종 일*(동화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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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문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 STEAM - 바빌론 공중정원의 비밀
박 종 일*(동화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고대문명’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융합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STEAM 수업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별히 ‘고대문명’을 수업의 소재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문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연계된 것이 많으므로 학생들의 호
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대문명에 대한 연구는 고대문헌, 유물 등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일부 자료에 사회
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하는 만큼 이러한 연구 과정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좋은
탐구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대문명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술력은 첨단화, 자동화 되어 있는 현대와는 달
리 기초 이론만이 적용된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과정 내 연계가 용이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 소개할 ‘바빌론의 공중정원’ 중등 개발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
는 소재라 할 수 있다. 1차시 ｢공중정원 만들기｣에서는 고대 문헌기록에서 보여지는 공중정
원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과학적, 공학적, 심미적 요소를 활용하여 공중정원의 모습을 상
상해보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물의
식생분포도 등 일반교과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야만 한다. 2차시 ｢공중정원 유
지의 비밀｣에서는 식물 생장의 필수요소인 물의 확보에 초점을 맞춰 물의 특성을 탐구하고,
토리챌리 실험을 재연하게 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 수학, 기술, 지리, 역사,
환경 등 융합적인 사고와 작동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STEAM 교육에서 추구하는
융합인재 육성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3학급 약 60명의 학생에게 시행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정성적인
평가는 취합이 되었으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한 스팀 사전 사후 검사 결과에 대한 분
석은 진행중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활동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을 기초삼아 수정, 보완한
과정까지만 정리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 핵심어: 바빌론의 공중정원, 고대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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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교육 개념에 기반한 주니어 공학교실의
컨텐트 구성과 내용 특징

최 정 훈*(한양대학교)
황 북 기(한국공학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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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교육 개념에 기반한 주니어 공학교실의
컨텐트 구성과 내용 특징
최 정 훈*(한양대학교)
황 북 기(한국공학교육학회)

2014년부터 한국공학한림원의 주도 하에 주니어 공학기술교실을 약 50여개 기업체가 참여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 주니어 공학기술교실의 교재는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
흥센터에서 개발을 담당하여 현재까지 각 공학 분야에 걸쳐 250여 종의 교재와 실험 키트
및 수업도구를 개발하여 왔다. 현재 이 주니어 공학기술교실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기업
체 별로 해외 각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 주니어
공학교실 교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과서의 과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것이 어떻게 기술과
공학으로 연계되었는지에 대하여 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한 hands on 능력과 동
기 부여를 스토링 텔링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기술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것을 디
자인의 감성과 인문사회학적인 요소를 통하여 어떻게 실제적으로 창의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까에 대해 발산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STEAM교육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함께 학문간 연계와 통합적인 사고를 통
한 융합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통하여 창조 경제에 요구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하나의
STEAM교육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주었다. 따라서 주니어 공학기술교실에 개발된 컨텐트의
각 공학 분야 별 예시와 함께 이런 가치 창조를 위한 어떻게 주니어 공학기술 교재를 통하여
구현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토록 한다.

* 핵심어 : 주니어 공학기술교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치 창조, 통합적인 사고, 융합 능력, 기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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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중심 STEAM 수업에서 드러난
감성적 체험 요소 분석

이 정 묘*(성남동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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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중심 STEAM 수업에서 드러난 감성적 체험 요소 분석
이 정 묘*(성남동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Ⅰ. 서 론
1. 미술중심 STEAM 수업에서 감성적 체험 요소 분석 연구의 필요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핵심 개념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융합 교육은 각 교과에도 적용
이 필요하며 미술 교과에서는 교과 역량의 하나로‘창의･융합 능력’을 제시하였고 핵심 개념으
로 체험 영역 하위에‘연결’을 신설하였다.
미술 교과 역량으로서 ‘창의･융합 능력’이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
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미술 활동 과정에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와 관련된 미술과의 핵심 개념으로서‘연결’의
일반화된 지식으로서 내용은 “미술은 타 학습 영역,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고,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된다(교육부, 2015).”이다.
융합을 미술과에 적용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미술교육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로 2015년 8월과 10월에 개최된 한국미술교육학회, 조형교육학회,
한국초등미술교육 학회의 기조 발제 주제와 연구자들의 발표 주제의 51%가 2015 미술과 개
정교육과정과 융합 일 만큼 융합교육은 현재 미술교육 연구의 큰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미술과 내부에서는 융합 교육과 STEAM 교육의 확산이 미술 교과를 목적이 아닌
융합의 도구로 활용 하는 것을 우려하며 STEAM에서 Arts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공계 기피 현상을 위한 도구나 국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기술 혁신의 도구
로 전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STEAM 교사 연구회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와 함께 미술 중심
STEAM 수업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감성적
체험의 요소를 학생들의 면담과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STEAM 교육 내에서
예술 교과로서 미술 교육의 위상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류지영(2015)은 “여러 분야의 통합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지식은 연결이라는 인공적 조작이나 구조화 없이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넓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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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융합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미술 교육자들과 미술을 전공한 교사들이 STEAM 교육
내에서 미술 교육의 위상에 대해 염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STEAM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STEAM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물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하여 배부한 효과
성 검증을 위한 설문지에 의존한 양적 연구들에 치우치고 있는데 그 문항들이 과학에 대한
태도와 흥미, 진로에 대한 질문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 교과의 능력 신장이나 진로에
관한 문항은 없다. 최근 미술과 중심 STEAM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에서 현은령(2014)은
미술과 중심 STEAM 프로그램을 경험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PISA에서 개발
된 평가지를 활용하여 미술 교과에 대한 흥미도와 학습 동기, 자기 효능감 영역에 효과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강도현, 이정묘, 이주연(2014)은 STEAM 문헌 연구를 통해 감성적 체험
요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표 1>의 감성적 체험의 하위 영역 6가지 중 ET-1 흥미와
ET-3 성취감 영역에 해당 된다.
<표 1> A- STEAM 감성적 체험 학습 체크리스트 (강도현, 이정묘, 이주연, 2014, P. 2627 재 조직화)
구분

영역

ET-1

흥미

ET-2

ET-3

몰입

요인

선택 필수
○

1-1 재미
○

□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기울이기

2-1 열성

○

□ 열렬한 정성 갖기
○

2-2 열정
○

□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갖기

3-1 자긍심

○

□ 학습자 스스로에게 긍지가지기

3-2 자기평가

○

□ 학습자 스스로 활동 상황 점검하고 평가하기
○

성취감 3-3 성취의 경험

새로운 4-1 용기
도전 4-2 반성적 사고
실천

○

□ 지식활동을 통한 만족감 얻기
○

□ 성취의 경험을 통한 자신 있는 감정 갖기

○

□ 새로운 것에 씩씩하게 참여하기

○

□ 반성적 사고를 통한 도전의식 갖기
○

□ 직접 체험을 통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기

5-2 조형감각

○

□ 미적 조형감각 능력 기르기

6-1 소통

○

□ 서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하기

○

□ 서로 도우면서 함께 참여하기
○

6-3 다양성 인정
배려

□ 성취의 경험을 통한 선순환적 구조로 연결하기

5-1 Hands-on

6-2 협동
ET-6

□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기

2-3 욕구

3-5 자신감

ET-5

□ 즐거운 기분 갖기

1-2 관심

3-4 지적 만족감

ET-4

세부 설명

□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6-4 타인 이해 수용

○

□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이해하기

6-5 다문화

○

□ 다양한 문화 이해하기
○

6-6 세계 시민성
6-7 자연보호와 문화존중

○

□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 갖기
□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하기

강도현, 이정묘, 이주연(2014)은 미술 교육적 맥락에서 STEAM 교육과 STEM 교육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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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A(Arts)의 존재에 있다고 보고 STEAM 교육의 준거틀 ‘상황 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의 준거틀 중 감성적 체험의 6가지 하위 영역이 STEAM 수업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
A(Art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박현주, 백윤수(2012)도 기존 통합 교육이나
융합교육과 STEAM 교육의 구조적인 차별화를 4C-STEAM(creativity, communication,
caring, convergence)에 두고 caring을 인성교육 측면에서 강조한 바 있으며 4C-STEAM의
caring은 강도현, 이정묘, 이주연(2014)이 제시한 감성적 체험 하위 영역인 ET-6 배려와 연
결된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 미술 중심 STEAM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감성적 체험에 하위 영역
인 흥미와 성취감 영역에서 효과성을 나타내었으며 미술과 중심 STEAM 수업에 참여한 학생
들의 경험을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구체적으로 강도현, 이정묘,
이주연(2014)이 제시한 감성적 체험의 하위 요소 6가지 중 어느 부분이 미술과 중심 STEAM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상적이었는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연구 참여자의 관
점에서 학개방 코딩과 축 코딩을 통해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STEAM 교육의 특징인 A(Arts)
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본 론
1. 연구 참여자, 연구 방법, 미술과 중심 STEAM 수업 소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소 도시 소재지의 구도심에 자리 잡은 중간 규모의 초등학교 4학년
연구자가 담임하는 학생 24명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에 STEAM 교육에 대해 들어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으며 학습 성취도도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학습에 흥미가 낮고 수업에 대
한 몰입도도 낮다.
미술과 중심 STEAM 단원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4학년 미술과 검인정 교과서(안
금희, 장지성, 김선아, 김경원, 이선혜, 구경주, 2015)에 제시 된 대표적인 융합 단원인 “움직
이는 장난감을 내 손으로 만들어요” 단원을 선정하여 총 6차시의 수업을 한 후 학생들과 구조
화된 설문지, 반 구조화 면담 및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 중심 STEAM 단원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단원을 선정
한 이유는 현장 교사들이 별도의 재구성 없이도 미술 교과의 목표인 미적 감수성과 창의적
표현,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서 교사들이 STEAM 단원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재구성
노력을 하지 않고 미술 교과서에 제시 된 방식대로 수업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만큼 미술과
중심 STEAM 단원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움직이는 원리를 찾아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과정(상황 제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드는데 과학적 원리인 자성,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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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력을 활용해야 하는 점(창의적 설계), 실제 만들기를 한다는 점 (감성적 체험의 하위 요소
인 ET-5의 실천 영역) 3학년 과학 교과에서도 자석을 활용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이 제시되
어 있어 현장 적합성이 매우 높은 단원이라 선정하였다. 움직이는 장난감 만들기 단원의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2009 개정교육과정 3∼4학년 ‘움직이는 장난감을 내 손으로 만들어봐요’ 단원 수업 내용
상황제시 1차시

창의적 설계 2∼5차시

감성적 체험 6차시

장난감 가지고 놀기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물건 찾아보기
자석의 힘을 이용한 장난감 설계 및 만들기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보기
움직이는 물건들의 움직이는 원리 이해하기 되돌아가는 힘을 이용한 장난감 설계 및 만들기
어떤 장난감이 성능이 좋은지 시합하기

2. 미술 중심 STEAM 수업에서 드러난 감성적 체험의 요소 분석
<표 2>의 수업을 하고 난 후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화된 질문지와 반구조화
된 면담 내용을 분석 하고 코딩한 결과 <표 3>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STEAM 수업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감성적 체험의 하위 영역 6가지가 학생들의 경험을 통
해 모두 드러났으나 선행연구에서 필수 요인으로 제시한 ET-6 배려 영역의 6-3 다양성 인
정, 6-6 세계시민성 요인과 선택 요인으로 제시한 6-5 다문화, 6-7 자연보호와 문화존중
요인이 드러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서 드러나지 않은 하위 요인들은 모두 배려(Caring) 영
역이었다. 그 이유는 연구자가 수업 전에 면밀하게 수업을 계획하지 못한 탓으로 다음에 미술
과 중심 STEAM 수업을 계획 할 때는 ET-6 배려 영역에 대한 수업자 의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업 참여자들의 수업 경험에 대한 면담 내용 빈도수를 분석하면 ET-3 성취감〉ET-1
흥미〉ET-4 새로운 도전, ET-6 배려〉ET-5 실천〉ET-2 몰입 의 순이었다.
<그림 1>을 비교하여 보면 본 연구 참여자들의 감성적 체험에 관한 반응은 이정묘, 강도현,
이주연(2015)이 미술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미술과 역량 및 인성 요소를 문헌을 중심
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미술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미술과 중심 STEAM의 감성적 체험
영역 분포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장 교사 및 교수들은 ET-6 배려〉ET-5
실천〉ET-3 성취감〉ET-4 새로운 도전〉ET-1 흥미, ET-2 몰입 순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림 1> 교육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감성적 체험 요소와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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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술 중심 STEAM 수업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반응 분석
구분

ET-1

영역

요인

1-1 재미

1-2 관심

2 미술 교과와 과학 교과에 관심이 생김, 화가가 될까 과학자가 될까 고민 됨

흥미

몰입

ET-3 성취감

집중이 잘됨, 친구들이 선생님 말을 잘 따름,
5 수업에 집중력이 생김, 집중력이 향상 됨, 활동에 최선을 다함, 친구들 모두
열심히 참여함. 최선을 다함

2-2 열정

1 직접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함

2-3 욕구

1 다음에는 정크 아트를 하고 싶음, 스스로 새로운 장난감을 그림

소계

7

3-1 자긍심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친구들이 어려운 그림을 대신 그려달라고 요청해서
4 그려주어서 뿌듯함, 제 시간에 끝냄, 장난감이 잘 움직임, 내가 시작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따라 함

3-2 자기평가

2 친구들이 내 아이디어를 따라할 때 내가 잘 했구나 싶음, 경주에서 1등 함

3-3 성취의 경험

2

3-5 자신감
소계

같이 할 사람이 1명 밖에 없어 당황했지만 끝까지 시간을 지켜 완성함,
선생님께서 아이디어가 좋다고 칭찬하심

26 창의성이 생긴 것 같음,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됨, 상상력, 관찰력이 생김
3 끈기가 생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음, 미술 실력이 전보다 늘음
37

4-1 용기

7

새로운
도전 4-2 반성적 사고

분리수거 종이 박스에서 친구들이 버린 도안을 주워 쉬는 시간에 다시
만들기를 시도함

5

생각하는 능력, 어떻게 하면 잘 가게 할 것인가 고민함,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생김, 궁리하게 됨, 친구들 것을 좀 다르게 변형함

소계
5-1 Hands-on
ET-5

29

2-1 열성

3-4 지적 만족감

ET-4

연구 참여자들의 설문 내용, 면담 내용, 관찰 내용

힘들지만 재미있음, 생소했지만 재미있음, 수업이 재미있음, 재미있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과학, 미술보다 재미있음, 흥미진진한 미술,
27 과학 수업을 미술과 같이 해 재미있음, 스트레스가 풀림,
과학을 재미있게 함, 돈으로 산 장난감 보다 직접 만드니까 재미있고 신남,
수업을 할 때 보았는데 친구들이 항상 웃고 있음

소계

ET-2

빈도

실천 5-2 조형감각

12
4 만들기 능력, 만드는 능력, 수집 능력, 관찰력
4 그림 그리는 능력 보고 그리기, 그리기 능력, 그림 실력,
8

ET-6

친구들과 친해짐. 다른 친구들과 스티커를 교환 함, 친구와 재미있게 놀았음.
친해지면서 경쟁하였음, 친구의 의견을 내 작품에 반영 함

6-1 소통

5

6-2 협동

내가 준 도움이 많아 기쁨, 친구와 함께해서 재미있음,
팀워크, 협동, 친구들이 도와줌. 경기를 통해 승리를 한 친구는 기뻐했고 진
6
친구는 축하해 줌, 성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과 경쟁해도 즐겁게
참여 할 수 있었음

배려 6-3 다양성 인정
6-4 타인 이해

0
1 평소 친하지 않은 친구와 싸우지 않고 협동하여 만듦

6-5 다문화

0

6-6 세계시민성

0

6-7 자연보호와
문화존중

0

소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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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제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핵심 개념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융합 교육은 각 교과에도 적용
이 필요하며 미술 교과에 적용 가능한 STEAM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자들의 경험을 감
성적 체험 부분에 한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애플란드(2005)는 “미술이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다른 영역의 지식들을 연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애플란드(2005)의 말처럼 한국의 미술 교육자들의 노
력과 타 교육자들의 인식 제고에 따라 STEM의 도구가 아닌“미술은 지식의 창고이자 시작점”
이 될 수 있다.
그런 방안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교과서를 개발할 때 STEAM 교육에서 미술 교과
의 정체성과 위상을 잘 살리기 위해서 감성적 체험 요소 중 흥미, 성취감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미술 중심 STEAM 수업으로 현장 적합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3∼4학년군 미술 교과서의 ‘움직이는 장난감’ 단원을 선정하여
6차시 수업을 전개한 후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미술 중심 STEAM 수업에서 학생 반응을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미술 교과 중심 STEAM 수업에 대한 반응을 구조화된 설문
지를 활용하여 질적 연구의 개방 코딩을 통해 분석하고 감성적 체험의 하위 요소들과 비교하
여 보았는데 ET-6 배려의 하위 요인 중 필수 요인에 해당하는 6-3 다양성 인정, 6-6 세계시
민성 요인이 드러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교과서에서 STEAM
수업을 계획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미술 중심 STEAM 수업에 드러난 감성적
체험의 요소는 6가지로 흥미, 몰입, 성취감, 새로운 도전, 실천, 배려의 요소를 모두 발견할
수 있었으나 학생들의 반응 빈도수를 분석해보면 ET-3 성취감〉ET-1 흥미〉ET-4 새로운
도전, ET-6 배려〉ET-5 실천〉ET-2 몰입 순으로 현장 교사 및 교수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감성적 체험의 하위 요소 순인 ET-6 배려〉ET-5 실천〉ET-3 성취감〉ET-4 새로운 도
전〉ET-1 흥미, ET-2 몰입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술 중심 STEAM 수업 참여자들 중 자신의 지적 성취
로 상상력이 신장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상상력을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용으로서 일
어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감성적 체험의 ET-3 실천의 하위 요인으로 새로 들어갈 수 있
을 것이고 불연속점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이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발현하게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이디어 생성의 전 단계에서 Co-1의 실생활 연계 상황 제시 요소와 창
의적 설계의 하위 요소인 CD-1 아이디어 발현의 사이에 창의성의 이전에 일어나는 요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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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으며 또는 CD-1 아이디어 발현의 하위 요인으로 새롭게 들어갈 수도 있다. 미술 중심
STEAM 수업에서 상상력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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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형 인재의 미래와 전망 Jie Qi(MIT Media Lab 소속, 미국)을 중심으로

임 영 아*(울산강남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과학중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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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형 인재의 미래와 전망 Jie Qi(MIT Media Lab 소속, 미국)을 중심으로
임 영 아*(울산강남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과학중점고

연구 배경
위 발표는 2014 STEAM 학술대회에서 주저자로 발표했던 “해외 STEAM 전문가와 SNS 소
통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사례(스티커형 LED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내용이다. 작년에는 미래형 과학교실을 운영하여 적용했던 STEAM 프로
그램의 예시를 주로 다루었다면 올해는 최근 창조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Maker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STEAM형 인재인 스티커 LED의 개
발자(Jie Qi)의 연구 이력을 소개하며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혹은 청년)들이 개개인의 Idea
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위해서는 STEAM(융합인재
교육)이 절실하다고 인식하여 Jie Qi, MIT Media Lab(Responsive Environments Group)
소속 박사과정 학생의 사례를 들어 STEAM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
녀의 Circuit Stickers(스티커 LED) Project의 연구 진행상황과 전망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최근 미국이 STEAM 동향에서 보는 STEAM과 진로
미국은 산업기반(제조업, IT 산업까지 모두 포함됨)이 제 3국으로 아웃소싱 되어가는 과정
에서 경제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디자인과 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창조계급(Creative Class, Richard Florida)”의 육성을 언급해왔다. 창조
산업에의 성장 동력은 개인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역할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자는 미래사
회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에 STEAM(융합인재교육)만큼 안성맞춤이 없다고 생각한다.
STEAM형 인재의 미래 예시
• Jie Qi의 Circuit Stickers Project
Circuit Sticker란 스티커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LED로 평면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
에 구리테이프 혹은 전도성 실, 펜과 함께 활용하면 종이, 천, 유리 등 소재와 관계없이 납땜
없이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LED이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여 상호작용예술을 위한 작품 제
작 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제품으로써도 훌륭한 제품이다. 저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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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LED의 출시(2014,8월)부터 이를 STEAM교육에 적용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1) The Fine Art of Electronics Project의 “Pu Gong Ying Tu”

: Jie Qi가 HLT 연구그룹에서 개발한 Interactive Painting(상호작용예술)이다. 중국의 수
묵화인 “Pu-Gong-Ying Tu(민들레畵)”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수묵화에 그려진 노란
민들레가 바람에 춤을 추듯 너울거리고 사람이 다가가서 민들에 홀씨 그림의 위에 “후”라고
불자 사방으로 흩어진다.
2)Jie Qi의 연구이력

이 영상속 출연하는 Jie Qi의 직업을 학생들에게 묻자 ‘디자이너, 화가, 작가’같은 예술관련
직업이라는 대답과 함께 ‘엔지니어, 과학자’ 등 과학기술관련 직업이 동시에 나왔다. 그녀의
직업(정체)를 한 가지로 규정짓기 애매(?)했던 이유는 그녀의 자기소개글에서 읽을 수 있었다.
“ I’m Interested in all things art, design, technology, DIY... and I love to make
things that combine all four.“ 그녀는 기계공학(Columbia University 기계공학과)이 주
전공이지만 종이접기 등 Paper Craft(종이 공작)에 관심이 많아 이 2가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시도에서 스티커 LED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관 짓는 것’을 떠올려 볼 때 Jie Qi의 이런 융합
적 사고와 창의력은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3) Circuit Stickers Project : 창의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위의 “민들레화”를 발표하는데 그쳤다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공대생이 꽤 훌륭한
Interactive Painting을 발표했다‘라고 고작 1~2회 언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Crowd
Funding을 통해 이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출시한 후 Chibitronics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
업을 확장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이다. 기존 LED보다 5배 정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80｜ 2015년 융합인재교육(STEAM) 학술대회

갓 출시된 상품이 3개월 만에 공식적인 Reseller(재판매업자)가 17개로 늘어났다. 사업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교육용 컨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이를 커뮤니티를 통해 대중들과 소
통하여 공유하고 있는 모습은 STEAM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지역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아트 상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관
해 자세히 발표하겠다.
STEAM을 통한 꿈(?)의 직업 갖기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 이상적인 3가지 조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가시간이 많고 적당한
(많을수록 좋은)보수가 지급이 되면서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세상에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그런 직업이 과연 존재할까? 라는 의구심이 든
다. Jie Qi의 경우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는 일 2가지 (Electronics
와 Paper Craft)를 잘 융합하여 Circuit Sticker(스티커 LED)를 만들어 학생 신분임에도 불
구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잘 단련된 STEAM적 사고를 통
해 “꿈(?)의 직업 갖기란 분명 미래세대에게 가능한 일이다.

* 핵심어 : STEAM과 진로, STEAM형 인재의 미래, 창조경제, 창조계급, Jie Qi, Circuit Stice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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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목록

연번

제목

저자
(*표시-주저자)

1

예술･진로 교육 융합형 STEAM 교육 프로그램 및 보드게임형
교구 개발

박상민*(서울개웅초), 서울실용창의력교육연구회
STEAM 교사 연구회

2

인지감성과학을 적용한 범죄예방 환경구조물(CPTED) STEAM
프로그램 개발

김종철*(도성초)강미연(도성초),강다영(도성초),
김지영(아주초),황현미(무학초),조정남(잠신초)

3

씽King Tool 메이King Tool (도구 설계 및 제작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진로탐색)

4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해양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형기*(서울면북초), 이경희, 유영석, 정은선, 장은정,
김진한

5

함께 만드는 실(實生活)시(示-알리는)간(간편하게) 융합뉴스!!
활동 구안 및 적용을 통한 프로그램 계발

이승훈*(서울성일초), 정원진, 최선희, 배아롱, 백지혜

6

과학적의사소통능력신장을위한STEAM-MAD프로그램

변효준*(서울송중초), 권순미 김영주 이정규 장덕자
최혁

7

다중지능 협력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인성 함양

장윤영*(서울영도초),강민경,이명선,김민정,박이정, 홍윤미

8

STEAM 진로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적용방안

고흔석*(서울우이초), 이수암

9

주제 중심 융합교육인재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 키우기
->창의적체험활동STEAM융합교육기반감성충만융합인재기르기<-

박희정*(서울원묵초), 이자경, 이민애, 임현자, 이미숙,
한은주 (원묵초 스펀지 연구회)

10

음식속의 문화와 과학

장강석(서울원신초)*, 박상인, 유지선, 이애지, 김숙자,
김연, 김혜진

11

환경과 농산업에 관한 초등 직업탐구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개발

김용근*(서울용곡초), 최연희, 남미영, 이경미, 조원실

12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적용한 STEAM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고창수*(서울창원초),김주숙,진성현,조형미,정승요,박유
나,신동인

13

취약시기 효과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겨울왕국’ 수업 프로그램 개발 서승희*(남천초), 이경은, 박금영 , 최진국, 김종길, 최문주

14

스마트(SMT)로 보는 빛의 세상

김해진*(대사초), 윤봉희, 김성길, 김진수, 한국인,
이종화, 이경래, 오동주, 김경주, 선백규

15

PBL(문제중심학습) 기반의 진로교육 융합 수업 사례

김진아*(동상초), 김대성, 조양현, 손양은, 조용남

16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통한STEAM수업프로그램개발]

17

Handson,MindsOn,Feelson!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개발연구

18

교과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CPS)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최성욱*(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장수, 이대호,
정현도, 왕유진, 황경욱, 양윤성

19

융합인재교육(STEAM) 기반 협력학습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함양

김상영*(경북대사대부설초), 박미화, 남상직, 박기훈,
강용운, 권금주

20

협력기반 STEAM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홍중훈*(대구교대대구부설초), 최수정, 장동석, 위창준,
이종표

21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발명품 속 STEAM 과학 이야기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 사례

임상형*(대구대동초), 정준욱, 전봉근, 정윤석, 유원진

22

한국 대표 융합 인재,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초등 창체형 융합
프로그램(세종대왕 STEAM PROJECT Ⅱ)

신지승*(대구장기초), 김미하, 박은혜, 김경민

이진희*(서울면동초), 4ST(서울면동초등학교
STEAM교사연구회)

하세종*(명서초)
김해란*(사하초),고유선,김재구, 박창숙, 서은경,
유정숙, 정윤회,채민정,최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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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정초등과학과교육과정에적용가능한STEAM교수•학습안의개발및
적용(에너지위기탈출프로젝트no.1)

김헌운*(대구지묘초), 대구지묘초등학교 J-STEAM
교사 연구회

24

‘STEAM 전파와 음파를 연주하다’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윤현철*(대구칠성초), 신승윤, 전봉춘, 손태권, 여승현,
구종서, 김주석, 송래훈, 이혜정

25

Super Power Career & STEAM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권민석*(대구태전초), 문덕주, 장원희, 설성석, 김정헌

26

아두이노를 활용한 창작로봇 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적용

27

창의ㆍ인성 함양을 위한 미래형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

이경윤*(인천성지초), 차경민, 김보현, 변윤섭, 정영찬,
하동훈, 유철민

28

미래 우주인 육성을 위한 융합프로그램 개발

문민호*(인천신정초), 이동수, 전세명, 김종학, 백현욱,
김세왕

29

체험수학활동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개발

김봉준*(인천작전초), 조성대, 송혜승, 이정, 정승요,
조형미

30

리틀비츠를 활용한 physical computing s-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송창근*(광주월산초), 최정욱(신가초), 정영국(월곡초),
진주현(문정초)

31

융합인재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지경준*(광주지산초), 김보미, 한종관(광주지산초),
홍은주(삼각초), 장재성(광주북초)

32

로켓과학 STEAM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창의성 신장

문보영*(하남중앙초), 김성모(송정동초),
유제일(송정동초), 송영선(신창초), 박혜경(송정초)

33

진로 및 직업 탐색 창의,인성 수,과학 STEAM 프로그램이 이공계
진로지도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송명희*(풍암초), 최도성, 손준호, 박정웅, 최은영,
김태환, 최선하, 김조아, 박선영, 김영록

34

오두막놀이 융합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최성락*(기성초), 김규철, 장은철, 김중균, 김두원,
이석훈, 김태혁

35

Big Data, 지구를 구하다! (데이터 분석과 예술융합 프로그램을
통한 녹색성장교육의 적용 및 결과)

박찬*(인천마장초), 김병석, 전은경, 장혜진, 전수연

한미숙*(대전가장초),이보라*(대전내동초),신세라*(대전
내동초),강유경,김용광
하경애*(대전동서초), 권남연(대전신흥초),
이화연(대전중리초), 황하동(대전자운초),
김민균(대전진잠초), 정영석(대전대동초),
최명갑(대전산성초), 이민재(대전구봉초)

36

PPDAC cycle 기반 STEAM S-TAR 프로그램 운영 사례

37

STEAM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창의력 쑥쑥!

38

이끼그래피티-이끼그래피티와 예술의 신비한 만남

초라미*(약수초), 박동희, 옥재석, 정경희, 김종보,
성화용, 이영준

39

흙에서크는아이들

김범환*(명산초), 김영롱, 김영준, 오재현, 이성현,
장원재, 정혁

40

STEAM기반 게임형 탐구 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융합적
문제해결력 신장

이명길*(울산척과초), 이선나, 정진식, 임상훈, 최영주,
김경태, 석희철

41

R-STEAM 기반 말랑말랑 소프트웨어 구현 및 적용

이성기*(전동초), 세종 말랑말랑 소프트웨어 연구회원

42

주제중심통합을통한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허정훈*(갈곶초)

43

물을 소재로 한 STEAM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STEAM
태도와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44

사회과 중심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사회과 흥미도와 융합적 소양에 미치는 영향

우영진*(광주도평초), 황의찬, 조단비, 박지윤, 허지연

45

4-C STEAM 이론 기반 수학 강화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동주*(광주매곡초), 주희철, 노순자, 안세진, 조창근,
장세윤, 홍은수
[광주매곡초등학교스팀교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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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방글*(대전송림초), 김신영, 임효진

김태훈*(갈현초), 서재희, 한덕희

연번

제목

저자
(*표시-주저자)

46

융달이의 안전한 학교생활

박종권*(동백초), 박화자, 이경수, 김효진

47

2015융합인재교육(STEAM)수학강화,스포츠연계형융합수업프로그
램 배드민턴의 변신! 라켓에서 셔틀콕까지!

이세기*(안성동신초), 안달, 김치량, 장혜원, 정진영,
박선미, 김문환

48

미래 시대 ‘생명의 근원인 물’ 에 관한 직업탐구 연계형 융합인재
프로그램 개발

신법기*(부천남초), 주선아, 김미경, 문지원

49

체험 수학 활동을 중심으로 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50

미술중심 STEAM수업에서 드러난 감성적 체험 요소 분석

51

피지컬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52

눈으로 보고 쉽게 이해하는 안전한 열 이동장치 연구

53

4D프레임과 3D프린터를 이용한 바다 목장 만들기를 통한
융합자료 개발 및 적용

54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는 창의적 STEAM 프로그램 연구 개발

55

미세먼지･황사투과율실험을통해나만의마스크만들기

56

초등 STEAM 반영형 예술교육과정 개발･적용으로 핵심역량 기르기

57

ARTIENCE를 추구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박순덕*(은계초)

58

Small Scale Science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활용 사례

이동문*(이황초)

59

꿈을 찾아 떠나는 융합과학탐구 여행

심은옥*(정평초)

60

소통과 배움을 나누는 온라인 기반의 STEAM 프로젝트 학습
설계의 적용 및 검증

61

조상의 ESD를 기반으로 한 STEAM교육 프로그램 개발

62

초등 정보영재의 사고양식과 창의적 수행 간의 관계

63

초등 수학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용영역별 융합프로그램 개발

64

Maker 문화 기반 수학 중심 스팀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65

사물인터넷 Design & Make STEAM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66

교과서 속 진로 연계 STEAM 프로그램 개발

송철영*(횡성 성북초), 허관석, 설경진, 김남현

67

스마트수업기반 디지털 교과서 활용 STEAM 수업적용 방안연구

황의택*(춘천천전초), 이영승, 배석환, 양금란

68

꿈과 끼를 키우는 SMART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69

즐거운 놀이로 배우는 STEAM 프로그램 개발

박수진*(수봉초), 최형욱, 송연아, 백지은, 이윤희,
안정애, 김태섭, 최연정

70

W-STEAM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강미정*(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 이우식, 최경숙,
김규화, 노태희, 박주용, 권오현, 안종모

곽혜정*(삼리초), 김은지, 공복주, 유현상, 최복희,
서재희
이정묘*(성남동초)
김은형*(솔빛초)
서원호*(수일초), 김령록, 나우상, 안소영, 조유미,
오순이, 김주창
김은미*(신풍초), 장찬곤, 송지예, 김순창
김보경*(안곡초), 박현준, 김윤경, 김지수, 곽충근,
김도형, 구성훈
김춘호*(안산원곡초)
윤경란*(오목초), 노은혜(원천초), 이휴환(효원초),
김종진(온유초), 임재혁(오목초), 윤수영(오목초),
박현영(오목초)

권기조*(파주초) 외 6인
정진숙*(평택성동초), 이제민, 이종화, 위윤례, 이명화
김승혁*(화봉초)
안달*(효덕초), 김주창, 최화영, 진영중, 윤승일, 이세기
유지은*(한국교원대학교), 정민(효성초등학교),
김서희(불로초등학교), 김문희(경남혜림학교)
신연옥*(흥덕초), 이은옥, 이정용

박웅용*(능산초) 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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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창의･인성 향상을 위한 SW교육을 활용한 융합인재 프로그램
개발(로봇!사람다운세상을꿈꾸다)

72

F.O.D–STEAM을 통한 융합인재 진로교육 방안 연구

73

인체골격 탐구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신장

74

NTS(New Traffic System)을 활용한 STEAM 프로젝트

75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위한 교과간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아람누리 팡팡]

76

창의적 체험활동 STEAM STREAM 프로젝트

77

ARTIENCE PROJECT를 통한 STEAM 교육이 초등학생의
직업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효정*(전주대정초)

78

창의탐구 활동의 STEAM 교육으로 다양한 발명품 만들기

유은겸*(아산초), 심재국, 유인호

79

꿈, 끼, 행복을 찾는 융합교육을 통한 사회적 감성 신장

박건하*(광양제철남초), 고종환, 임연, 김소래

80

제 2의 지구를 찾아 떠나는 Le Papillon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81

STEAM기반 과학교구 자료 개발 및 적용

서화형*(목포용해초), 신광길, 이강욱, 문준영, 이선영,
김미연, 임근홍, 강민희, 박은경, 박주현

82

창의ㆍ인성중심STEAM(Science,Technology,Engineering,Artand
Math) 적용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

박준*(사평초), 류재인, 나은수, 박현규, 최선, 백완선,
손현권, 채현석

83

‘둥둥 부력과 둥실 양력의 비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균철*(경산동부초), 이진희, 이준원, 최정현, 박진홍,
문충섭, 최진기

84

무한 가능성! 바다해양탐험으로 창의 융합적 사고력 키우기

85

적정기술-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신장

86

불국사의 건축미학! STEAM으로 보고 미래건축으로 말하라

김진화*(용황초), 용황초등학교

87

아두이노와 3D프린터를 활용한 로봇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원재필*(포항제철동초), 류미경, 정형권, 김은경,
남택언, 김찬우(포항제철동초)

88

우리고장 속 신라문화재로 배우는 과학 역사 여행

89

해양융합교육프로그램 OSP를 통한 블루리더의 끼와 꿈 기르기

90

태양광으로 세계를 밝혀라신재생에너지 소재 STEAM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미래인재양성

91

디자인학습과 첨단과학기술(3D프린트)을 융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이성규*(산청초), 강영은, 김경태, 이창헌, 손영학,
김효림

92

STEAM 기반 융합-진로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한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인식 연구

이학민*(주약초), 장세정, 김대현, 김동현, 윤보성,
김준호

93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한 우주관련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전성수*(회원초), 노지영(칠원초), 이지훈(회원초),
김희진(회원초), 안슬기(회원초), 조정훈(회원초)

94

진로지도를 위한 활동중심 STEAM 자료 개발을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 신장

김인선*(광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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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갑진*(백화초)
이임규*(부여초), 이철규, 조요환, 김환규, 김진석,
김경호, 윤영식, 임종수
한금식*(온양풍기초), 김근태, 장명자, 황효정, 이현호,
전용조, 이신동
염지원*(직산초), 문태현, 박윤수, 장태순, 성혜란,
최인표, 김영철
양승민*(천안새샘초), 이성희, 김창동, 김민식, 윤형석,
유상민
성억경*(홍성초), STEAM STREAM 연구회

서한영*(나주초), 김영미, 정승한, 박상진, 손현권,
김영대, 서경석

김선애*(금장초), 한향은, 오정한, 허진호, 임승은,
전상화, 전호종
정승철*(매화초)

김대신*(효자초), 천진영, 정상용, 박지형, 이병희,
김진원
공필재*(광도초)
김숙정*(마산신월초), 김효정, 김은경, 오슬기,
전민기(동포초), 이정민

연번

제목

저자
(*표시-주저자)

95

중학교 교과와 융합한 해양 주제 STEAM 프로그램 개발

김경순*(강현중), 윤선영, 조경주, 이순철,
허미숙(주저자: 신춘희)

96

고층건물 지진실험 키트

박인수*(아주중), 유성현, 우경동, 유가람

97

수학이재미있어지는STEAM수업프로그램개발
[수학으로풀어보는탄소발자국]

98

수학적모델(통계,추론등)을사용한국외STEAM프로그램현지화및
수학(그래프분석,확률)강화된과학수업지도안개발

99

융합적 사고에 기초한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그램 (개발)

안덕근*(천호중) 김승표(천호중), 강희선(천호중),
김성주(천호중), 이미라(천호중)

100

창의인성중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학습자 미래역량 강화

김원정*(가락중), 윤일주, 윤선미, 김은주, 문영옥

101

New Generation G-Saver

102

Arduino와 3D프린터로 만드는 기상천외 ‘STEAM 프로젝트’

103

배움과 삶을 연결하기 위한 STEAM 교육 Project

104

창의성과 수업흥미도 향상을 위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5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학생중심 수업이 학습자역량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6 자유학기제 활용 가능한 One-Stop 요리 STEAM 모형
107

클라우시스(인문고전) 음미를 통한 동상이몽 융합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108

꿈과 끼를 찾는 에너지융합 프로그램

109 “위기탈출넘버원”분석을통한재난관련STEAM프로그램개발
110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늘을 날아오르는 방법을 찾아서)

이영훈*(석관중), 이회정, 조윤주, 김선우, 송공주,
이지은, 김경근
윤미정*(신도림중), 전경아, 홍명수, 이은정, 방은정,
유승연

전현자*(동암중)
권순애*(신현여중), 김성주, 김금희, 이희준, 이지영,
임한빈
이영웅*(전남대사대부중), 권혁수, 김병주
김석천*(대전관평중), 김정민, 최수연, 조준필, 이정숙,
한옥규, 한유경
문정민*(신언중), 이태경
곽윤범*(남문중)
이주연*(동백중), 이수은, 임미선, 윤희숙, 이민영,
황우준, 모은미, 김소영, 노창우, 문난숙
이영선*(병점중)
한정호*(성문중), 김대중, 함미현
장운래*(송라중), 정서영, 안숙희, 이신영

111

4-C STEAM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융합적 소양증진

이윤정*(양지중), 임용우, 장은영, 박은영, 김수미,
김미순, 김수연, 최수진, 경윤영, 박숙영, 유규상
*신청양식에는이윤정선생님이름만써있으나,초록작성에
는위의연구원들이름기재

112

자유학기제 적용 가능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어진*(경기오산중), 김영수, 손상돈, 조학현, 김태석,
이선주, 배지은, 문병태

113

교과 연계 STEAM 프로젝트 생각과 마음이 자라는 행복한
두드림(Do Deeam)

이혜경*(퇴계원중),사경희, 강은선, 김미순, 양유경,
이혜경, 강향숙, 이진영

114

ST-DREAM(스팀-드림) 중학교 교실 수업에 STEAM 이론을
적용한 DRAM 찾기 프로젝트

목경호*(현산중)

115

아름다운 빛의 세상

116

Flipped Learning 연계 STEAM 교육 적용방안

117

STEAM으로 안전한 도시를 꿈꾸다! (싱크홀 탐구 , 청색 기술)

118

LED 별자리 만들기를 통한 과학의 예술적 고찰

최선희*(증평중), 이윤숙, 오종인, 윤태옥, 고상미,
박미순, 김현숙
박상일*(복자여중)
황주연*(천안여중), 이현정(천안백석중),
박성진(천안두정고), 안정민(천안여자중),
우훈명(천안여자중), 이민(천안여자중)
손재관*(고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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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119

SMART 한 STEAM 교육(배려에 대한 사회적 정의)

120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경주미션게임 STEAM 자료개발

121

1.연구논문개발 : STEAM 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신장에 관한
교사 인식 연구
2. 프로그램개발 : 석조 문화재 아치교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

122

놀이를 통한 항공기 비행 원리 탐구

123

자유학기 꿈･끼･행복교육 어울림 융합수업으로

124

창의적 연극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로 탐색

자유학기제에적용가능한STEAM수업개발
125 [초록:자유학기제적용꿈키움끼살림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개발및운영]

저자
(*표시-주저자)

나은진*(전주서곡중학교)
유효종*(전일고), 고유곤, 신후남, 이승리, 서주리,
황운기
주경남*(목표정명여중)
이창호, 심우상, 양경원, 이은미, 기현, 임경숙
정성헌*(감천중), 강은실, 김태우, 이미화, 감지원,
서경희, 김희탁
도희정*(대송중), APC STEAM 교사연구회
김순란*(양주중), 강민진, 이일형, 윤미향, 송수희,
윤아현, 박혜림, 김나래
*신청양식에는김순란선생님이름만써있으나,초록작성에
는위의연구원들이름기재

126

수학 중심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여학생의 수학
교과에 대한 인식 변화

공종림*(웅상여중)

127

메이커(Maker)활동을 통한 진로 탐구형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이윤형*(진주동중), 구갑서, 박진종, 박해경, 유유상,
강유나

128

자유학기제 대비를 위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129

융합인재교육(STEAM)이 과학적 태도 및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

130

흐르는 연못은 가능한가 – 월지 연구

131

고구마 꽃을 통한 창의 인성 교과 융합 사례

132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STEAM 프로젝트

133

우리의 삶속의 수학(백워드 설계모형을 활용한 수학중심 STEAM)

134

투명 배낭을 메고 우주를 여행하는 소녀의 3D영상 만들기

135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양 및 환경 분야 STEAM 프로그램 개발

김결수*(한산중)
강창익*(제주제일중), 송승희, 고성범, 송은정
현원석*(마포고)
박성은*(반포고), 박지현
정호근*(보성고), 이영호, 김대규, 이상현, 차승태,
조석준, 이현주, 박동순
김동실*(여의도고), 김경숙, 이동락, 이현경, 전혜연,
차규영
조용현*(풍문여고)
이승우*(한성과학고), 김선주, 류형근, 김지수, 오화평,
전예영, 이현민, 최승호

136

C-STEAM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창의성 평가 도구 개발

최정곤*(대표연구원)(부산일과고), 권미랑(학장중),
이필홍(중앙여고), 이종원(부산국제고),
황정훈(자문)(부산과학고), 조오근(자문)(낙동고),
김영민(자문)(부산대학교)

137

교과 내 융합을 통한 문제해결력 및 융합에 대한 태도 변화 연구

이혜숙*(부산일과학고), 오석봉, 한재철, 이재숙,
서민숙, 김성태, 최지영

138

간이 오실로 스코프제작을 활용한 삼각함수 단원의 교수 학습법 연구

이승익*(부산일과학고), 탁주환, 황종철, 황정훈

139

STEAM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발전 및 친환경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140

꿈 자람을 위한 SELF-Science STEAM 프로그램 운영

141

STEAM프로그램개발및적용
[‘무공해 자동차를 꿈꾸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종호*(대구일과학고)

142

자전거 스마트 STEAM 교육

김정섭*(청구고) 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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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혜화여고) 외 6명
김차식*(대구상원고) 외 5명

연번

제목

저자
(*표시-주저자)

143

팝업북으로 표현되는 화학 수업의 흥미도와 이해도 증진 프로젝트

김용균*(인천고잔고), 조헌홍, 이남균, 강인환, 김정훈,
박인숙, 최현옥

144

무한상상실을 활용한 STEAM형 수학 과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

황선미*(인천과학고), 이창재, 김승태, 박소라, 김동진

145

[우주 재난을 테마로 하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윤시원*(조선대여자고)김진시, 박상훈, 김진화

146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STEAM 프로그램 개발

양성기*(풍암고), 이광현, 김태균, 양소정, 임학준,
김진수, 김선아

147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생체모방

이현종*(보문고), 김대겸, 김동현, 유병승, 이종호

148

스마트 시대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상준*(유성고), 이현우, 권순신, 김인국, 임보혜,
김종헌, 한건우

149

무선전력전송 자동차 제작을 통한 전자기유도 탐구와 STEAM
학습자료 개발

150

NCS 공통 창의융합공학설계 텍스트북 개발

151

고대 문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 STEAM

152

전시 기획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과학실 활용률 극대화

지사원*(매향여자정보고), 한혜진, 김선영

153

진로에 중점을 둔 학생주도의 배움중심수업 실현을 위한
융합수업 모형 개발

배상일*(백송고), 이난영, 권성연, 안수나, 이숙진,
임연정, 안향

154

먼지 융합자료 개발과 적용

155

Flipped Learning 진로연계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윤은희*(안화고), 황명식, 나종균, 류재현, 이미애,
조형욱, 양인실, 김지언, 이신혜

156

Learning By Doing 진로연계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진로성숙도 향상에 대한 연구

조경호*(양일고), 최종원, 김수준, 정주홍, 윤규식,
김성호, 성현진

157

프로젝트기반학습을적용한지리학기반의융합인재교육(G-STEAM)
프로그램개발및적용 : ‘녹색 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두현*(영생고), 김광태, 임선린, 김선아, 권미혜

158

포물선 운동 실험 장치 제작 및 학습 자료 개발

변병찬*(의정부광동고)

159

인성교육을 위한 스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손수주*(창현고), 부영표, 이신규, 김광태, 김대현,
전은선, 이서윤, 정태준, 이지훈, 이혜림, 김진경,
장종만

160

과학적-수학적 사고의 경험이 가능한 창의적 문제해결 기반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진로 인식에
미치는 영향

161

카누잉 프로젝트

162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신재생 전기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163

교육과정속에서찾아가는진로교육
[미래주택의기능적요소에대한탐구]

164

3D 하드웨어를 활용한 STEAM Artifact 제작

165

치즈 마이스터(Cheese Meister) 되기

166

음악과 과학의 만남

민재식*(삼일여고), 윤대혁
민정욱*(동일공업고), 안가윤, 황현주, 정명주, 김은영,
송기택
조규동*(동화고), 박종명, 유주현, 박진재, 박종일,
차서희, 모미아, 이혜민,
김은정(신화중)

심재규*(백운고), 이남설, 강정아

변정호, 정영해, 공복기, 임석규, 박영진
김병기*(원주고), 김익수, 이선금, 지혜미, 양아름,
김일수, 이준섭
황인옥*(청주공업고)
조나연*(완산고)
조정은*(전주제일고), 유두산, 채이정, 조수용, 문병주,
최성환, 유경란
나미은*(한국치즈과학고)
장명수*(순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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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저자
(*표시-주저자)

167

그린한옥을 활용한 진로집중형 수업모델 개발

168

수업 속에서 실천하는 Advanced STEAM Activity 프로그램 개발 안선경*(경남과학고), 정만렬, 박진희, 이희수, 이유라,
및 적용
강주원, 김영수, 하현진, 고성민, 신동선, 최재규

169

심시티 양산 신도시 설계

170

문제중심학습을 통한 감성체험 창의･융합 프로그램 개발･적용

171

균형과 색채의 세계, 팽이의 과학

172

홀로그램 및 TimeLapse를 활용한 식물의 한살이 STEAM
프로그램 개발

홍승호1*(제주대), 고민영

173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환경 관련 STEAM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홍승호2*(제주대), 고민영

174

동물의 한 살이' 첨단 제품 활용형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홍승호3*(제주대), 우용배, 고민영,

175

스마트폰 현미경과 인프라그램 캠을 활용한 식물의 건강 상태
STEAM 프로그램 개발

홍승호4*(제주대), 고민영, 김덕호

176

전통예술과과학기술을접목한융합인재교육프로젝트수업의개발과적용
->아두이노를이용한전기회로배경효과를적용하여새로운형태의전통
민화제품제작하기

유미라*(청솔초), 이선나, 임영아

177

전문직 종사자들의 융합인재소양과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인식 연구

박종훈*(분진중, 중앙대)

178

문제기반 나노 과학 중등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발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대처방안

179

STEAM 기반 스토리텔링 과학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 탐구

180 중학교 기술 수업의 아두이노 STEAM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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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법*(포항중앙고) 외 6명

차명선*(물금고), 정용석 송민섭 홍종현 조미영
손혜경*(진해여고), 김미연, 김희진, 김동지, 박시은
노학기*(창원과학고)

손미현*(서울대, 무학중), 최원호', 정대홍' ('공저자)
변문경*(성균관대)
심세용*(정왕중),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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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술･진로 교육 융합형 STEAM 교육 프로그램 및 보드게임형 교구 개발
박상민*(서울개웅초등학교:supermin@sen.go.kr),
장선희, 김형남, 윤진둘, 김우현, 윤민주
STEAM 교사연구회

현대 사회의 특징인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기술이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기술이
나 지식을 타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예술과 진로와의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그램 및 보드게임형 교구를 개발하였다. 융
합적 사고를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초 지식 습득뿐 아니라 미적인 디자인 요소,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는 진로 영역까지 본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
은 과학과 수학이 융합된 프로젝트 수업으로 STEAM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자신의 의사 결
정에 따른 보드게임 전략으로 자신만의 특화된 게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학년 2학기 과학 ‘3. 거울과 그림자’ 단원을 중심으로 수학 교과의 ‘3. 다각형’, 미술 교과
의 ‘3. 상상놀이터’, ‘12. 따뜻한 집’, 도덕 교과 7.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사회 교과의
’3.지역 사회의 발전‘,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을 통합하여 ’다이나믹 T퍼즐 놀이‘라는 보
드게임형 STEAM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예술･진로 교육 융합형 STEAM 수업은 과학 2차시, 수학 1차시, 미술 1차시, 창체 1차시,
도덕 1차시로 계획하였다. 과학과에서는 빛의 직진 성질을 이해하고 손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보는 활동 및 수학교과와 연계하여 다각형을 점, 선의 그림자로 만들어 보는 쉐도우 아트 간
접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피사체와 그림자 막 사이의 거리에 따른 물체의 선명도를 이용
한 보드게임으로 협력 학습 및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보도록 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을 위하여 개발된 그림자 장치로 흑백 T퍼즐, 칼라 T퍼즐, 주사위를 이용한 T퍼즐
공격 등의 다양한 보드게임으로 학생들이 놀면서 과학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였다. 수학 교과
와 관련하여 다각형의 개념을 칠교놀이와 T퍼즐(3D프린트로 출력한 입체물) 조작을 통해 익
히도록 하였다. 미술 교과에서는 다각형을 이용하여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심미적인 체험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덕 교과에서는 팀 대항전인 보드 게임을 이기기 위해 2명이 자연
스럽게 협력하는 활동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은 자신의 꿈과 미래에 관련된 로고나 모양을 창작해 보는 활동으로 구
성하여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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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자료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3명에게 적용한 후 STEAM 효과성(정의적 영역)을
분석한 결과 과학, 수학 교과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융합적 사고 촉
진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학과 과학에 재미가 없다고 응답은 하고 있지만 사교
육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본 프로그램이 흥미 있는 과학, 수학 수업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예술･진로 교육 융합형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융합 수업 사례는 과학, 수학, 미술,
도덕, 창체 교과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과학, 수학적 지식을 미적 체험으로 연계시켜 자
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융합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예술･진로 교육, 융합형 STEAM, 융합적 사고, 보드게임, 초등 교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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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지감성과학을 적용한 범죄예방 환경구조물(CPTED) STEAM
프로그램 개발
김종철*(도성초), 강미연, 강다영,
김지영, 황현미, 조정남
STEAM 교사연구회

최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가 주목을 받고 있다. 셉테드는 감시와 접근 통제를 기본 개념으로 물리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디자인하여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의 기회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
여 안전을 도모하는 환경 디자인 기법 중 하나이다. 본 STEAM 프로그램은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감성 공학적 원리를 적용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범죄예방 환경구조물, 감성 디자인 요소,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을 이해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과학적 선호도 및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과목을 융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수학교과에서는 각기둥과 각뿔,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 등 입체도형과 관련된 단원에서, 과학교과에서는 생물과 환경, 화
산과 지진 단원에서, 미술교과에서는 조형의 나라로, 전통미술의 세계로, 만들기 나라로 등
디자인 요소 및 조형 요소 관련 단원 등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하고 융합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인지과학에 기초한 감성디자인 알아보기에서 학생들은 감성디자인, 선, 공간, 색상,
캘리그래피 등의 디자인 요소를 6차시에 걸쳐 학습을 하였다. 셉테드의 원리를 활용한 안전
한 구조물을 설계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감시설계법, 접근차단법, 내진설계법 등의 학습
내용을 활용하여 안전한 학교 설계를 7차시에 걸쳐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7차시에 걸쳐 자
신이 설계한 셉테드 원리를 활용한 안전한 학교를 직접 만들기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학생들
은 셉테드의 원리, 감성디자인 요소, 내진 설계의 원리를 접목하면서 제작활동을 진행하였
다. 그리고 모둠별로 만든 안전한 학교 구조물을 전시하고 설명하면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STEAM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 2개반 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동하여 약 한 달간 적용되었다.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전
STEAM 태도 검사지(한국과학창의재단, 2015)를 활용하여 사전검사를 하였고, 적용 후
STEAM 태도 검사지를 활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STEAM 태도를 점수화하여 비교한
결과 사전검사에 참여한 참여자의 평균점수는 131.92였고, 사후검사의 평균점수는 141.96으
로 약 평균 10점 정도 차이가 났으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종속표집 t검증 결과 유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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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P<.05)으로 사전검사 검수와 사후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 참여대상자 수가 지역적, 수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
지만 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화하고 수정보완하면 STEAM 태도의 긍정적 향상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 범죄예방 환경구조물, CPTED, STEAM, 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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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씽King Tool 메이King Tool(도구 설계 및 제작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진로탐색)
이 진 희*(서울면동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올해 이웃 중국은 중국 국적의 최초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일본은 의학상, 물
리학상 수상자를 내며 지금까지 총 2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 중에서 21명이 과
학기술분야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의 과학 교육은 초등학교에서의 재미난 체
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200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난부 요이치로 시카고대 교
수는 “물리학의 묘미는 퍼즐과 같은 수수께끼를 푸는 재미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이 가장 재
미있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도 과학 시간이 가장 재미있다고 말할까? 2013년 서울 면동초등
학교 교사 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각 반(25명 기준)에서 과학에 관심과 소질을
보이는 아이는 대부분 2~4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과학
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학 교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63%의 교사
들이 관심은 있으나 어렵게 느껴진다고 대답했고, 23%의 교사들은 관심이 별로 없거나 귀찮
은 과목이라고 응답했다.
과학이 어렵다는 생각들은 과학이나 물리학, 공학에서 전반적인 부정적 경향을 가져오고
이공계의 침체현상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과학을 즐거워하지 않는 일반적
인 모습으로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개념을 실생활과 결합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
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절박하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어렵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과학 기술 분야 중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도구’에 주목하려한다.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생각하
고 설계하며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개념을 터득하고 협력하면서 과학과 기술
(공학) 분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과학은 재미있고 유익한
학문이며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나아가 과학 기술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저를 형성해, 실생활뿐만 아니라 역사와 예술 속으로 시야를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
으로 도구를 생각하고 만들어내며 다양한 성공의 체험을 함으로써 융합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신한다.

* 핵심어: 도구, 설계, 제작, 과학 기술, 협력, 진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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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해양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형기*(서울면북초등학교),
이경희, 유영석, 정은선, 장은정, 김진한
STEAM 교사연구회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해양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 따라서 해양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미래
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21세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해양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해양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여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과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이 필요하며, 특히 해양의식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양탐구 학습 요소를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켜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내 해양관련
내용을 분석 후 각 교과를 융합하여 해양관련 STEAM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학생의
창의력과 융합적인 사고능력을 개발하며, 21세기 해양관련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중･고학년군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학년군에 따라 각각 세 가지 주
제 6차시로 총 18차시 수업과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그 중심 주제는 해양과 관
련된 내용 중 ‘심해’로 선정하여 전 학년에 걸쳐 차츰 심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심해’에
대한 이해과 관심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과학, 사회, 미술, 통합교과교육 활동 중 수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해양
(심해)관련 STEAM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용 지도안, 학생용 활동지, 교사용 참고자료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초등1,2학년군에서는 ‘바다에 사는 동물 친구들’, ‘신기한 바닷속
친구들’, ‘사이버 수족관 나들이’ 세 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용하였는데, 초등1,2
학년군은 해양에 대해 처음 알아가는 단계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친근한 바다 동물들에 대해
살펴보고, 간접 체험해 보면서 해양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높이도록 하였다.
초등3,4학년군은 ‘깊은 바닷속 친구들’, ‘독도 바닷속 지형 탐사하기’, ‘해양심층수를 이용
해요’ 세 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용하였는데, 저학년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가 깊
은 바닷속 친구들을 통해 처음 접해보는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동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독도의 심해를 탐사해 보는 활동을 통해 독도의 위치적 중요성과 독도 바닷속의 땅과
자원에 소중함을 학생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해양심층수란 주제를 통해서는 바닷
속 자원의 다양성과 활용방법 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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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5,6학년군에서는 ‘심해생물 소개 광고 만들기’, ‘바다는 보물창고’, ‘미래의 바다를 꿈
꾸며’ 세 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용하였는데 중학년 과정에서 깊은 바닷속 친구
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심해 생물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 주는 과정을 통해 심해
생물의 특징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고 과학적인 사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바다는
보물창고 활동을 통해 바다의 깊이에 따라 발견할 수 있는 광물 자원들의 생성 원리와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봄으로서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서 바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
다. 또 미래에는 바다를 어떻게 이용할지 알아보고 그 중 ‘미래의 해양도시’를 제작하면서 바
다 탐험과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한 후 소감문 작성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의 의견을 살펴보
면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TEAM 수업의 적용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사중심의 수업보다 학생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창의적 사고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아동의 흥미･호
기심, 새로운 생각의 몰입도가 높여주는 프로그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본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해양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 모두에게 해양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해양 및 심해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과 융합적인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초등 해양, 초등 해양 스팀 수업, 초등 해양 STEAM, 초등 해양 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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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함께 만드는 실(實生活)시(示-알리는)간(간편하게) 융합뉴스!! 활동
구안 및 적용을 통한 프로그램 계발
이승훈*(서울성일초등학교), 정원진, 최선희, 배아롱, 백지혜
STEAM 교사연구회

미래의 인재는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배운 지식을 특정 상황에 적용하고 새롭
게 발전시키는 능력을 갖춘 인재 즉 융합형 인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으며, 과학기술 기반의 창의･융합인재교육이라는 STEAM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산출을 위해 뉴스라는 형식을
이용한 실생활에서 연관된 주제를 과학적 활동과 연관 지은 STEAM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고
자 하였다.
‘거꾸로 수업’을 기반으로 시사적인 내용을 6학년 교육과정 내용과 연계하여 뉴스를 중심으
로 한 창의･지성 핵심역량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특성 파악 및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을
위해 주제추출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하였다. 과학, 국어, 사회, 미술, 수학, 체육 교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사적인 뉴스와 연관된 1,2학기 6가기 주제를 추출하여 프로그램을 구성･개
발하였다. 구체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다. ‘생태계 복원 체험!’, ‘세상을 보는 눈!’, ‘위기탈출
New Steam News’, ‘힘을 내요! 슈퍼 파워!’, ‘우리와 함께하는 로봇!‘,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태양과 나‘
이 프로그램은 6학년 1･2학기 각각 3종 내외, 12차시 내외로 프로그램을 구성 개발하였으
며, 2학기 3종에 대해 적용 실시하였다. 또한, 교과 및 S/W 활용 연계 STEAM 프로그램은
6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 20% 내외로 실시하였으며, 과학교과를 바탕으로 수학, 사회,
국어 등의 교과와 시사적인 내용을 연계하여 개발･적용하였다. 거꾸로 수업을 통해 기본 교
과를 미리 학습한 후 융합 체험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 중 ‘힘을 내요! 슈퍼 파워!’는 서울 K초등학교에서 적용한 것으로 기본 프로그
램 구안 후 과학 및 국어 시간 등 활용하여 내가 만든 손가락 체험 후 소감 등을 발표하게
하였으며, 학생들이 과학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과 함께 유의미한 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또
한 뉴스와 연계하여 좀 더 과학적 내용들이 생활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
였다.
이렇게 구안 및 적용된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배포한 검사지를 활용하여 사전,
사후 검증을 통해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K초와 서울Y초 학생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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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활동전･후 ‘STEAM 태도’, ‘STEAM 문제해결력’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 정도를
살폈다(사후 설문은 12월에 실시 예정).
이 연구는 학생들이 실제 생활과 관련된 뉴스와 연관된 과학 활동을 통해 좀 더 흥미를 느
끼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도
주변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과학적인 내용들과 연관 지어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를 남은 기간에도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어려움으로 거론된 교육과정상의 시수 확보 문제는 거꾸로
수업을 기반으로 하여 다소 해소하고자 하였다. 시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거꾸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핵심성취수준에 도달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융합
적인 사고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거꾸로 수업을 통한 수업 시간 및 목표 도달과 관련된 STEAM 교육의 단점 보완 방
법 제시
둘째, 시사적인 내용을 통한 유의미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셋째, 과학 내용 기반, 국어의 뉴스와 광고 형식을 통해 타 교과와의 유기적인 통합
넷째, 주제 관련 활동과 뉴스 제작을 통한 주어진 과제 해결력 향상
다섯째, 다양한 활동 중 명확하고 체계적인 협동, 나눔, 배려 태도 함양

* 핵심어: 융합뉴스, 실생활, 거꾸로수업, 간이정수기, 생태계 복원, 홀로 렌즈, 확대경, 뼈, 근육,
집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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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STEAM-MAD 프로그램
변효준*(서울송중초) 권순미 김영주 이정규 장덕자 최혁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STEAM-MAD라는 융합 인재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간의 관련성을 연구의 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본 연궁서는 학생들의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STEAM-MAD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하여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검사지를 화룡하여 서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와 수업 관찰이라는 질적 연구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4학년~6학년 과학교육과정을 바탕으로 paperscience 라는 하나의 대주제를 설정하고 네
팔 친구들에게 과학놀이 책을 선물하자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시내 6개 학교 120명의 학생들에게 STEAM-MAD 프로그
램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 조사 결과, STEAM-MAD 프로그램
을 활용한 수업 후 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대
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 수준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TEAM-MAD프로그램이 실험과정, 활용 방법, 과학적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과학적 설명의 기회와 과학적 아이디
어를 창출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 과학적 설명형 능력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인터뷰 및 수업 관찰을 통한 질적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학생
들은 대체적으로 STEAM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그램에서 기존 과학 수업에서 보다 많고 적
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과학이 단순히 주어진 과정에 따라 실험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인식
도 늘어나게 되었다. 수업 관찰의 결과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
을 주고받고 토의를 하는 모습 등이 기존의 과학수업에서 보다 훨씬 증대되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팀원들간에 과학적 의사소통을 통해
또 다른 활동으로 재구성하고 제 3세계 친구들을 위한 책으로 출간하는 경험을 통하여 과학
적 의사소통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과학적 나눔과 재능 기부라는 과학적 윤리 의식까지 함양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교내, 교외 연수를 통해 알리고 과학책 기부를 통해 제 3세계 학생 및 교사
들과도 공유함으로써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핵심어: STEAM-MAD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재능 기부, 과학적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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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중지능 협력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인성 함양
장윤영*(서울영도초등학교 : deresa417@hanmial.net),
강민경, 이명선, 박이정, 홍윤미
STEAM 교사연구회

과학기술인재교육 육성의 방안인 STEAM 교육(2010, 2011년 업무보고 자료)은 우리나라
교육의 2009 개정 교육과정(2014)까지 그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회는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고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중지능을 기반으로 소통･격려･단합을 통해 공동목표에 달성 할 수 있는 협력학습을 적용하
여, 창의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갖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
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습자중심의 다중지능 협력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 수업을 위한 융합 환경 조성
둘째, 다중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개발
셋째,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한 창의인성 함양

다중지능 협력 수업 프로그램으로는 We are on TED(5학년 과학, 영어), 꿈꾸는 우리마을
(2학년 마을과 사람들), 식물의 아름다움(4학년 과학, 미술, 국어), 합동대칭 미술관(수학, 미
술, 과학), 마을의 변신(2학년 마을과 사람들) 으로 재구성하였다.

다중지능 협력 수업 프로그램에서는 다중지능이론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개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며 협력
으로 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중지능 협력 수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2학년 51명, 4학년 25명, 5학년 53
명의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 충실하며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주고 기
존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측면을 볼 수 있게 열어줌으로써 사고의 확장을 돕고 즐겁고 재미
있는 수업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수업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를 보다 더 높이고 이에 적합한 인성추구, 융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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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후 창의인성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은 호기심, 자기 확신, 상상의 영역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 처음 보는 장난감이나 기계제품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 하는지 알고 싶다.
∙ 나는 이상하거나 신기한 동물에 대해 알고 싶다.
∙ 나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를 믿는다.
∙ 나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로 이상의 문항에서 모두 연구반이 비교반보다 더 높은 점수 결과가 나왔다.
<표-1> t 검정 결과

창의적
인성

대상

N
(인원)

M
(평균)

SD
(표준편차)

연구반

129

4.01

0.51

비교반

76

3.57

0.71

t값
(t값)

자유도

p
(유의수준)

3.43

25

0.001

다중지능 협력 수업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반과 일반 수업을 전개한 비교반이 창의적 인
성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창의적 인성 검사 점수의 전체
평균을 t 검정 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p<.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반의 평균이 더 높았다. 이는 본 연구가 창의적 인성 계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협력적 교실문화 개선을 이루며, 융합교육에 인문학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을 것이다.

* 핵심어:
118｜ 2015년 융합인재교육(STEAM) 학술대회

08
STEAM 진로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 ･ 인성교육 적용방안
고흔석*(서울우이초등학교), 이수암
STEAM 교사연구회

21세기는 지식사회를 넘어 창조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창조사회를 이끌어야 할 미래 인재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융합교육이다.
이러한 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융합에서 벗어나 융합된 지식
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산출해 내고 더 나아가서 창조된 산출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융합교육과 진
로교육을 접목시켜 융합된 지식을 이용해 자신의 꿈과 미래를 보다 창조적인 방향으로 계발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융합수업 자료를 개발하였다.

4~5학년 2학기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관련 교과를 융합시키고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하였다.
4학년 2학기 3개 단원을 융합진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국어, 미술 등의 교과를 융합하
였으며 식물학자, 화가, 극작가, 무대 디자이너, 천문학자, 우주공학자 등의 진로와 관련지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5학년 2학기 4개 단원을 융합진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국어,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교과를 융합하였으며 기상학자, 기상캐스터, 자동차 정비사, 카레이
서, 의사, 인체공학자 등의 진로와 관련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자료를 4학년 3개 학급(75명), 5학년 2개 학급(52명)에 각각 적용 후 분석한 결과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의 향상을 가져 왔으며 진로와 관련지음으로써 보다 흥미있고 진지하게
참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교사는 교과목간 융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새로운 소질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 융합 진로교육을 통해 과학 학습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여러 다른 분야와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학생의 진로 선택과 관련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STEAM 과학 수업, 융합 진로, STEAM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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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중심 융합교육인재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 키우기
- 창의적 체험활동 STEAM 융합교육 기반 감성 충만 융합 인재 기르기 박희정*(서울원묵초등학교), 이자경,
이민애, 임현자, 이미숙, 한은주
STEAM 교사연구회

주제 중심 융합 교육인재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 키우기를 목적으로 스
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회가 주목한 것은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이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창의적 체험학습은 교과에
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창의적 체험
학습의 시수 편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1~2학년을 위한 창의적 체험학습에 기반을 둔 스
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미래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란 감성이 충만
한 융합 인재라는 판단 하에 소통과 융합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 지능을 발달시키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스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우리들의 힘으로 꾸미는 예
술제’는 수학, 과학/기술, 예술적 요소를 결합한 활동을 체험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동
아리/봉사/진로 활동의 4영역을 모두 아울러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창작 과정에서 수
학적 과학적 학습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며, 작품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만들도록 하였다. 주제의 활동을 살펴보면 무늬 꾸미기의 규칙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무늬를
만들어 이를 염색하여 나만의 컵을 만들고, 길이재기의 수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관의 길이에
따른 소리의 다름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악기를 만들어 연주한다. 그리고 완성한 컵과, 악기
연주 무대 등으로 학급 예술제를 열었다.
2학년 학생에게 적용 후 아동 스스로의 창작 작품을 완성의 경험을 통해 정서를 구별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수업 지도안에 지도하지 않은 공동체의 정서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항시 사용할 수 있는 머그컵을 이용함으로서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의견을 스스로 내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학, 과학 및 공학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으
며 스스로 설계하고 능동적으로 다가서려는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 핵심어: 창의적 체험학습, 교과 창의적 체험학습 융합, 감성 충만 융합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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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속의 문화와 과학
장강석*(서울원신초등학교), 박상인, 유지선,
이애지, 김숙자, 김연, 김혜진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STEAM 교육의 실제적 방안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중에서 음식문화를 대주제로 하여 해양어류 및 장류와 관련된 교과 교육 요소를 추출하고,
진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된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여 활용 방안을 적용해보
고 평가･환류하여 STEAM 교육의 일반화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팀은 ‘음식’이라는 대 주제를 설정한 후, 5학년에서는 ‘청어’라는 소주제로 하여, 역
사와 문화 속의 청어, 청어(과메기)- 명태(황태)- 조기(굴비) 등의 어류 저장법, 어류(명태,
대구, 조기) 남획으로 인한 환경 문제, 진로 탐색(해양관련)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6학년에서는 ‘된장 속의 역사와 과학’을 소주제로 하여, 콩(단백질의 보고), 소금(생명의 원
천), 장독(도자기 속의 과학), 진로탐색(그릇에서 우주선으로, 세라믹공학)을 통해 과학을 스
스로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맛 속의 과학과 역사’라는 주제로 5, 6학년 과학, 사회, 창･체 시간에 활용할 스토리
텔링 자료를 제작하였다.

각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STEAM 수업의 요소(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를 프
로그램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동기 유발 및 흥미 유발을 위한 구체적
인 상황을 제시하였고, 자기 주도적으로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학년별로 음식과 관련한 내용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내용이 어떤 STEAM 요소와 연관되
는지 분석하여 연구 내용을 선정하였다. 추출한 요소들의 학년별로 소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본 수업 과정안은 과학과 문화, 역사를 중심으로 한 융합 수업의 사례이며, 학생들의 흥미
도가 높은 영역에서도 충분히 학습 효과를 높일수 있으며,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기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핵심어: 전통음식, 융합교육, 청어, 물고기저장법, 된장, 진로탐색, 맛, 남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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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농산업에 관한 초등 직업탐구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개발
김용근*(서울용곡초등학교), 최연희,
남미영, 이경미, 조원실
STEAM 교사연구회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농업 종사자의 감소,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큰 축인 농업과 그에 종사하
고 있는 농업인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융복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인
재를 키워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초등학교 3, 4학년 군을 대상으로 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총 6차시
(다양한 식물재배를 통해 수확의 기쁨을 배우기 총 4차시, 농산업과 관련된 직업탐구하기 총
2차시)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군을 대상으로 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총 6차시 (참살이
와 안전을 생각하는 농산물의 조건 배우기, 생산물 판매를 위한 활동 수행하기)로 구성되었
다. 총 6차시의 3, 4학년 군 프로그램은 개별 교육인원으로 총 90명에게 적용하였고, 총 6차
시의 5, 6학년 군 프로그램은 개별 교육인원으로 총 92명에게 적용하였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체험, 탐구, 실험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
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차시 대체형 융합인재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암기식･지식 전달식의 내용이 아닌 창의
적인 과학인재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환경, 농산업, 직업탐구, 초등교육, 융합인재, 스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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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고창수*(서울창원초등학교), 김주숙, 진성현,
조형미, 정승요, 박유나, 신동인
STEAM 교사연구회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미래 인재들의 핵심역량으로 ‘창의성’과 ‘인성’이 ‘융합된 역량’을 강
조하고 있다. 글로벌 지식사회에서는 창의성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을 함께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김은정, 2013).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하고, 도덕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을 고민해보면서 창의성을 신장하도록 돕는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
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된 STEAM 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구들을 비교･분석하여 본 연
구에서 적용할 핵심 인성덕목 6가지를 추출하였다. 또한, 보다 실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융
합교육을 위해 수업모형을 주제중심 교수･학습모형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4,5,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3개씩, 총 6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각
주제는 5~6차시로 이루어졌다. 4학년 프로그램은 ‘정직’과 ‘정의’를 핵심 인성덕목으로 선정
하여 ‘교통’과 ‘장애 이해’를 주제로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학
생들이 장애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장애인을 돕기 위한 물건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학습 활동
이 이루어졌다. 5학년 프로그램은 ‘책임’과 ‘배려’를 핵심 인성덕목으로 선정하여 ‘안전’과 ‘난
민 이해’를 주제로 건물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난민의 입장을
이해하여, 난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으로 학습 활동이 구성되었다. 6학년
프로그램은 ‘존중’과 ‘공존’을 핵심 인성덕목으로 ‘환경’과 ‘건축’을 주제로 수질오염의 정도와
정화방법에 대한 조사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4,5,6학년 9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적용 사
전･사후로 스팀태도검사와 실천적 인성 검사를 시행하고, 소감문과 학습결과물을 수집하여
학생들의 사고 및 학습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융합
교육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고,
수업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학생들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
정에서 다양한 교과를 융합적으로 학습하면서 학습의 효용성이 높아졌고,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적 사고 및 논리적 사고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학생들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도덕적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여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학
습 활동을 마친 뒤에도 자연스럽게 도덕적 행동이 습관화되어 실천적 인성으로 연결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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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융합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나타내며, 인성교육은
특정 교과목으로 한정되어 지도되기 보다는 다양한 현실, 타교과와 융합되어 학생들의 도덕
적 행동의 실천과 습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함을 보여준다.

* 핵심어: 실천중심 인성교육,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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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기 효과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겨울왕국’ 수업 프로그램 개발
서승희*(남천초등학교), 이경은, 박금영,
최진국, 김종길, 최문주
STEAM 교사연구회

학교의 교육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12월과 2월은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체험
과 활동중심적인 교육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시기를 취약시기로 간주하고 교육과정 결핍에 따른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에 분주하다. 이
러한 취약시기의 교육행태는 활동이 제한되는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한 해의 교육과
정이 마무리되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암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학기말의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 확대 및
기 학습내용의 통합적 적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겨울’의 계절과 관련된 테마로 STEAM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친환경 트리만들기’, ‘손난로 만들기’, ‘다설 지방에 적합한 주택 만
들기’, ‘안전한 겨울보내기’, ‘즐거운 겨울보내기’의 다섯 가지 주제로 2009개정교육과정의
5~6학년 과학, 수학, 사회, 실과, 미술의 교과를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친환경 트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SCAMPER기법을 통한 나만의 트리 디자인 설계
와 더불어 트리의 LED를 구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탐구해봄으로써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었다. ‘손난로 만들기’프로그램은 액체, 고체 등
다양한 상태의 재료를 이용하여 발열반응을 유도함으로서 열의 이동에 관한 과학적 개념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설 지방에 적합한 주택 만들기’에서는 ‘함박눈
나라’라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택을
만들었다. 주택설계는 연꽃기법을 통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출하였으며 재료는 가상화폐
를 통해 거래를 함으로서 경제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안전한 겨울 보내기’프로그램
에서는 조상들의 설피를 탐구하고 SCAMPER기법, PMI기법을 통해 나만의 설피를 디자인하
고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겨울철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
었다. 제작된 설피로 눈 위에서 안전성을 측정하는 활동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체험하였다.
‘즐거운 겨울 보내기’프로그램에서는 겨울철 민속놀이 ‘연날리기’와 ‘썰매’만들기를 진행하였
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연과 썰매는 실제 교외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였다. 스팀수업으로 제작된 산출물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봄으로서 실용성을 느낄 수 있었
으며 성공의 경험을 맛보는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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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STEAM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 교육과정 종료시점인 겨울철 취약시기에 겨울왕국 주제중심형 STEAM교육과
정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은 탐구와 체험이 중심이 되는 활동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이 이루어
질 것이며, 교사는 학기말 시기에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실행해야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
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진로탐색을 위한 중등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를 준비할 수
있는 주춧돌의 시간이 될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교실 내 수업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학문 간의 융합과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학습을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겨울왕국’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과학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경험 등을 기존지식에 새롭고 조화롭게 융합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윤리적, 창조적, 전략적, 도전적이며 리더십과 판단력이 뛰
어난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취약시기 효과적인 학사운영을 위한‘겨울왕국’수업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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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SMT)로 보는 소리 세상
김해진*(대사초), 윤봉희, 김성길, 김진수, 한국인,
이종화, 이경래, 오동주, 김경주, 선백규
STEAM 교사연구회

최근의 과학을 비롯한 여러 교과의 교육 사조를 비추어 보면 편협된 철학과 시각에서 벗어
나 통합적, 전체적이며 융합적인 세계관과 안목을 키우기 위해 융합인재교육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의 실제적 방안으로서 학
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과학’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융합인
재교육에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융합인재교육의 내실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우
선 융합인재교육(STEAM)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 과학-교과중심형, 수학-교과중심형, 실과-교과중심형 융합인재교육
(STEAM) 수업모델을 설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자료를 개발,
제작하였다.
‘스마트(SMT)로 보는 빛의 세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과학으로 여는 빛의 세상(S-STEAM)’,
‘수학으로 여는 빛의 세상(M-STEAM)’, ‘발명으로 여는 빛의 세상(T-STEAM)’의 3가지 소주
제 활동을 중심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모델을 설계하였으며 팀원 간의 협동학습을
통하여 빛의 원리를 직접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전체적인 수업설계는 과학
중심수업(S-STEAM)의 상황 제시와 개념 정리를 통한 빛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중심수업(M-STEAM)에서 빛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빛의 직진, 반사, 굴절
성질을 예측 설계하는 활동 창의적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발명중심수업
(T-STEAM)에서는 과학과 수학 수업을 기반으로 하여 즉석 과제와 융합 과제 등 다양한 미
션 과제 활동을 통한 감성적 체험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학, 수학, 발명 중심 수업의 개별적
인 수업 설계 역시 ‘상황 제시 - 창의적 설계 - 감성적 체험’이라는 큰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사전 수업 - 본 수업 - 사후수업’의 3단계 수업의 개념을 도
입하여 사전 수업에서는 SNS를 통한 수업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본 차시 준비를
위한 의견 교환, 본 수업에서는 학생 중심의 배움 활동, 사후수업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 소감
및 수업에 대한 피드백 등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각 소주제별 수업 활동은 다음과 같다.
과학으로 여는 빛의 세상(S-STEAM)은 빛을 눈으로 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빛의
직진, 반사, 굴절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습을 진행한 뒤 적정기술로 페트병 전구
를 만들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바탕으로 빛의 성질을 이
해하는 1~3차시 수업, 페트병 전구를 만들고 특징을 알아보는 4~6차시 수업, 나만의 페트병
전구를 만들고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한 제작과 발표의 7~9차시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Part Ⅲ. STEAM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초록 ｜ 127

수학으로 여는 빛의 세상(M-STEAM)은 빛의 수학적인 원리와 진행 방향을 학습하고 빛의
운동 방향을 수학적 방식으로 직접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도구를 제작하며 빛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 사고의 발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1~3
차시 수업에서는 빛의 직진과 그림자의 관계를 알아보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고, 4~6차시
수업에서는 입사각과 반사각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잠만경을 설계하고 제작하였
으며, 7~9차시 수업에서는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카메라를 설계하고
수학적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진 촬영을 통해 감성적 표현의 중점
을 주고자 했다.
발명으로 여는 빛의 세상(T-STEAM)은 빛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학생 자신의 문제로 인
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갖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3차시 수업에서는 교사가 제시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빛
의 원리와 재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학생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
였다. 4~6차시 수업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
였다. PMI기법을 활용하여 선택한 방법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설계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7~9차시 수업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여
러 사람들에게 감성적 표현을 통한 공유하는 과정으로 공연 및 시연, 발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들이 설계한 내용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창의적 성향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본 연구 내용을 적용한 수업이 창의적 성향 향상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5개 하위 영역 중 ‘동기’, ‘호기
심’, ‘자신감’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정
보를 경험하고 여러 학문과 지식의 융합을 통해 실생활의 문제를 보다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수업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아닌 문제 상황에 따라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에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반을 둔 융합인
재교육(STEAM)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과학-교과중심형 융합인재교육(S-STEAM), 수학-교과중심형 융합인재교육(M-STEAM),
실과-교과중심형 융합인재교육(T-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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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문제중심학습) 기반의 진로교육 융합 수업 사례
김진아*(동상초등학교, hohogirl84@naver.com),
김대성, 조양현, 손양은, 조용남
STEAM 교사연구회

21세기는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직업세계도 날로 다양해지고 전문
화, 세분화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변화가 급변하고 있다. 우리 교육계에도 이러한
직업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고도의 창의성과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진로교육의 정체성을 재정립하
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PBL기반‘관광 테
마’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펼칠 수 있는 STEAM수업을 설계하였다.
5~6학년 과학 식물의 구조와 기능, 생물과 환경, 사회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국어 대상의 특성을 살려, 미술 전통문화와 다문화, 수학 직육면체,
실과 나의 진로 등을 통합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
“관광대국 대한민국 만들기 진로 프로그램‘은‘나는야 전통공예 아티스트’, ‘Time machine
타고 家자!’, ‘미래의 ECO 생태공원에서 꿈을 찾아!’, ‘아름다운 LED 축제 속으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관광축제’의 하위 주제로 구성하여 각각 블록타임 수업 적용 6차시로 구성하였
다. 열의 이동, 생물과 환경, 전기 회로의 원리 등 과학적인 요소와 한옥 탐구, 관광 자원
개발 및 홍보의 융합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재 해설사, 한옥 인테리어 전
문가, 문화재 복원가, 생태학자, 온돌 전문가, 전기와 IT관련 진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여 체험 중심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학년 40명, 6학년 학생 46명에게 적용한 후 과학적 태도 사
전･사후 검사, 융합 수업과 진로 교육에 관한 설문과 성찰 일지를 분석한 결과 호기심, 협동
성, 끈기성 등 과학적 태도가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과학적
태도 신장에 효과가 있었으며, 수업 만족도,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PBL 기반의 진로교육 융합 수업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의 융합적인 사고로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과학적 태도가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진로교육, 문제중심학습, 관광, 융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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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하세종*(명서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에 전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
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갈되는 화석연
료를 대체해 줄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며 새로운 에너지의 연구 개발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학교에서의 에너지 교육은 지금까지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에너지
의 합리적인 이용방법과 미래 에너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소개하여
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테마로 STEAM 프로그램 실행
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주제 설정,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제 중심형 및 체험
위주의 수업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검증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운
영 설계를 계획하였다.
‘태양광 발전장치 만들기’를 통해 화석에너지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미래 에너지가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전거 발전장치 만들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
하여 이해하고 신체에 내재된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수차ㆍ풍차 발전장치 만들기’를 주제로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한 균형적
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한편, 실제 구조물을 제작하며 협력과 협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압전소자 발전장치 만들기’를 통해 환경 보전과 사랑이라는 주제뿐 만 아
니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되새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후 평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
고 과학 수업에 대한 즐거움, 태도 등의 정의적 요소에 대한 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피드백의 역할도 하였다. 학생들은 주제중심형 신재생에
너지 STEAM 수업을 적용한 시도에 대해 흥미롭고 새로운 수업이었다는 반응이었다. 독창
성, 융통성, 민감성, 유창성, 정교성 등의 창의적 요소뿐만 아니라 협동, 생명 존중, 자연애,
배려, 등 인성적 요소를 신장시킴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 핵심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압전소자, 자가발전, 조력, 풍력, 친환경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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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 on, Minds On, Feels on!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해란*(사하초등학교), 고유선, 김재구, 박창숙,
서은경, 유정숙, 정윤회, 채민정, 최화선
STEAM 교사연구회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 학생들
은 현재에 없는 일을 해야 하고, 현재 존재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해야하며 또한 현재 존재하
지 않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우리
학생들이 적응하고 대비하도록 하려면 과학기술이나 지식의 습득 수준을 넘어 상상력과 예술
적 감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11년 제2차 과학기술 인력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
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중심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의 현장 적용 방안이 모색되어 왔으
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보급된 자료들이 아
쉽게도 현장 적용성 면에서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 연계형
또는 과학과 중심으로 개발된 자료의 경우 그 양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수준, 개별 학교나 지
역사회의 실태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여건이 다른 학교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특
히 처음으로 과학과를 접하게 되는 3학년의 경우 보급된 자료가 특히 부족하다.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3-4학년군 과학과 교과서에 융합인재교육이 실제로 반영되었다고는 주변의 사물
이나 자연 현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이 부족한 학생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기술 분야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초등학교 3학년 과학과 교육과정 즉, ‘우리 생활과 물질, 자석의 이용, 동물의 한 살
이, 지표의 변화, 동물의 생활, 지층과 화석, 액체와 기체, 소리의 성질 등’ 8개 단원을 과학･
기술･공학 관련 지식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아우르고 관련 자료를 학생 눈높이로 재구성한
‘Hands on, Minds On, Feels on!’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Hands on, Minds On, Feels on!’이란 손으로 만지며 체험하는 방식, 학생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이끄는 방식,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감성적 수업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즉, 체험
하고 사고하며 감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수업방식이라는 의미로 융합인재교육의 준거와 구성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개발한 8개의 단원 중 동물의 생활, 지층과 화석, 액체와 기체, 소리의 성질 등 4개 단원을
3학년 4개 학급 96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재구성한 TIMSS(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변
화 국제비교연구) 2011 예비검사 도구로 성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공교롭게도 본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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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생들의 경우 과학 공부의 중요성, 과학과 학업성적, 과학에 대한 자신감, 과학 과목
선호도, 과학에 대한 인식 등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양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
는 무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과학 공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원하는 학생이 늘어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과학에 관련된 태도는 과학을 수행하고 학습하기 위한 원동력
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테면 학생이 과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
면 과학적 현상이나 활동들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므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활발하
게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더 개방적이다. 또한 문제에 직면할 때 상황을 긍정적이고 적극
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물인 융합인재교육 수업 프로그램은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일반화 자
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 핵심어: 융합인재교육(STEAM), 초등 3학년 과학과, Hands on, Minds On, Feel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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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CPS)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최성욱*(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장수,
이대호, 정현도, 왕유진, 황경욱, 양윤성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교과 중심의 융합을 통한 CPS 수업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여 효
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엿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교과연구회에서는
‘4~6학년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예술, 수학, 공학, 기술 영역 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방안을 연구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의 대상은 연구원 소속
부산 소재 3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로 선정하였으며, 학년별로 2학급씩 무작위로 선정
하여 실험반(3학급), 비교반(3학급)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연구 계획, 연
구 실행, 평가 및 검증 기간으로 구분하고 총 6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과학 관련 태도 검사지와 창의적 인성 검사지를 구안하였으며, 이를 프로그램 적용
전, 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 후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CPS) 수업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탐구에 대한 태도, 과
학적 태도의 수용,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 영역에 있어 연구대상으로 참여한 4~6학년 학생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변화를 나타내었다. 둘째, 교과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
제해결(CPS) 수업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4학년 학생의 경우 과제집착, 호기심, 심미성, 사고의 개방성, 판단의 독자성, 위험감
수 전 영역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5학년은 과제집착, 호기심, 사고의
개방성, 위험감수의 4가지 영역에서, 6학년은 사고의 개방성, 위험감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창의적 인성에 대한 효과가 특정영역에 국
한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수업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교과
및 학년군을 달리하여 적용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핵심어: CPS 수업 프로그램, 과학관련 태도, 창의적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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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기반 협력학습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함양
김상영*(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박미화, 남상직, 박기훈, 강용운, 권금주
STEAM 교사연구회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에서는 교사에 의한 지식 전달보다는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탐색 및 활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 및 문제해결력을 강조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둘 이상의 학습자가 협력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력
적 문제 해결력(CPS;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의 향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 기반을 둔 협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들에
게 적용하여 융합적 소양을 함양하는 하고자 하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 기반을 둔 협력학습 프로그램으로는
4학년 1학기 ‘살아 움직이는 지구’, 4학년 2학기 ‘물은 변신쟁이’, 5학년 1학기 ‘2015 환경
콘서트 [The Green]’, 5학년 2학기 ‘냄새를 잡아라’, 6학년 1학기 ‘생산자와 분해자’, 6학년
2학기 ‘계절 변화 탐색대’ 등 6개를 개발하였다.

발된 자료 중 각 학년별 2학기 주제 3가지를 본교 4학년 96명, 5학년 121명, 6학년 120명에
게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문제 해결
에 참여한 것이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학습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력 향상이
향상되었으며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더불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융합적 소양’의 함
양에도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핵심어: 협력학습, 협력학습 프로그램, 융합적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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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협력기반 STEAM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홍중훈*(대구교대대구부설초등),
최수정, 장동석, 위창준, 이종표
STEAM 리더스쿨,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배움의 공동체, 플립드 러닝, 하브루타 등의 새로운 교육 트렌드와 결합된 융합
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와 더불어 공유와 소통으로 문
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기르고, 현장교사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STEAM 교육 리소스
(Resource)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STEAM수업모델은 융합인재교육이 갖는 고유의 특성에 더하여 교사학생, 학생-학생, 교재-학생 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
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협력학습을 바탕으로 융합인
재교육(STEAM)에 대한 내용, 2009 개정교육과정 속 융합인재교육 적용 방안, 주제 선정 등
의 교내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을 분석 후 재구조화하여 수업 공유를 실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최종적인 수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이 학생 및 학습공동체가 주가 되는 협력기반학
습으로 구성됨으로써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학습자의 역량강화에 핵심적인 역할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현장과 공유함으로써
협력학습 중심의 역량기반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모델의 현장 적용이 용이하게 될 것
이다.

* 핵심어: 협력학습, 융합인재교육, STEAM, 협력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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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발명품 속 STEAM 과학 이야기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 사례
임상형*(대구대동초등학교),
정준욱, 전봉근, 정윤석, 유원진
STEAM 교사연구회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든 시대가 왔다.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STEAM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교과목을 주제중심으로 융합하여 배우
는 STEAM 교육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교육 방법이라
생각한다.
STEAM 교육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 되었다. 하지만, 옛 것에서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고 모색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조상
들이 기 개발한 발명품을 분석하여 재해석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조상들의 지
혜가 담긴 발명품 속 STEAM 과학 이야기’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조상들의 발명품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 정신과 혼이 우수한 과학성과 함께 담겨있다.
본 프로젝트는 조상들의 발명품을 탐구하고 분석하여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우수한 우리 조
상들의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이 담겨 있고 나 혼자가 아닌 친구와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조상들의 발명품을
STEAM으로 탐구해 보는 과정도 담겨있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과학적 요소는 조상
들의 발명품 속 숨어있는 다양한 과학 원리(통기성, 보온성, 힘의 원리, 지레의 원리, 위치
및 운동에너지 등) 발견하기 및 이해하기, 기술적 요소는 조상들이 발명품을 제작할 때 어떤
과학 기술이 이용되었는지 알고 나만의 발명품을 창의적으로 만들 때 분석한 기술 이용하기,
공학적 요소는 스마트기기와 패들렛PC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및 다양한 과학
원리가 담긴 나만의 발명품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기, 예술적 요소는 조상들의 지혜와 과학 원
리가 담긴 나만의 발명품을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심미적이며 기능적인 작품으로 제작하기,
수학적 요소는 비와 비율을 이용해 조상들의 발명품 분석하기 및 실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
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기활동이 각각 담겨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조상들의 유산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내가 만든 발
명품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맛 볼 수 있었다. 아이디어 회의 과정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
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였으며 친구들과 협력하고 함께 연구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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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통과학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속 과학적 우수성을 발견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한 본 STEAM 수업 사례는 학생들의 과학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
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핵심어: 조상들의 지혜, STEAM 교육, 발명품,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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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융합 인재,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초등 창체형 융합 프로그램
(세종대왕 STEAM PROJECT Ⅱ)
신지승*(대구장기초등학교),
김미하, 박은혜, 김경민
STEAM 교사연구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는 차별화된
우리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융합인재교육이 정착되어 가
고 있는 이 시점, 이제 융합 인재의 모델도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스티브 잡스 등 외국 인물에
서 벗어나 한국 인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현재 다산 정약용을 한국의 대표적 융합 인재로
꼽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융합역량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세종대
왕’이다. 세종대왕은 개인적으로 시ㆍ서ㆍ화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는 과학
적이고 창의적인 훈민정음 창제, 장영실을 등용하며 이룬 과학적 발명, 절대음감을 바탕으로
한 정간보 제작 등의 국악 정리, 도기소와 자기소의 정리를 통한 도자기 제작 등의 업적을
이룬 한국을 대표하는 융합 인재였다. 본 연구(세종대왕 STEAM PROJECT Ⅱ)는 이러한 한국
대표 융합 인재,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을 주제로 창의적 융합역량을 기를 수 있는 초등학교
4-6학년에 적합한 주제가 통합된 창체형 STEAM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대왕 STEAM PROJECT Ⅱ는 ‘세종의 비밀’이라는 주제 아래 과학문화재와 국악이라
는 소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과학문화재를 소재로 한 첫 번째 프로그램인 ‘세종, 과학
의 문을 열다’는 학생들이 세종 시대의 과학문화재를 탐구해 보고 우수성을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학문화재 중 자격루의 원리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모둠별로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골드버그장치 공고
문을 보고 세종과 세종시대 과학문화재를 홍보하는 골드버그 장치를 구상하여 만들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발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세종, 음악의
비밀문을 열다’는 세종대왕이 만든 정간보의 과학적, 수학적 원리를 학생들이 찾아가고 경험
해 가면서 우리 고유의 색을 가진 음악을 만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 고유의 색을 담은 음악을 정착시키기 위한 세종의 노력을 알아보고 활동으로 연결해 봄
으로써 우리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학문들
의 융합을 통한 학문적 다양성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발한 자료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5명과 5학년 학생 23명에게 적용 후 실시한 설문 조
사를 분석한 결과 과학적 지식만 가르치는 학습보다는 과학을 소재로 한 주제 중심의 융합교
육이 학생들에게 관심과 재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TEAM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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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면서 실생활 속 소재를 활용한 주제 중심의 융합교육이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학생들이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세
종대왕 STEAM PROJECT Ⅱ의 수업 사례가 학생들이 세종대왕과 과학문화재 그리고 국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융합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초등 창체형 융합 프로그램, 세종대왕, 과학문화재, 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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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초등과학과 교육과정에 적용가능한 STEAM 교수･학습안의 개발 및 적용
(에너지 위기 탈출 프로젝트 no.1)
김헌운*(대구지묘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지식 기반 사회에 접어든 21세기의 키워드는 ‘창의’와 ‘융합’이다.
이에 2011년 교과부에서는 초･중등학교의 STEAM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과 감성을 갖춘 융
합형인재를 길러내려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융합형인재란 과학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학교 교육에서 최첨단 과학, 기술, 공학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과학적 지식과 소양의 함양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개정
초등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핵심주제로 ‘에너지위기 탈출’을 선정하였다. 이를 6학년 학생들에
게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학습으로 계획하고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학습안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에너지위기 탈출’ 프로젝트는 과학을 중심으로, 수학,사회,실과,미술 등의 교과간 융합을
통하여 과학적탐구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올바른 에너지 사용법에 대하여 학습하
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6학년2학기 과학과 ‘전자석’을 중심으로 ‘우리 옆집에 패러데이가 산다.’라는 소주제는 전
자석, 전동기, 발전기의 과학적 발전흐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화석 연료의 대체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탐구하도록 하였다. ‘나만의 곰팡이 제거제를 활용한 fungi art’ 주
제는 곰팡이, 세균 등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학습하고 과학적탐구활동
을 통해 작은 생물들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동아리활동을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으로 적용한 ‘Up-cycling을 통한 푸
른학교 가꾸기’를 통해 학생들의 에너지 사용법에 대한 실천을 유도하였다.
개발한 자료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학생-학생, 학생-교
사간의 협력학습을 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활동으로 교실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다.

* 핵심어: 협력학습, 융합인재교육, fungi, 에너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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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TEAM 전파와 음파를 연주하다’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윤현철*(대구 칠성초등학교), 신승윤, 전봉춘,
손태권, 여승현, 구종서, 김주석, 송래훈, 이혜정
STEAM 교사연구회

융합인재교육(STEAM)을 활용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과 수학의 기존 개념과 더
불어 여러 가지 예술과 공학의 개념을 함께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STEAM 전파와
음파를 연주하다’를 통하여 S(과학), T(기술), E(공학), A(예술), M(수학)의 다양한 수업 프
로그램과 활동지, 지도안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흥미를 제공
하고 적용 결과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에 활용할 수 있는
STEAM 교육 리소스(Resource)를 제공함으로써 현장교사들의 수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STEAM 전파를 연주하다’ 프로그램은 Wi-Fi를 사용해 보면서 장소를 이동하거나 특
정 장소에서 Wi-Fi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경험과 스마트폰의 데이터 사용량 때문에 요금을
걱정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Wi-Fi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더욱 더 난감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은 Wi-Fi
신호 전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위의 변환 및 사용량 계산을 통해 효과적인 데이터사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전송률과 관련된 문제를 통
해 Wi-Fi 신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Wi-Fi 신호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투과율과 장애물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고, Wi-Fi
신호가 전도체를 만나면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무지향성의 신호를 지향성으로 만드는 파
라볼라 안테나를 제작하여 Wi-Fi 신호를 증폭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학생들 각자
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가설설정을 통해 실험을 설계하여 확인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
은 Wi-Fi 신호의 특징을 파악하여 생활공간에서 이용하는 Wi-Fi 환경을 개선하여 최적의
Wi-Fi 환경을 구축해 봄으로써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STEAM 요소를 학습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STEAM 음파를 연주하다’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리가 어떻게 우리의 귀에 전달될 수 있을
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고 공기를 통하여 우리
의 귀에 전달된 후 두뇌 인식을 통하여 감지된다. 진동수와 진동시간 등에 의해 소리의 높낮
이와 장단, 셈여림이 결정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새
로운 기계 및 매체들이 활용되고 있다. 음악은 소리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음악이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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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났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음악이 인간의 생활과 함께 해 왔을 것
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질서에 순응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소리의 질서를 통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음악에 도취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수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질서와 규칙도 이와 같을 것이다. 특히, 수학과 음악이 연관이 있다
는 것은 피타고라스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다. 서양의 음계 이론의 기초를 정립한 피타고라
스 이후 프랑스의 음악가 라모, 갈릴레오, 수학자 오일러 등에 의해 수학과 음악이 관련성이
이야기되어 오고 있다. 또한 동양에서도 한 옥타브를 12반음으로 나누어 이를 12율이라고 하
고 이를 양과 음으로 나누어 6률･6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수업에서는 실생활 속에서
음악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요소로 활용함으로써 동기유발과 학습과제를 제시한
다. 학생들은 하프 글라스 연주, 회전하는 악기를 통해 소리의 발생 원인과 소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음계와 관련된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알아본다. 최종적으로 실생활용
품을 이용하여 나만의 악기를 만들고 연주해 봄으로써 음악과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게 적용 후 STEAM 교육 검사지로 분
석한 결과, 다수의 학생들은 STEAM 프로그램 활동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
며, 8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STEAM 교육이 단순한 탐구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분야를 이용해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개인의
탐구 활동 보다 팀별 활동, 모둠 활동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어주는 것을 시사한다.

* 핵심어: Wi-Fi, 음파, 지향성 안테나, 음계, 피타고라스 음계,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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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Power Career &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권민석*(대구태전초등학교),
문덕주, 장원희, 설성석, 김정헌
STEAM 교사연구회

“Super Power STEAM'라는 주제는 전기･전자와 관련한 신지식인 발견, 전기･전자를 활용
한 일상생활 속의 참신한 디자인, 전기 부족으로부터 힘들어하는 나라에 대한 고민 등으로
미래의 전력 부족과 환경 문제를 전기･전자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전기･
전자 관련 이공계 관련 다양한 직업들을 탐색하며, 직･ 간접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과학기
술의 중요성을 알고, 이러한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주제는 총 17차시로 <진로이해>→<진로탐색>→<진로설계>의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첫째, <진로이해>의 주제는 ‘전기부족국가 vs 우리나라?’, ‘기발한 디자인의 전기･
전자 제품’, ‘똑똑한 전기박사’의 3개 소주제로 구성이 되고, 둘째, <진로체험>은 ‘Super
Power STEAM 체험하기’로 구성이 되며, 셋째, <진로설계>는 ‘Super Power STEAM
Festival 발표하기’로 구성되었다. 각 주제는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학습 준거 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시 결과 교과이해도, 학습태도, 학습습관 면에서 학생들의 사전-사후 평균을 비교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학생들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회에서 적용한 STEAM 프로젝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어: Super power, Career,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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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아두이노를 활용한 창작로봇 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박찬*(인천마장초등학교),
김병석, 전은경, 장혜진, 전수연
STEAM 교사연구회

최근들어 SW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고 학교교육과정에 SW교육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다양한 SW교육이 제안되고 있으나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피지컬 컴퓨팅
(Physical Computing)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것을 실제 사물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 STEAM교육을 실현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창작로봇을 제작하고 스마트폰 블루투스로 제어하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 상상력과 문제해결력을 발
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현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로봇을 활용한 STEAM 프로그램 활용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둘째,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명령어 및 Scratch for Arduino를 이용하여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워크북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셋째,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창작 로봇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전자부
품과 센서 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로봇의 구동원리에 대하여 이해되도록 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총 4개로 무선통신 재활용 자동차 제작, 풍선배틀로봇 제작, 그림그리
는 로봇 제작, 나만의 컨셉카 제작 및 모터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별로 4시간의 STEAM
수업이 구성되어 총 12차시의 자료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피지컬 컴퓨팅의 일환인 로봇활용교육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수업흥미
도를 높이고 감성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SW교육이 적용될 학교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STEAM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진정한 융합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핵심어: 피지컬 컴퓨팅, 창작로봇, SW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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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ㆍ인성 함양을 위한 미래형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
이경윤*(인천성지초등학교), 차경민, 김보현,
변윤섭, 정영찬, 하동훈, 유철민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창의ㆍ인성 함양을 위한 미래형 STEAM 프로그램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을 통해 창의･인성을 함양하면서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하여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초등학교 교과 수업에 적용 가능한 창의ㆍ인성 함양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자료 및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융합인재교육 수업 자료와 교수-학습 지도안을 초등학교 교과 수업에 적용하
여 수업을 실행한다.
셋째, 융합인재교육 수업 실행 후 STEAM 수업에 대한 흥미도, 학생-학생 상호작용, 교과
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연구한다.
넷째, 융합인재교육 수업 실행 후 수업 실행 교사의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인식변
화를 연구한다.
위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교과별 창의ㆍ인성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3~4학년 과학교과를 중
심으로 총 54차시 7개의 프로그램에 투입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느 행성을 탐사할
까?(총 12차시), 우리 주변의 식물 알아보기(총 6차시), WALKING MAN 뛰지 말고 걸어라!
(총 8차시),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총 7차시), 어떤 집을 만들까?(총 9차시), 소리의 신비를
찾아서(총 4차시), 공을 굴려라!(총 8차시)가 있다.
연구 대상은 인천 계양구 S초등학교 3~6학년으로 STEAM 교육 만족도와 효과성 검사를
사전ㆍ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54차시 7개의 프로그램을 3~4학년에 투입한 결과 교사,
학생 모두 STEAM 교육 인식도에서 교사, 학생 모두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STEAM 프
로그램은 대체도 만족하였으나,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지 않았다. 그리고 과학교과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STEAM 교육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도 교
사, 학생 모두 긍정적이며 STEAM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STEAM 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핵심어: 창의, 인성, 융합인재교육, STEAM, 수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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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미래 우주인 육성을 위한 융합프로그램 개발
문민호*(인천신정초등학교), 이동수,
전세명, 김종학, 백현욱, 김세왕
STEAM 교사연구회

과거에는 꿈만 같았던 많은 기술들이 현재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용되고, 시시각각 발전
해 나아가고 있다. 아울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주･항
공 기술 및 실질적인 우주인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주인은 우수한 체력, 지식,
문제해결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좁은 공간속에서 오랜 기간 생활할 수 있는
인내심과 배려심 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體)･덕(德)･지(知)를 모두 갖춘
전인적 인간상의 표본인 우주인을 모티브로 하여 체･덕･지를 모두 갖춘 융합인재 육성을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우주인 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5･6학년 전체 교과의 내용을 분석하고, 체･덕･지를 각
각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우선 체(體)의 경우 ‘국가대표 따라잡기’와 ‘모두가 승리자’라는 두 개의 주제를 통해 체육
중심의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국가대표 따라잡기의 경우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
램으로 자신의 현재 체력을 확인하고 바른 운동방법을 습득한 뒤 약 1달 이상의 개인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서킷트레이닝 등의 게임형 체력 측정을 통해 자신의 체력 향상 정도
를 비교･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인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두 번째 모두가
승리자의 경우 모둠을 구성하여 각자가 자신 있는 게임 종목을 선정하고, 전체가 이 게임을
실시해 봄으로써 다양한 게임 규칙을 익히고 결과에 승복하며, 성취감가 승리로 인한 자존감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덕(德)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Personal Space’와 ‘Would you 세끼 Like?’라는 두
개의 도덕과 실과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Personal Space의 경우 물리적 거리에 따
른 심리적 차이를 확인하고, 좁은 공간 속에서 생활할 경우를 가정하여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찾아보게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공동
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Would you 세끼 Like?는 우주
공간 속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직접 우주에서 조리할 음식을 만들어
봄으로써 과학적 지식, 협동성, 발명 지식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지(知) 개발 프로그램은 ‘미지와의 조우Ⅰ, Ⅱ’의 두 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미지와의 조우Ⅰ은 외계인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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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보고 나만의 글자 또는 언어를 만들어 봄으로써, 언어의 과학적 우수성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외계인의 모습을 생각하여 직접 꾸며
보고, 왜 그런 모습이 되어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과학지식 습득 및 미적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지와의 조우Ⅱ는 영화 속 장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 상황을 체험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
면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우주라는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한
대안이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자료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0명에서 적용을 하였다. 학생들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는 반응이었으며, 교사 또한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 좋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본 우주인 육성 개발 프로그램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취사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핵심어: 융합프로그램, 미래인재, 융합인재, 체덕지, 우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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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체험수학활동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개발
김봉준*(인천작전초등학교), 조성대, 송혜승, 이정, 정승요, 조형미
STEAM 교사연구회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인재의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융합적 사고
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미래 교
육의 방향은 창의성, 의사소통, 내용의 융합, 배려심을 함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험수학활동을 융합교육에 접목시켜 수학중심의 4C(창의성, 의사소통, 내
용의 융합, 배려심)를 함양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
써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체험수학활동을 활용한 수학중심의 STEAM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립하고 융합교육 프로그
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체험수학활동 이외에 학생들에게 새롭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상하였다.
서울 및 인천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STEAM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학
습지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테셀레이션, 페이퍼 아트 작품 만들기, 색종이접기, 입체 포물선
라인디자인, 디자인 수학컵 만들기, 나만의 컵 만들기를 활용한 수학 중심의 STEAM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테셀레이션 프로그램은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미술, 국어 교과를 융합하여,
생활 속에서 도형의 위치 변화 살펴보기, 반사이동 및 회전이동 이해하기, 정다각형의 종류
를 이해하고 평면을 덮는 방법 탐구하기, 테셀레이션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기로 이
루어지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페이퍼 아트 만들기 프로그램은 4학년 대상으로 수학, 미술, 과학, 국어 교과를 융합하여,
칠교의 모양 특성 비교, 무게 재기, 경험 공유하기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색종이접기 프로그램은 1학년 대상으로 수학, 국어, 우리나라 교과를 융합하여 색종이로
만든 전통 생활 용품 속의 도형 찾기, 속성블록 분류하고 특징 말하기, 전통 문양 속의 도형
탐구 및 색종이로 장신구 만들기, 전통 생활용품 만들기, 생활용품 전시회 하기로 이루어지
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입체 라인디자인 프로그램은 6학년 대상으로 수학, 과학, 국어, 미술 교과를 융합하여 직선
을 탐구하고 직선을 이용하여 포물선 만들기, 직선으로 평면도형 만들기, 다각형을 이용하여
포물선 만들고 느낌 공유하기, 직선으로 입체 포물선 만들기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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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였다.
디자인 수학 컵 만들기 프로그램은 3학년 대상으로 수학, 미술, 과학, 국어 교과를 융합하
여 다양한 원과 자신의 캐릭터로 컵 디자인하기, 디자인을 참고하여 컵 꾸미기, 온도와 들이
를 이해한 후 특별한 계량컵 만들기, 디자인 수학 컵 만드는 방법 알기 쉽게 글쓰기로 이루어
지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나만의 컵 만들기 프로그램은 3학년 대상으로 수학, 사회, 과학, 국어, 미술 교과를 융합하
여 여러 나라의 요리를 조사하여 그 속에 나타난 들이의 단위 찾기, 들이를 어림하여 실생활
에서 활용하기, 들이를 재기 위한 나만의 계량컵 만들기, 무게의 단위를 표현하고 기체의 무
게를 측정하기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서울과 인천지역의 학교에서 각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수업에서 학생들을 관찰하였을 하였
을 때, 일반 수업에 비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집중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업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수업보다 주변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관찰 결과와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해서 STEAM 프로그램이 학생
들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이 1, 3, 5, 6학년에서의 체험수학활동 속의 STEAM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과학적인 탐구 자세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켜서 융합적인 사
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들로 자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 핵심어: STEAM 프로그램, 체험수학, 테셀레이션, 컵 만들기, 입체 라인디자인, 색종이접기,
페이퍼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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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리틀비츠를 활용한 physical computing s-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송창근*(광주월산초), 최정욱, 정영, 진주현
STEAM 교사연구회

외국의 STEM 교육이 A(arts)와 결합하여 우리나라에서 STEAM 이라는 융합인재교육으로
정착되어 교육현장에서 현재 적용 및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의 본 목적
은 수학, 과학의 원리 학습 증진과 이에 따른 이공계 진로 탐색의 기회 확장으로 알려져 있으
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융합인재교육은 그러한 원리 학습의 증진보다는 A(arts)에 치우쳐진
사출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융합인재교육은 그 준거틀에 의하여 학생들이 사고하고, 협업하고, 설계하여 산출물을 만
들어 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를 위해 학생의 논리력(알고리즘)과 문제해결력 등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 소양 증진을 위하여 Littlebits라는 물리 컴퓨팅 교구(physical computing)
를 활용하여 S-STEAM(창의적 체험활동형 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활동 결과 틀비츠를 활용한 physical computing s-steam 프로그램은 모듈 조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기의 흐름과 에너지 변환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듈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설계능력과 산출물에 대한 성취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핵심어: littlrbits, physical computing, S-STEAM
150｜ 2015년 융합인재교육(STEAM) 학술대회

31
융합인재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지경준*(광주지산초등학교), 김보미, 한종관, 홍은주, 장재성
STEAM 교사연구회

이번 연구는 STEAM 프로젝트 수업 중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창의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는 연구이므로, 양적 연구 방법 중 t 검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이 높아졌는지
알아본다. 또한 일련의 수업 차시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보이는 창의적인 행동을 관찰하
여 그 변화를 추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는 다양한 롤링볼을
관찰하고 미션이 주어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동기 유발하고, 롤링볼의 부분적 매커니즘의
기능을 알아본 후 자신만의 롤링볼을 만드는 순서로 구성이 된 4~6학년 대상 10차시 프로그
램이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투입 전 도형검사 A로 사전검사를 실시
하고 투입 후 도형검사 B를 실시하였다. 점수는 정규분포곡선을 이용하여 평균치 100, 표준
편차 20이 되도록 만들어진 표준점수를 이용하였다. 창의성 사전 사후 검사의 변화를 비교하
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 학생들의 창의성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01). 항목별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유창성과 독창성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교성(p<.01),
추상성(p<.01), 종결에 대한 성급한 저항(p<.01) 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 핵심어: 융합인재교육, 롤링볼 프로젝트,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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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과학 STEAM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창의성 신장
문보영*(하남중앙초), 송정동초, 김성모, 송정동초
유제일, 신창초 송영선, 송정초 박혜경
STEAM 교사연구회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창의성과 융합이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역량
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1년 주요과제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예술융합교
육(STEAM) 강화를 제시하였다.
STEA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의 약칭으로 과학, 기
술, 공학, 예술, 수학, 등 교과간의 통합적 교육 접근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STEAM은 융합
적 교육 방안으로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잠재력을 제고하여 창의성을 신장하
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과학, 기술 등의 관련 교과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소양을 키
우고 교과 영역 사이에서의 지식 전이 능력을 신장시켜 실제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 하여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과학기술 연구의 산물로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며 나아가 대
중의 과학화를 통한 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고자한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융합인재교육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고 있지만, 창의적인 융합인재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육내용이 부족하여
창의적인 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변화에 발맞추어 타학문에 대한 수용능력,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타전공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과학･기술･공학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줄 아는 능력 등을 위해 융합인재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로켓은 우주 공간을 비행할 수 있는 추진기관을 갖는 비행체로 우주 개발의 기본적인 도구
이다. 로켓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초등 교육과정 속
에는 로켓관련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전무하다. 따라서
로켓의 역사, 로켓의 구조와 원리, 로켓의 비행 원리를 알아보고 로켓을 설계하여 제작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로켓 속에 들어있는 과학 및 수학 원리를 알아보고 로켓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 핵심어: STEAM, 로켓,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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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직업 탐색 창의･인성 수･과학 STEAM 프로그램이 이공계
진로지도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송명희*(풍암초등학교), 최도성, 손준호, 박정웅,
최은영 ,김태환, 최선하, 김조아, 박선영, 김영록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의 내적 흥미유발을 위해 개발한 창의･인성 수･과학체험STEAM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이 프로그램의 적용효과(수학흥미도 향상, 이공계 진로지도 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 융합적 사고능력 향상) 및 초등학교 현장에의 일반화 가능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총 7개( ‘무등산
에 닥친 위기, 확률로 막아라!’,‘비오는 거리를 도형으로 디자인하라!’,‘수학IN음계’,‘숲과 수
과학의 즐거운 만남’,‘우주로 보내는 선물’,‘뫼비우스띠로 탄생한 자연의 순환’,‘튼튼하고 경
제적인 집을 지어라’) 29차시 모듈형 수학중심의 STEAM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적용
효과분석을 위해 4~6학년 26개 학급 500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과학행사, 학교행
사, 토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사전, 사후 융합적 사고력
검사지와 수학적 흥미도,이공계 진로 가능성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 수･과학체험 STEAM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
학에 대한 흥미도를 크게 높였다. 둘째, 이공계 관련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진로 인식에 있어
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세째, 창의･인성 수･과학체험활동 STEAM 프로그램은 체험･
실험･탐구 중심의 활동 과정에서 정보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성･인성 등의 융합적 사
고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창의･인성 수･과학체험 STEAM 프로그램이 수학의 흥
미를 진작시키며, 이공계 직업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을 흥미롭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개발된 수업 지도안 및 교사용 어플리케이션 활용
매뉴얼의 적용 효과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현장 보급을 통해 일반화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핵심어: 수학중심STEAM 프로그램개발 ,창의･인성 수･과학체험, 이공계 관련 진로 및 직업 탐색,
융합적 사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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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막놀이 융합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최성락*(기성초등학교), 김규철, 장은철,
김중균, 김두원, 이석훈, 김태혁
STEAM 교사연구회

융합인재교육이란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내용을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으로 경험함으
로써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말
한다(백윤수 등, 2012).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놀이를 문제해결력, 협동, 창조성, 언어발달, 문화의 전승 등에 공헌
하는 마술상자와 같은 것(Robinson과 Jackson, 1987)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놀이를 융합인
재교육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과학, 수학, 체육, 미술, 실과 음악교과에서 생태계와 관련된
주제를 통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5,6
학년 교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관련교과의 단원 및 주제를 연결고리로
만들어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하였다. 학습의 양은 교육 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문제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였고 주제 중심 융합 수업을 설계하였다.
프로그램은 오감(S.T.E.A.M.)을 만족시킬 교과간 융합을 통한 창의･인성 놀이를 구안하고
자 생태계를 대주제로 하고 12개의 소주제로 각 2차시씩 총 24차시의 ‘ECO놀이 Re.C.P.’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각 소주제마다 관련교과와의 융합을 고려하였고 2차시에는 놀이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개발한 교수･학습 지도안 및 프로그램을 120명의 학생들에게 적용 한 후 설문지와 상담지
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지식의 향상과 다양한 구성요소
들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주변을 구성하는 생태계의
요소들을 관찰 및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ECO놀이 Re.C.P.’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 협
동, 융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길렀다고 한다.
오두막놀이 융합프로그램 기반의 ‘ECO놀이 Re.C.P.’프로그램은 우리주변의 동･식물들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비생물요소들이 소비자와 생산자, 분해자에게
큰 양분이 되고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생태 놀이교육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본 연구회에서 개발한 ‘ECO놀이 Re.C.P.’을 통해 손쉽게 생태계를 이해하고 학
생들이 다양한 생태계 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오두막놀이, 융합프로그램, 창의적문제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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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지구를 구하다! (데이터 분석과 예술융합 프로그램을
통한 녹색성장교육의 적용 및 결과)
한미숙*(대전가장초), 이보라*(대전내동초),
신세라*(대전내동초), 강유경, 김용광
STEAM 교사연구회

본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지구의 환경을 이해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주제로 Big Data의 특성상 수학교과를 강화한 융합 프로그램으로
구안하였다. 그리고 STEAM 단계와 Big Data 모델(데이터 수집 및 창출→분류, 분석→활용)
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계획하고 Earth Data, MY Data, Love Data의 흐름으로 구성하였
다. Earth Data는 지구환경의 문제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이
다. My Data는 내 주변의 문제를 데이터 수집하여 분석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
디어를 산출하였다. Love Data 단계에서는 데이터 아트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 하여 그것
이 주는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하여 녹색실천을 다짐하였다.
적용 결과, 수학과 과학, 예술 교과와의 융합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
의 융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어 교사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생들
은 내 생활 주변의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관계를 알 수 있었고,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깨달아
실천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를 통해 새로
운 지식을 학습하고 창의적 시각에서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사고의 개방성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지구 환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학생의 탐구능력과 융합적 사고력, 창의성에 인성이 녹아
든 자기주도적 진로인식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데이터 분석과 예술을 융합한 본 프로그램은 지구환경의 문제를 인식하고 녹색성장의 중요
성을 각인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녹색성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교육과정과 쉽게
연계할 수 있고, 미래세대 인재육성을 준비할 수 있는 바탕교육으로 일반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빅데이터, 기후변화, 자연재해, 녹색성장, 수학과 과학, 예술 교과와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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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DAC cycle 기반 STEAM S-TAR 프로그램 운영 사례
하경애*(대전동서초, haka01@nave.com), 권남연, 이화연
황하동, 김민균, 정영석, 최명갑, 이민재
STEAM 교사연구회

오늘날 우리는 사회의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점차 증대되며,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방안으로
통계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수학에서 통계는 수
학 교과 영역 가운데서 가장 소흘하게 다루어져 온 측면이 강하다. 이는 통계가 수학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여겨지는 면도 있으며, 통계 지도에 있어서도 학생
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문제 해결을 통한 통계적 사고 능력 신장과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
는 전통적인 설명식 위주의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한 절차적 기능 연마를 강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통계교육은 일상 삶에서 만나는 통계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 정보와 사실을 잘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지
식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6학년 1학기 국어 ‘3. 마음을 표현하는 글’ 단원을 중심으로 수학교과의 ‘7. 각기둥과 각뿔’,
실과교과의 ‘1. 나의 진로’, 미술교과 ‘6. 궁금한 박물관’ 등을 융합하여 만든 여행을 떠나요
프로그램, 과학과의 ‘4. 생태계와 환경’ ‘3. 에너지와 도구’, 국어교과의 ‘2. 정보의 해석’등의
내용을 융합한 토마토 가꾸기 프로그램, 5학년 2학기 수학 ‘6. 자료의 표현’ 단원을 중심으로
과학 ‘1. 날씨와 우리 생활’, 사회 ‘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미술 ‘2. 디자인과 건축’,
실과 ‘2. 생활과 기술’을 융합하여 만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프로그램, 6학년
2학기 수학 ‘6. 비율그래프’ 단원을 중심으로 국어 ‘4. 면담하기’, 과학 ‘3. 계절의 변화’ 미술
‘4. 미술사와 미술비평’ 등을 융합하여 만든 꿈의 집 설계하기 프로그램, 6학년 2학기 국어
‘5. 광고읽기’ 단원을 중심으로 사회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발전’, 수학 ‘4. 비율그래프’
등을 융합한 광고기획자가 되어 프로그램, 6학년 2학기 과학 ‘렌즈의 이용’ 단원을 중심으로
수학 ‘4. 비율그래프’, 미술 ‘5.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을 융합한 나도 영화감독 프로그램 등
총 6가지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첫 번째, 여행을 떠나요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와 여행코스를 설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여행패키지를 제작하였고, 두 번째, 토마토 가꾸기 프로그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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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선호하는 토마토와 선택하는 이유를 조사, 통계 내어 토마토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알아
보았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항목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도시를 설계하였다. 네 번째, 꿈의 집 설계하기 프로그램은 설문, 통계를 통해 미래 주거 환
경을 예측하여 가장 살고 싶은 집을 조사하였다. 다섯 번째, 광고기획자가 되어 프로그램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광고를 설문 조사 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하였
다. 여섯 번째, 나도 영화감독 프로그램은 3D 영화가 만들어지게된 역사를 통계를 활용하여
수학적으로 알아보았다.

개발한 자료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습한 통계 과정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며 통계에 대한 실용성과 즐거움을 느꼈고 고차원적 사고가 촉
진되었다. 또한 타 교과와의 융합으로 얻어진 산출물을 보면서 통계적 사고 계발을 위해 이론
적인 수업보다는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창조해내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보다 의미 있다는 사
실을 깨달았다. 본 연구는 서로 관련된 교과 간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STEAM프로그램이 통
계적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을 기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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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떠나는 과학 여행! 창의력 쑥쑥!
최방글*(대전송림초등학교), 김신영, 임효진
대전송림초등학교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2009년에 실시된 PISA(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연구)
결과 수학의 성적은 세계 3~6위이며 과학 성적은 4~7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학
과 과학의 흥미도와 태도는 위와 같이 OECD 국가 중 평균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
수년간의 연구를 거치며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결과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의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은 지나치게 학문적이
어서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매우 떨어져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하나의 학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 영역들이 서로 융합되어 이루어진다. 이에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STEAM 교육이다. STEAM 교육은 과학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
육으로 학생들의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태도, 창의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및 학교 교육과정과 실제를 연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융합형 교육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14.9.24.)에 따라 급
물살을 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21세기 학습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소프트
웨어교육을 의무화 (2016년부터 대학특별전형 도입, 2018년도부터 초,중,고 교과목 전면 시
행 및 적용, 2021년 수능과목 채택)하게 됨에 따라 융합형 교육의 매개체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STEAM 교육을 교실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STEAM 교육에 대
한 무지, STEAM 교육에 대한 오해, STEAM 교육 자료 부족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으로 떠나는 과학 여행! 창의력 쑥쑥! 자료 개발을 통해 교사

들이 현 과학과 교육과정 속에서 STEAM 교육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
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며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으로 떠나는 과학 여행! 창의력 쑥쑥! 자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첫째, 과학적인 문제 상황(미션)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도록 함으
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과학적 사고력,
예술적 감성, 수학적 사고력, 제작에 대한 공학적, 기술적 능력을 함양하는 등 융합적 사고력
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생에게는 스스로 과학 학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셋째, 교사들에게는 과학과 교육과정 속에서 STEAM 교육을 쉽고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과
학 수업을 편리하고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 핵심어: STEAM, 과학, 융합적 사고, 문제해결력, 문제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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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그래피티-이끼그래피티와 예술의 신비한 만남
초라미*(약수초등학교), 박동희, 옥재석,
정경희, 김종보, 성화용, 이영준
STEAM 교사연구회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과학과의 식물 단원과 미술과의 자연물을 이
용하여 꾸미기, 공판화, 수학과의 비율 등의 내용을 융합하여 적용한 것이다. 다소 어렵긴
하지만 4학년 2학기의 1단원 식물의 생활 내용 중에서 이끼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난 뒤 교과
내 스팀수업의 심화 단계로 이끼그래피티 만들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끼가 자라는데 2달여의 시간이 걸려 4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연구교사가 있는 7개의 학교
에서 각각 적용해보았다.
연구내용으로는 이끼에 대한 탐색 및 채취, 이끼그래피티 만들기, 이끼를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화성에서도 살 수 있다는 이끼의 강한 생명력은 나무, 돌, 시멘트 등 자라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 540여종의 이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학교나 아파
트 뒤, 다리 위, 식물원, 절 주위에서 다른 종류의 이끼를 발견하는 재미 또한 아이들에게
큰 흥미꺼리였다. 그래서 24종류의 이끼를 찾아 선태식물도감을 구입하여 이끼의 이름을 찾
고 그 특징을 비교해보았다. 또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끼의 특징 및 생태조건, 이끼의
활용 등을 탐색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방송에서 소개되어 관심을 가지게 된 이끼그래피티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
하였다. 하지만 방송과 달리 직접 만들어 키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융합인재교육의 기
본 흐름 대로 학생들은 계속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도전정신
을 배웠다. 이끼그래피티를 성공을 위해 방송국에 전화를 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
는 등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게 연구에 임하는 자세는 꼬마 과학자로서 손색이 없었다. 이끼
젤을 만들기 위해 적합한 성분들을 찾고 배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해결력을 키
울 수 있었으며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다. 또 더 나아가 기존의 이끼젤을 만들어
그리는 이끼그래피티에서 발전하여 이끼를 본드로 붙여서도 해보고 나무틀을 만들어서 넣어
서도 완성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또 이끼가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수태를 활용하여 인형도 만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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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작한 이끼그래피티에 대한 연구는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또 많은 연구 성과도
있었다. 특히 11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등 일반화에도 노력하였다.
학생들에게는 문제해결력이 그 어느 주제보다도 많이 형성이 되었으며 융합적 사고력이 향상
되었다. 또 이끼와 예술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인 감성도 한 층 성숙했다.

* 핵심어: 이끼, 이끼그래피티, 예술, 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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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흙에서 크는 아이들
김범환*(명산초등학교), 김영롱, 김영준,
오재현, 이성현, 장원재, 정혁
STEAM 교사연구회

지식창조 기반의 경제사회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지식, 기술, 학문이 융합된 글로벌창의
융합인재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미래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과 간 통합 및 각종 분야의 체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대부분 기존의 수업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감성적인 문제와 학업을 따라가기 힘든 인지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보통 학생들의 70~80%
정도가 수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 나머지 20~30%의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미
래와 장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학생들로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좀 더 쉬운 내용의 융합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실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소외된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
적인 치료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흙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초등학생
들이 유아기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흙에서 크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총 14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1~2차시는 단원도입 및 모래
알기로 시작되어 모래에 대한 실험 및 체험을 시작으로 3~4차시 모래그림 그리기, 5차시는
마을 지도 중 지표면 나타내기 활동이며 6차시 부터는 흙에 대한 내용으로 흙 관찰, 식물 심
기, 마을 지도 중 산과 숲 나타내기 활동이다. 또한 10차시는 찰흙 탐구, 11~12차시는 찰흙으
로 물건 만들기, 마지막으로 13~14차시는 마을 지도 중 찰흙으로 건물을 마무리하여 완성하
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초등학생들이 좋아 하는 흙을 이용했기 때문에 소외계층 학생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수
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특히 실험 및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라 흥미로운 수업이었다. 개발한 자료를 초등학생 3학년에 적용한 결과 과학적 흥미도
및 태도가 향상되었으며 초등학생들에게 쉽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흙에서 크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모래-흙-찰흙과 같이 점성이 낮은 흙에
서 점차 강한 흙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실험과 체험 및 마을 지도 꾸미기 활동까지 자연스럽
게 연계되는 흥미롭고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흙, 소외 계층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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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STEAM기반 게임형 탐구 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융합적 문제해결력 신장
이명길*(울산 척과초등학교), 이선나, 정진식,
임상훈, 최영주, 김경태, 석희철
STEAM 교사연구회

2009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된 이후 우리 교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는 ‘학습
자의 역량강화’일 것이다. ‘학습자의 역량강화’에 가장 적합한 교육의 형태가 바로 융합인재
교육(STEAM)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2011년 대통령 업무계획’을 통해 창의적 융합인재 양
성을 위한 초･중등 STEAM교육을 발표하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융합인재교육의 핵심개념으
로는 수학과 과학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창의성을 지닌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스토리텔링 중심
의 수학, 과학 교과가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입시라는 굴레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
중심의 수학, 과학 수업은 많은 학생들을 수학 및 과학 포기자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활동 기회의 부족은 미래형 창의적 인
재를 양성하려는 국가 정책의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군별 STEAM기반 게임형 탐구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게임 제작을 통한 과학, 수학, 공학적 설계능력, 미적 감각의 향상, 게임 수행을
통한 융합적 문제해결력과 협동심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아래와 같은 연구의 목표를 선
정하였다. 첫째, STEAM기반 게임형 탐구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준비한다. 둘째, 학습자에게 융합적 지식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STEAM기반
게임형 탐구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STEAM기반 게임형 탐구 놀이 프로그
램을 통해 게임 개발을 위한 설계 능력 및 미적 감각을, 그리고 게임 수행 중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융합적 해결 역량을 키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첫째, STEAM관련 연수를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
램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 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TEAM 기
반 게임형 탐구놀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 향상, 자연현상 및 첨단기술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사고력 배양이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학생이 문제 해결 필요성
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게임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키워질 것이
다. 넷째, 연구위원들의 연수, 워크샵, 수업 협의회 등을 통해 현행 교육과정과 융합인재교육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게임, 탐구놀이, 융합적 문제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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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R-STEAM 기반 말랑말랑 소프트웨어 구현 및 적용
이성기*(전동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교육용 로봇은 STEAM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교구이다. 로봇은 학생의 흥미를 유발
시키고,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고, 교구로서의 범용성이 우수하며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협동심, 의사소통능력 등 인성 함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수
준의 로봇 교육은 방과후 학교, 정보영재반 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로봇을 교과에
활용하기보다는 로봇 자체를 배우는 로봇소양교육이 전부이다. 따라서 본 스팀연구회에서는
교육용 로봇을 통해 초등 정규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알버트라는 로봇을 적용하여 언플러그 방식의 코딩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
로 라이트봇, code.org, 엔트리, ,스크레치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였다.
특히 수학에서 도형 그리기 및 도형의 넓이 단원을 공부할 때 알버트를 활용한 경우는 학생
들의 흥미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그리고 알버트를 코딩하면서 코딩에 대한 관심이 커졌
고 이는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교과와 연계한 연구가 다소 미흡하였고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피
지컬 컴퓨팅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계속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어: R-STEAM,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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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제중심통합을 통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허정훈*(갈곶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초등 전 학년에 도입되어 steam형 수업을 10% 수업을 권장
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STEAM 수업의 방법적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많은 혼란이 예
상된다.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STEAM 교육 추진을 위한 여건
을 조성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기존의 주제중심의 STEAM 수업모델을 분석 및
연구하며 다양한 유형의 STEAM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유형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또한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하는 STEAM을 전개 할 때 어떤 융합의 방법으로 수업을 하여
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시한 STEAM
수업 유형(교과내 수업형, 교과 연계 수업형, 창의적체험활동형)에 따라 초등학생의 과학탐
구능력 및 과학에 대한 태도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연구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STEAM교육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쉽게 STEAM 교육에 접근하고 학생의 창의와 인성을 신장시키며 학생들이 살면
서 일상생활에서 또는 미래에 직장에서 닥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과학적 원리의 이해와 탐구
및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를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➊ 내가살고 있는 집, 우리고장,
미래도시등의 주제로 ➋ 교과내 수업형, 교과연계 수업형, 창의적체험활동형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프로그램(크리에이트 타운외 4종)
가. 크리에이트 타운
- 편의와 문화가 강조된 도시를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환경을 보존하며 자연과 어울려
살 수 있는 크리에이트 타운을 설계하고 문제점과 해결방법 등을 모색
나. 지속가능한 살기좋은 우리 마을
- 에너지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이러한 에너지의 사용이 유발하는 환경적 사
회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마을을 설계하고 설계한 내용을 레고블럭을 통해 제작한 후
발표하고 이야기 나누기하는 프로그램
다. 환경친화적인 마을 만들기
- 마을 둘러보고 입체지도 만든 후 환경친화적 시설 살펴보기, 우리 마을 환경친화적으
로 계획 설계해서 마을 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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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이브리드 마을
- 에너지의 순환, 변환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자
연과 융화되는 자연 친화적 환경마을을 구상하고 종이상자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꾸
미기
마. 내가 살고싶은 집
- 태양고도를 활용하여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를 조절, 열전도성을 활용한 집을 설계하여
화석에너지 절약, 미생물을 활용하여 하수처리하는 집 제작하기

연구의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체험활동으로 흥미가 높아졌으며, 수업목표에 쉽게 도달
하였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준비는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다. 교과간
주제중심 STEAM 교육의 적용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는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 핵심어: 주제중심, 통합, 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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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소재로 한 STEAM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STEAM 태도와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갈현초등학교), 서재희, 한덕희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젝
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경기도에 재학하는 초등학생 4학년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학습의 단계와 한국과학창의
재단이 제시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학습준거, 방법론을 활용하였
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개발한 초등학생을 위한
STEAM 태도와 문제해결력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개발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 12차시이며, 물의 상태 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요소 및 표현요소 4차
시, 물총의 디자인과 원리를 응용한 제품 설계 6차시, 내가 고안한 물총 페스티벌을 활용해보
는 2차시의 감성적 설계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에서는 물과 관련된 다양항 상황과 물총, 물 축제에 대하여 조사해 본다. 학생들은
이 때 과학적 요소와 표현요소에 대해 학습하며, 창의적 설계에서는 물총의 원리를 구체물로
체험하고 축제를 스스로 고안해 본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들어 본 물총을 통해 모둠이 기획한
물총 축제에 참여하며 감성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모든 프로젝트는 교사와 학생 간 공통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 주제에 대해 스스로의 문제화
과정을 거쳐 학생 주도로 과학･기술･공학･예술 영역의 내용적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
의 STEAM 태도와 문제해결력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 핵심어: 융합인재교육(STEAM), 물, 프로젝트, STEAM 태도, STEAM 문제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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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회과 중심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사회과
흥미도와 융합적 소양에 미치는 영향
우영진*(광주도평초등학교), 황의찬,
조단비, 박지윤, 허지연
STEAM 교사연구회

지식 기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학, 예술 등과도 결합
해야 해결이 되는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단일 교과의 지식을 구분하여 지도하기보다는 통합된 지식으로 접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융합적 소양 능력 및 교과 흥미도 함양이라는 정의적 영
역의 특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과 기반 융합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그 효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 K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로 4학년 2개반(62명), 5학년
1개반 (34명), 6학년 1개반 (26명) 총 122명이다. 우선 사회과 기반 STEAM 프로그램 5종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활동 관찰과 수업 결과물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도해낼 수 있었다. 현재는 4학년 62명이 사회과 흥미도와 융합적 소양 능력
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연구를 통해 5,5학년 학생들의 사회과 흥미
도와 융합적 소양의 함양 정도 및 학생들의 만족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핵심어: STEAM, 사회과 흥미도, 융합적 소양
Part Ⅲ. STEAM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초록 ｜ 167

45
4-C STEAM 이론 기반 수학 강화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동주*(광주매곡초등학교),주희철, 노순자,
안세진, 조창근, 장세윤, 홍은수
STEAM 교사연구회

초등학교 시절에 형성된 과학과 기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직업을 선택하
여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 STEAM 교육이 지향
하는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학은 기초 학문으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한 선입견 및 성공 경험 결여로 인해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회 에서는 수학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수학기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수학에 대한 인식 개
선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4-C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역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행복한 우리 집’ 이라는 대 주제를 선정하여 3~6학년 과학･수학･
실과･음악･미술･창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주제와 관련된 요소를 추출하였고 수학 및 과학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며, 4-C STEAM의 핵심 역량인 창의･소통･내용융합･배려 역
량 및 진로의식을 길러 줄 수 있도록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세 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는데 그 첫 번째인 ‘미래의 기후 예상을
위한 날씨 분석하기’는 날씨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물과 날씨의 순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날씨 예보를 위한 창의적인 일기도를 제작하고 예보를 시연해 보며 생활과 날
씨의 관계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구안되었다. 아울러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날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기후를 예상하고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날씨와 관련된 요소를 접목하여 설계하는 활동으로 개발되었다. 두 번째인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는 집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소를 생각해 보고, 집을 설계할 때 나타나
는 다양한 도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집 설계도 그리기, 나만의 모델하우스 만들고
가구 배치하기 등의 활동을 해 보도록 구안하였다. 본 활동을 통해 평소 의식하지 못한 집에
대한 개념적 요소를 일깨우고 나아가 나만의 창의적인 공간 설계를 해보며 활동 속에 내재된
STEAM의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세 번째인 ‘빈틈없는 인테리
어 전문가’는 자신의 생활공간을 직접 인테리어 해보는 것을 주제로, 테셀레이션이라는 수학
적 원리와 디자인이라는 미적 감각을 융합하여 생활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아 스스로 자신
의 생활공간을 꾸며 보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원리의 이해 및 공간 구성 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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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자료를 3학년 62명, 4학년 59명, 6학년 63명의 아동들에게 투입하여 성과를 분석
한 결과 수학에 대한 인식 변화가 유의미 하였고, 프로그램 주제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이해
도 및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융합적 수업 진행이 아동들의 적극
적인 과제 참여와 4-C 역량 강화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본 개발 자료가 수업 참여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수학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직업에 대한
진로의식과 4-C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핵심어: 4c steam, 진로탐색, 수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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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달이의 안전한 학교생활
박종권*(동백초등학교) 박화자 이경수 김효진
STEAM 교사연구회

배움의 장(場)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직면해 있고,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 중 하나
는 ‘안전사고’이다.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간은 휴식시간(39.5%)이 가장 많았고 체육시
간(34.3%), 과외활동(8.2%), 교과수업(5.8%), 청소시간(2.9%) 순으로 잦았다. 이러한 안전
사고 발생 원인은 학생과실이 89.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
고는 2012년 78.9%에서 2013년 88.7%, 2014년 89.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설하자,
교사과실, 학생다툼, 질병 등 나머지 원인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학생과실의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내 안전사고 중 복도에서 발생되
는 사고의 유형과 그 원인을 알아보고, 사고의 피해정도를 탐구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
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문제해결활동을 설계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한 질서 생활을
유도하고 내면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사입장에서도 당면과제이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문제 중심의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 적용한 학년은 3, 4학년 학생으로 9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창의적체험
활동시간에 총 7차시로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흔하게 접하는 안전사고로
학생들의 복도풍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자료를 1차시에 문제상황으로 제시하고 2014년 동
백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던 보건일지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문제상황에 흥미를 갖고 참
여하도록 구성하였다. 2~4차시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북도생활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
려주는 실험을 설계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주지교과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자유로움과 적극성을
띄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였다. 5~6차시에는 실험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
로 안전한 복도생활을 위한 안전생활컨텐츠(안전수칙 작성, 안전송-노가바, 포스터, 표지판)
를 제작하여 복도에 게시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마지막 차시에는 복도, 현관에 안전생활컨텐
츠를 게시한 일주일 후 변화된 복도풍경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 스스로 변
화된 자신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에 자기들이 했던 일들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듯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내생활(복도)의 문제에 흥미를 갖
고 문제해결 설계가 용이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고 사후설문결과 수업내용이 새롭
고 창의적,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라는 응답이 86%,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라는 응답
이 89%, 수업 후 지식이 증가하였다 라는 응답이 89% 등 전반적으로 본 프로그램(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안전한 학교생활의 중요성 인식이 98%, 복도에서의 안
전수칙 준수가 예전보다 더 잘 지킨다 라는 응답이 99%로 안전의식도 많이 향상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교생활의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융합적 사
고를 신장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안
전한 복도생활에서 안전한 전체 학교의 모습으로 변화 및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안전한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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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융합인재교육(STEAM) 수학 강화, 스포츠 연계형 융합 수업 프로그램배드민턴의 변신! 라켓에서 셔틀콕까지!
이세기(안성동신초 : camera0706@goe.go.kr),
안달, 김치량, 장혜원, 정진영, 박선미, 김문환
STEAM 교사연구회

미래 사회는 창의성･인성, 감성과 함께 예술적 가치도 중시될 것이다. 창의적 과학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융합교육은 이미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논의되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발표된 교육부의 초･중등 STEAM 교육 강화 발표 이후, 다양한 방법의 선행연구와
시범학교 운영으로 STEAM 교육 적용이 지난 3년여간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교육과정 및 학교 현장 적용에 보다 적합하고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발맞춰 수학교육 강화
에 용이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수학, 스포츠와 만나 STEAM이 되다!를 대주제로 삼은
배드민턴의 변신! 라켓에서 셔틀콕까지!를 개발하고 적용ㆍ검증하여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배드민턴 활동을 통해 수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감과 흥미를
높이는 것을 꾀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 4,5,6학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수학 4-1-6 막대그래프,
5-2-6 자료의 표현, 6-2-4 비율그래프 및 과학 4-1-1 무게재기, 5-2-3 물체의 빠르기를
단원을 중심으로 미술, 국어, 체육 교과와 융합, 연계형으로 편성하였다.
배드민턴 활동 중심의 체험형, 실습형 수업 중심으로 총 12차시 분량의 교수학습지도안은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STEAM 단계 요소가 차시별 및 전체 프로그램별로
짜여져 있다. 1~2차시에서는 배드민턴을 포함한 운동 경기 및 도구 속에 숨겨진 과학적, 수
학적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3~4차시에서는 팀빌딩 활동을 시작으로 배드민턴 활동을 실제
로 해본 후, 속도를 측정하는 등, 팀웍을 다지고 배드민턴 활동과 연계된 과학, 수학적 활동
을 체험한다. 5~10차시에서는 나만의 배드민턴 라켓과 셔틀콕을 설계, 제작한 후, 속도를
측정한다. 속도 측정은 정확도보다는 내가 만든 라켓과 셔틀콕의 제작 방식, 사용 재료등에
따라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것을 체험하고 자료를 이용해 그래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 및 운동 경기, 즉,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은 수학적
원리와 현상, 요소가 있음을 체험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감수성, 자신감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11~12차시의 전시회를 통해 감성적 체험의 기회를 삼는다.
본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4,5,6학년의 3학급 77명에게 적용하였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교
사의 관찰, 체크리스트 평가 등을 분석한 결과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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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신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활동, 체험 중심의 수학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조작 및 활동 중심
의 프로그램 내용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이론중심의 재미없
고 딱딱한 수학 수업이 지향해야할 학생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수업에 대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수학 강화, 스포츠 연계형 융합 수업은 실생활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수학
학습 속에서 수학적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수학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스포츠 속 수학, 수학중심(강화) 융합수업, 쉽고 재미있는 융합(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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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시대 ‘생명의 근원인 물’ 에 관한 직업탐구 연계형
융합인재 프로그램 개발
신법기*(부천남초등학교),
주선아, 김미경, 문지원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팀은 ‘생명의 근원인 물 프로젝트’라는 내용의 범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
여 운영하고자 한다. 물의 상태 변화, 물과 전기의 만남, 지구 물부족을 해결해줘, 소중한
물, 역사 속으로 물의 여행과 미래 등의 주제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적용가능 프로그램을 구안 및 적용하여 학생들의 직업탐구 관련형 융합
인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초등학교 5, 6학년 군을 대상으로 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총 12차시
(물과 전기의 만남 총 3차시, 변기야 지구 물부족을 해결해줘 총 3차시, 소중한 물 총 3차시,
역사속으로 물의 여행과 미래 총 3차시)로 구성되었다. 총 12차시의 5, 6학년 군 프로그램으
로 개별 교육인원으로 총 106명에게 적용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에 대한 주제로 물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STEAM 영
재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적용하여 학생들의 융합적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미
래 세대에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물과 관련된
산업 및 관련직업이 더욱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
어를 융합, 복합적 교육프로그램으로 미래를 혁신하기 위한 인재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 핵심어: 생명의 근원, 물, 직업탐구, 초등교육, 융합인재, 스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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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수학 활동을 중심으로 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곽혜정*(삼리초), 김은지, 공복주,
유현상, 최복희, 서재희
STEAM 교사연구회

교육계 다방면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실행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나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 수학을 중심으로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타당
도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성향을 증진시키고
수학교과에서 STEAM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S초등학교 5학년 한 개 학급 27명(남 14명, 여 13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학생 만족도와 수학적 자기효능감 검사, 창의적
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5학년 2학기 ‘2. 합동과 대칭’을
중심으로 STEAM 요소를 융합하여 재구성한 15차시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적용 수업은 정
규 교과시간을 재구성 3주에 거쳐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한 프로그램은 STEAM 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이 타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STEAM 교육을 적용한 수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수학과 다른 교과의 지식을 이용한다는 것에 흥미로워 했으며, 협동과 성공의 경험
을 하였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 의지를 보였다. 셋째, 수학적 자기효능감 향상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창의적 성향에서는 인내와 호기심, 자신감 영역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핵심어: 융합인재교육, STEAM, 체험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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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중심 STEAM수업에서 드러난 감성적 체험 요소 분석
이정묘*(성남동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STEAM 교육은 각 교과에도 적용이 필요하며 특히 미술교과
에 적용 가능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감성적 체험의 요소가 반영되도록 구안되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과 STEAM프로그램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미술과
의 움직이는 장난감 단원과 관찰 단원을 적용한 후 학생들의 미술 교과 중심 STEAM 수업에
대한 반응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방법에서 개방 코딩과 축 코
딩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술과 중심 STEAM 수업에 드러난 감성적 체험의 요소는 6가지로 흥미, 몰입,
성취감, 새로운 도전, 실천, 배려의 요소를 모두 발견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반응 빈도수는
흥미〉 성취감〉 실천〉 새로운 도전〉 배려〉 몰입 순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STEAM연구물에 나와 있지 않은 상상력 신장에 대해 언급하였으
며 상상력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용으로서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감성적 체험의 하위
요소로 들어갈 수 있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발현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통한 아이디
어 생성의 전 단계라 생각하면 상황 제시와 창의적 설계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다. STEAM
수업의 상상력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진행할 것이다.

* 핵심어: 감성적 체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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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김은형*(솔빛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오픈 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
노 등의 피지컬 컴퓨팅 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학습 도구인 스크래치와 아두이노의 일종인 메이키 메이키를 기반으로 실과, 과학, 수학, 미
술, 음악 등의 교과를 재구성한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개발 및 적용을 위해
교사연구회 연구원들은 오픈 소스 하드웨어로서의 메이키 메이키의 특성과 다루는 방법 등을
익히고 학습에 활용되었을 때의 장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위해 스
크래치 연수에 참여하고 수업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찾
기 위해 5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단원과 내용을 선정하였고, 학습자들이 프로그램
에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롭고 독특한 결과들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융합 수업을 설계
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5학년 실과 ‘생활과 정보’, ‘생활과 기술’ 단원, 음악 ‘연주하기’와 ‘감상하기’
활동, 과학 ‘도체와 부도체’, ‘전기의 성질’, 미술 ‘디자인하기’, 수학 ‘논리적 문제해결방법’
등이 융합되어 있다. 실과나 미술은 특정 단원을 음악과 수학은 관련 기능을, 과학은 이전에
학습한 과학적 사실과 실험 등을 통합하였다.

문제 상황은 메이키 메이키가 개발된 계기를 소재로 삼았다. 메이키 메이키는 주변의 사물
들을 입력장치로 바꿀 수 있는 하드웨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
하고 낯선 기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악기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새로운 Key(입력장치)를 찾아 나서게 된다. 전도체와 부
도체를 직접 구별해 보고, 부도체에 전도체를 부착하여 전혀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면서 사물
들의 낯선 모습을 마주한다. 그리고 그 제작한 악기들을 앞서 익힌 메이키 메이키 작동 방법
과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방법을 응용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의 새로운 악기를 탄생시
키는 창의적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성적 체험을 위해 연주는 팀별로 공연하는 모습
을 미러링 프로그램으로 촬영하여 공유하였으며, 마지막에는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합주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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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자료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6명에게 적용하였으며, 교사 관찰일지와 적용 후 학
습자의 성찰일지, 산출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질적 분석하였다. 성찰일
지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대체로 문제 상황을 처음 접했을 때 프로그래밍과 메이키 메이
키 다루기를 어려워하였으나, 이내 신기한 작동 모습에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조작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
료학습자들과 아이디어를 짜내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창작활동에 몰입하였
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의 관찰일지나 학습자들의 산출물을 통해서도 높은 참여도와 몰
입, 즐거움과 창의적 발상 등이 관찰 되었다.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목적을 위해 메이키 메이키와 스크래치를 활용해 봄으로써 프로그래밍적 사고와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융합 프로그램의 수업 사례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교육적 활용과 와 소프트웨어 프로
그래밍 교육의 확대에 기여하고, 프로그래밍이나 피지컬 컴퓨팅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 핵심어: 피지컬 컴퓨팅,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재구성, 융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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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눈으로 보고 쉽게 이해하는 안전한 열 이동장치 연구
서원호*(수일초등학교,mydus05@hanmail.net),
김령록,나우상,안소영,조유미,오순이,김주창
STEAM 교사연구회

1. 제작 동기(또는 목적) : 부르너의 이론에 의하면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눈에 보
이지 않는 과학현상을 눈으로 확인 하도록 하면 과학원리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열 관련
단원 학습에서 열 이동 현상을 눈으로 확인(시각화) 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열 관련
탐구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화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탐구실험이 가능
하도록 한다.

2. 대상 학년 및 교과
가. 대상 학년 : 초등학교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나. 적용 교과 : 과학
다. 활용 단원 : 초등학교(1. 온도와열), 중학교(Ⅴ. 열과 우리생활)

3. 교육적 효과
◌ 전도실험장치: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현상을 눈으로 관찰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들의 올바른 과학 개념 형성과 과학 원리 이해 가능
◌ 대류(액체)실험장치: 열 관련 단원 학습의 탐구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화재,
화상) 요소 제거를 통해 안전한 탐구활동이 가능
◌ 복사 실험장치: 모듈식 자료로 실험을 위한 준비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이 높음

* 핵심어: 전도, 대류.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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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D프레임과 3D프린터를 이용한 바다 목장 만들기를 통한 융합자료 개발 및 적용
김은미*(신풍초등학교), 장찬곤, 송지예, 김순창
STEAM 교사연구회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 주도하에 산림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갯녹음과 같은 바다의 사막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들에게 바다의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위해서 바다목장의 필요성을
알리고 바다목장을 위한 인공어초에 대한 구상과 인공어초 제작을 하는 융합 자료를 개발하
였다. 바다목장은 생태계의 이해를 이한 과학, 인공어초 구조물의 특징을 위한 기술, 3D프린
터를 통한 공학, 경제적 가치를 위한 수학 등의 융합적인 요소가 적용된 소재이다. 에코스피
어 상황제시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

* 핵심어: 바다목장, 인공어초, 갯녹음, 3D프린터, 4D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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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는 창의적 STEAM 프로그램 연구 개발
김보경*(안곡초등학교 : silkfog@hanmail.net), 박현준,
김윤경, 김지수, 곽충근, 김도형, 구성훈
STEAM 교사연구회

스토리텔링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교과서에서 주어진 사실을 이해하는
것보다 쉽게 개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실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과학 수업의 기초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흥미를 끌며 그 속에 녹아
있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므로 아동들은 과학과 관련된 좋은 스토리텔링을 즐기면서 그
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과 개념을 맥락에 맞게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체험하며 과학
이 사람의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과학교육을 위한 스토링텔링 활용 접근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맥락에서 과학적 개념과 과
정을 전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 내재된 과학 지식과 과정에 관해 보다 의미있게 경험하도
록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수업에 활용하면 첫째, 사고력 및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효과가
있다. 현실의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연상 작용을 일으키고 독특한
생각을 창출하게 하여 지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 둘째,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에게 친근감있게
접근함으로써 학습동기 유발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어휘, 이해, 암기, 습득에도 도움
이 되는 등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
정글과 무인도에서의 생존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융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학문
적 탐구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과학적 원리의 학습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수업에 적용할 스토리텔링을 서적, 각종 국내외 과학사이트,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집하
고 과학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여 스토리텔링 주제 선택의
준거 중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정글과 야생에서의 생존 스토리텔링 수업에
필요한 과학적인 주제가 있는지, 내용에 확실한 과학적 원리가 있으며 수준이 적절한지 확인
하였다. 둘째, 과학체험의 목표가 명확하고 정확한가, 그것들을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살펴보았다. 셋째, STEAM 모든 요소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과학활동인지 고려하였다.
주제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야생에서 살아남기> 프로그램은 담임교사가 창체시간 또
는 방학 중 과학캠프 등에서 학급의 아이들과 부담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
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회는 교육과정상의 정글, 무인도 등의 야상에 관한 학습내용을 분
석하고 이에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하여 과학, 수학, 공학, 예술 등과 융합시킨 창의적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초호화 유람선 여행 중에 폭풍우를 만나 무인도에 난파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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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통해 과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고
민해 본다. 이 과정에서 과학적인 원리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과학을
학습하는 즐거움을 찾도록 한다. 따라서 과학적 원리 및 이론을 알고, 각 소주제별로 STEAM
요소를 반영하여 다양한 탐구능력을 계발시킬 수 있는 STEAM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즉,
본 연구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되
어 과학적 내용을 찾아내어 적용하고 체험해 보는데 STEAM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목적을 고려하여 야생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선정하였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학문
적 탐구와 문제해결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과학적 개념과 규칙성을 학습하기 위한 체험활
동 중심 STEAM 프로그램 구성하였다. 야생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스토리의 흐름에 맞추어 소주제 별로 사냥, 불, 물, 구조로 구성하였고 각각 ‘상
황제시-창의적설계-감성적체험’을 제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에게 적용 후 사전사후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토리텔링 과학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 및 반응이 아주 좋았
으며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입장에서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및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학습자에게는 새로
운 수업사례를 통해 보다 즐거운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다양한 학습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높이고 주요 과학적 원리의 탐색 과정에서 창의성 및 과학적 탐구력을 기르
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 핵심어: 스토리텔링, 과학교육,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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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황사 투과율 실험을 통해 나만의 마스크 만들기
김춘호*(안산원곡초)
STEAM 교사연구회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총칭하는 용어로 황사도 넓은 의미에서는 미세
먼지에 속하지만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은 황사는 중국의 사막이나 북동지역, 내몽골고원
등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인 반면 미세먼지는 공장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이 화석연
료를 태울 때 발생한다. 때문에 미세먼지는 생활 공해라고 할 수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발원은 차이가 있지만 호흡기질환이나 피부병, 알레르기 등 건강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미세먼지와 황사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마스크 투과율 실험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과제 1에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서로 다른 5가지 소재의 마스크 미세먼지 투
과율을 실험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일반 마스크가 면을 소재로 만들어 진 것이라면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는 주로 필터 기능이 좋은 부직포 소재를 사용해 만들어져 있다. 면으로 만
든 ‘방한용 마스크’와 일반 미세먼지･황사 대비용으로 나와 있는 마스크, ‘의약외품’으로 등록
된 마스크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미세먼지 투과율을 비교해 보았다. 실험방법은 수족관의 막
혀 있지 않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비닐주머니를 제작한 후 비닐주머니 안쪽에 마스크를
부착해 준다. 공기 펌프기를 비닐 주머니 안쪽으로 집어넣고 미세먼지(파스텔가루, 분필가
루)가 밀려나오지 않도록 잘 막아주어 마스크를 투과한 미세먼지의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한다.
연구과제 2에서는 연구 1에서 미세먼지 투과율이 낮은 초극세사 섬유와 부직포를 재료로
나만의 마스크를 제작하고 미세먼지 투과율을 측정해 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황사의 투과율은 마스크의 두께보다 재질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적합한 마스크 착용이 건강을 지키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핵심어: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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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초등 STEAM 반영형 예술교육과정 개발･적용으로 핵심역량 기르기
윤경란*(오목초), 노은혜, 이휴환,
김종진, 임재혁, 윤수영, 박현영
STEAM 교사연구회

생물체로부터 영감을 얻는 ‘생물영감’과 생물을 본뜨는 기술인 ‘생물모방’을 아우르는 것을
자연중심 기술이라고 한다. 자연은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학생들을 자극하
는 대상물이며 흥미로운 상황으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된다. 그러므로
자연중심 기술은 초등학생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고 융합적인 사고를 돕는 적합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홍후조 외(2013)는 STEAM 반영형 교육과정으로 STEAM형 과학과, 초등 실과, 중등 실과,
수학과, 예술, 사회과를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STEAM 반영형 교육과
정을 개발할 때, 자연을 모방하는 생명모방기술을 기반으로 과학, 기술, 예술과 융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교과를 예술과로 보고 ‘STEAM 반영형 예술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생물을 모방한 디자인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RUSO(생명존중감(Respection),

융합(Unity),

감성(Sensitivity),

창의성

(Originality))이며, 이를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뿐 아니라 감성적 지능을 지닌 미래
의 인재가 지녀야 할 핵심역량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원의 검토를 거쳐 개발하였고, 김포･수
원 일대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자연중심기술을 소재로 하여 개발･적
용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체의 빠르기를 탐구하고 응용하여 현대 미술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 카메라의 기능조작을 통해 동물들의 눈을 간접 경험하는 프로그램
∙ 빛의 성질을 탐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산출물을 만드는 프로그램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탐구하고 이를 응용한 건축을 구상하는 프로그램
∙ 지구상의 물이 부족한 원인을 탐구하고 물의 소중함에 대해 이해하는 프로그램
∙ 빛과 그림자를 탐구하고 이를 적용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적용 결과 학생들의 핵심역량(RUSO)이 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질
서해 보이는 자연속의 질서를 탐구하면서 신비하고 경이로운 자연에 대한 생명 존중감(R)을
지니게 되었고, 예술 중심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융합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며 융합
적인 사고(U)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하며 표현하려고 했으
며(S),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창의성(O)을 발휘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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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관찰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STEAM 태도 검사지를 활용하여 ‘흥미도, 자기주도 학
습, 배려, 진로, 소통’ 역량을 검사하였다. 수업 전후로 흥미도는 약 11%, 배려는 약 7.1%,
자기주도 학습은 약 7.3%, 진로는 약 9.2%, 소통은 약 9.7% 증가했다. 이로써 본 프로그램을
통한 정의적 태도 및 능력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 핵심어: 생명모방기술, STEAM,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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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ENCE를 추구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박순덕*(은계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에서 STEAM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
여 STEAM 교육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도가 높은 STEAM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보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STEAM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을 강조(음악과 미술)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ARTIENCE STEAM교육을 지향
하였다. STEAM교육에서 예술을 강조한 것은 과학적 사고와 예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미래사
회를 살아갈 감성적 창의 인재를 기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실행하였다.
첫째, 6학년(미래식물의 모습)1학년(우리나라꽃 무궁화)를 STEAM교육 교육과정으로 재구
성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융합을 통하여 6학년7차시 1학년4차시 분량의 STEAM교육 개발하였다. 개
발한 프로그램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STEAM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보완하였다.
셋째, 개발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하고 수업을 공개하였다.
넷째, 수업공개에는 모든 회원이 참가하여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하여 문제
점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개발된 STEAM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수업에 적용하고, 수업 후 학생
수업 소감문, 교사 수업 성찰 일지, 수업관찰 등의 자료를 통하여 STEAM교육 프로그램을
보안하여 완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STEAM교육 수업을 적용해 본 결과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참
여하여 관찰력이 향상되었고 예술적 감성, 비판적사고와 소통능력이 길러졌다고 보여진다.
다음과 같은 학생 수업 소감문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내가 직접 꾸미고 디자인해서 만드니 재미있다.’[6학년 학생 서○○]
‘우리 조의 협동력이 좋았고, 이 수업을 통해 나는 한 단계 성장을 했다.’[6학년 학생 조○○]
‘친환경 건물에 알맞은 구조물이 무엇이고, 더 많은 과학기술을 알고 싶다.’[6학년 학생 오○○]
‘우리가 사는 집에도 많은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수업을 또 하고
싶다.’[6학년 학생 박○○]
‘무궁화를 배우고 나서 호기심이 더 많이 생겼다. 동생에게 알려주고 싶다.’[1학년 학생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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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니 수술이 무지 많다. 전체 모양은 옥수수 같다.’[1학년 학생 박○○]
‘무궁화의 꽃씨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알고싶다.’ [1학년 학생 손○○]

본연구회가 개발한 아티언스(ARTIENCE) STEAM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STEAM교육 프로그램으로 STEAM교육의 확산을 가
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아티언스(ARTIENCE) STEAM교육 , STEAM교육과정 재구성, STEAM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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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Scale Science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활용 사례
이동문*(이황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공개의 기피 등으로 과학 분야에 종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결과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에 나타날 것이다.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학이 어렵다는 데서 출발
하는 경향이 크다.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도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은 과학교육에서 담당하여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동반하여 과학교육은 변화하고 있으며 학교 과학실험
탐구 현장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너무 어려운 실험이나 많은 장비를 들이는
실험은 되도록 지양하고 작은 시설과 생활 속에서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원리를 찾아내며 학
습상황과 연계시키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어려운 실험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좌절시킬 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과
학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학 활동은 연구 활동 뿐 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따라서 쉽게 접근하고 과학적인 탐구활동으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작은 크기의 과학에 대한 자료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탐구능력을 신장시키고, 과학에 많은 흥미를 지니도록 한다.
본 연구는 과학에 대한 사전 개념이 없어도 실험을 통하여 과학을 배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과정의 실험을 순서를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각 실험마다 간단한 도입과 함
께 학생들이 직접 실험과 관찰을 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 탐구적인 질문을 통하여 과학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열린 형태의 탐구실험을 수행해 보도록 하여
탐구 사고력과 함께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험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SSS 실험학습의 특징상
소규모의 실험 기자재와 소량의 시약을 사용함으로 굳이 실험실에 가지 않고 교실에서도 실
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실험준비와 실험시간이 짧아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한 실험에서도 충
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물을 통해 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교과 시간, 창의적체험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영재반이나 과학교사 연수에서도 긴요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
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실험을 통해 탐구적으로 이론을 배우도록 하여 21세
기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핵심어: 소규모 과학실험, Small Scal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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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꿈을 찾아 떠나는 융합과학탐구 여행
심은옥*(정평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융합과학체험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
생들에게 활용 가능한 STEAM 과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본교의
STEAM 교육주간에 적용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용
품을 개발하고 일반화 하도록 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과 예술 문학등을 융합하는활동STEAM)을 경험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미래를 그리고 구체화
하는 경험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본 연구회활동의 목적은 환경과학
탐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초과학탐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분야로의 진로 지도방법
구안에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세계의 다양함과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을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 세계
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제공한다.
둘째, 관심 분야의 진로･직업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자기이해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직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생생한 융합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학생의 진로･직업 세계에 대한 요구와 탐색을 바탕으로 꿈을 구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기른다.

* 핵심어: 융합과학,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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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배움을 나누는 스마트한 STEAM 프로젝트 학습 설계의 적용 및 검증
권기조*(파주초등학교: jaewuk@lycos.co.kr),
강동훈, 심성훈, 임상민, 이주형, 문태현
STEAM 교사연구회

사회가 급변하면서 교육 패러다임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며 학습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학습
상황을 제공받는다. 그러한 문제 상황은 학습 상황에서의 문제보다 휠씬 복잡하고 다양한 사
고를 요하는 것이 많은데,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문제
그 자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과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틀에 박힌 사고를 통해 정해져 있
는 답을 말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변화의 시대는 급변하고 그 중심에서 여러 문
제들과 직면하며 살아간다. 사회에서, 학교에서 복잡한 유형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여러 가지 면을 관찰하여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안에서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
력하는 과정과 여러 교과의 지식이 접목된 융합적인 사고로 재설정하여 다방면으로 해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융합형 프로젝트 학습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상호 작용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며 융합 학습은 학습자들의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 향상에 기
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3,4,5,6학년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수학,
실과, 사회, 미술의 교과를 분석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융합기반의 프로젝트 학습의 설계안과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또한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정의하고, 그 결과
를 얻는 데 관건이 되는 모순을 찾아내어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안을 얻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발명기법 ‘TRIZ’를 토의학습에 부분 적용하여 활동 중심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성, 유용성, 융통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협력적인 수업 분위기 조성 및 학습자
들의 나눔과 배려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협동학습 수업 기술을 학습 단위별로 적용하여 설계
하였다.

이에 초등 3~6학년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의 환경, 언플러그드, 프로그래밍 코딩, 물리 교
육 학습 주제를 추출하여 융합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다른 교과와의 융합적 긴밀
성을 파악한 후 사회의 환경적 주제, 실과의 정보 및 정보기기, 미술의 미적감각요소 등의
학습 내용을 통합한 융합형 설계안을 작성하고, 학습에의 적용을 위해 ‘TRIZ’를 적용한 토의
방법과 배려적인 학습 분위기의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융합 기반의 프로젝트 학습 적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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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 학습 지도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회에서 개발한 융합기반의 프로젝트 학습 설계안을 살펴보면 나만의 자석 장난감
만들기, 빛으로 구조 신호 보내기, 발명기법으로 창의적인 제품 만들기, 로봇과 춤을
(코딩교육), 혼합물의 세계, 생태복원 프로젝트 6개의 주제를 개발하고 50차시의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였으며,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및 학습 시 학생 간 소통을 위해 TRIZ의
발명 요소 ‘반대로 생각하기’, ‘엉뚱하게 생각하기’, ‘대칭적 사고’, ‘분할하기’ 등을 적용한 토
의 주제를 개발하였다. 나눔을 위한 배려적 학습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협동학습의 수업기술
인 ‘의사결정’, ‘의사소통구조’를 학습 내용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말하거나 결과물
제작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 방안으로 수업 요소에 투입하였다.

개발된 융합기반의 프로젝트 학습의 설계와 적용을 통해 첫째,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해가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발휘해 가는 학습 과정과 그 틈 사이로 창의성 향상이 가능한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과 자료 개발이 가능하며, 일선 교육 현장의 교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 주제를 개발하여 학급에서 바로 투입하기에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융합 기반의 프로젝트 학습 설계안의 제작으로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의 향상 뿐 아니
라 STEAM 교육이 초등 현장에서 일반화되는 시기를 앞당긴다. 셋째, 창의적 사고의 증폭은
학습 상황에서 크게 필요한 부분이다. 토의학습은 만들기 활동 수업으로 왜곡되기 쉬운
STEAM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트리즈(TRIZ)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자에게 창의적
사고와 수준 높은 ‘말하기 듣기’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프로젝트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협력의 소중함과 나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참여하
여 무임승차가 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상호 의존을 통해 학습 문제 상황의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적 학습 구조는 학습자들에게 협동과 나눔이 경쟁보다 소중하
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융합, TRIZ, 협동학습, STEAM,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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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ESD를 기반으로 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진숙*(평택성동초등학교 : j2s2695@hanmail.net),
이제민, 이종화, 위윤례, 이명화
STEAM 교사연구회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이것을 대비하게 해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상황에 따
라 학교 현장에서는 STEAM 교육이 확산되어 왔다. 새로운 이론과 현상에 대한 연구뿐만 아
니라 긴 세월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한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조상의 ESD 요소를 추출하
고, 조상의 ESD 내용에 접목 시킬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STEAM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조상의 ESD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인 뻔하지(FUN-HIGH-知) STEAM 교실과 6학
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뻔하지(FUN-HIGH-知)
STEAM 교실은 매월 1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상의 ESD를 체험할 수 있는 STEAM 교
육 프로그램으로 꼭두각시 인형(마리오네트 만들기), 신데렐라의 필수품(시계, 해시계의 원
리), 연주하는 호루라기(피리의 원리), 높이 날아라 연아(전통놀이 연의 과학) 등으로 운영하
였으며 6학년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한옥의 신비(한옥의 과학, 지속가능한 촌락) 거중기
(힘의 원리, 인권, 세계 문화유산 도시), 신기전(물체의 이동, 문화의 다양성), 석굴암(기상,
기후변화, 문화의 다양성)으로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의 인문학 요소와 지속가능한 사
회의 시민으로서의 인성, 자질 및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 자료를 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STEAM 수업에 대한 관심 및 흥미가 높아졌으며 뻔하지
(FUN-HIGH-知) STEAM 교실의 경우 저학년 학생 참여가 매우 높았다. STEAM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조상들의 과학, 놀이 속에 담긴 지혜, 슬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전환을 이끌
었으며 계승 발전에 대한 의지를 제고하게 되었다.
본 조상의 ESD를 기반으로 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
뿐만 아니라 역사, 사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전통의 소중함, 계승 발전의 의무, 지속가능한
한국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조상, ESD, STEAM
Part Ⅲ. STEAM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초록 ｜ 191

62
초등 정보영재의 사고양식과 창의적 수행 간의 관계
김승혁*(화봉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연구회에서 개발한 STEAM과학프로그램을 정보영재들에게 적용 후 정보영재들
의 사고양식과 창의적 수행 간에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K대학부설 영재
교육원에 재학 중인 초등 정보영재 69명이었으며, 창의적 수행을 알아보기 위한 과제로 앱
인벤터를 활용한 앱 개발 과제를 연구대상에게 제시하였으며, 합의적 평정기법(CAT)을 활용
하여 창의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였다. 초등 정보영재들은 진보적, 외부적, 계급적, 입법적
사고양식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과 보수(r=.61), 사법과 계급(r=.46)
간에 상관이 있었으며, 입법과 행정(r=.17)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정보영재의 사고양식과 앱 개발 과제에서의 창의적 수행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
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부적(r=-.35, p=.004), 외부적(r=.31, p=.010),
계급적(r=.27, p=.025) 사고양식 순으로 앱 개발 과제에서의 창의적 수행과 유의미하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35~.27). 또한, 정신자치제의 다섯 가지 영역 중 기능 영
역의 내부적, 외부적 사고양식이 R 제곱 값이 .159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되며 창의적 수행 총 변화량의 18%(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6%)를 설명해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F=7.423, p<.01). 다만 본 연구는 영재프로그램 계획 시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
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으나, 사용된 사고유형 검사지는 자가 보고식 척도
로 측정되어 사고양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하다. 또한 초등 정보영
재의 개인차 및 사고양식, 창의적 수행 간의 구체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핵심어: 초등 정보영재, 사고양식, 창의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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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초등 수학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용영역별 융합프로그램 개발
안달*(효덕초등학교), 김주창,
최화영, 진영중, 윤승일, 이세기
STEAM 교사연구회

우리 아이들에게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싶다.
“이거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어요?”라는 질문에 좀 당당해 지고 싶은 마음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과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도 크다.
특히 어려운 학습수준과 연계･융합이 부족한 과학교과, 문제풀이 위주의 수학교육 등은 더욱
그렇다.
이런 교육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같이한 선생님들과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STEAM 교육은 수학학습자의 흥미 증진, 탐구 및 토론학습, 소통과 협력의 수업을 지향해
우수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실험과 체험 활동을 통해 수학･과학
을 지루하게 여기던 학생들이 관심이 생기고, 즐겁게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많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학생들이 직접 배우게 되는 교육 내용 체계에서 과목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수학,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을 해보고자 한다.
둘째. 수학중심 융합교육자료 제공 및 연수체계 구축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
고자 한다. 우선적인 방안으로 학교 현장에서 스팀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발
굴･지원하기 위해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교사연구회를 만들고자 한다.
셋째.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수학,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며 실생활관련 문제해
결 능력을 배양하고 수학과학･ 개념 및 원리를 기술과 공학에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
발, 시범, 적용하고자 한다.
넷째. 수학, 과학, 공학자, 기술의 교육전문가들의 소통 및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다양
한 분야의 STEAM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여러 분야의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교육자들이 한데 모여 융합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교육에 대하여 마음껏 이야기 하고자 한다.

* 핵심어: 수학, 융합, 수학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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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Maker 문화 기반 수학 중심 스팀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지은*(한국교원대학교), 정민, 김서희, 김문희
STEAM 교사연구회

수학 교과는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이지만 실생활 문제를 다루는
활동이나 직접 체험하는 교육의 부족으로 학습자의 흥미가 떨어지는 점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학 기반 STEAM 교수 학습 프로그
램을 설계하였다. 특히 도형 단원은 자연, 예술, 건축, 그래픽 등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원으로, 다른 교과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단원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과 핵심 역량인 문제해결과 창의 융합 신장에도 부합할 수 있는
단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형’ 단원을 MAKER 문화 기반으로 STEAM 교수학습모형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자식과 MAKE의 융합을 위하여 STEAM 교수학습모형의 기
본 단계인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의 구조를 세분화하여 ‘탐색-설계-Make-공
유’의 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과 학습 목표인 수학적 흥미와 창의적 문
제 해결력 신장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aiken(1974)과 정은영(2008)의 도구를 재구
성하여 사용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년별로 연구자가 직접 투입하여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를 독립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의 수학적 흥미와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소폭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역량 중심으로 개편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 핵심어: 수학, STEAM, MAKER, 역량, 2015 개정교육과정,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학적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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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물인터넷 Design & Make STEAM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신연옥*(흥덕초등학교), 이은옥, 이정용
STEAM 교사연구회

정부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융합교육을 도입하였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SW
교육 정책을 발표하였다. 기존 교과에서 해오던 STEAM 융합교육에 더불어 SW 교육을 수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아두이노를 활용한 SW 수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두이노는 전기전자기술을 바탕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학생들이 재미있는 체험
활동 중심의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이며 대중의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
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3D 프린터 기술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STEAM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며 학생들이 첨단 과학-3D 디자인과 사물인
터넷-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미래사회 핵심 인재의 잠재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뒤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STEAM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저학년을 대상으로 두들
러 펜을 활용한 세계문화유산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두들러 펜은 비교적 값이 싸고 사용법이
간단하여 저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수학의 대칭을 활용하여 다양한 입체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좀 더 수준 높은 디자인을 위해 123 Desig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3D 프린터가 가져올 삶의 변화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마지막 Design & Make STEAM 프로그램은 오빠의 심부름이란 상황제시를 통해 학
생들이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알고 그 필요성을 알아본 뒤, 블루투스로 아두이노와 스마트 폰
을 연동하고 앱인벤터를 활용하여 이를 제어하는 App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이다.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264명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과학 학습에 대
한 흥미와 가치 신념,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을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또
한 수업을 실시한 교사들의 수업의 내용이 매우 참신하고 재미있다는 소견을 주었다.
본 STEAM 프로그램은 첨단과학 기술 분야의 STEAM프로그램을 교사가 지도하기 쉽고,
수업에 적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재구성하여 일반화를 시킨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수업
을 받은 학생 들 중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STEAM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 보급 되어야 한다.

* 핵심어: STEAM, 사물인터넷, 3D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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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교과서 속 진로연계 STEAM 프로그램 개발
송철영,*(횡성 성북초) 허관석, 설경진, 김남현
STEAM 교사연구회

초창기 융합인재교육(STEAM)의 본질은 학생들의 이공계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분명
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본질적 목적보다는 과목 간의 물리적 융합을 위한
통합, 그리고 특정 과목의 성격을 강조한 특색 있는 수업사례 발굴에 집중되어 본연의 목적이
다소 퇴색된 것이 아쉽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본연에 목적을 찾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그
가치는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접점에 진로교육이 있을 수 있다. STEAM
교육은 본래 태생부터 학생들의 이공계 분야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실천에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공계 분야 관련 진로교육과 반드시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실 현장의 STEAM수업은 과목 간의 융합 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다가 설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단원 제재 중심의 진로 연계
STEAM수업 프로그램 개발 ･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STEAM관련 분야 직업 세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과학적 태도 함양 기여하고, 나아가 STEAM수업의 현장 정착과 일반화에 기여하고
자, 첫째, 교과서 제재 중심의 진로 연계 STEAM 수업프로그램을 개발, 둘째, 개발된 프로그
램 적용 교과수업 및 진로교육 활동 전개, 셋째,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
였다. 교과서 속 진로 연계 STEAM수업 프로그램 개발은 단원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STEAM수업을 실천하면서, 단원 후반부의 ｢과학 이야기｣ 부분을 읽기 및 인터넷 탐방으로만
그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찾아가 체험하고, 직업인과 인터뷰하고, 관련 후속학습을 진행하
는 과정을 통해 STEAM수업과 진로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내가 만드는 생활 속 표준｣ 프로그램에서는 단원의 주요 학습내용인 수평잡기의 원리와
저울의 종류를 학습하고, 과학 이야기에 소개된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표준
과학 관련 진로 정보를 획득하고, 후속활동으로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표준단위를 직접
고안해 보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식물의 생활과 함께 하는 생체모방 공학｣
프로그램에서는 단원 학습내용인 생활 속 식물의 이용을 생체모방공학과 관련하여 STEAM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과학 이야기 ‘식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고장의 농
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식물 연구 관련 진로 정보를 획득하고, 후속활동으로 농기계 엔
지니어 STEAM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내진설계! 뿡뿡이를 지켜라!｣ 프로
그램에서는 화산과 지진단원의 지진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란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창의적 체
험활동 안전교육활동 연계 빨대를 이용한 내진설계 구조물 만들기 활동고 함께 내진설계를
배경으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테셀레이션 꾸미기 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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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과학이야기에 소개된 한국지진연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질연구 관련 진로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찰과 표현! 내가 만든 달나라｣ 프로그램에서는 달 모형
만들기라는 교과 학습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전 천문대 방문 학습을 통해 천문관련 진
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이며, STEAM수
업 프로그램은 4개 단원 총23차시에 걸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과서 속 진로연계 STEAM｣ 수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와 진로성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발된 ｢교과서 속 진로연계 STEAM｣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 변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검사지인 과학 관련 태도 검사지(TOSRA: Test of
Science-Related Attitudes ; Fraser, 1978)를 실시하였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으
로 실험집단은 43명, 통제집단은 43명이다. 사전 동질성 검사를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
시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200, p<.05). 사후 검
사에서는 실험반과 통제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t=7.865, p<.05), 이를 보
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과학 관련 태도 사전검사 결과와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평균 점수가 68.62에서 76.44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05). 이를 통
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과서 속 진로 연계 STEAM｣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근소하게 하락하였고(67.38→66.12), 그 수준(.096)이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수준이다(p>.05). 따라서 통제집단은 과학적 태도에 있어 변화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개발된 ｢교과서 속 진로 연계 STEAM｣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직업적 성
격유형(Holland-III RIASEC 여섯 개 영역 중 R, I 척도점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전･후 비교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R(실재)형 척도 점수는 44.4점에서 48.8점으로, I(탐구)형 척도점수는 48.6점에서 50.2점으
로 각각 R형 4.4점, I형 1.6점 상승하였다. 이는 STEAM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적용
이 학생들의 직업적 성격유형 변화에 근소하게나마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 진로설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과학학습활동 구성에 있어서 각각의 영역을 직
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
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현장의 경험과 소리를 직접 듣고 체험
할 수 있는 진로 연계형 과학 학습활동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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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스마트 수업 기반 디지털교과서 활용 STEAM수업 적용 방안 연구
황의택*(춘천 천전초), 이영승, 배석환, 양금란
STEAM 교사연구회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서)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보충･심화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부가되고, 교육용 콘텐
츠 등 외부 web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한 교재를 말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개인용 태블릿 PC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
을 충분히 갖고 있음이 이미 연구학교 운영 결과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
한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복잡한 문제해결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
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STEAM수업의 궁극적 목적이 과학･기술교육 강화에 있다면, 초등학
교 교실 수업에서 교과서 제재를 바탕으로 한 STEAM수업 운영이 절실하다는 요구는
STEAM수업 도입초기부터 지속되어 왔다. 이에 다양한 설계기반 수업이 가능한 디지털교과
서 활용 STEAM수업 구현 방안 모색은 앞으로의 교실 과학과 교수･학습 개선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수업 기반 디지털교과서 활용 STEAM 수업
적용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TOSRA)와 21C학습자 역량 신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80명이며, 연구의 기간은 2015년
5월 1일 ~ 2015년 12월 31일(8개월)까지이다. 디지털교과서 활용 STEAM수업 활동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 기 제시된 STEAM수업자료를 본 연구취지에 맞게 설계기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으며, KERIS에서 2014년 기개발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모델 개발자
료와 STEAM수업 준거 틀을 종합하여 수업적용 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에 적용된 스마트
수업 기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프로그램은 Circus AR 앱을 활용한 ｢Volcano paper
craft｣ , God of light 게임 앱을 활용한 ｢Make light!｣, KARI(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
앱을 활용한 ｢Play with moon｣이다. 앱 적용 STEAM 수업은 12차시로 구성하였으며, 단원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1주제 Circus AR 앱을 활용한 ｢Volcano paper craft｣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과학 3단원 화산과 지진 연계 STEAM수업으로, 디지털교과서의 웹 자료 검색 기능을 활용하
여 세계 여러 곳의 다양한 화산을 관찰하고, 화산과 비화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관찰능력을
바탕으로 AR(증강현실)의 Script자료를 학습자들이 직접 설계해보고, 나아가 Paper Craft를
활용한 화산모형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2주제 God of light 게임 앱을 활용한 ｢Make
light!｣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과학 3단원 거울과 그림자 연계 STEAM수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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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성질을 God of light게임 앱을 활용하여 손쉽게 이해하면서, 게임 전략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설계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단원학습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안전
교육)과 연계한 ‘나만의 구조용 손전등’만들기 활동도 적용하였다. 3주제 KARI(한국항공우
주연구원)개발 앱을 활용한 ｢Play with moon｣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과학 4단
원 지구와 달 연계 STEAM수업으로 앱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달 탐사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지구와 달의 중력 차이 비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달
사진을 이용한 배경화면 만들기를 통해 학습자들의 달 탐사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트 수업 기반 디지털교과서 활용 STEAM수업 적용 효과성 분석을 위한 검사도구는 한
국 교육학술 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효과성 분석 검사도구인 21C학
습자 역량 검사지(2014)를 본 연구대상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으며,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서의 문제 해결능력 검사결과, 유의수준이 0.163으로 나타
나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다 볼 수 없다. 하지만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역량인 해결방안 적용 문항(SQ-문-1:나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노력한다면 내게 생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에서는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판적 사고능력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에서는 유의수준이 0.043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분석 및 평가 역량(SQ-비-4:나는
다양하게 제시된 아이디어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를 수 있다.)에서는 학습자들의 자신감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 활용 능력에서는 평균값이 1.24상승하였고,
p.002 (p<.05)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정보 리터러시 역량 즉, 학습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수집능력(SQ-정-1:나는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이 가장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21 학습자 역량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협업능력 검사 결과에서는 평균값에
서 근소하게나마 긍정적 변화(▲0.34)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위두랑 등 다
양한 학습커뮤니티를 활용한 협력과 공유를 강조한 STEAM수업 분위기가 학생들의 협업능
력 중 공유 영역(SQ-협-5: 나는 과제를 함께 할 때 공부한 내용을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한
다.)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가장 크게 이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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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끼를 키우는 SMART-STEAM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웅용*(능산초등학교)외 6인
STEAM 교사연구회

본 꿈과 끼를 키우는 SMART-STEAM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제를 실생활 속에서 설정하고
자 하였다. 그러한 고민을 통해 현재 크게 이슈화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 흔히 다뤄지지 않
고 있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교육에 대해서
STEAM의 기존 교육방법과 SW교육 도구를 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이슈로 관심 받는 미세먼지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최고 목표로
하여 STEAM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속의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꿈과 끼를 키우는 SMART-STEAM교육프로그램은 과
학을 중심으로, 실과, 미술, 수학과를 융합하여 구성하였다. 보통 초등 수준에서 STEAM의
공학적 영역은 다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본 연구의 교육프로그램은 SW교육 도구 중 하
나인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STEAM의 다섯 영역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통해 알아보았
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적용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구 제작과 동시
에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체험과 실험 중심의 프로그램,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구의 개발 방향을 설정한 후 본 교육프로그램 속에서 활용되는 교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먼저 아두이노와 오픈소스, 그리고 다양한 공기오
염원 중 PM10,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측정 대상을 정하여 이에 대한 센서를 활용해 교구
를 제작하였다. 더불어 실시간으로 측정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웹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였고, 직관성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학교 실내 미세먼지를 직접 측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건강한 실내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러한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탐구 활동, 데이터 측정 활동, 자료 분석 및
변환 활동,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생의 흥미와 참여도 또한 높
이고자 하였다.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꿈과 끼를 키우는 SMART-STEAM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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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며 경험적으로 접근
한 결과 환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등 스스로 태도를 변화시키려 노력하였
다. 더불어 다양한 기상 요소에 대해서 궁금해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미세먼지 측정 교구
를 유심히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센서, 아두이노 등 작은 컴퓨터 칩을 다루는 활동에 흥미를
느꼈다. 한 학생은 아두이노와 모터를 조립하여 드론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
기도 하였다. 직접 여러 가지 의미있는 것들을 조작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환경문제의 해결, 측정장비를 다루는 활동, 기상과학자의 일, 캠페인
활동을 위한 계획수립, 포스터 디자인, 신문 제작과 뉴스제작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
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서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을 겪게 되며, 이는 환경교육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 측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이처럼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STEAM교육프로그램은 과학을 다양한 기술과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융합인재 육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불어 학생들에게
교구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실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과학 수업에 즐겁
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에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교구 및 관련 콘텐츠가 개발되고, 학교 현장
에 널리 보급되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핵심어: STEAM, IT, 미세먼지, 아두이노, 오픈소스, 공유, 협업, 꿈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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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놀이로 배우는 STEAM 프로그램 개발
박수진*(수봉초등학교), 최형욱, 송연아,
백지은, 이윤희, 안정애, 김태섭, 최연정
STEAM 교사연구회

2009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기초 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창의’는 학문으로서 수학적 사고의 창의성
과 함께 과학, 기술, 공학과의 연계성을 통해 실생활이나 수학의 응용분야에서의 수학적 사
고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창의성이란 수학 학습의 중요한 목표이며 수학을 기본
으로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과학, 기술, 공학, 예술의 융합을 통하여 매우
의미 있는 수학적 사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수학교육의 현실은 대학입시를 염두에 둔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에 치우쳐
있어서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대하여 여유를 갖고 탐구하거나 토론하는 경험을 하기 어렵다.
더욱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선행학습은 학생들이 수학은 재미없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은 PISA나 TIMSS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들이
과학･수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처럼 과학･수학교육계에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과학･수
학교육의 문제점을 사교육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겉핥기식 선생학습, 공교육 수업을 무
력화, 대학입시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현상을 낳았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과학･수학 학
급의 목적과 가치 중 정의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교사들은 과학･수학의 필요성,
중요성, 가치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하다고 한다.
과학･수학이 단지 문지 풀기식의 수업 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버리고 학습내용 및 학생발
달단계에 적합한 체험･탐구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체험･탐구활동을 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우리나라 과학･수학교육의 질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핵심어: 놀이, 과학, STEAM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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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TEAM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강미정*(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이우식, 최경숙,
김규화, 노태희, 박주용, 권오현, 안종모
STEAM 리더스쿨, STEAM 교사연구회

STEAM 교육은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학생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한 배움 중심의 학습이 일어날
때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 이를 위해 배우는 내용이 실생활과 연계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하였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의 합성어로 어떤 문제를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 및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이
용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어진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창의적 문
제해결력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였다.
교과프로그램은 5학년 STEAM 관련교과(과학, 수학, 실과, 음악, 미술 등)와 관련하여 월
(4,5,6,9,10월)별 주제를 선정하여 6~10차시 분량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 및 수업안을 작성
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창체프로그램은 동아리 활동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하여 1,2학
기 각각 10시간씩을 배정하여 STEAM 프로젝트 수업안을 개발하였다.
본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제 시 STEAM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생 재능기부를 받아
STEAM 수업, STEAM 데이, STEAM 캠프, STEAM 과학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을 실시 하였다. 교과활동 중심의 STEAM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
과후 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함
으로써 과학지식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신장하였다.
본교 학생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CIS 창의성 검사를 5학년에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과학, 수학에 대한 인식 및 문제해결력이 좋아졌고, 실제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
에 있어서도 창의성이 신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개발한 자료는 주제중심의 교과융합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융합적인 사고력을
신장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핵심어: 주제중심, 창의적 문제해결력, 프로젝트 수업
Part Ⅲ. STEAM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초록 ｜ 203

71
창의･인성 향상을 위한 SW교육을 활용한 융합인재 프로그램 개발
(로봇! 사람다운 세상을 꿈꾸다)
허갑진*(백화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다면 21세기 현재는 하드웨어
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영화, 의료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소프트웨어 교육을 2019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의무화하
기로 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유연한
사고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물질중심의 사회 변화와 인간성 상실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인성적
요소를 겸비한 인재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장애인의 어려움이라는 인성적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 5, 6학년 교육과정
과 SW교육 중심에 있는 로봇, 아두이노를 통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다음과 같은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장애를 소재로 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SW 중심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셋째,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통해 일반 교과 수업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은 ｢로봇! 사람다운 세상을 꿈꾸다｣ 대주제에 시각, 청각, 지제 장애를
소재로 한 ｢모두가 행복해 지는 흰 지팡이｣, ｢소리가 아니어도 전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손을 선물해요｣ 라는 3개의 소주제로 구성하였다. 각 소주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학
습 준거 틀에 따라 상황제시 단계에서는 각 소주제 소재별에 따른 문제 상황을 이야기 형식으
로 전개하고 창의적 설계에서는 상황제시의 문제를 로봇과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해결하며 감
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시연회 및 소감 발표회로 구성하였다. 각 소주제별로 세부 구성 및 개
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두가 행복해 지는 흰 지팡이｣는 학생들이 경험했을 장애체험 행사의 날의 에피소드를
시각장애인의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시각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토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였고 우리 몸의 감각과 센서의 역할이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창의적 설계에서는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204｜ 2015년 융합인재교육(STEAM) 학술대회

시각장애인의 보행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기존 흰 지팡이에 초음파
센서를 부착해 보고 마인드스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음파 센서의 작동 적정값을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감성적 체험은 직접 제작한 작품을 시연하며 생화 속에서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태도를 다지도록 하였다.
｢소리가 아니어도 전할 수 있어요｣는 화재예방 교육의 날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벌어
진 일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창의적 설계에서는 생활
속 주변의 다양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고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적정 소리 크기를 탐구
해 보며 이를 아두이노의 사운드센서와 진동모터에 연결하여 일정 소리가 났을 때 위험을 알
려줄 수 있는 진동팔찌를 만들어 보았다. 감성적 체험은 창의적 설계를 통해 만든 작품을 친
구들과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친구에게 손을 선물해요｣는 손이 불편한 호연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지체장애인
의 움직임의 어려움을 공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설계에서는 보편적 디자인에 대하
여 탐구해 보고 일상생활 속의 문제 상황을 개선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체의 비율을
고려하여 종이 손가락을 만들고 마인드 스톰의 모터와 연결하여 로봇손을 제작하도록 하였
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터의 회전각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손의 움직임을 포현하여 설
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감성적 체험에서는 시연회와 함께 장애인에 대해 우리의 태도에 대
하여 이야기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목표의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전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교과에 대한 흥미도 변화, 창의성 변화, 장애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함양에 대한 내용으로 검증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설문 조사 결과 융합교육(STEAM) 및 교과에 대한 흥미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
둘째, 일시적인 변화로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는 얻을 수 없었으나
조사 결과 소폭으로 창의성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절차적 사고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
할 수 있었다.
셋째, 계획에 따른 문제 상황의 경험과 감성적 체험은 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
넷째, 교사와 학생 모두 프로그램의 활용 및 조작활동을 통해 효과적 의사소통으로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의 경험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특히 연구회의 조직과 공동 연구
를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계속되는 연구의 활성화를 기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SW교육과 교육과정의 융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W교육
의 강점인 절차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이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핵심어: sw교육, 로봇, 아두이노, 융합, 흰 지팡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진동팔찌, 지체장애, 로봇손
Part Ⅲ. STEAM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초록 ｜ 205

72
F.O.D-STEAM을 통한 융합인재 진로교육 방안 연구
이임규*(부여초등학교), 이철규, 조요환, 김환규,
김진석, 김경호, 윤영식, 임종수
STEAM 교사연구회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다
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좋은 해결방법을 찾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현
재 청년 실업 증가 및 꿈이 없는 청소년 등 다양한 진로문제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진로교육과 연계한 STEAM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래 직업 세계의 주요 직업을 선정하여 직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을 융합하고 창의력과 감성을 발휘하여 문
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커리어넷 ‘미래의 직업세계’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미래의 직업 연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미래 유망 직업 12가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STEAM 교육의 일반적인 순서인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이라는 단계를 진로교육 연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F.O.D-STEAM은 상황공감(Feel)->창의적 역할설계(Observation)->감성적 진로체험
(Dream)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상황공감에서는 학생이 문제 상황 속에서 해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
였다. 직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스토리텔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직업인이 되
는 기회 제공 및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창의적 역할설계에서는 문제 상황 속 필요 역할을 찾아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
가도록 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성취내용을 학습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설계해보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 경험의 확산과 진로를 인
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감성적 진로 체험 단계에서는 흥미, 동기, 성공의 기쁨 등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
며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미술이나 음악 활동을 포함한 예술체험과 연계
한 진로 체험으로 해당 분야의 직업에 대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발한 자료 중 5~6학년 58명에게 적용 후 STEAM 태도 검사 및 진로인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학 및 과학 수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
들의 창의력 및 융합적 사고 향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직업 세계를 미리 체험해
봄으로서 직업 인식을 제고를 통해 진로교육에도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융합인재교육에 진로교육 요소를 연계하여 개선된 방향의 융합인재진로교
육 수업모델 제시를 통해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방법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STEAM 교육, 진로교육, 초등 교과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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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골격 탐구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신장
한금식*(온양풍기초등학교), 김근태, 장명자,
황효정, 이현호, 전용조, 이신동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에서는 과학, 수학, 미술, 음악교과에서 간교과간 주제를 통합하여 창의적이며 인
성이 바른 학생으로 키우고자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통합주제를 설정하여 STEAM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5학년 2학기 ‘과학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음악 4. 노래로 하나 되어, 수학 2. 합동과
대칭, 5. 여러 가지 단위, 미술 10. 디자인과 생활’을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간의 벽을 풀고
통합하여 5차시 프로젝트 수업으로 재구성 하였다.
인체 골격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뼈와 관절로 이루어진 인체 모형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마리오네트 음악극 만들기 활동 등을 가져본다. 또한 우리 몸에 숨겨져 있는 수학적 원리를
찾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우리 몸의 각 부분에 대하여 배운 것을 바탕으
로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쓰이는 인공수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장치를 설계하는 활동을
가진다. 이를 통해 인체 골격의 구조와 하는 일,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아가
는 주제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한 자료를 초등학교 5학년 70 명에게 적용 후, 수업일지를 분석한 결과, 과학수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음악극 실연을 위해 여러 음악을 감상하고 선택하는 활동을 통해, 인체
구조에 대해 깊이 탐구하게 되었으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수학의 단위, 대칭의 개념을 체험하였으며 으로 인공 인체의 활용을 통해
장애우에 대한 배려심을 기를 수 있었다.
본 인체탐구를 위해 만들고, 음악극에 활용하고 인체와 자연의 프랙탈 구조를 체험하면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을 기대해본다.

* 핵심어: 주제통합 STEAM교육, 간교과간 주제통합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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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New Traffic System)을 활용한 STEAM 프로젝트
염지원*(직산초등학교), 문태현, 박윤수,
장태순, 성혜란, 최인표, 김영철
STEAM 교사연구회

우리나라는 도로 정체로 인한 배기가스, 교통체증 문제 등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시스템(New Trafic System)을 만들 수는
없을까?
최근 우리 사회나 외국에서도 융합연구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교통의 미래도 이런
융합의 흐름을 반영하여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이라는 영역을 법, 여가, 건강,
심리와 행동, 자연, 안전, 자원 , 노동과 산업 등 거의 사회 전반으로 확장된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영역의 학자들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본다면 새로운 교통시스템이라는 미래의 주제를 놓고 다학제간 토론이 활성화 될 것이
다. 법적 고려의 예를 들면 앞으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칠 경
우 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제조기술의 자동화
는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적 저항을 일으킬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심리나 행동학 연구자에겐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교통기술의
발달로 교통사고가 줄어들면 자동차에 쓰이는 재료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안전의 문제
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자동차에 두꺼운 철판을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결국 따지고
보면 교통의 미래에는 수많은 학문 분야가 얽혀있다. 따라서 미래의 교통시스템은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 탐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의 교통시스템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New Trafic System)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학교와 마을이라는 공간 안에 직접 적
용해 보도록 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수업은 교통신호체계 속에 숨겨진 과학원리를 찾아보고, 이를 학교 현장에 융합하여 창의
적이고 새로운 교통신호체계를 만들어보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교통신호체계와 관련된 전
기, 전자, 통신, 정보, 정보처리 기법 등 융합할 수 있는 영역을 적용하여 새로운 교통시스템
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서 교통신호체계, 새로운 이동수단 만들기,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를 하위 주제로 정했는데, 오늘 수업은 교통신호등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 원리를 찾아
보고 이를 6학년 2학기 과학교과 2단원 전기의 작용 단원과 미술 2단원 소통과 디자인을 교
과간 연계하여 ‘나만의 신호등 만들기’를 주제로 재구성하였다. 총 5차시로 1,2차시는 생활
속 교통 신호등의 모습과 특징을 관찰하고 신호등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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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신호등 전기회로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3,4차시에는 1,2차시에 만
든 신호등 전기회를 이용하여 나만의 신호등 만들기를 해보았다. 나만의 신호등을 만들 때에
는 현재의 신호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만들어보도록 하였고, 직접 기술 시연
이 어려운 점은 모형을 만들어 반영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5차시에는 미래의 교통은 어
떻게 바뀔지 생각해보고 미래의 교통에 어울리는 교통신호등의 모습과 기능은 미술 시간을
활용하여 1차시에 설계한 처마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설계를 하였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과학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력을 길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4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한 결과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도
와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교통시스템
속에 담겨진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고 직접 제작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직접 학습자료 개발에 참여하
면서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교통시스템의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과학, 기술, 공학, 미술, 기술의 융합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었으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를 통해 과학적 사고와 미술적 가치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다.

* 핵심어: 새로운 교통시스템(New Trafic System), 교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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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누리 팡팡
양승민*(천안새샘초등학교), 이성희,
김창동, 김민식, 윤형석, 유상민
STEAM 교사연구회

‘융합인재교육(STEAM)이 21세기 미래를 바꾼다.’ 는 말이 교육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교육
은 과학･기술･공학과 더불어 예술과 혼합되어 대중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작된 STEM교육은 미국과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에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예술(Arts)을 추가하여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지식, 기술, 예술의
융합 교육인 융합인재교육(STEAM) 개념으로 확장하여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교육시스템으로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현실은 문학,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 등 과목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수학자들
은 오로지 ‘수식안에서’, 작가들은 ‘단어 안에서’, 음악가들은 ‘음표 안에서’만 생각하도록 강
요받고 있다. 이에 아람 누리 STEAM 연구회에서는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적용의 효율성
을 높이고자 STEAM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조직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방향과 내용
에 적합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의 가능성을 높여가고자 융합인재교육 추
진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및 재구성하고,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여, 융합인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이 강화되도록 노력하였다.

* 핵심어: 주제중심 프로그램, 아람누리, STEAM교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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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 STEAM STREAM 프로젝트
성억경*(홍성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회는 STEAM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방안 모색하고자 하였다. 학급에서는 교사들이
작성하는 학급교육과정에서부터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들이 제작해 놓은 미술 작품 등
에 STEAM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닌 교사와 학생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STEAM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 도출하여 학생들의 STEAM에 대한 관심 및 이해 증진, 교사들
의 STEAM 교육에 대한 기회를 부여, 현장에서 느끼는 STEAM 수업에 대한 부담 경감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한 프로그램 모색 및 적용하여 현장에 STEAM 교육 확산 도모, 학생들에게
융합적인 사고력을 갖게 하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본 연구회는 각 교사들이 융합교육의 줄기(STREAM)를 찾고, 그 줄기
(STREAM)를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 깊고, 넓은 생각을 꽃과 같이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STREAM이라는 용어에 담았다. STEAM이 각각의 스펠링 하나하나에 의미
를 두었다면 STREAM 모두가 융합되어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 모두가 창
의적 체험활동과 접목한 STEAM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 핵심어: STEAM, 창의적 체험활동, STREAM,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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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ENCE PROJECT를 통한 STEAM 교육이
초등학생의 직업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효정*(전주대정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는 예술의 영역이 과학과 함께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 첨단 과학
과 예술이 하나 되어 창의적 시너지를 발휘하고 그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같은 맥락
으로 Art와 Science의 합성어인 ‘ARTIENTIST’라는 용어도 최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
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과학기술과 예술을 융합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과정을
거쳐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ARTIENCE PROJECT 3종을 개발하여 5,6학년 학생 22명에
게 적용하였다. 빛의 성질을 활용한 아트박스와 첨단미디어아트를 소재로 한 과학을 품은 예
술, 모스글라이더를 소재로 한 꿈을 담아 하늘로~, MakeyMakey와 전도성 물감 등을 활용
한 창의 전기 놀의터. 이렇게 세 가지의 ARTIENCE PROJECT를 활용한 STEAM 교육이 초
등학생의 직업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국고용정보원의 초등학생 진로
인식검사지로 사전, 사후 검사 후 SPSS Ver.18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ARTIENCE
PROJECT를 활용한 STEAM 교육이 학생들의 직업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평균 11.33향상,
유의수준 .000)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어: ARTIENCE, PROJECT, 직업인식, STEAM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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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탐구 활동의 STEAM 교육으로 다양한 발명품 만들기
유은겸*(아산초등학교), 유인호, 심재국
STEAM 교사연구회

IT기술이 발달하고, 융합이 강조되면서 사회변화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술과 직업이 등장하
게 되었다. 한 예로 미래사회에는 로봇 개발 활성화에 따라 로봇의 역할이 증대되어, 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는 SW 코딩능력이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융합적 사고와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진로 및 흥미유형을
고려한 STEAM 교육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계발하고 강화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아두이노 및 로봇을 활용한 간단한 발명품 제작을 통해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둘째, 수학 및 과학 교과에서 로봇을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으로 교과흥미를 증진하고 진로
를 설계한다.
셋째, 홀랜드 진로유형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강점 지능을 개발하고 진로탐색에 기여한다.
넷째, 과학 및 공학을 중심으로 기술･수학･예술･환경 등의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한다.
본 연구는 홀랜드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및 흥미유형을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고 강
화하기 위한 로봇 활용 STEAM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 및 적용하여 학생들의 변화를 검증하
고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STEAM 프로젝트 학습은 ‘아두이노 활용’, ‘로봇 활용’의 2가지로 나뉘며 각각 주제를 선정
하고 관련 교과를 연계하는 주제 중심 통합수업 형태로 진행되었다.
Project 1은 아두이노를 활용한 STEAM 수업으로, ‘자세교정 방석 만들기’를 주제로 과학･
실과･미술 교과와 연계하였다. 학생들은 센서에 대한 원리와 저항의 종류, 전기회로 등 과학
이론과 공학 기술을 이해한 후,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방석 디자인을 구상하고 제작하였다.
Project 2는 로봇을 활용한 STEAM 수업으로, ‘SMART한 주차장 만들기’를 주제로 실과･
미술 교과와 연계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공간을 쉽게
찾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고, 로봇과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물체와의 거리 측정이나 알고리즘, 속
력 계산 등과 같은 과학･수학 이론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이면서도 미적인
디자인을 구상하여 주차장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Proejct 3도 역시 로봇을 활용한 STEAM 수업으로, ‘나를 따라오는 쇼핑카트 만들기’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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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실과･미술･사회 교과와 연계하였다.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쇼핑
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상황을 제시한 후, 쇼핑카트의 형태와
일반적인 마트의 구조를 살펴 쇼핑카트에 필요한 기능을 생각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로봇의 초음파 센서, 빛 센서를 활용해 매장 내 유도선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과의 거리에 따라 이동속도를 조절하는 쇼핑카트를 구상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정보통신 관련 기본소양을 기르고, 로봇을 활용한 주제 중심 통합
STEAM 수업을 하며 교과내용에 대해 심층적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과학･수학･공학･기술･예
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진로 유형을 파악하고 강화하여 진로탐색 및 결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 미래사회에 주도적 역할을 할 인재로
자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로봇, STEAM,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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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끼, 행복을 찾는 융합교육을 통한 사회적 감성 신장
박건하*(광양제철남초등학교),
고종환, 임연, 김소래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학생들의 창의･인성, 지성과 감성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 행복
한 배움과 , 학생들의 사회적 감성 신장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수행되었다. 꿈, 끼, 행복을 찾는 융합교육을 통한 사회적 감성 신장’이
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학, 과학, 미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창
의’를 중심으로 융합교육(STEAM) 수업을 계획하고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을 신장시키고, 배려와 공감 등의 사회적 감성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과제는 꿈, 끼, 행복을 찾는 융합인재교육(STEAM) 여건 조성, 꿈, 끼, 행복을 찾는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다양한 창의 융합 체험활동 운영으로 설정함.
연구대상은 광양제철남초등학교 1~5학년 학생, 적용시기와 대상은 2학기 과학, 수학, 미술,
창의적 제험활동 ‘창의’로 함. 융합인재교육 여건 조성은 교사들에 대한 연수와 컨설팅, 창의
수학실등의 융합교실과 학생 노작을 위한 텃밭과 작은 논밭으로 함.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은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내 융합수업 방법으
로 운영되는 주제로 슬기로운 생활, 수학, 과학, 미술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로 구성
함. 다양한 창의 융합 체험활동은 4월 과학창의 day, 10월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체험 day,
12월 융합창의 day로 운영함.
본 연구를 통해 융합인재교육에 적합한 물적ㆍ인적 여건 구축으로 다양한 지원과 체험활동
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교사들에 대한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교사들의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이 향상됨. 교사의 수업부담이 적고 현장 적용이 쉬운 교과내 융합수업 중심
의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융합 인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됨. 친구, 가족과 함께 하는 3번의
융합 창의 day 운영을 통해 학생, 학부모들이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자발성을 갖고
참여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신장됨. 통합인재교육을 통한 다앙햔 탐구 및 체험활동으로
학생들끼리의 의사소통, 협업이 활성화되어 배려와 공감 등의 사회적 감성이 신장됨.

* 핵심어: 융합교육, 사회적 감성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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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지구를 찾아 떠나는 Le Papillon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한영(나주초등학교 : iamsam102@naver.com), 김영미,
정승한, 박상진, 손현권, 김영대, 서경석

요즘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경험하는 첨단 기기들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으나
학교의 수학, 과학, 기술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내용을 경직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 학생들은 과학이나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STEAM 교사연구회 지정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현장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본 연구회는 ‘제
2의 지구를 찾아 떠나는 Le Papillon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과제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최근 수학, 과학교
육의 동향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STEAM교육에 대한 이해와 간학문적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교과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협
력을 보장하는 통(通)학문적 창출을 담보할 수 있는 ‘통섭적 마인드’의 형성을 위해 교사 연수
를 실시하였다. 연수를 바탕으로 기초과학원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공학까지 스토리텔링으
로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그 의미를 터득하고, 아울러 과학･기술･공학에 대한 발산적 사
고와 창의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기본정신을 담아 낼 수 있는
총 10차시분의 STEAM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환경오염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게 된 지구에서 “제2의 지구를
찾을 우주범선을 만들어라!” 라는 도전과제를 미션으로 준다. 학생들은 먼저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조건(Life Zone)을 탐색하고, 지구형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별을 스텔라리움
(Stellarium)을 통해 찾는다. 그리고 1000년 이상의 우주여행을 하게 될 우주범선의 설계도
를 바탕으로 한 2015년형 첨단 공학적 우 범선를 만들 수 있도록 학생상호 간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 창의적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우주범선
을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설계 제작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1차 제작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
여 토의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고, 2차 제작을 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Le Papillon 페스티벌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인류가 살기 좋은 우주 범선을 선발하여 우주
범선의 인체공학적 디자인, 에너지 형식, 사용한 재료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할 내용을 작성
하고 신문 광고 및 팜플렛도 만들어보고 모둠별로 상호평가 및 토론을 하면서 다른 팀의 작품
과 비교해봄으로써 융합적인 사고가 확산되고 STEAM활동의 감성적 체험과 더불어 학생상
호간의 소통과 배려의 마음도 익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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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제 2의 지구를 찾아 떠나는 Le Papillon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면서 새로운
교수학습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전공뿐만 아니라 타학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 2의 지구를 찾아 떠나는 Le Papillon 프로그램]은 영재교육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이나 동아리활동 등으로 일반 학교에 적용할 수 있어서 융합인재교육 활
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영재교육원의 주요 역할이 학생에게 지식
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지식을 응용하고 창출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전환시키
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들은 학생들 및 교사들이 함께 탐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협동을 중시하고 집단적인 창의성을 구현하는 미래의 학교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초등 영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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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STEAM기반 과학교구 자료 개발 및 적용
서화형*(목포용해초등학교), 신광길, 이강욱, 문준영, 이선영,
김미연, 임근홍, 강민희, 박은경, 박주현
STEAM 교사연구회

STEAM기반 과학교구 자료 개발 및 적용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당위성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 주변
에 있는 교원 중에서 융합인재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는 많지 않다. 그나마도 교과보다는
창의적체험활동으로서 1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초
등의 융합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융합교육의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교육과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억지로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만든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국의 과학축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은 융합인재교육수업을 만들어야하는 필요성이 여
기에 있다. 과학축전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학놀이와 더불어 유용한 가치가 있다. 과학축전은 매우 다양하고 재미있게 운영되고 있으
며, 그 중 많은 프로그램들이 융합교육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교육과정과 연
계하여 학교 안 융합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속에 융합교육을 접목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축전의 프로그램 중에 융합인재교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
고, 선정된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수업과 수업자
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수ㆍ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과학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와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
적인 예시 프로그램으로 “대체에너지”프로그램을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에너지” 프로그램은 3학년 2학기 과학 2단원 지층과 화석, 3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자료의 정리에서 그림그래프 그리기, 3학년 2학기 미술과 5단원 다양한 표현 융합하여 프로
그램을 제작하였다. 과학축전 프로그램 중에서 손가락 화석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화석의 생
성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화석이 자원으로서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예를 공부하여 수학과에
서는 화석연료의 현존량을 그림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의 유한함을 알고 화석
연료가 고갈된 뒤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보
는 미술과 활동으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상황제시에서 유명인의 손바닥 도장처럼 나만의 흔적(자취)을 만들기와 화석연료가 고갈된
미래 지구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듣고 미래의 생활모습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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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목적에 맞게 나타낼 그래프 탐색하도록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구상을 하도록 하였다.
감성적 체험은 손가락 화석을 나만의 특징에 맞게 꾸며 보고, 화석 전시회를 통해 서로의
작품을 평가한 다음 각자 상상하여 그린 작품에 대한 감상 및 평가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해보도록 마무리 하였다.

본 연구회에서는 총 7개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목포시내 6개 초등학교 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적용 한 후 그 변화를 학부모 165명, 교사 47명과 함께 검증한 결과 학생들
은 융합인재교육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발표하였고, 지식
과 실생활의 관련성에 대해 쉽게 이해하면서 다양한 과목을 함께 배워야 하는 이유도 스스로
깨달았다. 교사들은 과학축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없이 쉽게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적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타 학교에서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융합인재교육에 크게 효과적일 것이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융합인
재교육활동에 만족감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형성으로 연결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하는 사례도 있었다.

* 핵심어: 융합인재교육, 과학축제, 과학축전, 과학축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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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ㆍ인성중심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 적용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
박준*(사평초등학교), 류재인, 나은수,
박현규, 최선, 백완선, 손현권, 채현석
STEAM 교사연구회

창조 경제시대에는 타학문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태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타전공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공학이 미래 사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줄 알고, 현재에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공학 지식을 이해하고 빠르게 습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과를 활용한 STEAM 교육을 접목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과학수업이 이루
어지도록 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융합관련 연수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초등과학 중심
프로젝트 STEAM 교수･학습 과정안 형태로 나타났으며 창의인성교육과 연계한 STEAM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남지역 5, 6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결과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았
다. 첫째,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실시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과 프로그램 컨설팅, 협의회가
창의인성기반 STEAM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그램 적용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둘
째, 창의인성기반 STEAM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는 것에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창의인성기반
STEAM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셋째, 주제중심 창의인성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교 밖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융합적 문제해
결력 향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끌어냈다.

* 핵심어: 창의인성중심, STEAM, 교수학습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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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둥둥 부력과 둥실 양력의 비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균철*(경산동부초등학교), 이진희, 이준원,
최정현, 박진홍, 문충섭, 최진기
STEAM 교사연구회

STEAM교육을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과 수학의 개념에서 벗어나 미적
인 아름다움을 과학과 수학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고, 예술작품을 과학 수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 ‘둥둥 부력과 둥실 양력의 비
밀’을 통하여 S(과학), T(기술), E(공학), A(예술), M(수학)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지, 지
도안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STEAM에 대한 흥미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부력과 양력을 이용
하여 배와 비행기를 만들어 활용하는 과정에서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며 보다 다양한 장면
에 적용해 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
색하고자 부력과 양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먼저 ‘배타고 둥둥’ 프로그램은 배가 수면에서 가라앉지 않기 위한 부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배의 건조중량, 재화중량, 총 배수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배에 최대한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
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배의 안정성을 위하여 짐을 실을 수 있는 선을 표시한 만재
흘수선을 탐구함에 있어 해수의 온도와 농도에 따라 흘수선의 위치가 달라짐을 알게 한다.
이로써 밸러스트 워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배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하여 밸러스트 탱
크에 격벽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볼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은 밸러스트 워터의 원리를
이용한 안전한 배를 직접 디자인하고 평가해봄으로써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STEAM
요소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비행기 타고 둥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의 종류와 생김새를 공부하면서 학생들의 비
행의 원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비행기의 역사와 제작 원리를 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다양한
제재를 제공하여 기술 공학적 원리와 인문학, 예술, 수학적인 영역을 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에서 비행기의 원리를 탐구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종이비행
기를 제작하여 친구들과 함께 놀이 만들기까지의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하늘을 나는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과학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하늘을 나는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과
학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하늘을 쉽게 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비행기를 통해 라이트 형제의 일화와 역사를 소개하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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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와 인문학을 접목하고, 비행의 역사를 통해 학생들은 비행의 원리에 자연스럽게 관심
을 가지게 하였다.

개발한 자료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6명에게 적용 후 STEAM 태도 검사지로 분석한 결과
STEAM 프로그램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해 75%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팀별 수행과제가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
었으며, 재미있는 미션이 학생들의 흥미를 제공해주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팀별 중심의
STEAM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된다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STEAM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알맞은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하
여, 학생들의 흥미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신감과 성취동기, 도전의욕을 일으킬 수 있
을 것이다.

* 핵심어: 양력, 부력, 융합수업, 비행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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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무한 가능성! 바다해양탐험으로 창의 융합적 사고력 키우기
김선애*(금장초등학교), 한향은, 오정한,
허진호, 임승은, 전상화, 전호종
STEAM 교사연구회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바다에는 지구상 생물의 80%인 30여만 종의 생물이 서식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산물 먹거리는 자연이 인간에게 준 바다의 선물이나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바다는 생물 이외에도 무생물, 광물, 에너지원까지 제공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무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한 가능성! 바다해양탐험으로 창의 융합적
사고력 키우기’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바다의 가능성과 그 가치를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1C핵심역량인 창의ㆍ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도록 하였다.
소주제별로 살펴보면 첫째, 무한가능성 바다 세상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바다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바다세상 아크릴 만화경’ 만들기를 통해 빛의 반사와 거울
의 원리를 배우고, 바다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둘째, 바다 생물, 다시마 해초 분자요
리로 해양 생물 가치 알아보며, 바다생물이 우리에게 어떤 고마움을 주는지 알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바다의 무생물 소금, 비밀 문자로 풀어보는 바다 속 세상’이라는 주제로 무생물인
소금의 농도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려보며 바다 무생물의 가치를 알아보았다. 넷째, ‘바다의
광물, 불타는 얼음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주제로 우리의 동해바다 독도 아래 매장되어 있는
미래 청정에너지 메탄하이드레으트 구조 만들기를 통해 바다 광물 자원의 가치를 알도록 하
였다. 다섯째, ‘골드버그로 풀어가는 바다 수호 이야기’라는 주제로 바다를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야하는 소중한 보물임을 알도록 하였다. 여섯째, ‘과학 원리를 적용한 해양
레포츠 즐기기’라는 주제로 바다의 파도, 바람, 물을 이용하는 놀이기구를 제작해봄으로써
창의 융합적 사고를 기르도록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였다.
이러한 바다 탐험을 통해 현재 바다가 주는 고마운 점을 과학적 원리를 통해 풀어보며, 미
래의 바다 가능성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바다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보물임을 알도록하여 바다 수호의 의지를 키우도록 하였다.

* 핵심어: 해양탐험, 바다 자원, 무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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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적정기술-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신장
정승철*(매화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어려운 시험과목으로만 생각되던 과학, 수학을 기술, 공학, 예술과 연계하고 실생활에 접
목시켜 학생들의 흥미와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인 STEAM이
2011년부터 강조되고 있고, 저개발국,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빈곤퇴치와 지역사회 개발, 삶
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개발된 기술을 의미하는 적절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적정기술이
STEAM 교육에 있어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련성
이 있어 이를 적정기술-STEAM프로그램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간이정수기 만들기의 경우 과학과의 4. 혼합물의 분리, 수학과 2. 비와 비율, 미술과의 주
제표현 단원으로 재구성하였고, 또, 온돌의 경우 과학과의 1. 온도와 열, 미술과의 6. 궁금한
박물관, 수학과의 2. 비와비율을 재구성하였으며, 항아리냉장고의 경우 과학과의 1. 온도와
열, 수학과의 3. 도형의 대칭, 실과과의 4. 생활과 기술 단원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간이정수기의 경우 정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충전재의 비율이나 순서를 학생들이 창의적
설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간이정수기의 모습 및 정수 결과를 학생들이 함께
비교, 전시해봄으로써 감성적 체험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결과 적정기술-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들이 학습 동기에 대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과학적 태도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적정기술-STEAM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융합 수업의 사례는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해
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적정기술,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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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불국사의 건축미학! STEAM으로 보고 미래건축으로 말하라
김진화*(용황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겨레의 융합적인 산물인 석조 건출물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웅장하고 과학적인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들이 구조 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사회를 더욱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건
축물을 만드는 문제 해결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불국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재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예술성
을 살펴볼 수 있거니와 숱한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다. 다보탑이니 석가탑이니 하는 불국사의
문화재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차라리 진부해 볼일 수 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신라인들이 불국사를 세운 연유는 무엇이며, 다보탑과 석가탑이 상징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국사가
얼마나 단편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제 불국사를 교실에서 만나 거기에 담긴 신라인의 꿈을
찾는 지적 즐거움과 새로 조명하는 창의를 발산하고 싶었다. 불국사는 그 구조와 내부 건축물
들의 배치 등에서 우리 조상들의 치밀했던 수학을 보여주고 있다. 치밀한 수리력을 그 시대
최고의 과학 기술과 만나 예술로 승화시킨 불국사에서 우리 조상 지혜를 벤치마킹하여 옛 것
에서 새로움을 찾는 지적 즐거움과 새로 조명하는 창의를 발산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계발하
고자 하였다. 또한 융합의 눈으로 보는 문화 유산 프로젝트에 충실한 주제(교육 내용)를 선정
하는 일은 많은 고민을 필요로 했다. 현행 교육과정을 고려한 흥미롭고 실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심화 학습이면서도 교육과정과 중복되거나 난이도가 부적합하게 구성되는 오
류를 피해야 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 보고 조작해보는 구체적
인 활동을 통해서 지적･사회적 능력이 효율적으로 형성된다. 건축물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
여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력, 인내심, 성취감, 실생활 활용
능력 등을 신장할 수 있다.
불국사의 건축미학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체험
학습이면서도 융합적인 탐구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구체적인 실현을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가. 문화재, 우리 민족의 과학, 수학, 기술, 에술의 총체적인 산물로 보게 되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자연을 이용하고 보전해 오면서 겨레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가꾸기
위하여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일구어 낸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첨단기술의 빛에 가려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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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소재나 기술, 산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에 숨겨진 조상의 과학을
현대의 과학으로 증명해 나가는 탐구과정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미래의 주인공 양성에
보탬이 되었다.
- 교사들은 지역문화재 체험학습의 효율성을 위한 교직원 연구와 연수활동, 사전답사를 통
해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게 되어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지역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다. 과학교육 프로그램
은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아동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학습 의욕을 더욱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경주에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 많다. 현장에서 조사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탐구 결과로 알
게 된 문화재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을 학생 수준에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탐구 주제를 지역
화은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이는
지역 사회 기여의 바탕이 되었다.
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학생들이 융합으로 보는 문화재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창의적 산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생 개인의
과학적 지식과 창의적 사고력의 깊이가 더해감은 물론이고 과학문화재 눈높이 프로그램의 산
출물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아동 산출물에 대한 의지와 한층 업그래드된
아동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천 년을 견뎌온 문화재의 과학적 원리를 벤치마킹하여 미래 사회의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
을 통해 수학 ･ 과학의 기초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기술과 공학, 예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문화재에 숨겨진 조상의 과학을 현대의 과학으로 증명
해 나가는 탐구 과정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미래의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STEAM 수업을 위한 환경 기반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사 연수, 수업 공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STEAM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등 교사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 핵심어: 미래 건축, 불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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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아두이노와 3D프린터를 활용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원재필*(포항제철동초등학교), 류미경,
정형권, 김은경, 남택언, 김찬우
STEAM 교사연구회

바야흐로 3D프린터가 대세다.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소에서나 볼 수 있었던 3D프린터는
DIY 제작을 통해 개인이 일반 가정에서 보유할 만큼 우리 생활 전반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으
며, 제3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미래 산업의 핵심동력이라 불리며 자동차, 항공기,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뒤
처지지 않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3D프린팅 산업발전전략
(2014년 4월, 국가기술심의위원회)‘ 발표를 통해 ▶ 수요 연계형 3D프린팅 성장기반 조성 ▶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기술경쟁력 확보 ▶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 Makers 1,000만 교육(2014년 6월)‘ 계획을 발표하고 기업체 및 유
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3D프린터를 다룰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회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3D프린터를 활용해 출력하고, 아두
이노를 활용하여 다양한 회로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창의, 소통, 내용융합, 배려의 4C를
추구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적용된 융합인재교유(STEAM)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 효과
를 검사도구를 통하여 검증한다. 이를 위해 준비(Preparation), 개발(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4단계로 추진한다. 이는 최근 융합인재교육
(STEAM)을 위해 ADDIE모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PDIE 교수설계모형으로 불린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4~6학년 학교단위 과학영재학급 학생 20명에게 적용해 본 결
과, 학생들이 학습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며, 과학에 대한 흥
미와 호기심을 이끌어 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체계화된 아두이노와 3D 프린터를 활
용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아두이노, 3D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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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우리고장 속 신라문화재로 배우는 과학 역사 여행
김대신*(효자초등학교), 천진영, 정상용,
박지형, 이병희, 김진원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역사와 과학을 융합한 STEAM 활용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STEAM 태도에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STEAM은 교과목 중에서 과학
(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및 수학(Mathematics)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며 역사와 과학을 융합한 STEAM 활용 수업은 STEAM 교육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5,6학년 학습 내용 중 역사 문화재와 융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도하는 수업을 말한다.
연구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J초등학교 5학년 8명, W초등학교 6학년 30명, J초등학
교 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8주간 이루어졌으며 연구집단은 58명,
비교집단은 60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와 과학을 융합한 STEAM 활용 수업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역사와 과학을 융합한 STEAM 활용 수업은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역사와 과학을 융합한 STEAM 활용 수업은 STEAM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역사와 과학을 융합한 STEAM 활용 수업은 STEAM태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학생들은 역사와 과학을 융합한 STEAM 활용 수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를 통해 과학적 문제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역사와 과학을 융합한 STEAM 활용 수업은 창의적 문제해결
력과 STEAM 태도 향상에 효과적이며 학생들은 역사와 과학을 융합한 STEAM 활용 수업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핵심어: 신라문화재, 과학, 역사, 불국사, 석빙고, 성덕대왕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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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해양융합교육프로그램
(Ocean Steam Program)를 통한
블루리더의 끼와 꿈 기르기
공필재*(광도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통제영의 찬란한 해양문화유산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과 바다 개척 정신의
저변 확산과 더불어 해양자연･해양문화･해양과학･해양관광･해양레저 체험 기반이 잘 갖추어
져 있는 통영시의 해양문화환경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양을 테마로한 융합교육활동 프로그램
인

(Ocean Steam Program)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활동의 목적은 첫째, 해양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적이고 창의적 프로그램인
를 개발하고 둘째,

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해양교육과정을 재구성하

여 적용함으로써 배움 중심의 융합적 교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셋째,

교육

활동의 활성화 및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해양탐구정신과 창의성을 갖
춘 미래형 해양융합인재인 블루리더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양융합인재 프로그램인

의 개발･적용을 통해 다양한 해양융합인재교육 컨텐

츠를 개발･적용하여 융합적인 해양탐구활동을 함으로써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배움 중심의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에 기초한

운영의

결과물을 특허출원하는 동시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원과 가족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미래
해양과학기술인재인 ‘블루리더’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핵심어: OSP, 해양융합인재, 융합교육, 창의적 프로그램, 블루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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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태양광으로 세계를 밝혀라 신재생에너지 소재
STEAM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미래인재양성
김숙정*(마산신월초), 김효정, 김은경,
오슬기, 전민기, 이정민
STEAM 교사연구회

21세기의 새로운 과학기술은 환경을 생각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될 것
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특히 공학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의 접목은 21세기의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공학, 융합기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접
해보고,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에 대해 접해보는 것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흥미롭
고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과학 수업은 교과서의 내용 이해
나 개념 이해를 위한 짧은 실험 위주의 활동이 대부분이며, 자기주도적의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과 진로, 인성을 접목시킨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
너지 활용방안을 매개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융합
인재교육(STEAM)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관심과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안
에서 교과간의 경직된 경계를 유연하게 뛰어 넘는 융합교육을 통하여 융합인재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우리의 과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융합적 사고’를 지
닌 에너지 지킴이로 키우고자 ‘태양광으로 세계를 밝혀라’ 신재생에너지 소재 프로그램을 적
용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4,5학년 과학교과의 빛, 열, 화석 등의 에너지 관련 단원과 4,5학년 수학과 다각
형 단원, 5학년 미숙과 내손으로 만들어요 단원을 융합하여 신재생에너지 소재 STEAM 프로
그램을 4종 20차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
용방안과 진로, 인성을 접목시킨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과 간 융합교육과정을 편성
하여 빛이 없는 곳에 태양광을 활용하여 빛을 찾아주는 태양광 램프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여
현실적인 문제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융합적 소
양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지닌 ‘에너지 지킴이’를 키우고자 하였다.

개발한 자료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 45명에게 적용 후 설문조사 및 성찰 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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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과학 분야 흥미, 과학 진로 흥미 등 STEAM 수업 적용 후 전 영역에서 평균점이
증가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STEAM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태도
신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STEAM 모형을 적용한 수업에 의해 창의
적 문제 해결력과 관계되는 4개의 영역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TEAM 수업 적용
이 창의력 신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융합프로그램 ‘ 태양광으로 세계를 밝혀라’은 빛이 필요
한 곳에 빛을 찾아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태양보다 더 뜨거운 가슴과
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에너지 지킴이’를 기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램프, 초등 교과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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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디자인학습과 첨단과학기술(3D프린터)을 융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이성규*(산청초등학교), 강영은, 김경태,
이창헌, 손영학, 김효림
STEAM 교사연구회

디자인학습과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한 초등학생의 창의인성 증진 사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초등학생은 지식의 암기가 아닌 지식을 재구성
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과학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창의성을 신장시켜 우리나라 미
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라게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이 실생활에서 활용 또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실생활에 자신의 지식이 적용됨에 따라 학생들은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또 확산적 사고
를 하면서 창의력이 신장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교과영역에서 습득된 학생들의 추상적 사고 또는 개념을 디자인하
여 구체화 해보고, 또 구체화 된 1, 2차원적 산출물을 첨단장비인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입체
적 산출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체적 산출물을 실생활에 접목시켜 관찰 탐구하는 학
습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더불어 융합 인재 육성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디자인 학습과 첨단과학기술 장비를 활용한 융합 프로그램 학습을 위하여 소주제와 활동과
제를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첫째, 관련교과는 미술, 수학, 과학으로 도시환경디자인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
였다. 1)입체도형을 생각하며 도시건축가가 되어보기 2) 생태계 복원 계획에 맞추어 도시 환
경 디자인하기 3)환경을 생각하여 건축모형 만들기
둘째, 관련교과는 과학, 미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영상디자인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활
동을 하였다. 1)렌즈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사진 찍기 2)사진을 이용하여 동영상 만들기 3)동
영상 감상 및 평가하기
셋째, 관련교과는 과학, 국어로 광고디자인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1) 탄산
수 만들기 2)광고 디자인의 중요한 점 탐색하기 3)우리 팀만의 특별한 광고 만들기 4)팀별
광고평가 및 감상하기
넷째, 관련교과는 사회, 미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1) 떠오르는 캐릭터 산업을 조사해 보기 2)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캐릭터
조사하여 보고서 만들기 3)캐릭터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캐릭터디자
인하기 4) 캐릭터를 티셔츠에 표현하기(공판화)
다섯째, 관련교과는 사회, 미술로 3D 프린터의 이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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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3D 프린터의 전망과 가치 탐구하기 2) 3D 프린터의 원리 알아보기 3) 3D프린터로 출
력한 작품 감상하기
여섯째, 관련교과는 사회, 미술로 3D프린터를 이용한 나만의 캐릭터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1) 나만의 캐릭터 3D프린터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딩방법
탐색하기 2) 프로그램 코딩 및 캐릭터 프린팅하기 3) 프린팅 한 캐릭터 감상 및 평가하기
일곱 번째, 관련교과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프로젝트 학습 발표회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
은 활동을 하였다. 1)모둠별 프로젝트학습 포트폴리오 정리하기 2)발표를 할 작품 토의 선정
하기 3) 발표할 방법 토의 및 준비하기 4) 학년 발표회 가지기 5) 우수 모둠 시상하기
여덟 번째, 관련교과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무한상상 창의 체험의 날이라는 주제로 다음
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1) 여러 가지 창의활동 과제 중 문제해결을 할 과제 2가지 선정하기
2)창의 활동 과제 문제해결하기 3) 창의 활동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와 소감 나누기
개발한 자료는 6학년 학생 52명에게 적용하였고, 창의성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
국 가이언스의 창의성 검사를 사전 5월, 사후 11월에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의 창의적 태도 및
창의적 성격이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질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변화를 포트
폴리오와 성장일지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였고,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형태로 진행되어 협동심이 길러졌으며,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성･또래관계의 전후비교 결과 사후의 검사결과 점수가 높게 나타나
STEAM프로그램의 운영이 학생들의 또래관계와 사회성 증진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쳤음을
나타내었다. 본 디자인 프로젝트학습을 통한 STEAM프로그램의 융합 수업은 과학적 흥미를
높이고, 창의성 및 인성을 신장시키는 자료로 일반화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핵심어: 디자인 학습, 3D 프린터, 초등 교과 융합, 프로젝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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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STEAM 기반 융합-진로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한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인식 연구
이학민*(주약초등학교), 장세정, 김대현,
김동현, 윤보성, 김준호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학문과 진로 설계의 연계성 부족으로, 시간이 갈수록 외면 받고 있는 이공계 기
피현상과 관련하여,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의 활성화에 중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즐
겁고 재미있는 과학 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개발과 적용을 위해, STEAM 기반 융합-진
로 연계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과학을 기반으로 기술과 공학을 융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사
고력을 요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융합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개발한 융합-진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 분석 및 재구성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STEAM의 구성 요소인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에 진로교
육 요소인 자기 이해,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 계획 요소를 추가해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융합-진로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업 참여 전･후의 학생들에
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기효능감, 진로 선택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 과학수업의 즐거움과, 선택을 위한 정의적 특징인 자기효능감, 과학 관
련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진로 연계 프로그램은 과학에 대한 흥미 향상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에서 강조되는 자기이해 요소를 위한 자기효능감과, 진로 설계에 필요한 진로 선택
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진로 주제의 융합-진
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핵심어: STEAM, 진로, 연계, 과학, 흥미, 자기효능감, 융합요소, 진로요소, 진로 선택
234｜ 2015년 융합인재교육(STEAM) 학술대회

93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한 우주관련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전성수*(회원초), 노지영, 이지훈,
김희진, 안슬기, 조정훈
STEAM 교사연구회

이 연구는 과학 영역에서 초등학생의 높은 관심의 대상인 우주를 소재로 스토리텔링 형식
의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의 우주 관련 소재와 개념을 분석하였으며, 과학 이외의 수학, 국어, 미술,
실과 교과 등의 관련 성취기준을 융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우주
라이크 스팀(Would you like STEAM)’ 으로 명명하였으며, ‘죽기 전에 꼭 우주여행’, ‘태양계
행성 여행 상품 만들기’, ‘우주 음식 만들기’, ‘과학 연극하기’인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프로그램은 각각 3~5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여행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각기 다른 상황제시를 통해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설계되었다. 프로
그램은 융합과학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학 기
간 중의 캠프 운영에 적합하도록 총 30차시의 연속적 수행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교수자의
학습 여건에 따른 선택을 고려하여 세부 프로그램들이 분절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차시별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주라이크 스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캠프에 참여한 경남
H초등학교 49명을 대상으로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과학 탐구능력과 융합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프로그램 참여의 사전과 사후시기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은 방
학기간 중에 5일간 행해지는 우주라이크 스팀 캠프를 희망한 5~6학년 초등학생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개발된 우주라이크 스팀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전반적인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신장되었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전체 과학 탐구 능력은 신장하였으나, 탐구 기능에
따라 그 변화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수행 사전과 사후의 융합 과학에
대한 인식 비교를 통해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하고,
학습자의 특성이나 그룹형태에 알맞은 유연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어: STEAM 프로그램, 우주라이크 스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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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진로지도를 위한 활동중심 STEAM 자료 개발을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 신장
김인선*(광령초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현대 사회는 다양성이 강조되면서 학문도 융합되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구조로 변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융합인재교육(STEAM) 요구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각 교과의 과학･수학적 지식 요소에 기술,
공학, 예술적 감각을 융합한 체험활동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
다. 또한 진로지도 자료를 첨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
고 창의융합적 사고능력이 증가하여 미래 지향적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2015학년에 적용되는 5,6학년 과학교과서를 중심으로 미술, 수학, 음악, 국어 등의 교과를
융합한 프로그램 6종류를 개발하였다.
6학년 2학기 과학단원인 2. 전기의 작용 중심으로 미술과 실과 교과를 융합하여 ‘빛으로
세상을 밝히다!’를 재구성하였다. 전국에 불켜기, 전구와 전지의 연결방법에 대한 내용을 바
탕으로 나만의 전등을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전기공학자의 세계
에 대해 탐구하였다.
개발한 자료를 초등학교 6학년 26명에게 적용한 결과 학생들은 ‘과학수업에 흥미가 높아졌
고 전등 시연할 때는 정말 좋았다’고 대답하였다.
활동 중심의 STEAM 자료는 학생들에게 융합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켰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활동 중심 STEAM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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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과와 융합한 해양 주제 STEAM 프로그램 개발
신춘희*(강현중학교), 김경순, 윤선영,
조경주, 이순철, 허미숙
STEAM 교사연구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 국가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조선
공업의 발달,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원양선박을 부리는 우수한 인력 양성의 요람, 선진국
과 나란히 심해와 극지를 탐사하는 과학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나
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해양 교육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해수의 성분과 해류’를 기본으로 해양에 대한 지구과학적 접근이 주요한 흐름이었다. 여기에
환경 교육이 강조되면서 ‘해양 환경 보존’이 가미되었다. 지구 온난화 담론과 관련하여 ‘기후
변화’의 결과로서 해수면 상승이라는 주제도 포함되었다.
대략 2000년경 초반에 ‘해양수산부’가 정부 부서로 설치되고 나서 이와 같은 해양교육의
흐름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2015년 현재에도 해양교육은 콘텐츠면에서 여전
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07년 태안에서의 해양오염 사고 이후 주로 해양 체험학습과
‘해양 환경 보존’,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자원의 탐색이나 개발 및 영토의 보존 등을
고려한 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 및 역사적인 내용을 국어, 수학, 과학, 미술
교과와 접목하여 창의적 사고 및 분석, 종합, 평가와 같은 고차원적 사고 과정으로 수행하는
학생 활동 위주의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해양 개척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둘째, 독도 영토 분쟁에 대응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며, 셋째, 해양 진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바다와 인간”, “해양국토,독도”, “해상왕 장보고”라는 세 개의 토픽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각 중학교 1학년 과학, 2학년 국어 및 미술, 3학년 수학 및 국어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였으나 학년 구별 없이 적용가능하다. “바다와 인간” 은 심해 탐사, 해양 쓰레기 문제,
관련 직업 탐구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독도”는 독도 영토 분쟁 토론, 독도 박물관 꾸미기 활
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해상왕 장보고”는 해상왕 장보고 무역선탐구 및 장보고연극하기, 삼
각함수로 먼 바위섬까지의 거리 어림하기로 구하였다.
‘독도 박물관 꾸미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독도에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고 정보를 종합하여 주제가 있는 박물관을 모둠별로 꾸미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독도의 해상에 묻혀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와 같은 귀중한 자원과 독도 주변의 다양한 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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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영토임을 깨달았다. 또한, 심
해탐사선 만들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심해의 환경과 생물, 자원에 대해 학습한 후 심해를
탐사하는 심해탐사선을 설계하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높은 압력, 낮은 온도, 빛이 없는
환경을 고려하여 광물 채취, 생물 채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해탐사선을 설계하고 꾸몄으
며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 핵심어: 독도, 심해탐사선, 장보고, 해양 쓰레기, 해양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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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지진실험 키트
박인수*(아주중학교), 유성현, 우경동, 유가람
STEAM 교사연구회

1. 연구 목표
현대에는 높은 건물이 세워지고, 높은 건물은 기본적으로 바람과 지진에 잘 견딜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건물이 높을수록 지진과 바람에 견디기 힘들다. 실제 고층건물을 만들어 보고
실험을 통해 지진에 강한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2. 서론
지진과 관련한 실험은 대부분 지진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진에 대비한 건물을 설계하는 것
이 공학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따라서 건물 모형을 만들고 지진에 의해 그 건물이 흔들릴때
어떻게 하면 건물이 지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
록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에 견디는 방법인 내진, 면진, 제진 방법을 주어진 재료로
고안하고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진에 대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해서 이 키트를 고안하게 되었다.

3. 연구의 설계
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를 생활주변의 흥미있는 주제와 실험으로 학생들이 실험을 스
스로 설계할 수 있는 DBL(Design-Based learning:설계기반 학습) 중심의 융합적 교
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나. 개발된 창의적인 DBL 학습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학생의 교과에 대한 흥미와 성취도
평가한다.
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공개수업과 세미나 그리고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한다.
라. 개발된 자료를 수업과 과학 부스활동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

4. 연구의 결과
지진실험 최종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교원 발명대회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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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였다. 지진실험 키트로 수업한 결과 흥미도와 이해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5. 활용 및 전망
가. 교육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수업)
나. 기술과 과학의 STEAM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 미국에서 부터 시작된 DBL(Design Based learning -디자인 수업의 학습) 수업을 적
용할 수 있다.

* 핵심어: 지진실험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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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재미있어지는 STEAM 수업 프로그램 개발
이영훈*(석관중학교), 이회정, 조윤주,
김선우, 송공주, 이지은, 김경근
STEAM 교사연구회

우리는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다. 예전처럼 지식의 양을 쌓는 것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
력을 뒷받침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에 사회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넘나들고 창의적이며
감성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변하므로 교육현장에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단편적인 지식 습득이나 일방적인 강의로 학문과 기술을 전수하는 형태의 수업은 지양되고
있다. 과학, 수학, 기술 및 예술적 감각까지 수업 내용에 녹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특별한 관심이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인성, 감성,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요구하
고 있다. 이에 2011년 ‘제2차 과학기술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초중등 수학･과학교
육 강화라는 과제가 포함되고, 미국의 STEM 교육목적과는 다른 한국형 융합인재교육(
STEAM 교육)이 시작되었다.

2011년 STEAM 교육이 시작된 이래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개
발 보급되었다. 하지만 개발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5차시 이상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사들 간의 협력을 많이 요구
하며, 학교 수업시간표 상 운영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
다. 기존의 STEAM 교수-학습 지도안을 볼수록 ‘실제 내 정규수업 시간에 운영하기는 어렵
겠다’, ‘방과후 수업이나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처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
는 특별한 시간을 위한 수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주제(탄소발자국)에 연결된 여러 과목의 1~2차시 정도의
STEAM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중학교 1학년 자유
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에게 STEAM 프로
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부담감이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에는
차시가 표시되어 있으나 탄소발자국 개념 수업만 진행되고 나면 나머지 수업은 위계 없이 상
황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주제는 탄소발자국이라는 환경내용이지만
수학적 사고와 해석이 중심이 되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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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탄소발자국의 개념을 학습하고, 하루 동안 자신이 발생시킨 탄소발자국을 계산하
였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탄소발자국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깨닫고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
한 방법을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이용하여 조별로 작성, 캠페인 활동 피켓을 만들었다. 수학
적으로 탄소발자국스티커를 이용하여 함수를 그리고,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탄소발
자국 계산기를 작성하였다. 학생들은 다른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
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로컬푸드를 이용해야한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몸소 익힌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과 단원
과 다른 학습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대체로 의미 있는 수업이며 앞으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였다.

* 핵심어: STEAM 프로그램, 탄소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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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통계,추론 등)을 사용한 국외 STEAM 프로그램 현지화
및 수학(그래프 분석, 확률) 강화된 과학 수업지도안 개발
윤미정*(신도림중학교), 전경아, 홍명수,
이은정, 방은정, 유승연
STEAM 교사연구회

과학 교과 내용의 상당 부분은 수학적 지식 및 사고과정을 필요로 하며, 과학적 자료 분석
에서 수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다양한 과학 현상들은 흥미로운 수학적 연구
주제를 제공하며,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수학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킴에 있
어서도 과학기술 관련 지식들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학과 과학
의 유기적인 융합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STEAM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수학과 과학의 밀접한
관련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으며,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과 과학 통합교육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졌던 외국의 사례들
을 분석하여 수학･과학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 지식 및 수업 과정 요소가 밀접하게 융합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의 현지화 작업을 통해 향후 중학교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
는 STEAM 프로그램 개발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BM의 창의적인 과학수업설계를 위한 TTS, 인텔의 ‘미래로 가는교육(ICT를 활용한 프로젝
트 수업, 사고력신장을 위한 TWT)’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외국의 우수 STEAM 프로그램들
중 우리나라의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고려하여 현지화에 적절한 6개의 수업 사례를 개발하
고자 한다.
일선 중학교 수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학-과학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며, 학생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활용하여 정보 공유와 연구 진행, 협력을 적극 유도하고자 한다.

* 핵심어: STEAM, 융합인재교육, 수학-과학 융합교육, 스마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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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사고에 기초한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그램 (개발)
안덕근*(천호중학교), 김승표,
강희선, 김성주, 이미라
STEAM 교사연구회

현대와 미래 사회는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드너(Gardner, 1983)는 지능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실제 생
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둘째,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성해내
는 능력, 그리고 셋째, 자신의 문화권 내에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언가를 만드
는 능력이 그것이다.
이제는 ‘문제해결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이며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문제 해결
에 유용하며 독창적인 산출물 또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의성이란 창조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을 말한다. 오늘날의 모든 조
직은 조직구성원의 창의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는 것은 이것이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 구성원의 창의성 발휘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나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직장에서 창의성
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개인의 창의력을 전적으로 직관적이거나 천부
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원 전체의 창의력을 개방하려 하지 않고 일부 전문가
에게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본래 창의성이라고 하면 천재와 같은 사람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 또는 발명하는 것
으로 여겨져 왔으나 창의성이란 아주 가깝고 흔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새롭고 좀 더
효율적인 문서분류체계를 고안한 비서, 새로운 도구를 고안한 공장노동자, 책꽂이를 만들기
위해서 단단한 원통형의 블록을 이용하는 학생 등 이들 모두의 행위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창의성이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가 있는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조직에 있어서 각자 업무의 참된 목적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달성
하고자 독자적인 발상에 근거하여 혁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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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사고의 유연성이란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힘이라는
뜻이다. 유연하다는 건 마침 마인드맵처럼 하나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관련한 것을 한꺼번
에 떠올릴 수 있다든가 한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등의 생각이 가능한
걸 말한다. 결국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알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창의성은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새로
운 것을 생각하는 힘을 말하는데, 이는 발명이나 다른 어떤 분야에서라도 필요한 것 같다.
사고 유연성과 창의성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그 전에 사고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교육현장 실정에 맞는, 교사들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
(STEAM) 교수･학습자료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용시키고 효과 검증을 통한 적용성 높은 수
업자료 공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눈의 구조와 기능 단원의 착시관련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2. 테셀레이션를 이용한 축구공 제작관련 수학, 과학, 미술 융합 프로그램 개발

* 핵심어: 융합, STEAM, 창의성, 문제 해결능력, 협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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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창의인성중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학습자
미래역량 강화
김원정*(가락중, pavane1618@gmail.com),
윤일주, 윤선미, 김은주, 문영옥
STEAM 교사연구회

지식의 융합과 창출이 개인적, 국가적 부(富)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이 지향하는 인재상의 핵심 역량으로 사회적 협력과 갈등 관리 능력, 목표 과제 수행 능력,
지식/정보/기술의 유기적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 즉, 지성, 창의
성과 함께 인성을 갖춘 인간상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성중심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성, 창의성,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은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할 뿐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
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도 연결된다. 인성중심 수업은 학생이 던진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
도록 돕고, 발전적 질문을 유발하고, 학습의 여정을 함께 할 추진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
다. 즉, 학습이 학생 삶에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자리 잡아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회는 이러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창의인성중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융합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교과 내용 지식을 이해하고, 창의성을 발
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 학습 기법을 사용하는 동안 지성ㆍ창의성과
함께 인성의 함양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회는 창의인성중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를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STEAM 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궁극
적으로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융합인재교육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헌 및 실태 분석,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 중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
램 개발,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 핵심어: 창의인성, 융합인재교육, 미래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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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New Generation G-Saver
전현자*(동암중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적정기술은 소외된 90%를 위한 착한기술로 과학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
해 보게 하는 기술 이지만 중학생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다. ‘New Generation
G-Saver' 수업 진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학생들에게 적정기술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알게 하는 과정에 목표를 두었다. 수업시간에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 하는 과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 Focus를 맞추었다. 이
런 사고과정의 흐름에서 'Design Thinking'이 과학실험 사고과정과 비슷하면서도 아이디어
산출과정에 적합한 흐름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STEAM준거에 맞추어 Design Thinking
사고과정을 이용하였다. 문제에 대해 직접 공감(emphasize)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정의
(define)하며 통합적 사고(ideate)를 하여 시제품을 만든다(prototype). 그리고 테스트(test)
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시 수정(ideate)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좀 더 발전된 결과물을 만들
에 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고 과정이다. 이런 디자인 사고 과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한 G-saver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 하였다. G-saver 보온 장치는 몽골 전통가옥 게르 내부
의 난로 배기부에 연결하여 배기부로부터 배출되는 고온의 연기에 존재하는 열을 축적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몸체 내부에 황톳불, 산화철 등의 축열 재료를 배치하여 열효율을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장치를 활용하여 연료값이 비싼 몽골 주민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과 함께 적정기술과 몽골의 상황을 공감하고 차세대 G-Saver를
위한 아이디어 산출과정을 진행해 보았다.

* 핵심어: G-Saver, Design Thinking, 창의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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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uino와 3D프린터로 만드는 기상천외 ‘STEAM 프로젝트’
권순애*(신현여중), 김성주, 김금희,
이희준, 이지영, 임한빈
STEAM 교사연구회

우리나라 산업 기술이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밀려나고 있
는 SW교육을 육성하자는 바람이 국내에서도 불고 있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사고와 논리가 필요하다.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컴퓨터식 사고(computational thinking)의 중요성은 국내뿐 아
니라 이미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2014년 STEAM연구회를 통해 Arduino에 대한 기본 장비마련을 계기로 자유학기
제 선택프로그램까지 기본 코딩교육에 대한 기초위에 2015년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학생들이
스스로 코딩하고 필요한 부분을 3D프린터로 직접 제작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STEAM 프로젝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 컴퓨터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교과내용을 재구성하고 필요한 STEAM 학
습 자료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첫째 Arduino와 3D프린터를 통해 학생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설계, 제작, 프로그래밍까지 모든 과정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
결력을 향상시키고, 둘째 공유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배려와
나눔의 인성을 갖춘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며, 섯째 교과융합 교육과정 재구성과 STEAM 교
육이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을 신장시켰으며, 넷째 공동체가 개발한 수업 전략과 교수 학습 지도안을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업 전략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총 6종의 STEAM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중학교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과 영재학급
수업에 투입한 후 과학에 대한 태도, STEAM태도 및 문제해결조사, 학생소감문을 분석한 결
과 과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업성취와 이공계
진로 선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STEAM교육을 통해 2009 개정교육과
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성과 인성교육 및 21C 학습자 역량을 강화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
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SW, 코딩, 3D, Arduino, 자유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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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배움과 삶을 연결하기 위한 STEAM 교육 Project
이영웅*(전남대사대부중), 권혁수, 김병주

융합인재교육(STEAM)은 학습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생활주제관련 문제를 제시하고,
본인이 학습하였거나 학습하고 있는 S+T+E+A+M의 지식과 소양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기르기 위한 교육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교과내용을 재구성한 실생활주제관련 STEAM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융합적사고력
을 기를 수 있는가와 학습을 통한 배움이 본인에게 유용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과정분석을 통해 ‘Arduino를 활용한 Smart 취침등 설계 프로젝트’, ‘최적의 효율을 지
닌 디자인 컨셉카 제작 프로젝트’, ‘3D 프린터를 활용한 자연모사 제품 제작 프로젝트’ 등의
실생활주제중심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위 프로그램들은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거나 또는 현재 과학기술산업분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
을 소재로 하였다.
Arduino를 활용한 Smart 취침등 설계 프로젝트는 Smart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Smart한 미래 세상을 예측해보며, Smart한 미래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기 위해 Arduino와 센서 등을 활용한 자동화 램프를 제작해 보는 일련의 활동으
로 진행되었다. 최적의 효율을 지닌 디자인 컨셉카 제작 프로젝트는 기계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기저항과 마찰력을 고려하고 또한 디자인을 구현한 자신만의 디자인 컨셉카를 제
자해 보는 과정을 진행되었다.
실생활주제중심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해당 교과의 유용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개방되고 복합적인 문제 제시를 통해 문제해결에 융합적
지식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비율과 빈도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교육은 배움과 삶을 연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갖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주변과 관심분야를 잘 관찰하고,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
합한 소재를 찾아내어 유의미한 STEAM 프로그램을 투여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 핵심어: 실생활주제중심 STEAM 프로그램, 배움과 삶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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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창의성과 수업흥미도 향상을 위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석천*(대전관평중학교), 김정민, 최수연,
조준필, 이정숙, 한옥규, 한유경
한국과학교육학회,한국과학교육학회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성과 수업흥미도 향상을 위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 24명을 대상으로 주제 중심 STEAM 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총 16차시의 프로그램을 개발 투입하였다.
STEAM 프로그램의 주제는 ‘균형’으로 과학, 수학, 미술, 기술･가정 4개 교과의 융합된 프
로그램으로 수업을 구성하였고, 과학 4차시, 수학 4차시, 미술 2차시, 기술･가정 6차시로 프
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였다. 참여 교사는 과학교사 2명, 수학교사 2명, 미술교사 1명, 기술･가
정교사 2명이 참여하였고, 연구대상은 중학교 2학년 24명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
생들로 남녀 학생 각 12명씩 구성하였다. 과학 4차시의 STEAM 프로그램 주제는 ‘화산과 지
진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줘’와 ‘지구는 크고 작은 판으로 덮여 있어’로 화산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애니메이션북을 제작하는 활동과 지구내부 모형을 만들어보고
대륙이동원인을 탐구하는 활동으로 화산 및 지진과 관련된 과학 내용을 소개하는 창의 활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 4차시의 STEAM 프로그램 주제는 ‘한반도는 지진에 안전한가?’와
‘삼각형과 여러 평면도형의 무게 중심’으로 한반도 지진 발생 자료를 지도에 표시해보는 활동
과 도형의 무게중심 및 구조물의 무게 중심과 관련된 수학적 사고를 촉진하는 창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 2차시의 STEAM 프로그램 주제는 ‘균형의 원리를 이용한 모빌 디자인
“으로 균형의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모빌 디자인을 구성하는 미술 교과의 창의 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다. 기술･가정 6차시의 STEAM 프로그램 주제는 ’지진 피해를 줄이는 구조물 설계‘,
’지진에 견디는 구조물 설계‘, ’지진에 견디는 구조물 제작 및 평가하기‘로 트러스트 구조와
같은 튼튼한 구조물 설계에 대한 활동과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발상 활동, 주어
진 재료를 활용한 안전한 구조물 제작 및 평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한 16차시의 STEAM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개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서보현(2012)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STEAM 흥미/태도 검사와 TTCT창의성 검사를 활
용하여 검증하였다. STEAM 프로그램의 투입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2개 검사지를 사전검사,
사후검사로 나누어 검사하였는데, STEAM 흥미/태도 검사지는 동일 검사지를 프로그램 투입
전후에 검사하였고, TTCT창의성 검사지는 도형검사 A형과 B형을 사전, 사후검사로 적용하
였다.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태도 검사 결과,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가 평균 3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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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게 나타났고, 과학, 수학, 기술, 공학 분야에 대한 흥미도/태도가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 검사인 TTCT 검사 결과, 95%
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 검사의 하위
요소로는 ‘유창성’, ‘독창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요소가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고, ‘정
교성’과 ‘제목의 추상성’은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 결과, ‘균형’이라는 주제로 여러 교과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STEAM 프로그램이 일반 수업과 차이가 있었고, 원리 및 응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인상적이었다고 답했다. 또한, 모둠활동을 통한 협력학습의 기회가 많아 협동심과
소통의 기회가 있었음을 좋은 점으로 평가하였다.

* 핵심어: STEAM, 창의성, 수업흥미도,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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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학생중심 수업이 학습자역량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정민*(신언중학교), 이태경
STEAM 교사연구회

최근 개정교육과정에서의 SW교육에 대한 도입 및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SW 교육
을 통한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및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흐름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STEAM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STEAM교육과 연계한 수업을
통한 SW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교는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로
2015년 지정되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학생활동중심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전 교사가 참여하는 디지털 연계 융합수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 사
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영역에서의 변화 양상을 통해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학생활동중심 수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
고자 하며 연구 결과 인지적 영역에서는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면에서의 변화폭이 컸으며
정보활용능력의 향상폭도 컸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정의적 영역에서도
골고루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콘텐
츠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고 다양한 혁신수업에 디지털 요소를 포함하였으며 교과연계형 융
합수업을 특색있게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영역에서의 개선점으로 다양한 수업을 개발하고 범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교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표준화된 디지털교과서 및 앱 대신에 학교 수업개선을 위해 새로운 앱을 개
발하고 적용할 경우 좀 더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다.

* 핵심어: 디지털콘텐츠, 학생활동중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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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활용 가능한 One-Stop 요리 STEAM 모형
곽윤범*(남문중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자유학기제에는 교사들의 활동수업과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한 학기동안 활용 가능하면서 요즘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요리 관련 분야의 STEAM 모형을 제시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대한 호감이 생기며 교
사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EAM 모형 중
에서 ‘요리’라는 주제를 대상으로 활용하였고, 학생들이 수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전시 관람 형’ 수업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또한 진로 교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직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수업 후 실제 관련 직업을 탐방하는
One-stop 형태의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사전 조사’, ‘개념 학습’, ‘전문가 특강’, ‘진
로 체험’의 단계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연계된 활동으로 진로 체험까지 가능한 완벽한 자유학
기제 수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학 ‘5. 열과 우리생활’, ‘6. 분자운동과 상태변화’라는 단원을
중심으로 사회 교과의 ‘2.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3.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와 국어 교과
의 ‘3. 능동적인 읽기와 쓰기’ 단원, 기술 교과, 미술 교과를 통합하여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과 함께 전시 관람 형 형태이며 직업 체험 형 형태인 One-stop 형태로 구성하였다.

본 수업은 개념을 학습하는 전시 관람 형 수업과 개념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협동 형 수업을
거친 후 실제 학생들이 직업인의 특강을 듣고 직업인에 대한 인터뷰를 작성한 후 실제 업장에
방문하여 멘토 이력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업 시작에는 기술 시간에 1차시 동안
생활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보여주며 실제로 학생들이 적정기술의 예시인 팟-인
-팟 쿨러를 제작해보면서 감성적인 체험을 하게 한다. 그 후 전시 관람 형 수업은 과학 2차시
로 운영하는 데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열리는 부스 형태로 개념 설명 부스를 구성한다. 개념은
과학 교과의 ‘5. 열과 우리생활’과 관련된 6가지로 나누어 부스를 구성한다. 실제로 학생들이
부스를 관람하면서 스스로 실험을 해보고 개념을 보면서 학습하면서 자발적으로 수업이 이루
어 지도록 한다. 그 후 사회 교과와 국어 교과, 미술 교과에서는 함께 2차시 동안 과학 교과에
서 배운 열과 관련된 개념으로 기후별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후별 사람들의 스토리
북을 작성한다. 요즘 방영되는 비정상회담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각 기후에 해당하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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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가정한 뒤 자신의 나라의 생활사를 기후와 연관지여 설명하고 과학 교과 시간에 배운
과학 개념을 포함하여 발표 하도록 한다. 그 후 학생들에게 실제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
기 위하여 열과 분자운동에 관련된 조리법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음식을 조리하는 여러 방법 중에 열의 개념과 관련지어 레시피를 작성하게 하고 간단하게 요
리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그 후 전문가 특강을 하고 실제 전문가가 운영하는 업장에 방문하
여 진로와 연계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STEAM 수업의 과정을 연극으로 나타내 보면서
수업을 복기하고 수업에 관한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한다.

개발한 자료를 중학교 1학년 학생 90명에게 분석한 결과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향상되었으
며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데 효과를 보았다. 학생들의 흥미도와 적극성이 매우 상승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적용한 전시관람형 형태가 가장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나라의 생활사 이해도가 상승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감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수업 모형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의 수업형태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핵심어: 전시 관람형 수업, One-stop 수업, 직업 체험, 진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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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시스(인문고전) 음미를 통한 동상이몽 융합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어린왕자’를 통한 오감만족 중심으로
이주연*(동백중학교), 이수은, 임미선, 윤희숙,
이민영, 황우준, 모은미, 김소영, 노창우, 문난숙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STEAM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STEAM교육의 확산으로 다양한 소재의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나 인문고전 읽기에 기반을 둔 STEAM 프로그램의 개발은 드문 편이다. 따라서,
독서와 STEAM교육을 접목함으로써 융합 사고력 신장은 물론 창의성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인문고전 중에서도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져 책읽기에
다소 거부감이 없는 소설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국어, 기술, 과학, 미술, 수학 교과와 연계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한 후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2개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자유학기제 수
학 과학 STEAM 교과 프로그램을 선택한 60명(1그룹 25명, 2그룹 35명)을 대상으로 연구회
에서 개발한 10차시 프로그램을 주 1회 2차시씩 총 5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국어, 기술, 과학, 미술, 수학 교과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어시간에는 문학작품
의 이해를 주제로 줄거리 애니메이션감상, 독서퀴즈대회, 명언･명구포스터제작, 소설 등장인
물에게 편지쓰기 활동을 통하여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으며, 기술시간에는 어린왕자의 행성 여행과 관련하여 수송기술단원에서 로
켓의 원리를 생각해보고 풍선로켓을 제작해 보았다. 과학시간에 어린왕자가 사는 B-612 소
행성이 태양계에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추론해 보면서 태양계 행성에 대한 학습을 유도하
였다. 미술시간에는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상징적 이미지를 이용해 태양계 게임판
을 디자인하게 하였다. 마지막 수학시간에는 문자와 식을 활용하여 미술시간에 제작한 게임
판의 사용설명서를 만들게 하고 직접 게임을 해보게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과학에 대한 흥미도,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대한 사전 사
후 설문 조사 실시하고, 모든 수업을 마친 후 학생 수업만족도 조사 및 일반수업과 비교한
STEAM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 수업을 진행한 교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에 대한 흥미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Part Ⅲ. STEAM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초록 ｜ 255

나타나지 않았다.
2) 학생 수업만족도 조사 결과 모둠 협력학습을 통하여 협동심을 발휘하게 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수업이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3) STEAM 수업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타 교과간 연계 수업을 통해 융
합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으며 모둠별 협동수업으로 모둠원간의 우정을 쌓을
수 있다는 의견 등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통해 학생들은 STEAM 수업 형태를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4)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 STEAM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수업 개선에 도
움을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중학교 1학년 뿐만 아니라 중학교 2,3학년과 고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수준에 맞추어 프로그램 수정 보완하여 교과프로그램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적용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위의 분석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은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고
수업의 흥미도와 만족도를 높여주는 수업 사례로서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수업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인문고전, 어린왕자, 융합사고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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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끼를 찾는 에너지융합 프로그램
이영선*(병점중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시대와 학생들의 의식 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은 교과서 속에 담겨 있는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여 시험을 통과하여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다. 이러한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끊임없이 교육현장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과서를 뛰어넘는 교육활동은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통합적인 학문 간의 연결
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등 끊임없는 교사의 고민 속에서 자기생각을 만들어가면서
통합적인 사고력을 통해 실생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특히, 2015년 빛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인류의 가장 큰 해결과제인 에너지 부족현상을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에너지융합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준
비할 수 있는 창의지성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융합교사연구원 및 경기도신과수연구회원과 함께 즐거운 융합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
속 핸즈온 실험을 개발하여 공유하였다. 열에너지 탐구-과자의 연소열 비교해 보기, 태양에
너지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태양광 에코하우스 제작, 빛으로 보내는 소리-광통신 실
험기구 제작, 융･복합교육 활동-싸고 예쁜 패스트 패션의 불편한 진실 활동을 전개하면서
융합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융합교육관련 초청 세미나로서 서울대 정대홍교
수와 함께 과학교과와 관련한 진로교육 연수-과학을 배워서 어디에 쓰는가? 나노과학기술의
빅아이디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고, 김정식수석교사와 함께 빛으로 만드는 에너지를
탐구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 자원은 점차 고갈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하고, 그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2015년은 빛의 해로 정할
정도로 태양에너지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태양에너지전문가 꿈 키우기 프
로그램에서는 태양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태양에너지의 생성과정, 에코하우스제작을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아낌없는 태양 사용법을 익히면서 에너지의 심각성 및 지구의 위기의
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활 속 에너지 문제와 관련지어 실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기초 소양을 함양하였다. 교실속에서의 적정기술교육 프로그램(전기 없이 불을 밝히
Part Ⅲ. STEAM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초록 ｜ 257

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는 페트병 전구 반들기, 태양광 램프, 태양열 조리기 제작 활동
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적정기술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였다. 또한,
부족한 자원과 시설로 현대 기술이 주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빈
곤층 등 에너지로부터 소외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도 함께 함양
하였다. 태양광자동차모형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태양광 발전원리, 자동차 설계, 자동차 제
작 활동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동력기관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였다.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 디자인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건축물에 사용된 태양에너지의 사례 탐구 및 태양에너지 활용을 극대화
한 건축물 설계를 통해 에너지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지적 탐구심 및 호기심을 이끌어내었다.
이와 같이 실생활과 연계된 에너지융합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을 통해 글로벌 융합기술 사회
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지성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학생들의 협업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성 및 민주시민 능력, 자
기관리능력이 신장에 기여하였다.

* 핵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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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탈출 넘버원” 분석을 통한 재난 관련 STEAM 프로그램 개발
한정호*(성문중학교), 김대중, 함미현
STEAM 교사연구회

세월호 사건과 지속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사건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으며 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
우 사람의 생명과 관련 있거나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현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련
교육은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이며 이를 위한 융합인재 교육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의 안전에 대한 교육은 생활지도부의 업무이며, 시청각 자료나 사례 중
심의 교육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며 다양한 교과 통합을 통한 수업의 자료로
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화재, 기상, 지진, 교통 등)은 과학, 생명, 공학, 기술
등으로 구성된 융합 소재이며 이를 융합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용
하고 다양한 통합교과의 좋은 수업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의 저변 확대와 SNS의 활용을 통하여 재난 발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원
인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생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다. “위기탈출 넘버원!”이란 교양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들이 즐겨보며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극복과 우리 삶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이나 발생 상황에 대한 과학적 원인과 원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위기 상황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와 통합한 융합인재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위기 탈출 넘버원｣을 분석하라”라는 상황 해결을 통해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
고 안전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STEAM 수업 자료를 개발하며 학
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범교과적 수업 자료를 개발한다.

* 핵심어: 안전사고, 위탈출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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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늘을 날아오르는 방법을 찾아서)
장운래*(송라중학교), 정서영, 안숙희, 이신영
STEAM 교사연구회

미래는 지식기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인터넷 및 스마트 폰의 비약적인 발
전으로 지식의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거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지식경제용어사
전, 산업통상자원부, 2010). 이런 사회에서는 온갖 정보와 창의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가는 인재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전 세계적으로 융합인재교
육(STEAM)이 새로운 교육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보려 한다.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STEAM교육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소극적인 수준의 융합문제(김
자림, 2012), 각 학문간의 연계성 및 실생활 관련 내용의 부족문제(백윤수 외, 2011)를 보완
하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STEAM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남녀 공학 S 중학교 1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학급은 남자 17명, 여자 18명이다. 다른 학급을 하나 무작
위로 선정하여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0차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프로
그램 적용은 10월 중순 이후 2주 동안 적용하였다. 연구 학교로 선정한 S 중학교는 자유학기
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수업 시간에 수업 진도에 크게 구애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학 및 과학 교과 수업 시간에 해당 수학 및 과학 교사가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창작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교과들의 지
식을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융합하고, 항공기 키트 이용한 모형 항공기 제작, 창작 비행기
제작 및 비행 과정으로 6단계 총 10차시로 구성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STEAM 교
육의 학습 준거 틀(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을 바탕으로 STEAM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 2단계는 항공기 제작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항공기 수업을 위한 동기 유발을 한 후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종이 비행기를 직접 만들어 날려보는
과정을 통해 비행에 대해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접 종이 비행기의 날개와
승강타를 조작함으로써 비행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수학과에서는 작도
및 대칭, 과학과에서는 힘의 종류 및 평형을 학습하여 항공기 제작 과정과 비행 과정에서 필
요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3, 4단계에는 학생들이 항공기 키트를 가지고 모형 우드락 항공기를 제작하고, 창작 비행
기를 만들기 위한 수학적 지식 학습한 후, 비행기 창작 제작 및 비행을 하였다. 5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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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한 비행기에 채색을 하고 무늬를 넣어 자신의 작품을 아름답게 꾸미는 감성적 체험을 하
도록 구성하였다. 종이 비행기 조작하는 과정에서 비행기의 비행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상황제시’, 창작 비행기를 제작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창의적 설계’, 자신의 비행기 작품을 하늘에 날리
는 과정에서 감성을 자극하고, 비행기 채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비행기
를 표현할 수 있는 ‘감성적 체험’ 요소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19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귀납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Miles &
Huberman, 1994). 연구문제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중학교 학생들의 STEAM 프로그램 수업을 통한 수학 및 과학적 태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비교 집단과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두 종속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과학적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활
동지를 분석하여 각 단계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태도를 보려 했으며,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
한 결과물을 질적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된 활동내용들은 모두 전사하였으며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요약하고 표로 조직화하거나 사례를 추출한 다음, 이들 내용에 대한
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중학교 학생들의 STEAM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두 종속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비교집단과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에 대
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업 과정 중 과학에 대한 의사소통 관련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성찰일지를 중심으로 교사의 관찰일지, 수업평가지 등의 다양한 질
적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코딩하고 관련 있는 내용끼리 분
류한 다음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창의성, 문제해결력,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에서, 이를 위
한 교육적 대안으로 제시된 STEAM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교육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학생의 수학 및 과학적 태도,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STEAM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함이고, STEAM교육의 교육적 성과를 검증해보고자 함이다.

* 핵심어: STEAM 교육, 융합인재교육, 비행기, 창작 비행,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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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STEAM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융합적 소양증진
이윤정*(양지중학교: yunbo9802@hanmail.net),
임용우, 장은영, 박은영, 김수미, 김미순,
김수연, 최수진, 경윤영, 박숙영, 유규상
STEAM 교사연구회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간상은 창의성 있는 융합형 인간이라 말한다. 이러한 인간상을 키우
기 위해 학교에서는 다양한 창의성 계발 뿐 아니라 융합적인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결책으로 STEAM교육이 중요한 수업형태로 자
리매김하면서 일선의 학교선생님들께서도 STEAM교육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
수업과 바쁜 일상 속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교사연구회에서는 한국형 융합인재교육(4-C STEAM) 프로그램을 개발･일반화하여 일선
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적용함으로써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학
교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내
어 4C-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창의성 있는 융합인재교육에 기여하도
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4C-STEAM이란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을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4C는 STEAM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으로 융합적 지
식 및 개념 형성(Convergence)과 창의성(Creativity)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
(Communication)과 배려(Caring)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첫째, 본교 1,3학년 전체학급을 대상으로 STEAM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나, 3
학년의 경우 1학년 때부터 STEAM수업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STEAM수업 효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된 STEAM프로그램에 대하여는 1학년 3개
반만을 선정하여 사전･사후 설문 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STEAM 교육 프로
그램을 국어와 과학을 융합하여 토론형식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본교 STEAM교사연구회 공동연구원은 주로 30~40대 교사로 교육경력이 5
년~23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한 토론식 STEAM프로그램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었다. 본 연구회 활동을 통해 국어, 수학, 과학, 기술, 사회, 역사 등
다양한 교과영역을 통해 다수의 STEAM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으며, 다음에서 몇 가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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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STEAM교육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과 건설'은 사회 Ⅳ.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과 기술 Ⅴ.건설기술과 환경을 융합한
것으로 기후에 따라 의, 식, 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기후에 적합한 건물형태를
스케치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집을 제작하는 활동이다. 더 나아가 기술교과
에서는 다양한 건설 기술을 창의적으로 추가하여 미래형 주택까지 구상하여 설계해 보는 시
간까지 갖는다. 사회시간에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 주민 생활’ 동영상을 통해 기후에 따라 의,
식, 주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다양한 지역의 생활양식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모둠별로 선
택한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집을 스케치하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집을 만든다. 모둠별로
그 지역의 기후에 자신들이 만든 집의 형태가 왜 유리한지 이유를 정리하고 발표한다. 학생들
은 모둠활동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3-C,와 4-C를 배운다. 이어
서 기술교과에서는 다양한 건설기술을 배우고 사회시간에 만든 주택에 좀더 다양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모둠활동을 한다. 또한 ‘좋은 집’의 조건과 미래의 주택 모형을
구상하고 모둠별 활동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의 속으로‘는

사회와 과학을 연계한 STEAM프로그램으로 중학교 3학년 과학시간에 태양에 대해 배우면서
친환경에너지로 확대하여 태양열이나 태양광 또는 압전이나 풍력 에너지 등 재생가능한 에너
지 위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몸으로 체험해 보고,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 학교로 끌
어들여 학교를 친환경 에너지로 다시 꾸밀 수 있다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어떤 에너지를 활용
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에너지를 만들어가며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늠해보고
모둠별로 토의하도록 한다. 옥상은 태양광이 가장 셀 뿐만 아니라 설치하기 적절한 공간으로
판단되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며, 학생들이 많이 뛰어다니는 운동장이나 계단은 압전소자를
이용한 발전을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급식실로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이다. 물론 모둠별로 다른 의견이 나오며 그 의견들을 모아 학
교의 장소별로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설계도를 작성한다. 그리고 모둠별로 발표를 시킨다.
세 번째는 국어교과의 교과내 STEAM프로그램으로 과학적 내용을 주제로 하여 토론을 이
끌어 내거나 과학실험을 상황제시로 하여 비평과 같은 국어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
을 구안하였다. 물론 쉽지 않은 시도였으나 이것이 국어과의 교과내 STEAM교육프로그램으
로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달라진
점이라면 학생들이 조금씩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자신 있게 내세울 줄 알며, 교과목별로만 공
부하던 것을 다른 교과와 연계시켜 사고할 줄 아는 융합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키울 수 있
었던 것이다.
* 핵심어: 4C-STEAM 교육,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 융합적 지식 및 개념 형성
(Convergence), 창의성(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과 배려(C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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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자유학기제 적용 가능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어진*(경기 오산중학교), 김영수, 손상돈,
조학현, 김태석, 이선주, 배지은, 문병태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입시위주 경쟁으로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학습
흥미도와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현 정권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행복교육을 통
해 학생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및 설계를 통해 행복한 삶은 영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전국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부제를 요구하고 있다. 진로를 탐색하는 중학교 과정은 무
엇 보다고 중요하다.
그래서 건축토목직업군에 자유학기제 STEAM 선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건축토
목직업군은 교육기부 우수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프로그램을 재구
성하여 ‘NEW OO중학교 교육환경개선 발표회’라는 제목으로 교과간 융합한 체험중심의 34
차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파일럿 테스트와 필드 테스트에는 경기도 O중학교 학생 20
명에서 14일 동안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 다라 17차시와 10차시로 재구성하
여 적용할 수 있다. 우주항공직원군은 교육기부 우수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의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하지만 제한된 연구기간과 건축토목직업군의 다소 많
은 개발 차시와 내실화를 위한 개발하지 못하였다. 향후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건축토목직업군 ‘NEW OO중학교 교육환경개선 발표회’ 결과 학생들은 수업에 대
한 흥미도가 높아지고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결정능력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다소 떨어져 개발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 핵심어: STEAM, 자유학기제, 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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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교과연계 STEAM 프로젝트,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행복한 Do Dream
이혜경*(퇴계원중학교), 사경희, 강은선,
김미순, 양유경, 강향숙, 이진영
STEAM 교사연구회

과거의 기술 혁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명에 가까웠다면, 미래의 혁신은 기존 기술을
새롭게 해석하고 융합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과학습은 학생들의 관심과 필
요에 직접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의미있는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행복
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학습동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은 이런 측면에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
(STEAM)은 과학기술지식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 사
고(STEAM Literacy)와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비단 과학･기술･
공학 인재양성을 위한 것만이 아닌 예술, 경영 및 인문･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
공학적 개념으로 융합시대의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각 학년 교육
과정 분석을 통하여 교과별 융합요소를 추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 연계 STEAM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1) STEAM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과내 STEAM 수업을 활성화했으며, 교내 STEAM
부스 및 융합과학캠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융합교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STEAM 교육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2) 교과 연계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융합적･창의적 사고력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유익한 진로를 탐색하고 체계적인 준비
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진로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3) 건강한 삶을 만드는 School-TEAM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1학년(과학, 기술가정연계 –
지구는 살아있다)과 2학년(과학, 수학, 기술가정 연계 – 인체를 표현하라!)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했는데 이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모형 제작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예
술이 융합하여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융합적 사고력 및 인간과 기술,
환경이 함께하는 건강한 삶이라는 인성적인 측면까지 다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과와 연계한 융합교육활동을 통해 기존의 지식위주의 수업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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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른 교과와 어떻게 연결되
는지를 체험해 보고 교과 학습에 대한 흥미와 수업 참여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각 학문간의
특성을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나가야 할 것이다.

* 핵심어: 교과 연계, STEAM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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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REAM(스팀-드림) 중학교 교실 수업에
STEAM 이론을 적용한 DRAM 찾기 프로젝트
목경호*(현산중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회는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사건과 본교에서 발생하는 크고 ㅁ작은 사고를
경험하면서 평소 ‘안전한 학교란 무엇인가?’란 생각을 하였다. 본교는 신도시에 속하고 있지
만 도시의 빈민층이 모여드는 외곽지역이다. 길 건너편은 54층짜리 마천루와 같은 초고층 빌
딩이 있으며, 뒤편에는 초호화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교는 원룸촌 한가운데 자리
잡아 상대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며 학급별로 편부모가 20%, 차상위계층 30%,
기초생활 수급자 6%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타 학교에 비해 소득수준이나 주거상태,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가기 보다는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으
며 학교시설도 낙후되어 신도시 학생보다 열학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진로 직업과 연계된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습지도안을 제작, 적용
해 보면서 교실 속 희망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전면시행 되는 자유학기제에 도입이 가능하며,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수업) 만들기란 주제로 다음과 같이 세부 목표를 세우고자 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과정 개발에 목표를 두고 본 연구를 개발
하였으며, 단순히 기술교과 내용 전달이 아닌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복합적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안전 STEAM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향상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둘째로, 각 교과별 안전관련 교육의 융합 네트워크 구성
셋째로, 안전수업을 통해 관련 직업에 대한 탐색, 자기계획, 통찰 프로젝트 실시
Safe-school 안전한 학교에서 Freesem 자유학기를 Steam 융합을 통해 Dream 꿈을 찾
자! 라는 슬로건으로 이름을 정해보았다. 요즘 학교의 의미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닌
인성을 배우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속 안전교육을 모두 모아 자유학기에 적용해 봄으로서 안전을 주제로 융합교육을 시도해 보
았다.

* 핵심어: STEAM, 진로교육, 기술융합수업, 중등 융합교육, 자유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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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아름다운 빛의 세상
최선희*(증평중학교), 이윤숙, 오종인, 윤태옥,
고상미, 박미순, 김현숙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빛에 깃든 STEAM 요소를 추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빛 STEAM 한마당을 운영하여 적용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 및 동아리 활
동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예술, 과학-수학, 과학-공학 등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빛으로서의 도덕적 신념을 찾아보도
록 하였다. 대중매체와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시집을 읽고 명상하면서, 시에서 감
동을 이끌어내어 자신에게 ‘빛’이 되는 지침서를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을 통해 ‘빛’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뿐 아니라 ‘빛’에서 느낄 수 있는 인문학적인 감동도 함께 경험하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

2. ‘본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보고, 빛이 공기와 물에서 진행할 때 굴절하는 현상
을 탐구하였다. 빛이 물에서 공기중으로 진행할 때 특정한 각 이상으로 입사할 경우 전반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광섬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의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의 통신에 대해서도 예상해볼 수 있다.

3. 2장의 평면거울 사잇각에 따른 상의 개수 변화를 탐구하고, 만화경에서 수없이 많은 상
이 보이는 이유를 토의하였다. 서로 수직으로 연결된 정육면체 모양의 큐빅 만화경을 디자인
하면서 빛의 반사에 의해 일어나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상을 관찰할 수 있다. 큐빅만화경에서
볼 수 있는 상을 디자인에 응용함으로써 과학과 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 현대의 생활에서 LED의 응용은 무궁무진하다. LED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전자회로
에 연결함으로써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게 되었다. 목공용 MDF 판으로
나무상자를 직접 제작하고, 스크래치 방법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여 스크래치 Green
Light를 제작하였다. 이는 나아가 이공계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되어 전기 전자 기술,
자동 제어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기초원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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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으로 연결되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작도하고, 보로노이 상자를
직접 제작해보면서 빛의 반사와 합성에 의해 아름다운 색깔의 빛이 보인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6. 보로노이 상자에서 곡면거울로 빛을 혼합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명화를 활용한 빛
상자를 제작하였다. 명화상자로 창문을 디자인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과학과 미술, 기술을 함께 적용하면서 새로운 표현방법과 매체를
활용하는 새로운 표현 방법을 탐색할 수 있었다.

빛 STEAM 한마당을 통해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을 융합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토론, 실험, 발표, 작품제작, 전시 등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친구와 함께 협력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인성이 함양되었다.
다양한 전공의 교사들이 함께 빛에 깃든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교
사의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량이 강화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 능력이 향상되었다.

* 핵심어: 빛, 반사, 굴절, 좌우명, LED, 디자인, 보로노이다이어그램, 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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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Flipped Learning 연계 STEAM 교육 적용방안
박상일*(복자여자중학교)
STEAM 교사연구회

학교현장에서 수학･과학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문제를 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시대와 사회가 요
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학사일정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학생활동중심 STEAM 교육 진행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상의 연구 또한 병
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취약시기를 이용한 STEAM CAMP
및 Flipped Learning과 연계해 교과시간에 적용시킨 결과를 통해 일반화된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활동 분석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학･과
학 중심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STEAM CAMP(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및 일
반교과(교과내 연계, Flipped Learning) 시간에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전･후로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 분
석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을 일반화 시키고,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적용방법을 고안하였다.
적용 프로그램으로 수학기반의 ‘톱니바퀴의 변신’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3차시에 걸
쳐 적용하였고, 과학기반의 ‘별바라기’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3차시에 걸쳐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 대부분은 STEAM 교육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자
세한 개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TEAM 교육을 통해 흥미도, 자신감을 높여 이를 학업
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 학생활동중심의 교과 학습이
STEAM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습에 대한 흥미도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
는 것을 종합해 볼 때, 개발되는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활동중심의 수업형태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
학생활동중심 수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Flipped Learning을 연계･
적용하여 활동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흥미와 노작활동으로 인한 지식 측면을 보강하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어: 수학기반 / 거꾸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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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으로 ｢안전한 도시｣를 꿈꾸다!
(싱크홀 탐구 , 청색 기술)
황주연*(천안여자중학교), 이현정,
박성진, 안정민, 우훈명, 이민
STEAM 교사연구회

1. 이런 마음으로....
- 이제는 여성의 융합적 사고력으로
“선생님, 저는 이공계 쪽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동아리 관련 융합교육 시간에 나온
아이들의 질문이다. 세상은 점점 여성의 감수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바라는 시대가 되었으나
아직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스스로 수학을 잘 못한다’,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지만
여자라서 잘 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편견에 갇혀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동아리 지도 관련
STEAM 연구회 활동을 통해 교사 역량을 기르고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길러 주
고 싶다.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위해!!!

2. 연구의 내용
가. 싱크홀 문제 해결 프로젝트
1) 주제를 STEAM으로 해결하는 싱크홀 프로젝트로 정함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과 관련 하여 다각도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관찰함.
◦ TRIZ의 여러 발상을 적용하여 창의적설계, 감성적 체험을 하도록 함.
◦ 땅속 지도 만들기, 싱크홀 예측기술 탐색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려해보고 다각도
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해결체험을 구축함.
◦ 창의적 설계는 지하 구조를 다양한 수학적 도형으로 해석하여 실시하여 보기도 하고
지하수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해 보기도 함으로써 싱크홀 지반 침하 대비 프로젝
트에 접근함.
◦ 다양한 STEAM 요소(힘의 원리, 도형의 특성, 공학적 문제해결 방법, 암석의 성질,
합리적 토론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의 종합적인 학습 내용을 포함.
◦ 이를 통해 건설 공학, 사회학, 과학, 기술, 지리학,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
고 설계, 제작,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체험함.
◦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의 마음을
갖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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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문제를 발견하여 기존의 배웠던 지식을 활용, 발상의 과정을
찾아 적용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키운다.
◦ 미술 교과 수업시간에 자주 보았던 그림의 작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품을 통
해 예술적 재능 못지않았던 그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발명품의 발상 과정을
추적
◦ TRIZ의 발상 과정을 적용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 구조적, 암석, 지하수 측면에서 고안
◦ 주어진 조건하에서 제작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공학 설계 능력 향상, 조작력과 표현
력 향상
◦ 싱크홀 지반 침하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는 침하 문제을 차단하는 것과 더불어 자연
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환경 보존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을 자각
◦ 도심지에서 싱크홀 발생이 예상될 때와 발생하였을 때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싱크홀 응급 대처 방안을 제작, 홍보
3) 최종 목표
◦ 창의적 문제해결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감성적 체험과 창의적 설
계라는 STEAM 교육을 실현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영역의 소양을 함양하여 미래사
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지님.
◦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가짐을 지님.
◦ 최근 필요한 공학･디자인에 여학생들의 감성이 필요함을 인지시키고 창의적인 활동
을 통해 이공계 진로 탐색에 자신감을 가짐.
나. 자연을 생각하는 청색기술 프로젝트
1) 주제를 통한 효과
◦ 사회의 문제를 기술적, 환경적, 공학적으로 종합적으로 사고함.
◦ 학습자는 실제적인 사회적 문제를 공학, 수학, 과학적으로 해결해 봄으로써 문제해
결력 및 고등 사고력 신장이 신장되고, 청색기술, 설계, 보완을 위한 의견 조정 과정
에서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협동심 향상 가능.
◦ 사회 문제를 STEAM 발상으로 해결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 봄으로써 학
습자는 흥미로운 문제 상황 인식과 창의적 설계, 성공적인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게 됨.
◦ 여러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자기주도적 진로 의식
을 함양함.
◦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마음을 함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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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문제를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해결함으로써 STEAM 교육과정의 저변을 확대하
고, 학습자에게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교육을 안내하여 학습 전이를 높임.
문제를 과학, 수학, 공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함.
◦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여 사회적 관심도를 높임. STEAM 교육과
정에서 강조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짐. 이는 전체적인 STEAM 교육과
정 운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측정을 위한 과학적 실험, 청색기술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수학, 합리적 방안 탐색
을 위한 공학적 사고를 융합하여 방안 고안
◦ 주어진 조건하에서 제작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공학 설계 능력 향상, 조작력과 표현
력 향상
◦ 청색 기술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특허출원을 해봄으
로써 긍정적 감성적 체험을 함
3) 최종 목표
◦ 시스템 공학의 창의적 문제해결방법을 통해 현실 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감성적 체
험과 창의적 설계라는 STEAM 교육을 실현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영역의 소양을 함양하여 미래사
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지님.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가짐을 지님.
◦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감성 공학에 자연에서 얻는 영감이 필요함을 인지시키고 다양한
관찰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이공계 진로 탐색에 자신감을 가짐.
3. 학생의 변화
나는 이공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공계 관련 직업에서 실패를 할까봐 두렵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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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다방면에서 생각한다.

Ÿ

이공계 관련 업종에서 여성이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이 줄고 많은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다
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Ÿ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두려움이 용기와 믿음으로 바뀌었다.

Ÿ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Ÿ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 핵심어: 싱크홀, 청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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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별자리 만들기를 통한 과학의 예술적 고찰
손재관*(고창중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다. 누군가는 수학 공식으로, 또는 음악으로, 아니면 멋진 미술 작품으로. 지금까지 우
리는 인지하지 못했을 뿐, 분리된 교과 속에서 모두 같은 내용의 자연 현상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의 분리 없이 하나의 자연 현상을 가지고 다양한 예술
적 고찰을 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3학년 과학 1. 전기, 7. 외권과 우주개발(별자리) 단원을 융합하여 실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를 재현해 보았고,(S)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림을 편집하고 음악
을 만들었다.(T) 또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기 회로도를 직접 구성해 보았다.(E) 재현하는
과정 속에 중학교 음악 3. 내가 만드는 음악 단원과 설치 미술이라는 예술 분야를 함께 담았
고,(A) 전류 및 별의 밝기를 직접 계산해(M) 수업을 설계하였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없을까?’ 자연 현상 중 밤하늘에 보이
는 별자리에 관한 예술적 고찰을 주제로, 우선 전기 회로도를 이용해 별자리 판을 직접 제작
해 보기로 했다. 전기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LED, 가변저항, 스위치, 전지 연결에 대한 회로
도를 작성한 후 판에 계절별 별자리를 만들어 보게 했다. 그리고 별자리 중 하나의 별이 사라
진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여 별의 소멸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LED의 밝기가 별의 절대 등급에 비례하도록 조절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별의 고도와 거리를
알아보고, 과학실을 우주로 가정 하에 그 크기를 축소했다. 각각의 별의 배치는 2D를 3D로
입체화 하는 설치미술적인 요소를 지녔다. 별의 소멸 과정에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제어
장치를 만들어 전압 값을 조절해 초신성을 표현해 보았다. 점점 밝아졌다 마침내 폭발하는
초신성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느껴본 후 그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도록 했다.
많은 시행착오와 반복되는 실험을 거치면서 계획했던 모든 사고과정이 산출물로 재현되었
다. 생각으로 그려진 그림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과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적
관념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앞에서 한껏 웃음 짓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교육적 흥미와 호기심은 스스로에게서 피어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 융합 수업은 학생들이 자연현상을 범교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의 심미성 또한 느낄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과학중심 융합수업, LED 별자리, 과학의 심미성, 별의 소멸 과정, 초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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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한 STEAM 교육(배려에 대한 사회적 정의)
나은진*(전주서곡중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STEAM 교육의 체계적 도입 및 전개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자유학기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해 봄으로써 실효성을 확인하고 학생들
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큰 주제를 ‘ 배려에 대한 사회적 정의’로 잡고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으며 장
애인에 대한 진로특강을 한 후 확장된 사고를 글쓰기를 통해 정리해 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고자 노력 하였다. 먼저 특강을 통해 소그룹별로 주제를
정하고 토론활동을 함으로써 토론능력을 향상시키며, 역지사지 활동을 통해 장애우가 갖는
어려움을 체험하고 토론과 체험을 토대로 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앞으로 논문이 완성되
면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까지 진행시켜 학회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탐구과정이나 논문
작성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해 진로 커리어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봄으로써 자신의 꿈
을 찾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얻어진 산출물을 ‘SMART-STEAM 축제’에서 DREAM concert
코너를 통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능동적인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 핵심어: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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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경주미션게임 STEAM 자료개발
유효종*(전일고등학교), 신후남, 이승리,
서주리, 황운기, 고유곤
STEAM 교사연구회

사물인터넷의 개념은 1999년 MIT Auto-ID 센터의 Ashton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컴퓨터와 사물 간의 네트워킹을 개발하면서 제안된 사물인터넷은 “실세계(Physical world)
에 닿기 위한 인터넷의 확장(Gershenfeld 외 2004)”, “인터넷과는 또 다른 단계로서 인터넷
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의 응용형태(Fleisch 2010)”, “미래 인터넷(future internet)의 한
부분으로써 기계(machine)의 미래비전(Sundmaeker 2010)”처럼 다양하게 정의된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다양한 정보를 상호 소통한다. 이
러한 현실 속에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STEAM 자료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생들의 수준
에 따른 다양한 STEAM 교수학습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
을 반영하여 우리 <전통과학회>에서는 올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경주게임 STEAM자
료를 개발>하고 이것을 적용해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개발하려고 한다.
모바일 인터넷이 빠르게 성장하여 교육도 e-러닝에서 모바일-러닝으로 진화하고 사물인
터넷(IoT)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제 Connected Learning으로 진화가 예상된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교육의 객체가 아니고, 교육방식은 학생과 교사간 또는 학생간 연결에 의한 상호작용
(Interaction)이 강조되는 Connecting learning으로 진화되는 단계에서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활용에 어려움이 없어 본 활동
지를 통해 놀이와 수업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효과적
이라고 생각된다. 사물인터넷(IoT)가 바꾸는 미래학교의 수업현장의 한 단면을 제시할 수 있
는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대
적인 요구에 전통교수방법과 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열쇠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 미래는 한층 밝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경주미션
게임 STEAM자료를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흔히 자
료를 개발하다 보면 개발에 집중하여 가장 중요한 현장적용에 효과적인지를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현장적용 효과를 검증한다. 이런 과정을 거
쳐서 실질적인 STEAM자료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관련 자료를 찾아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작
업을 한다. 특히 SW와 연계된 학습이기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활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며,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즐겨가면서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경주미션게임(자동차 또는 드론)을 찾고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 핵심어: 사물인터넷, IoT, 경주게임, 미션, STEAM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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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논문개발: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성 신장에 관한 교사 인식 연구
2. 프로그램개발: 석조 문화재 아치교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
주경남*(목포정명여자중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융합인재(STEAM)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성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연구를 알아보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 STEAM 연구학교 및 교사연구회에서 교사들의 STEAM 프로그램 활동의 활용 실태
는 어떠한가
둘째, STEAM 연구학교 및 교사연구회에서 교사들은 STEAM 프로그램 활동의 교육적 효
과와 창의성 신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STEAM 연구학교 및 교사연구회에서 교사들은 STEAM 프로그램이 미술 교과와의
연관성에서의 중요도와 창의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STEAM 교육에 있어서 예술(미술)교육이 더 발전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
펴보고, 창의성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STEAM 프로그램 교육의 문제점
에 대하여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위하여 심층면담과 설문을 통해 스팀 프로그램의 창의성에 관한 과
학, 미술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알아보았고, 그 분석으로 스팀에서의 미술교과의 중요성
과 통합의 연관성, 창의성 신장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스팀연구학교와
스팀교사연구회를 대상으로 과학-예술 융합형 스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과학교사와
미술교사를 상대로 심층 면담과 설문, 그리고 수업관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제에서
심층 면담을 통해 세부적으로 과학교사와 미술교사들을 상대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관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어떻게 수업 목표와 내용에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고 또한, 과학교사
와 미술교사의 창의성에 관한 수업 관련 범주를 어떻게 구분 짓는지 알아본 후 스팀 교육에서
창의성 신장에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흥미도, 호감도,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해 창의성관련 성향에 큰 영향을 미
친 것 같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것은 창의적 표현의 교육을 통하여 ‘남과 다른 표현
능력’을 길러주고 다 영역, 다 차원적 통합교육을 통해 ‘통합적인 소통능력’을 길러 주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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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팀수업 실시 이후 학생들이 기능 위주의 산출물보다는 보다 개인의 아이디어를 독
창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왔다
셋째, 대부분의 스팀수업에서 예술 과목 중 미술과목을 많이 융합하려고 하는데 이는 디자
인의 중요성, 표현의 극대화,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등 감성적 체험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넷째, 융합 수업이후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요소에 아름다움의 미적요소를 가미되어 학생들
의 적극성과 성취욕구,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로의식이 더 좋아짐과 동시에 또 다른 시너지
효과(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들)가 나오며, 이로 인해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스팀프로그램에서 미술-과학교과의 융합형 수업은 과학실험에 시각 예술적 요소가
접목된 실험을 하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산출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 시각예술의 접목으로 자기 표현력이 늘어나고 주
어진 실험 주제에 대해 조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성이 촉진된 것이
다 할 수 있다.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문
제해결능력이 요구되고 이 문제 해결력이 창의성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
영하여 스팀 프로그램에서 예술-과학 융합교육은 현대 과학적 이해를 근거로 효과적인 창의
적인 사고를 신장시키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

* 핵심어: 융합인재교육, STEAM, 창의성, 예술-과학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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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놀이를 통한 항공기 비행 원리 탐구
이창호*(순천왕운중학교), 심우상, 양경원,
이은미, 기현, 임경숙
STEAM 교사연구회

현대 사회는 단편적인 지식인 아닌 복합적인 지식을 융합한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융합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융합 인재 교육은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성을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의 동기유발, 욕구, 열
정, 몰입의 의지를 경험하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
도록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
하고, 이해력을 제고하여 동기를 유발시켜 문제해결력이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
는 동시에 교과 중심의 현 교육과정 체계에서 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와 융합교육 콘텐츠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창체활동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중심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항공 및 우주 분야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핵심 분야이며, 이에 따라 사회는 미래
우주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항공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다.
항공우주과학 분야에 대해 많은 탐구활동과 볼거리, 단편적인 과학 상식이나 이야기들을
교과서 곳곳에 제공하고 있지만 막상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탐구하려 하면 학교에 없는 교구
나 재료가 많다. 따라서 각 교과서 분석을 통해 공통된 개념과 원리를 설정하고 탐구활동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 제작, 활용에 참고할 만한 다양한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프로젝트 학습
으로 학생들이 기본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팀별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직접 제
작하여 본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다. 따라서 항공기에 대한 경험과 제작 및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주 항공에 대한 동기유발과 관심을 고조 시킬 수 있도록 ‘라이트 형제 꿈!
하늘을 날다’이란 주제로 꿈을 실은 항공기제작과 관련된 융합형 학습지도안을 제작하려고
하였다.1차시는 허공에 떠 있는 다양한 비행 물체를 제시하여 떨어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들을 표현하여 보고, A4용지를 이용하여 빠르게 느리게 떨어지도록 하는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경험함으로 날개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는 설계되어 있는 양
력 원리 키트를 제작하여 봄으로써 비행기의 날개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로 하였다. 3차
시는 비행기 대연구 자료를 조립하고 날려 봄으로써 주익과 보조익이 하는 역할을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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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4차시는 글라이더를 만들어 승강타를 조작하여 글라이더가 승가타의 모양에
따라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차시는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려보
고, 승강타를 만들어 비행기와 같이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트랩을 만들
어 조별로 그 트랩을 통과하는 비행기를 설계 제작하고 대회를 하여 봄으로써 감성적 체험을
통하여 항공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핵심어: 항공기,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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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자유학기 꿈･끼･행복교육 어울림 융합수업으로
정성헌*(감천중학교), 강은실, 김태우,
이미화, 감지원, 서경희, 김희탁
STEAM 교사연구회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으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에게는 큰 부담 없이 학생들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가. 다양한 형태의 체험 활동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나. 간단한 활동을 통하여 융합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다. 자유학기제 중 기본교과 및 선택교과 운영에 쉽게 적용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되 일상생
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융합 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고,
라. 개발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이나 수학적 기
초 개념을 일상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 적용 능력과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
도록 하였다.
마.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 중 직접 교실 안･밖 학교 수업에 적용 가능 한 융합 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다.
바. 소규모 학교, 학급이면서, 학습 흥미도가 저조한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고, 전과
목이 융합된 실제적 프로그램을 개발･적용 하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필요성에 적합한 <자유학기 꿈 ･ 끼 ･ 행복교육 어울림 융합수업
으로>을 주제로 활동한 결과 다음과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의 활성화로 아이들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쉽게 다양한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셋째, 동일한 내용이라도 과목별로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고 과목 간 연결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과목 간 융합 가능성을 통해 서로 다른
교과 간 배움의 영역을 넓혀가며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과학 문화를 정착시켰다. 다양한 학문적 접목을 통해 문화
예술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정착시켰다.
* 핵심어: 자유학기제, 융합인재교육, 무한상상, 칼라자기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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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창의적 연극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로 탐색
도희정*(대송중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조사한 여러 가지 논문이나 관련 자
료들을 살펴보면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과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자신감이 줄어드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작년
보다 점점 어려워지는 올해의 과학 수업 내용, 실험이나 과학 활동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은 학생의 지적 성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어떤 교과목보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사회와 많은 부분이 결합 되어 있
다. 과학･기술･사회(S･T･S)의 국가 경쟁력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융합적인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에서부터 나온다. 본 연구에서는 실생활의 과학 예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과
학에 대한 기본적인 흥미를 심어주고 나아가 여러 과목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연극을 만
들어보게 함으로써 창조적인 능력을 기르고, 그와 관련 진로를 학생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과학적 흥미와 적성,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창의적 연극
프로그램을 활용하기에 앞서 과학 교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연극에 활용할 단원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극 대본을 작성하였다.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우선 수업
을 통해 안내하고, 연극 대본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완성된 대본을 통해
연극을 직접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취감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방법을 설계하였다.
중학교 1학년 과학부분의 ‘힘’ 단원과 진로교과의 직업탐색, 미술교과의 디자인 부분, 음악
교과의 감상부분, 국어교과의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하나의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배경 및
소품, 음악을 설정하여 한 개의 연극이 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창의적 연극 프로그램은 과학과 1차시, 진로탐색 1차시, 국어과 1차시, 미술과 1차시, 음악
과 1차시, 창의적 연극 공연을 1차시로 계획하였다. 과학과에서는 기존의 동화나 영화, 연극
에 접목 시킬 수 있는 내용 파악을 하였다. 다양한 힘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였다. 연극을 준비 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연극관련 직업을 탐색하여 자
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역학을 선택하였다. 그 후 연극 대본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작성을 알아보고 학생들 간에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대본이 완성이
되면 연극의 출연진들의 의상 및 소품, 배경을 제작하기 위하여 미술 교과와 관련하여 디자인
하여 직접 제작을 하여 적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극의 상황에 따라 분위기를 띄워주
거나 긴장감을 줄 음악도 선정하였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무대에 올라 연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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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중학교 1학년 동아리 학생에게 적용시켜 본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보
다 과학의 필요성, 흥미가 더 많아 졌으며 과학과 연극 관련 직업에 대한 호기심도 높아졌다.
더불어 교과 간 융합방법 개선에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창의적 연극 프로
그램을 통해 직접 대본을 쓰고 소품을 만들고 공연을 한 것이 매우 흥미롭고 좋은 경험이 되
었다는 반응이었다. 교과서 속에서의 배움을 벗어나 일상생활의 적용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
해주었다.
본 창의적 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로 탐색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
접 적성을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과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융합적인 소양을 기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과학 연극, 진로 탐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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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에 적용 가능한 STEAM 수업 개발
김순란*(양주중학교 : ksr158@hanmail.net),
강민진, 이일형, 윤미향, 송수희,
윤아현, 박혜림, 김나래
STEAM 교사연구회

최근 선진국들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환경 적응과 함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추세이며, 지식에 대한 수용과 암기보다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 등 학생들이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생들은 아직까지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암기식･주입
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고 학습 흥미도 및 행복지수가 낮은 상황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갈길은 멀어 보인다. ‘배움’과 ‘평가’ 중 분명 ‘배움’이 더
큰 의미이어야 하지만 자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벗어나겠다는 국민
적 ‘근성’은 절대빈곤을 벗어나면서 전세계에서도 주목할만한 교육열로 나타나게 되었고, ‘배
움’보다 ‘평가결과’에 더 매달리게 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특단
의 조치가 내려 졌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험을 교육에서 빼버린 것이다. 비록 한 학기
이지만 형식적인 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과 개별 평가를 통해 시험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자
하며, 올바른 ‘배움’을 통한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즉 ‘진로’를 위해 ‘배움’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STEAM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융합사고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여겨지며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자료개발 및 현장 적용 시도를 하
고 있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평가해야 하는 현실의 벽에서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실시를 통해 시험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 및 블록타임제 시간 배정이 용이해짐으로써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모든 연구원이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성을 살려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에서 ‘STEAM반’을 개설하였으며, 그 외 ‘아카펠라반’, ‘악기연주반’, ‘창의공학반’
등 모든 연구원이 1학년 자율과정 지도교사로 활동하여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특히 ‘STEAM반’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STEAM’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새로
운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며, 이를 위해 대표 교사외에 수학, 기술가정등 다양한 교과 교사
들이 2~4차시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과정별로 타 교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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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있는 융합교육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회에서는 STEAM 수업모형 중 총 8개의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다.
1. 야생차 만들기(과학, 수학)
2. 악보 암호 만들기(수학, 음악, 미술)
3. 입체파 미술과 공간의 개념 이해하기(미술, 수학)
4. 내청능력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시청각 자료를 보고 음악으로 즉흥연주 하기(음악, 미술)
5.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기술가정,과학)
6. 롤러코스터 엔지니어링(기술가정, 과학)
7. 간이 송신기 제작하기(과학)
8. 정다면체 멋있게 그려보고, 맛있게 만들어 보기(수학,미술)

STEAM반은 ‘야생차 만들기, 악보 암호 만들기,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
기’ , 창의공학반은 ‘롤러코스터 엔지니어링’과정, 아카펠라 및 악기연주반은 ‘내청능력을 그
림으로 나타내기, 시청각 자료를 보고 음악으로 즉흥연주하기’ 과정, 1학년 수준별 수학 ‘하’
반은 ‘정다면체 멋있게 그려보고, 맛있게 만들어 보기’, 펀사이언스 방과후반은 ‘간이 송신기
제작하기’ 과정, ‘입체파 미술과 공간의 개념 이해하기’는 2학년에 각각 개발･적용하였다. 특
히 STEAM반과 창의공학반은 교육과정내에 주당 블록타임으로 2시간, 총 16주의 교육시간을
통하여 꾸준히 STEAM 과정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교
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STEAM 과정을 한번이상 실시한 학생들의
경우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에 효과적인가에 대해 ‘그렇다.’이상의 답변이 56%이상으로 나
왔으며, STEAM 교육활동을 어떤 수업시간에 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37%의 답변이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을 답했다.
하지만 STEAM 교육활동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중에 1학기만 실시하게 되므로 본 연
구에서 진행한 형태의 수업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교사들의 평가에서도
STEAM이 여러면에서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교과지도 외에도
과중한 업무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교사와 계속 협의해야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수업
준비가 많이 필요한 과정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어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어: 자유학기제, STEAM,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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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중심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여학생의 수학 교과에 대한 인식 변화
공종림*(웅상여중 : kongjr3113@naver.com),
정미진, 이상석, 박수연, 김샛별
STEAM 교사연구회

중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기피 현상은 수학에 대한 정의적 요인보다는 교과 요인, 즉 성적이
나 내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피 현상은 3학년 여학생들이에
많이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성적에 예민하고 그만큼 자신감이 쉽게 결여되는데, 그
러한 차이로 인해 결국 고교 입시를 앞두고 성적에 민감해 질 시기인 3학년 때 여학생의 기피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2010,박보라) 이러한 기피 현상이 지속된
다면 학생들은 학교 수학 시간에 대한 부담감으로 학교생활이 힘들어 질 수 도 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초기에 잘 지도하여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학 기피 현상 및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줄이고
학교 내 수업 시간이 곤혹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수학에 대한 부
담감을 줄이고 교과에 대한 친숙함을 주고자 한다.

기존의 STEAM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다. 반면, 수학 중심 프로그램
은 다소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중심의 STEAM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학 교과의 ‘통계’, ‘도형’,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영역에서 4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학 시간에 STEAM 관련 교과 교사가
co-teaching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다
양한 방법을 수업에 시도하였다. 그 효과는 설문지를 통하여 프로그램 적용 전, 후 검사 진행
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주제는 통계의 개념 중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강한 식단’을 융합하였다. 본인 하루 동안 실제 먹은 음식의
종류 및 양을 조사하여 ‘과학’에서 영양소의 기능 및 종류를 이해하고 열량을 계산하여 이를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표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1일 필요열량과
비교하여 건강한 식단을 직접 작성해 보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식습관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 분석하고 반 학생들이 협동하여 한달 치 탁상용 식단표를 작성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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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5차시에 걸쳐 마무리된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학생들은 수학 시간
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지루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STEAM 수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
작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입체도형’의 개념을 활용하여 ‘소망등 만
들기’로 진행하였다. 이 수업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여 입체도형을 그려보고 이
를 활용하여 피라미드 소망등을 만들어 보았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점, 선, 면, 각’의 개념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미술 영역의 인상주의 작가 쇠라의 작품과 비교하여 비즈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조형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들이 모여 면을 이루
어 도형을 만드는 과정을 펄러비즈로 직접 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쉽게 도형의 개념을 이해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4개의 프로그램 적용 후 수학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흥미도가 50%
에서 90%까지 높아졌다.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서는 51%에서 71%까지 상
승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수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적용이후 학생들의 가장 큰 변화는 ‘수학 수업이 재미있었다.’ ‘흥미롭다.’라는 학생
들의 반응이다. 이것은 문제 풀이 위주의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감과 수업에 대한
거부감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업에 대한 변화를 주고 학습자가 주도하는
수업 시간이 되어야 학습자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 이해
못했던 수학 개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문제를 찾아 학습 내용을 구성하였
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고 관심있는 학습 내용의 구성으로 수학 수업을 전개하니 학습자
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었고, 수학 교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 핵심어: 수학 중심 STEAM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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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Maker)활동을 통한 진로 탐구형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이윤형*(진주동중학교), 구갑서, 박진종, 박해경, 유유상, 강유나
STEAM 교사연구회

최근 창작에 대한 욕구가 3D 프린트와 레이져 커터 등이 대중화 되면서 보다 쉽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전국에 무한상상실의 확대로 가까운 곳에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STEAM 연구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
고 그것을 제품화 하여 가상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한 기금을 통하여 제품생산을 해봄으
로써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를 통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연구의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연구의 필요성
◦ 메이커(maker)에 대한 관심 증가
◦ 학교 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2. 연구의 목적
◦ 창의적인 올바른 인성을 갖춘 융합인재양성
◦ 실용성과 감성을 가진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
◦ 학교 적용을 통한 융합인재교육 모델 제시
3. 대상 및 기간
◦ 대상학년 : 중학교 1, 2, 3학년
◦ 연구주제 : 메이커(Maker)활동을 통한 진로 탐구형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연구기간 : 2015. 07 ~ 2015. 12
◦ 대상교과 : 과학, 수학, 기술(공학), 미술
◦ 교육과정 : 개정2009교육과정
◦ 수업유형 : 교과･창체 연계형 프로젝트 수업
4.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창의적인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메이커(Maker) 활동 프로그램 개발
◦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확보 체험으로 실질적인 창업과 진로교육의 기초 마련
◦ 다양한 첨단 기자재를 이용하여 메이커(Maker) 활동 교육 실시
◦ 진로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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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 분석
◦ 개발 프로그램 콘텐츠(교수･학습과정안, 학습교재 등) 개발
◦ 개발 프로그램 적용(3회 이상)
5. 연구 결론
◦ 융합인재교육(STEAM) 환경 조성으로 STEAM 수업을 위한 물리적ㆍ심리적 환경 기반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교내연수, 원격 연수, 수업 공개, 워크숍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STEAM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등 교사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적용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주제를 추출하
여 주제 중심형, 차시 추가형 프로그램을 구안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 방법이 다양화
되고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되었다.
◦ STEAM 수업프로그램을 구안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신장되었다. 학
생은 STEAM 수업을 통해 과학 수업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지식이해도, 통합적 사고
력, 동기, 흥미, 태도 등이 많이 높아졌으며 앞으로 더 신장될 것이다.

* 핵심어: 메이커, 종이 상자 로봇, 골판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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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대비를 위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결수*(한산중학교), 김지홍
STEAM 교사연구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체험과 이론이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는 수업이 필
요하다.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여 수업을 구성하여 자유학기제를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시점
이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융통성 있는
수업을 구성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선택프로그램을
STEAM요소와 함께 구성함으로써 주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문제해
결력과 교과에 대한 흥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게 수업구성의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금 더 유연한 교과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융합중심 프로그램으로 총 4차시의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1
차시와 2차시는 stick frame의 원리와 구조, band stick frame의 원리와 구조익히기로 구성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손을 이용한 조작적 능력과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지식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에 선택프로그램인 3차시와 4차시의 구성은
선택A(창의적 구조설계, 구조설계의 활용), 선택B(골드버그 장치의 설계, 골드버그장치의
활용), 선택C(대형프레임 설계, 창의적인 프레임의 팀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학생들
이 1차시와 2차시를 통해 익힌 기본적인 원리를 응용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선택적 수업이 가
능하고 수업과정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자유학기제 수업의 4차시를 구성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필수교육과정 2차시를 포함하고 선택수업과정 3,4차시 유형 A,B,C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만약 선택프로그램을 모두 적용하고 싶을 때에는 총
8차시로 운영하여 1주차에는 필수 2개와 선택 2개를 적용하고 2주차에는 나머지 선택 2차시
를 실행하도록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유학기 학생동아리 활동이나 부스운영등에
도 활용하여 수업의 다각화를 통한 교육과정을 이룰 수 있다.

개발한 자료를 중학교 1학년 학생 150명에게 적용 후 분석한 결과 STEAM수업에 대한 즐거
움을 느끼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고 즐거운 창의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의 학습방법에 있어 교수
방법의 개선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수업방법의 선택으로 교육활동방향의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첫 시도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흥미롭고 새로운 수업이었다는 반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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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교과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공감한 내용이었으며, 학습자와 교사에게 보다 의미
있는 교과 수업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본 융합중심 자유학기제 수업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통합적이며
입체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기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자유학기제 융합교육, STICK FRAME, 창의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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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이 과학적 태도 및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
강창익*(제주제일중학교) 송승희, 고성범, 송은정
한국과학교육학회, STEAM 교사연구회

제주제일중학교와 아라중학교 수학･과학영재학급 학생을 정하여 2015년 6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주말을 이용한 영재수업시간과 여름방학때 집중영재교실 운영시 기존의 프로그램 및
교사연구회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등을 적용한결과 융합인재교육(STEAM)이 과학적 태도 및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업영역 검증은 자작 평가지를 이용하여 수시
수업후 평가를, 과학적 태도 및 진로의식 변화는 질문지를 이용한 사전과 사후 설문지 조사한
후 문항별 빈도수(백분율)와 T-검증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이 과학적 태도 및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영역별
검증내용은 과학적 태도에서는 호기심, 개방성, 비판성, 협동성, 자진성에 대하여 진로의식
에서는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모델 적용은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내
용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향상되며,
학습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생활에 적용하여 과학적 잠재 능력을 발휘하려는 자발적 학습욕구
와 더불어 호기심, 개방성, 비판성 협동성, 자진성 등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발전된 과학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학생들의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등의 진로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핵심어: 융합인재교육(STEAM), 과학적 태도, 진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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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흐르는 연못은 가능한가 – 월지 연구
현원석*(마포고등학교)
과학중점고

본 연구에서는 ‘주제 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주제에 하나
의 전문화된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닌, 인문･사회･기술･과학의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
지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문적 융합교육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들을 분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융합인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를 모집하여 교사연구회를 구성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전통과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에 관한 회의를 거쳐 신라시대의 인공연못
인 월지(안압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월지(안압지)의 과학적 원리와 구조를 통해 당시의 시대
적 상황 및 과학 기술의 수준과 원리를 파악하고 현대의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개량, 보완하
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외에도 전통과
학을 현대 사회에 적용시켜 자연 친화적 인공연못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통기술과 전
통의 미를 이해와 발전, 융합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방과후학교 시간을 이용하여 선발된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11차시의 수업을 계획하고, 그
밖에도 실험 연구 및 자료 조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분과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역사적 사실 및 당시의 시대상황을 문헌조사, 과학적 원리의 이해, 인공연못의 정화작용, 조
경 및 현대 도시공학 측면에서의 적용 연구 등 개별화된 분과별 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적 주제로 연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와 함께 과학적 탐구능력 향상 및
프로젝트 협동학습의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심미적 욕구를 분석하여 인공연못의 활용을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환
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공연못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적용가능한 실제적 모형
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융합프로젝트 진행 후 33명 학생들의 수학･과학적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4가지 영
역으로 나누어 8문항을 설문조사하였다. 4가지 영역은 수학･과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가
치, 수학･과학 태도의 수용력으로 각각 2문항씩으로 Likert 5척도 구성된다. 그리고 각 영역
의 2문항 척도를 합쳐 10점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하였다.
수학･과학적 태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4개 영역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사후 검사에서
전 영역이 8점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긍정적 태도의 변화가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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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과학에 대한 가치 변화가 6.9에서 8.4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융합 프로젝트에 관한 태도 변화 조사도 위와 마찬가지로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했으
며 4가지 영역은 수용능력, 자신감, 능동적 태도, 융･복합적 사고에 관한 태도이다. 면접과
연구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사전 검사결과에서 모든 영역에서
평균 7점 이상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고,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8점 이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융･복합적 사고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가장 큰 편차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 융
합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핵심어: 주제 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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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꽃을 통한 창의 인성 교과 융합 사례
박성은*(반포고), 박지현
STEAM 교사연구회,과학중점고

역사 속 구황작물로 잘 알려진 고구마는 현재에도 다양한 종류의 판매와 함께 건강식품으
로 자리 잡고 있어 친숙한 소재이며, 최근 기후 탓인지 잘 안 핀다는 고구마 꽃이 한반도 곳곳
에서 발견되고 있어 그 꽃과 고구마를 중심으로 미술, 역사, 국어, 사회,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공학, 기술가정과 관련 훌륭한 범교과 학습 주제로 관련 교과에서 통합
적으로 다루어지질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또한 성적 지향주의 속 현재 교육환경에서 인성을 추구하고 심미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교
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대두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감성을 키울 수 있고, 점
점 지구온난화에 의해 한반도가 아열대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걱정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서 실제로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
고구마 꽃이 피는 상황을 토대로 교과 융합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고구마 식물 탐구를 통한 관련 탐구 활동과 고구마 역사 탐구를 통한 사회 연계
교과 융합 활동 각 4차시, 총 8차시로 이루어진 교과융합 수업을 설계하여 고등학교 2학년
동아리 학생 30명에게 적용시켰다.

고구마 식물 탐구를 통한 관련 탐구 활동으로는 지구과학 1차시, 생명과학 2차시, 수학 1차
시의 활동지를 통해 과학, 수학 융합적 사고를 키우도록 구성하였고, 고구마 역사 탐구를 통
한 사회 연계 교과 융합 활동으로는 역사 1차시, 화학과 공학 1차시, 창의적 체험 활동 1차시,
기술･가정 1차시의 활동지와 활동을 통해 고구마의 특성과 사회 속 고구마 역할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고구마 꽃을 처음 보았으며, 메꽃과 식물에
대해 알게 되어 신기해하였고, 고구마 꽃이 피는 조건 탐구를 통해 현재 한반도의 기온 변화
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탐구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도움
을 많이 받기는 하였지만 고구마의 변신을 통한 고구마 음식 콘테스트에서 자신의 레시피를
뽐내고 창의적 사고를 하는 것을 보며 하나의 친숙한 주제로 다양한 융합 수업을 통한 학생의
창의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고구마 꽃, 창의 인성 교과 융합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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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STEAM 프로젝트
정호근*(보성고등학교), 이영호, 김대규, 이상현,
차승태, 조석준, 이현주, 박동순
STEAM 교사연구회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STEAM 프로젝트’는 1)행복한 학생, 2)즐거운 학교, 경쟁이 아닌 나
눔과 배려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창의성과 인성, 문제 해결력을 갖춘 3)미래형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이에 본교의 연구팀은 1학년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융합인재교육(STEAM)에 맞춰 일반 학교의
융합 교육을 통한 역할 탐색과 아울러 일반 교육 현장에 맞는 수업모델 및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일반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융합 교육을 통한 현장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할 창의적인 STEAM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
○ 영재 학급과 연계된 창의적인 STEAM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된 창의적인 STEAM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
○ STEAM 교육 확산을 위한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 지원 및 혁신 방안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다양한 창의적인 과학 문제 해결을 교과서 중심의 새로운 창의적
과학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접근이 필요하다.

* 핵심어: 교구,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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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우리 삶 속의 수학(백워드 설계모형을 활용한 수학중심 STEAM)
김동실*(여의도고등학교), 이동락, 이현경,
전혜연, 차규영, 김경숙
STEAM 교사연구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수학의 영향력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허브 학문으로서 과학
에서만 아니라 경제, 금융,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수학은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과목’이란 인식이 강하다.
본 연구는 일상 속에 많은 수학적 개념과 원리가 내재되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게 하여 수학교육의 필요성을 체험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고교 과학, 화학, 사회,
미술 과목에서 수학적 개념 및 원리가 포함된 단원을 추출하여 수학과목과 융합하여 교육함
으로써 통합적 사고력 및 실생활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수학중심의 융합수업
으로 각 교과의 핵심성취기준을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백워드 설계모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루브릭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수행평가에 활용하였다.
1학년 사회과 ‘고령화와 생애설계’ 단원은 수학과의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단원과 융합하
고, 미술과의 ‘시각디자인(테셀레이션)’ 단원은 수학과의 ‘도형의 이동’ 단원과 융합하여 수업
을 실시하였다. 2학년 화학실험과 ‘화학반응’ 단원은 미적분Ⅱ의 ‘적분법’ 단원과 융합하고,
화학과의 ‘분자의 구조’ 단원은 미적분Ⅱ의 ‘삼각함수’ 단원과 융합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시간마다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는 루브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의 성취수준 도달정
도를 확인한 후 개인 추수지도 및 후속적인 학습지원을 위한 전략을 결정하는데 참고하였다.
정규 수업 시간에 확보할 수 없는 수학 체험활동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 2학년 희망자를
25명씩 모집하여 목요일 방과 후에 간단한 실험으로 수학 원리를 찾아보는 STEAM DAY를
5회차 운영하고, 전문가 강연 및 수학박물관 체험활동을 하였다. 총 7개의 과정을 모두 수료
한 학생에게는 수학원리가 활용된 실생활의 예를 찾아보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개발한 모형으로 수업과 체험활동을 실시한 학생 50명에게 소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수
학의 원리가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학이 의외로 쉽고 재미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부가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제고되
어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

* 핵심어: 고교 교과융합, 수학중심 융합수업, 백워드 설계모형, 루브릭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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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투명 배낭을 메고 우주를 여행하는 소녀의 3D영상 만들기
조용현*(풍문여자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 활동을 통하여 개발된 STEAM학습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과의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개발 및 적용될 수 있었으며 평소에 학생들이
호기심만 가지고 접근했던 3D 홀로그램 영상을 직접 제작해봄으로서 3D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교사로서는 영상의 적용이 적합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STEAM학습프로그램의 인지적인영역은 투명 배낭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된 생명과학 분
야의 생물의 보호색에 관한 개념의 적용과 학습자가 입은 옷의 색과 문양을 유사하게 디자인
하는 미술영역이 적용되며 3D 홀로그램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물리영역의 빛의 굴절,
반사 회절에 대한 빛의 성질에 대한 인지영역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3D 영상제작과정에서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기술･공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학습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스토리
텔링(storytelling) 기법을 적용하여 학생들 자신이 직접 우주를 여행하면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과 같은 구성으로 학생들이 학습에 자연스럽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학습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과학적인 사고와 창의성 그리고 학습과
정을 시나리오로 구성할 수 있는 예술적인 영역의 학습이 이루어졌다. 학습효과는 최신 기술
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과 학교의 교과과정과 산업사회에서 구현되는 지식의 공통점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어: 3D 홀로그램, 투명망토, 홀로그램상자, 동물의 보호색,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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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양 및 환경 분야 STEAM 프로그램 개발
이승우*(한성과학고등학교), 김선주, 류형근,
김지수, 오화평, 전예영, 이현민, 최승호
STEAM 교사연구회

현재 STEAM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으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또 자원 고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는 오늘날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이 있고, 에너지 자원 부족 시대에 바다는 미래 광물과 에너지,
식량 자원의 보고로서 많은 관심과 개발이 집중될 필요가 있으나 중등교육에서 체계적인 해
양 교육과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회는 학생의 창의력, 융복합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현대 환경 문제를 바르게 인식
하고 21세기 해양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해양관련 인재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고등학교 1학년용 해양 및 환경 분야 주제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10차시)을 개발하였고,
12월초 이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본 연구회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교과 내 수업형으로서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요소를 연계한 수업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예술은 좁은 의미의 미술과 음악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교양 및 인문의 관점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STEAM 교육을 위한
학습 준거틀로서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회는 서울 소재 과학고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 교사연구회 공모에 응모하였으며, 연구계획서가 채택되어 2015년 5월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개발 프로그램은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학생들에게 교과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적
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1, 자원 전쟁 이렇게 대비해요(2차시), 2. 핵연료가 사라지려
면?(2차시), 3. 태양 전지 선박 만들기(3차시), 4. 뜨거워지는 지구를 경계하라(3차시)의 4개
주제 10차시 분량을 개발하였다.
‘1. 자원 전쟁 이렇게 대비해요’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과학 Ⅳ. 정보 통신과 신소재 단원
중 ‘광물의 활용’ 단원과 사회 Ⅴ. 미래를 바라보는 창 단원 중 ‘인구, 식량. 자원’ 단원
을 융합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광물 자원의 활용을 알아보고,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
에 따른 현대 사회의 국가간 갈등과 현안들을 살펴본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미래 사
회에 필요한 자원의 종류를 예측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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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가 사라지려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과학 Ⅵ. 에너지와 환경 단원 중 ‘에너지
문제와 미래’ 단원과 화법과 작문 Ⅲ. 설득을 위한 화법과 작문 단원 중 ‘설득을 위한
화법’ 단원을 융합하고, 과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확률과 통계 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 중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 단원의 내용을 융합한 것으로, 방사성 동
위원소의 반감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수함수의 내용을 도입한 것이다. 이 활동
에서 학생들은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사능 지도를 만들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3. 태양전지 선박 만들기’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과학 Ⅵ. 에너지와 환경 단원 중 ‘태양 전
지,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기술’ 단원과 기술･가정 Ⅳ. 미래 기술과 사회 단원 중 ‘융합
형 문제 해결 체험 활동’ 단원을 융합한 것으로,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태양 전지,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기술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원리와 활용에 대해 학습하고, 태양전
지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태양광 선박을 만들어 경주함으로써 창조의 즐거움과 성취감
도 느낄 수 있고, 세계적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직업 체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4. 뜨거워지는 지구를 경계하라’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지구과학Ⅰ 3. 위기의 지구 단원 중
‘기후변화’ 단원, 수학Ⅰ 3. 도형의 방정식 단원 중 ‘도형의 이동’ 단원, 화법과 작문 ‘2.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과 작문’ 단원 중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 단원을 융합하고 포스
터 그리기라는 미술 단원의 요소를 융합한 것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학
습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 발표한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포스터의 밑그
림을 그릴 때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도형의 방정식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도형들이 대수적인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학습하는 동시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
용함으로써 수학 연구에 공학이 활용되는 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본 연구회는 이들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수업 지도안과 교사용 수업자료, 학생용 학습지를
개발하고 2015년 12월 첫 주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과학고등학교 3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사용하는 검사지는 정책
연구팀으로부터 제공받는 STEAM 태도 검사지, STEAM 문제 해결력 검사지로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 정도를 검증할 것이다. 학생 수가 적은 관계로 학생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검증하지는 않으나, 2학년 학생들을 통제 집단으로 삼아 검사지를
투입하는 방법을 계획중이다. 이 결과들은 12월말 최종 보고서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 핵심어: 해양, 자원, 방사능, 방사성 폐기물, 지수함수, 태양전지, 조선,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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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EAM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창의성 평가 도구 개발
최정곤*(부산일과학고등학교), 권미랑, 이필홍,
이종원, 황정훈, 조오근, 김영민
STEAM 교사연구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가 미래 사회를 이끌게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융합인재양성교육이 강조되어 왔다. 본 연구회에서는 학생들이 많은 융합
상황에 노출할 기회를 가져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융합상황 속에서
융합 요소를 추출하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35개
의 C-STEAM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새로운 융합상황을 탐색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개
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학생들을 융합교육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창의성 신장 분위
기에 익숙하게 하고, 산출물을 분석하거나 활동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창의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유압장치(Hydraulic system), 슐러렌(Schlieren Optics) 5가지 새로운 C-STEAM 프로그
램을 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과학고 2학년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였고 무
아레, 마블링, 드로잉머신 등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과학고 1학년 물리 동아리 학생들에
게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물리적 현상을 탐구하고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
며 창의적 디자인을 설계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초등수학 영재학생들에게 고구려 고분 벽
화 프로그램 중 일부를 재구성하여 ‘활 속의 과학’이란 주제로 융합수업을 적용하였다.
창의성 평가는 두 방향에서 진행했다. 첫째는 관찰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2013)를 활용
하여 적용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창의성 요소에 관련하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2명
이상의 평가자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는 학
생들이 작성한 RHD 개념도(2012)에 나타낸 창의성 분석하였다.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고학생들은 제시된 융합 상황에서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였고
산출물을 제작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와 높은 흥미를 표현하였다. 활 수
업에 참여한 초등영재 학생들도 문화적 유산과 과학, 수학, 기술 융합을 경험하고서 활 만들
기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다수의 학생들이 융합수업 과정을 ‘멋지
다’, ‘신기하고, 뿌듯했다’라고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 핵심어: 상황융합, 창의성 평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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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내 융합을 통한 문제해결력 및 융합에 대한 태도 변화 연구
이혜숙*(부산일과학고등학교), 오석봉, 한재철,
이재숙, 서민숙, 김성태, 최지영
한국과학교육학회, STEAM 교사연구회

현대 사회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태도를 가진 인재의 양성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신동주 외, 2012).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학문의 통합과
분화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면서 기존 학문의 성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과 지식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기존
학문 체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박기범 외, 2009). STEAM 교육은 수학, 과
학 학습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보고 결과로 검증되고 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은 통합적 문제 해결을 통해 실생활 속에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과학과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학업 성취도도
성공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과학이나 수학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
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공학, 수학, 과학의 통합 STEAM 교육
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적 대인 관계 능력, 진
로개발 능력 등의 핵심 역량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김종훈 외, 2012).
본 연구회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과학과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실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 내 융합형 심층면접 문항을 개발하여 실제 고등학교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
의 융합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6차시에 걸친 융합심층수업을 실시한 후 질문지를 제작하여 배부한 후, 일정한 시
간을 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융합심층문제를 풀고 난 후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었다 등의 단순 교과심층면접문제와의 차이 및 융합형 문제
에 대한 흥미로웠던 점을 설명하였다. 연구회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융합인재교육
(STEAM)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면담에서 여러 분야의 교과가 융합된 교육이다, 단순
히 과학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한 차원
더 깊이 이해하는 교육이다 등의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고, 자신들이 개발한 융합형 심층문제
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학생들의 폭 넓은 시야와 사
고발달과 인성적인 면에서의 필요 등을 말하였고, 실제 학교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
* 핵심어: 교과 내 융합, 심층면접문제, 융합인재교육(STEAM), 문제해결력, 융합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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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오실로 스코프제작을 활용한 삼각함수 단원의 교수 학습법 연구
이승익*(부산일과학고등학교), 탁주환, 황종철, 황정훈
STEAM 교사연구회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삼각함수 단원만큼 다른 영역과 관련 있는 공식이 많으면서 여러 가
지 과학과 공학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단원이나 개념이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삼각함수 단원을 이론적 방식이 아닌 구체적인 조작과 자기 주도적 발견 학
습을 통해 삼각함수 단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융합교육의 본질적인 의미에 최적화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특히 수학영역은 학령과 학년이 올라 갈수록 점점 이론화 되고 공식화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수학이 더 어렵고 더 재미가 없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 연구회는 삼각함수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공식과 결론을 제공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벗어나 삼각함수 모양의 파동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삼각함수임을 알 수 있을까라
는 물음을 바탕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귀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오실로스코프란 관측하는 신호가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조사하는 장치로서
브라운관의 수직축에 신호의 크기를, 수평축에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오실로
스코프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결과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연
구회는 이러한 오실로스코프의 기능을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하여 삼각함수를 관찰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를 간이오실로스코프라고 이름 붙이고 학생들이 이러한 간이오실
로스코프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서 만들어내고 관찰하여 이론적으로 배웠던 삼각함수를 실
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인문계학교에서 2학년 2학기 미적분2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인 삼각함수 단원의 1.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과학고의 교육과정상 1학년 2학기 심화수학1의 삼각
함수 단원의 연관으로 수업 연구를 구성하였다. 3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시는 문제를 제
기하고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시에서는 학생
들이 구성한 모델들과 적용방법들을 발표하고 문제점과 개선점등을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형태로 3차시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하여 기존의 이론과 핵심개념을 이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304｜ 2015년 융합인재교육(STEAM) 학술대회

수학이 중심이 되는 융합수업이 되도록 구성하려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수학, 물리, 공학
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연구하였다. 보통의 융합교육 연구에서는 학생
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되는데 반해 우리 연구회는 교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어 낼 수 있을까란 똑같은 문제를 교사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으며 제일 중요한 내용인 재미와 흥미를 넘어서 핵심개념의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과학고 수학교사들을 상대로 삼각함수 단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항들이 포함된 설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에게 호도법과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하여 의문과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내용들
을 수업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교사들이 가지고 있
는 의문이나 교사들이 삼각함수 단원에서 이론적으로 반드시 가르쳐야하는 핵심 개념을 포함
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발한 자료를 부산일과학고 학생 120명에게 적용 후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분석한 결과
과학수업을 통해 실험과 관찰이라는 활동에 익숙해 있는 과학고 학생들도 수학이라는 추상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 모델링에 대한 것에 단순한 결과라 하더라도 큰 만족감과 문제를 풀 때와
같은 성취감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의 성취도와 수준
을 고려한 모델링 방법을 통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하는 의미 있는 교과수업에 대한 만족할만한 시도였음을 확
신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핵심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결국 수학과목에서 개념의 이해를 얼마나 성취 했느냐
하는 가에 대한 확인 방법 그리고 얼마만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교사가 개입해야하
는가에 대한 고민의 해결이 남아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평가에 관한 지필이나 형식적인
시험의 형태가 아닌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척도를 개발할 것을 과제로 제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수학이 이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것은 그 문제
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문제를 푸는 것에서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여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에서의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핵심어: 수학중심 융합수업, 간이오실로스코프, 삼각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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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발전 및
친환경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김현규*(혜화여자고등학교)외 6명
STEAM 교사연구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을 아우르는 지속가능 발전을 교과서 내용
만으로 수업 시간 중에 이해하는 것은 살아있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죽은 지식에 가까우므로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큰 테마 안에 두 가지 중주제를 선
정하여 세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 주제로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질오염을 선정하였고,
연구 주제롤 첫째 신재생 에너지의 이해를 통한 학교 환경에서의 적용, 둘째, 친환경적 방법
을 이용한 수중환경의 조성, 셋째, 물고기 사료를 이용한 수질의 부영영화 측정이다.
◎ 연구주제1 신재생 에너지의 이해를 통한 학교 환경에서의 적용
교내에 태양광 발전기와 풍력발전기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더 나아가 발전된 전기를 이용하여 학교 환경을 꾸밀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
하였다. 활동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장단점에 대한 토의와
토론을 거치게 한 후 직접 신재생에너지관을 방문하였으며, 교내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곳을 직접 찾고 설계도를 설계하여 발전기를 설치하였다. 후속 조치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여 날씨와 풍속에 따른 발전량을 측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장단점을 파
악하고 나아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학생들과 함께 찾아보고 생각해 보
는 시간을 가졌다.
◎ 연구주제 2, 3 친환경적 방법을 이용한 수중환경의 조성, 물고기 사료에 대한 수질의
부영양화 측정
연구주제 2와 3에서는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생태연못의 물고기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수질 오염에 대한 탐구와 고찰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
을 가지고 더 나은 수생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을 목표로 연구와 수업을 진행하
였다. 연못환경에 수생식물과 여과기 그리고 물고기 사료 등에 따른 수질 오염정도와 부영양
화를 측정하여 친환경 물고기 사료와 여과기 등을 학생스스로 제작하여 수질 &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양관련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업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핵심어: 지속가능 발전,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영양화, 수질오염
306｜ 2015년 융합인재교육(STEAM) 학술대회

140
꿈 자람을 위한 SELF-Science STEAM 프로그램 운영
김차식*(대구상원고등학교) 외 5명
STEAM 교사연구회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보와 창의적 지식이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지식 기반 사회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은 “융
합과 통합”이라는 목표를 세워 STEAM 교육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STEAM 교육 여건을 조성, STEAM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적용함으로 학생들의 융합적 사
고력을 신장을 할 필요성을 느껴 “꿈 자람을 위한 SELF-Science STEAM 프로그램 운영” 연
구회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STEAM 교육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며,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연적인 교육이라 생각되며, 이것이 정착되는 과정은 또한 매우 어렵고, 기술을 요하는 것
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STEAM교육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
하며, 그 목적은 통합적 사고가 가능한 융합 과학 인재를 배출하는데 있다.
3. 개발 내용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에 “창의성”이 존재한다
고 보고,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 중심이 되는 STEAM교육 프로그램의
자료 개발을 하고자 하였다.
4. 학습 효과
수업만족도가 제고되고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라는 인식이 향상될 것이며, 학생들의 융
합적 사고력이 계발되어 미래 융합 인재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개발의 제한점
STEAM교육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최신의 급변하는 융합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
처하는 교육 즉 적시교육(just in time learning)이 되어야 하는데, 무관심한 소외그룹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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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않도록 일상생활과 관련된 탐구활동을 선정 적절성과 연결성 및 타당성이 있게 개발한다.
6. 연구 추진계획
사회성, 협동성, 리더십,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움에 따라 훌륭한 인성
을 가진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가진 과학기술공학자를 육성할 수 있게 계획한다. 아울러 기초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그 의미를 터득하게 하고 과학기술공학에 대한 발산적 사고와 창의성
을 유도한다.

1. 개발 과제 : STEAM 교육 학습･자료 만들기
가. STEAM 교육 학습･자료인 간이 분광기 만들기
○ 상황제시

- 기존의 종이로 제작한 간이 분광기는 제작하기는 간단하나 빛의 스펙트럼을 잘 관측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 간이 분광기를 이용한 스펙트럼 관찰 시 다양한 전등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백열등
과 형광등의 스펙트럼만 비교해도 되며, 스펙트럼의 특징적인 차이점에 주목하도록
지도한다.(정성적인 비교에 초점)
- 기존 실험 기구의 사용 시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여 제작한 분광기를 이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창의적 설계

- 빛의 굴절에 의한 분산 원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실험 설계를 할 수 있었다.
- 기존 분광기에 몸통 부분과 프리즘 역할을 하는 부분을 대신할 재료를 생 각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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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력이 길러지며 집단 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중화적정의 STEAM 측정 실험기구 개발
○ 상황제시

- 산과 염기의 반응 단원 중 ｢중화적정｣ 탐구 실험의 단원학습 목표가 각 각 “중화반
응에서는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중화점을 알 수 있
음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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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생들이 자율성을 존중 해준다.
○ 창의적 설계

- 시대의 흐름에 맞는 디지털 방식의 실험 기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쉽게 조작이 가능한 실험 장치를 개발하여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감성적 체험

- 중화적정에 대한 정량적인 값이 측정가능한 정교한 장치를 개발 하여 수업시간 내에
결과 도출이 가능한 측정 기구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 기존의 실험기구 사용시 온도계 눈금 읽기 어려움을 디지털화 하여 온도변화를 쉽게
잃을 수 있었다.
- 혼합 교반시 수작업의 불안을 해소가 되었으며 바의 움직임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다. STEAM 교육 학습･자료인 태양광발전 시스템 만들기
○ 상황제시

- 태양광 모듈을 1일 180도 이동함으로 많은 빛을 최대한 받도록 장치한다. 발전 효율
을 극대화하기 위해 2단계로 태양광의 직사광선이 항상 태양 전지판에 최대로 입사
할 수 있도록 태양의 위치를 추적 설계 하였다
○ 창의적 설계

- 야간 시간 태양광을 대신하여 LED등을 점등하여 태양광 모듈을 동작시켜 사용할
수 있게 공학적 방법을 이용 하였다.(밤 시간 태양광을 대신 LED등을 사용)
○ 감성적 체험

- 무한정, 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연료비가 불필요하다.
- 대기 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없으며, 발전 부위가 반도체 소자이고 제어부가 전자
부품이므로 기계적인 진동과 소음이 없으며, 태양 전지의 수명이 최소 20년 이상으
로 길고 반자동화 또는 자동화시키기에 용이하다.

2 개발 과제 : 탐구실험 시 교수-학습 전개를 위한 STEAM 교육 학습･자료 제작하기
가.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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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를 제작 수행평가에 반영시킨다.
3. 개발 과제 : 다양한 STEAM적 과학 체험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탐구능력을 신장시킨다.
가. STEAM적 과학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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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제시 : STEAM적 과학체험 활동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을까?
실험활동과 관련 사전실험을 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접하게 될 어려움 등을 쉽게 해
소해 나갈 수 있도록 답변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간다.
1) EM 친환경 주방 세제
2) 진드기 퇴치제
3) 모기쫒는 카보풀 방향제
4) 올라가는 바퀴 만들기
5) 모기퇴치 석고 방향제
6) 작은 번개 만들기
7) 태양광 자동차 제작하기
8) 아로마핸드크림 만들기 등
나. 주제 연구활동을 통한 나 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액션 러닝)
□ 상황제시 : 주제 연구활동 과정에서 설계, 진행, 결과 해석, 결론 도출 과정을 잘 정
리할 수 있을까?
주제 연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포토폴리오로 만들어 보고 발표대회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 제작에 반영한다.

7. 연구과제의 예상 결과
가. 실생활 상황 제시
STEAM 교육 학습준거 중 ‘실생활 상황 제시’에 대하여 학생들이 반응을 보면 대부분의 학
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실생활의 다중 감각적이고 수작업의 활동이나 실험, 체
험을 포함한 과학 학습 상황을 잘 기억하였으며, 예술이 수업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느끼는
기회였다.
나. 창의적 설계
STEAM 교육 학습준거 중 ‘창의적 설계’면에서 STEAM 수업을 통해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학생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창의적인 아이
디어를 발현하고 이를 다양한 결과물, 산출물로 구체화해가는 자유로운 경험에 만족하고 있
다. 특별히 상상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생각을 할 기회가 많았으며, 새롭고 다양한 해결책이
나 산출물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었다는 것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문제의 해결, 산출물의 제작 등을 위한 설계과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자신의 산
출물에 대한 높은 기대로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 교사의
적절한 안내,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 경험의 축적 등 교사의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는 극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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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다. 감성적 체험
STEAM 교육 학습준거 중 ‘감성적 체험’ 부분에서 학생들의 관심, 흥미, 만족도가 높았다.
학생들은 STEAM수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있으며 주위 학생들과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
출물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겼다고
한다.
STEAM 수업에서는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산출물 제작, 문제해결의 경험을
하게 되므로 과학에 흥미와 이해가 부족하여도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 있어 하는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과학에 대한 흥미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8. 기대 효과
가. 창의체험･자유탐구･발산적 사고 중심의 융합과학인재 교육 강화로 과학기술공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감각과 인류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및 환경 등을 고려
하고 인류가 가진 문제를 높은 윤리의식으로 과학･기술･공학으로 해결해주는 인재 양
성을 위한 STEAM교육이 될 것이다.
나. 자기주도학습 환경 구축 및 미래형 융합인재 스마트 클래스 확립으로 실생활관련 문
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과학수학･ 개념 및 원리를 기술과 공학에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 STEAM 교육의 현장 정착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탄력있게 편성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면 STEAM
교육을 통해 창의적 융합인재양성과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라. 융합 교육으로 학생들이 편리하고 재미있게 안전하게 제작된 자료를 이용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업의 흥미를 유발,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마. 충분한 동기유발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될 것이고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 핵심어: 끄집어내는 교육, 적시교육(just in time learning), 간이 분광기 STEAM 실험기구
만들기, EM 물비누, 진드기 퇴치제, 방향제 만들기, 중화적정 측정 실험기구 개발, 태
양광발전 시스템 측정 실험기구 개발로 STEAM 교육 학습･자료 개발, 마인드 맵, 나만
의 주제탐구활동 포트폴리오 만들기(액션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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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무공해 자동차를 꿈꾸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종호*(대구일과학고등학교: 7jjh7@hanmail.net),
전경희, 이은만, 박성진, 김민지
STEAM 교사연구회

이 연구에서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교육전문가 1인과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전공한 교사 5인이
몇 차례 세미나를 통해 ‘무공해 자동차를 꿈꾸다’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STEAM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조
사하였다. 질문지는 김가영(2013)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그 후
과학고 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STEAM 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알고 있으나 ‘보통이다’ 응답이 37%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STEAM 교육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잘 인지시킬 수 있는 지도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STEAM 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주요한 목표에 대해 생각하
는 설문 항목을 제시한 결과 과목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기르고 긍정적 태도를 함양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STEAM교육이 정의적인 영역에서 상위 목표를 둔 것으로
해석하였다. STEAM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주로 창의적인 사고와 지식 활용의 인지적 측면
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STEAM 교육이 인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
다. STEAM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탐구능력향상과 통합적 문제해결이라
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과학고의 특성상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 STEAM
교육을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
여 진다. STEAM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또한 탐구능력향상과 통합적 문제해결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11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자 5명의 각 교과 수업과 동아
리 활동으로 구분하여 과학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학생들에게 자동차와 관
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고 탄소 배출과 친환경 자동차 관련 과학기술의 필요성
을 인식하게 하였다. 최종 산출물인 수소기체를 연료로 한 무공해 자동차 제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을 실시하였다. 수소기체 발생 실험과 기체 포집방법 및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실시
하여 수소의 성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수소연료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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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공기 저항에 최적화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사전 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수소연료통 장착과 더욱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자동차를
제작해보도록 안내하였다. 이와 같이 직접 제작한 무공해 자동차를 시연함으로써 감성적 체
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작한 자동차의 성능을 물리와 수학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물리법칙과 수학적 이해가 동시에 필요한 미적분학이 어떠한 원리
로 이루어졌는지 알게 하고자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은 무공해 자동차를 직접 제작해봄으로써 주제
중심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해 보는 경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손쉽게 자동차 디자인의 원리를 적용한 자동차를 제
작하고 그 성능을 평가해보는 활동에서 성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본 연구는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과학고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과학에 대한 영역을 폭넓게 이해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 핵심어: STEAM, 환경, 전기분해, 수소, 자동차,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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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스마트 STEAM 교육
김정섭*(청구고등학교) 외 5명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회의 연구주제인 ‘자전거 스마트 STEAM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와 창의적체험활동
에서 연계되는 영역이다. 이와 더불어 각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설계를 해야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학생들의 개별 진로와 연관되는 활동이 연계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자전거를 통한 저탄소 녹색에너지의 체험, 대구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생태환경투어를 통한 사계절 속의 대구와 생물다양성, 환경보존, 창의적 체험학습장소 3
박자를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가장 최적의 장소로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와 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대구의 역사와 문화, 생태와 환경을 접근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대구지역을 아우르고 가로지르고 있는 금호강과 신천을 선정하였다.
세부 연구 영역으로 자전거와 대구의 생태환경 그리고 자전거를 통한 Road Tour, 자전거
의 물리적, 공학적 설계, 자전거에 반영된 수학적 원리, 자전거의 환경과 경제, 자전거와 법,
자전거 Road Tour를 위한 어플 활용 등이 있다. 자전거와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을 찾아내 STEAM 상황 제시를 하고,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창의적 설계를 한 다음 학생들에
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성적 체험을 유도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텔링적
상황과 각 교과영역별 ‘STEAM 준거틀’을 병합한다면 학생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전거 스마트 STEAM 교육’ 저탄소의 상징인 자전거란 즐거운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 지
역의 생태와 환경을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각 교과 영역의
STEAM 준거틀만 명확히 제시된다면 학생들의 진로와 연관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지는 한
계에서 벗어나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과와 비교과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모
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전거와 환경’이란 주제 속에서는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중심적 문제를 학생들의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접목시킨 후 효과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의 스토리텔링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자전거와 환경’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학생들에게 진행한 뒤 학생들은 자전거에 대한 물리적, 공학적, 수학적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자전거와 관련한 모바일 어플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대구지
역의 자연과 환경, 경제성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을
둘러싼 대구 지역의 자전거 정책과 법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자전거와 환경, 모바일, 인문영역, 인성 교육에 대한 시작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자전거, 스마트, Road Tour, 스토리텔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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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북으로 표현되는 화학 수업의 흥미도와 이해도 증진 프로젝트
김용균*(인천고잔고등학교), 조헌홍, 이남균,
강인환, 김정훈, 박인숙, 최현옥
STEAM 교사연구회

무한하게 제공되는 정보를 선별･가공하여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산업에 적용
되는 화학에 대한 이해와 탐구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며, 실생활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팝업북으로 표현되는 화학 수업의 흥미도와 이해도 증진 프로젝트’를 주제로
STEAM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고등학교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 및 창의적 체험학
습 수업에 적용하면서 첫째, 동아리 회원들의 융합적인 마인드 함양과 STEAM 교육 확대에
이바지 하고, 둘째, 화학 내용의 융합적 표현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며, 셋째, 학생들로 하여금 어렵게 느끼는 화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일반계 및 과학고등학교 6개교 200명을 선정하고, 정규수업
과 방과후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4개월간 투입하였다. 프로그램을 투입
하기 전과 투입 후에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과학적 태도에 관한 검사지를 작성하
였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고등학교 화학 과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화학 단원을 구분하여 화학적 소
재를 팝업북으로 만들기 5주제 18차시분의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원활한 팝업북 제작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팝업북 제작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팝업북
제작 대회를 개최하였고, 과학 및 화학 소재 팝업북 만들기를 수행평가에 반영하였다.
STEAM 카페라는 연수를 개최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STEAM과 화학교육에 대하여 강의 및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다.
팝업북 제작대회를 실시하여 13개팀을 시상하였으며 교사,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
고, 독서학교 운영발표회에서 특히 다른 학교 교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화학 과목
의 단원별로 내용에 대한 분석과 소재에 적합한 팝업 형태를 선정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
여와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학 단원 종합 팝업북 2권을 제작하였다. 화학이라는 어렵고 힘
든 과목을 팝업북 제작이라는 STEAM 교육을 활용하여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공간구성능력
과 팝업북 제작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디자인과 구성능력을 확인하는 프로젝트였다.
자체 제작한 과학적 태도에 관한 검사지 분석 결과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창의성이
많이 향상되었고, 협동심과 인성도 다소 함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어: 화학, 팝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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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상상실을 활용한 STEAM형 수학 과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
황선미*(인천과학고등학교), 이창재,
김승태, 박소라, 김동진
STEAM 교사연구회

지식정보화 시대에 급격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틀에
맞추어진 커리큘럼이나 학습 방법이 아닌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습하는 교육적 방
법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학, 과학, 공학, 예술 간 관련 학습요소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융･복합적 사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자연･이공
학문의 통섭과 기초･기본 소양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무한상
상실의 다양한 매체와 교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산출물로 제작되고 이
를 확인함으로서 새로운 학습 동기를 복 돋을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고등학교 수학 ‘기하와 벡터 : 공간도형의 방정식’, 고등학교 수학 ‘미분법 적분법’, 고등학
교 화학실험 ‘물질의 물리적 성질’, 고등학교 과학 ‘과학과 문명’단원에서 STEAM 요소를 추
출하고, 교과 개념을 적용한 학습요소로 재구성 하고,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공학, 미술, 음악 분야에서 최소 3개 분야가 융합될 수 있게 하였다.

수학, 과학, 공학, 예술, 인문 간 관련 학습요소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융･복합적 사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내 무한상상실의 다양한 매체와 교구를 활용하
여 실생활에 숨겨진 융･복합적 원리를 찾아내고 이를 과목 융합적인 문제 장면으로 구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수학 3개 주제 24차시, 고등학교 화학실험 1개 주제 5차시, 고등학교 과학 1개
주제 5차시로 구성하였다. 수학과‘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주제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기
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였다. 또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원리
를 3차원으로 확장하여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구조물을 직접 제작하였다. 수학과‘입
체각을 활용한 구에 가까운 입체도형 디자인’을 주제로 입체도형을 활용하여 완전한 구에 가
까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3D디자인 활동으로 창의성을 신장하고 수학의 내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수학과‘가장 빠른 미끄럼틀 만들기’를 주제를 통해 사이클로이드가
등시곡선이며 최단강하곡선임을 물리와 수학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하고 호이겐
스의 최단강하곡선에 대한 이해를 통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곡선 미끄럼
틀 실험 장치를 만들 수 있었다. 화학실험의‘브레드 보드 키트를 이용한 분광 광도계 만들기
와 용액의 농도 측정’을 주제로 무한상상실에 비치된 브레드 보드와 전자 부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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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분광광도계의 회로를 디자인하고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지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
여 농도를 찾게 하였다. 고등학교 과학과‘자연의 신비! 종이 만들기’를 주제로 종이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폐지를 이용한 자원 재활용 과정으로 재생종이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한 자료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7명에게 적용 후 STEAM 태도 검사지를 통해 설문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선호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학
습 내용이 실생활과 연계된 융･복합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에 기
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무한상상실을 활용한 STEAM형 수학 과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통해 STEAM 과학에 대
한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실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
로 STEAM 원리를 학습하도록 함으로서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교실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무한상상실 활용, 고등학교 STEAM형 수학 과학 교수･학습 자료, 보로노이, 입체도형,
사이클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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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재난을 테마로 하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윤시원*(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박상훈, 김진시, 김진화
STEAM 교사연구회, 과학중점고

우주와 관련된 과학기술 및 문화산업이 발달하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
면에 학교현장 교육과정상에서는 이러한 관심을 뒷받침해줄만한 우주를 테마로 하는 수업프
로그램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주에 대한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여 관심을 충족시켜주고 앞으
로의 우주개발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적자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
를 테마로 하는 수업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하게 되었다.
항공우주기술은 끊임없이 매우 발달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우주 쓰레기의
해결책은 아직 아이디어에 그치고 있다. 우주의 문제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예측해 보는 프로젝트로 우주 쓰레기의 이해와 문제점 파악, 해결
방법 제시,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의 설계 및 제작, 이와 관련된 미래 직업 등을 예측하는
STEAM 요소의 종합적인 학습내용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졌던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항공우주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
고 직접 제작, 체험하여 항공우주기술 분야의 직업을 탐색하고, 공학 설계 능력 향상 및 조작
력과 표현력, 도전과 성취감을 갖도록 한다.
프로젝트 수업은 범교과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한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 언어적 지능과 논리수학적 지능 이외에 공간적 지능, 음악적 지능, 신체감각적
지능, 대인 지능, 자성 지능, 자연 이해 지능 등 다양한 지능 영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교과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범교과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협동 프로젝트 수업은 얼핏
보면 기존의 조별 발표식 수업 방법과 유사하다. 모둠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
물을 발표한다는 기본 흐름은 같다. 하지만 학습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이 매우 다르다.
기존 조별 발표식 수업은 과제 선정에서부터 발표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사 주도로 이루어
진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은 연구 활동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즉, 과제 선정에
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한다는 것
이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사는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학습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로
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참여를 전제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우주재난을 테마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함으로서 학생들이 과학을 탁상공론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속해있는 우주를 수업시간에 다룸으로서 과학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핵심어: 항공우주, 프로젝트 수업, 우주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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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STEAM 프로그램 개발
양성기*(풍암고등학교), 이광현, 김태균,
양소정, 임학준, 김진수, 김선아
STEAM 교사연구회, 과학중점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창의, 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의 부재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학생들의 과학, 수학, 기술에 대한 흥미도는 저조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적 내용이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융합인재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과학과 수학 더 나아가 인문과 예술 교육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대두되었다. 또한 최근 들
어 국가교육과정도 과저의 분과적 교육과정의 개념의 한계를 느끼고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등에 흥미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있도록 교과간의 벽을 허물고 주제를 중심
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전의 교사연구회 활동에서는 학교 과학 교육 과정에서 부족한 실험, 체험, 탐
구 중심의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 안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스팀수업 과정에
서도 학생들의 학습의욕 부족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게는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는 일이었
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새롭게 연구하고자 한 것은 스팀교육, 학교교육이 말하는
내용이 졸업하면 필요 없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임을 깨닫고, 학습의 필요성을 깨달아 스스로
학습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일상생활에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스팀내용 이라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상적인 수업
이 되지 않을까 상상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연구회 활동을 기점으로 교내에 STEAM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학생들
과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STEAM 수업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직접
해보지 않았을 때는 어렵게만 생각했던 교사들도 STEAM 수업이란 것이 실생활과 밀접한 주
제를 바탕으로 교사들과의 협력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STEAM 수업을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이를 계기로 과학과 수학, 기타 연계 과목
에 대해 흥미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핵심어: 학습의욕, 학습의 필요성, 스팀수업에 대한 경험, 과목에 대한 흥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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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생체모방
이현종*(보문고등학교), 김대겸,
김동현, 유병승, 이종호
STEAM 교사연구회

연평균 기온이 40℃에 육박하고 일교차가 심한 아프리카 초원에서 흰개미집 내부의 온도는
놀랍게도 30℃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건축가인 믹 피어스는 이 점에 착안하여 흰
개미 집을 3D로 스캔하고 조사한 후에 세계 최초의 자연 냉방 건물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를
세웠다. 이 건물은 짐바브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무실과 쇼핑센터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은 비슷한 크기의 건축물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왕나비
의 날개를 본 딴 선풍기, 잠자리를 모델로 한 소형 풍차, 물총새를 본 따 만든 신칸센 등 생체
모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생체모방은 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는 탁월한 소재이다. 창의적인 모방을 학습하
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생체모방기술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고, 생물다양성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등 다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모방이라는 주제를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3차 산업혁명
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과학기술인 3D 프린터를 학생들
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한 다양한 수업을 시작하는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생체모방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을 깊이 있게 관
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여러 동･식물의 표본을 직접 보면서 생체모방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음과 더불어, 지구에서
생명체가 긴 시간 동안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되어 온 과정을 알고 현재 지구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체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 활동에서 개발한 수업 프로그램은 자연사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 다양한 생물을 관
찰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한 생체모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생체모방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디자인하여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한 뒤, 제작(3D 프린팅)하는 활동이다. 개발
된 프로그램은 보문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Biofocus)에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 및
만족도를 검증하였다.
개발한 수업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 면담 결과 과학기술이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개
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생체모방공학자와 3D 모델러 등 유망 분
야의 진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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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생체모방 수업의 사례는 창의적인 모방을 학습하고 새로운 아이
디어를 고안하여 구체화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며, 수업결과물을
활용하여 각종 대회에 출품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생체모방 / 3D 프린터 / 3D 모델링 / 자연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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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대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상준*(유성고등학교), 이현우, 권순신,
김인국, 임보혜, 김종헌, 한건우
STEAM 교사연구회

융합인재교육(STEAM)이 시작된 지 만 5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정책연구 단
위, 교사 연구회 단위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융합인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곳의 사정을 살펴보면 정규 교과시간이 아
닌 방과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각 학교 현장
에서 진학, 입시와 관련된 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시험의 준비를 위해 정규 수업시간을 융합
인재교육에 할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인 학생들이 지식 습득 측면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융합인재 프로그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췄
다. 정규수업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지식 습득 측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방법
을 구안하고자 했다. 교실 안에서의 학습을 교실 밖으로 꺼낸 뒤 학교 수업시간에 다양한 협
동학습을 하며 융합인재교육(STEAM)이 가능 하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했다.
교실 안에서의 학습을 교실 밖으로 꺼낸다는 것을 정의하자면 ‘교실이 아닌 곳에서 전통적
인 강의식 수업을 들음.’ 이다. 즉 유비쿼터스(Ubiquitous) 학습 환경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한 가지로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이용한 학습 모델이 적절
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이론을 탐색하고 자료를 개발하였다.
전통적인 강의가 빠진 교실에서는 다양한 협동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교실
수업시간 전,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상의 동영상, 학습 자료를 통해 예습을 하고 온다. 그리
고 교실 수업시간에 다양한 추가자료, 정보차 자료 등을 제공 받으며 교사의 안내에 따라 협
동학습을 수행한다. 이 때 가장 중점이 되는 활동이 ‘서로 설명하기’ 이다. 학생들에게 전체가
아닌 단절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습득한 학습 내용 및 정보를 강제로 모둠원에게 설
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유비쿼터스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이
다. 그리고 연구의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연구의 대상은
1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계 남고 1학년 학생 419명이다. 이 중 8학급(280명)은 개발
프로그램 투입군이며, 4학급(139명)은 비투입군이다.
투입군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5월(투입 전), 11월(투입 후) 총 2회에 걸쳐 학습자 설문
및 1학기 말 과학 교과 성적과 2학기 말 과학 교과 성적의 비교 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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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성과 및 일반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투입군 학생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첫 째,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습 동기, 성취, 책임감을 높인다. 둘 째,
타인에게 설명하는 활동,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증대되었
다. 셋 째, 기존의 방식보다 활기차고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이 보장되므로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 넷 째, 앞으로도 이런 수업 방법을 계속
할 의도가 있다. 다섯 째, 과학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여섯 째, 혼자 또는 함께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심층 인터뷰의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며 성적 상승도 유의미할 것으로 기
대된다.

* 핵심어: 융합인재교육, STEAM, 스팀, 블렌디드, Blended, 협동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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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력전송 자동차 제작을 통한 전자기유도 탐구와
STEAM 콘텐츠 개발 적용
민재식*(삼일여자고등학교 : minjae0917@hanmail.net),
윤대혁 STEAM 교사연구회

첨단과학이 발달하면서 개인이 휴대하는 IT 및 모바일 기기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기존 전
자기기의 배터리 용량 개발 속도에 비해 소비되는 전력요구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Apple이 로컬 컴퓨팅 환경에서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이용한 특허를 PCT 출원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그 특허 내용은 1m 내외의 여러 기기들에 근접장 자기공진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또 삼성전자도 무선충전 시스템 구성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한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노트북PC를 무선으로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로 자기공진형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사용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융합 과학 속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유도형 무선전력전송의
역사, 이론, 앞으로의 과제등을 다루어 학생들에게 첨단과학을 소개하고 과학 교육과정을 통
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STEAM 교육자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기술･가정 내용 중 (4) 생활과 전기･전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전
기･전자의 원리를 이해하여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전자 부품을 이용하여 간단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다. 또 ‘기술의 세계’ 영역의 학습주제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과들과의 융합적 교육･학습 활동을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의 정보통신과 신소재 부분에서 반도체 부품의 특성과 신소재 및 디지털 정보처리
에 관한 내용으로 전자기장의 기본 원리인 전자기 유도 현상과 RFID에 관한 원리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단계를 STEAM(융합인재교육)의 3가지 준거 틀에 맞추어 상황제시, 창의적설
계, 감성적체험의 단계를 통해 만들어진 무선전력전송충전버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고 총
6차시로 구성하였다.
먼저, 상황제시에서는 KAIST에서 개발한 온라인 전기자동차의 원리 이해하는 활동으로
KAIST에서 개발한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무선충전기술의 원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첨단과학을 통해 STEAM(융합인재교육)에 적합한 융
합형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첨단과학을 통해 케이블이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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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 가능한 전자기 유도 현상 원리를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무선전력전송의 원리를 이해하였다.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 원리와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송수신기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기
장이 생기는 현상에서부터 자기장이 변화되면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원리를 배운 다음
실생활에 쓰이는 여러 물품(전동칫솔, 스마트폰 무선충전등)을 가지고 모둠 토론을 한다. 그
결과 전자기유도 현상과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이해하고 무선전력전송을 이용한 자
동차충전소를 만들어 실제로 무선으로 전력이 전송되는지를 LED 전구를 통해 관찰한다. 더
나아가서는 무선전력전송의 용량을 크게 만들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성적 체험 단계는 무선전력전송 충전소를 만들어 무선충전이 되는
과정을 시현하는 과정이다.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만든 무선전력
송수신기를 통해 무선전력충전소를 개발하는 탐구수행 및 발표 단계이다. 즉 무선전력전송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무선전력전송 송수
신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무선전력전송의 원리와 응용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무선전력전송
충전소를 통해 무선으로 충전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융합적 사
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고 흥미, 동기, 성공의 기쁨등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
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 실험 장치를 실제 교실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창의적 융합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하여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과목이 활용 가능한 수업 설계가 가능하였다.
과학에 흥미를 잃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감성적 체험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무선전력전송을 통한 과학의 학습 효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정보 통신과 전자기파,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강조하였지만 무선전력전송을 통한 휴대폰 충전을 통해 전자기파의 발생과 공명의 원리, 전자
기유도 현상등에 대한 자세한 탐구, 실험과정이 주어져 있고 무선으로 충전되는 유비쿼터스의
세상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막연하게 느껴졌던 무선충전에 대한 학생들이 더
욱더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무선전력전송을 통해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함
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LED의 밝기
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저항, 축전기와 코일을 이용하여 전기신호의 진동수 및 크기를
조절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무선통신과 방송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이들 활동을 통해 이
공계 진출을 위한 과학의 흥미유도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핵심어: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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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공통 창의융합공학설계 텍스트북 개발
민정욱*(동일공업고등학교), 안가윤, 황현주,
정명주, 김은영, 송기택
한국공학교육학회

완벽한 조화, 인간사회를 위한 공존, 과학기술과 사회학의 공존에 관한 연구 등의 화두가
새로운 거대한 흐름이 되어 대유행이 되고 있는 시대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최상위권 대학
중 Harvard, Princeton, MIT, Stanford, UC Berkeley 등은 STS(Science, technology,
societ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인 이공계 대학인 KAIST 역시 문화과
학대학, 경영대학, 테크노경영대학원 및 이노베이션 학부의 경영과학과와 같은 전공을 운영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기치 아래 융합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기초 분야를 하나의 텍스트북으로 모으는 것
으로, 공학 전공자가 최소한 알아야 할 내용을 단권화 시킨 것이다. 먼저, 인문학적?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위해 마이클 샌들 교수의 “Justice"에서 발문을 가져오면서 경제학적 기초,
공학윤리, 예술적 개념들을 다룰 것이다. 자연과학과 공학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물리
학, 기초수학 및 미분?적분학, 공학기초, 스프레드 시트, 공학적 글쓰기 훈련, 창의융합설계
실습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핵심어: 창의공학설계, 융합교육, STEAM, 프로젝트 수업, NCS, NCS 공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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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문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 STEAM
조규동*(동화고등학교), 박종명, 유주현, 박진재,
박종일, 차서희, 모미아, 이혜민, 김은정
STEAM 교사연구회

고대 문명의 유적과 유물에는 STEAM 교육적 요소가 많이 숨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까지 수학,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 중 고등학교 정규교과와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흥미롭고 유익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개발하였다. 고대 문명의
유적과 유물은 역사책이나 과학책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STEAM과 같
은 융합적인 접근으로 학습해 보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생소한 부분일 것이다. 개발된 수업
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보고,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은 수많은 고대 문명의 유물 유적
가운데 STEAM 교사연구회 연구원들의 토론을 거쳐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고,
STEAM 교육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8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도입차시를 포함하여 9
종(17차시)으로 구성하였다. 개발은 연구원 1인당 2차시씩 개발하였고, 연구원 2인 1조로 상
호교차 검토 및 자문위원에 의한 서류검토, 그리고 전체 연구원의 검토를 통하여 개발을 완료
하였다.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연구 방법은 고등학교 특성상 3학년 학생을 제외하고 1학년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파일럿 형태의 융합수업은 정규교과 수업
투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별도의 방과후 수업을 개설하여 희
망자를 대상으로 수업 학급을 모집한 결과 18명, 12명, 29명의 세학급이 개설되었다. 비교집
단은 실험집단과 같은 학년과 성비구성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창의재단에서 제공한 사전, 사
후 검사지를 투입하였으며 STEAM 수업을 통한 STEAM 소양 및 태도의 향상도를 검증해 보
는 과정을 거쳤다. 기대되는 예상 결과로는 인문과의 융합 수업에 대한 적응도 및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도 향상, STEAM 소양의 증가이다.

* 핵심어: 고대 문명,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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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획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과학실 활용률 극대화
지사원*(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한혜진, 김선영
STEAM 교사연구회

1. 연구의 필요성
가. 수행평가 때만 사용하는 딱딱하고 낯선 과학실을 학교 박물관으로 꾸미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생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창의적인 새로운 정보가 산출되는 곳으로 탈바꿈
시킴.
나. 박물관의 기본적인 역할인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의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융합적인 사고력 증대
다. 전문 박물관이나 과학관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찾아가야 하는 관계로 물리적,
심리적 제한이 있으나 학교 박물관은 항상 생활하는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접근성
이 용이함
2. 연구의 목적
잠자고 있는 과학실을 깨워라!”라는 상황해결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현을 위한 박
물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체험 공간으로 융합교육 실천을 위한 STEAM 수업 자료 개발
3. 연구의 실제
가.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1) 스케치업 프로그램: 스케치업 프로그램은 사물이나 공간을 3D로 구현할 수 있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이다.
2) 전시물의 형태를 복원하는 3D 프린터
나.. 개발 프로그램 제시
1) 상황제시 – 잠자고 있는 과학실을 깨워라!
2) 창의적 설계: 과학실을 살아있는 전시관으로 만들기
3) 감성적 체험: 전시 기획 단계에서 문화 예술적 접근 구현
4. 적용
가. 적용대상
1) 적용대상: 중･고등학교
2) 적용시기: 수업에 해당하는 시기와 진로 지도 및 동아리 활동 시간을 이용하거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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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유학기제에 적용 가능
나. 적용방법 :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
에 적용
1) 과학, 역사, 자율, 진로, 미술 과련 동아리활동에서 10차시 정도 적용
2) 다양한 교과 속에 존재하는 주제를 가지고 효과적인 융합적 수업지도안을 제작
3) 학생들이 직접 전시회나 산출물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의 지도안으로 활용 가능
4)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활동 가능

* 핵심어: 박물관, 전시, 융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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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에 중점을 둔 학생주도의 배움중심수업 실현을 위한
융합수업 모형 개발
배상일*(백송고등학교 : siteacher@naver.com), 이난영,
권성연, 안수나, 이숙진, 임연정, 이한공, 송인욱, 안향
STEAM 교사연구회

교과내용의 재구성은 수업교사의 교육적 경험에 기반을 둔다. 현재까지의 교과내용 재구성
은 다분히 교사 중심적이었으며 학생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업의 주체
는 학생이 되어야 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수업의 방향은 학생중심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과 간의
STEAM 융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더불어 STEAM 융
합수업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학문 간의 연관성,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여러 교과 간의 억지스러운 통합을 지양하고 학생의 참여
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진로를 직,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교과수업 내 진로교육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
규교과 이외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무학년제 형태로 진행된 ‘백송고
483 원탁회의’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정규교과수업을 위해 개발된 7종의 STEAM 융합수업모형은 1,2,3학년 2개 반의 실험군으
로 적용되었고, 개별수업으로 운영된 각 학년 2개 반 간의 학생참여도를 분석하였다. 7종의
STEAM 융합수업은 미술가, 수학자, 앱개발자, 건축학자, 의료종사자, 요리사, 연구원, 산업
디자이너, 작가, 음악가, 여행가이드, 지질학자, 사회학자, 사이언스 에듀케이터, 생활체육
지도자, 스포츠과학 분석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동시통역사, 토론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
을 간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2학년 화학Ⅰ(Ⅲ. 아름다운 분자세계)+미술 감상(Ⅱ.어떻게 표현할까?)+수학Ⅱ(Ⅲ.도형의
방정식)의 공통학습소재인 대칭을 융합하여 ‘김태희 얼굴의 비밀’ 4차시 분량으로 개발하였
다. 2학년 물리Ⅰ(Ⅱ.전자기장(+영어Ⅱ(6.Be Creative)에서는 전자기학 및 현대물리학이 서
양과학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음에 착안하여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견된 Oersted의 과
학사를 영어 원문으로 접근하여 공과대학생의 하루를 간접경험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
도 2학년 물리Ⅰ+스포츠문화(물리와 함께하는 배드민턴), 3학년 한국지리+영어독해(세계
속의 제주도여행), 1학년 수학Ⅰ+사회(지구를 구해라! 수열방위대), 1학년 과학+영어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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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알고 있니?), 3학년 화법과 작문+음악과 생활(소설 창작과 오케스트레이션)의 정규
교과 수업을 위한 STEAM 융합수업 7종이 개발 및 적용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에 운영된 백송고 483 원탁회의(자랑스런 백송고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은 무학
년제, 전 교과교사의 통합수업으로 운영되었다.
2학년 물리Ⅰ과 영어Ⅱ의 STEAM 융합수업에서는 자연과학과정의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자기학 관련 이론과 실험에 관한 영어 원문을 Scanning 독해기법을 통해 탐
구과정 및 이론수업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는 않겠냐는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
기라도 하듯 학생들은 수업에 점점 몰입하였으며 스스로 공과대학생의 하루를 간접체험하게
되었고, 이론 수업 및 탐구과정을 무난하게 수행하였다. 탐구과정 속에서 전자기력선을 자연
스럽게 표현해냈다. 동료학습자들에게 전자기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해 졌고, 학
생들의 자아효능감도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화학Ⅰ, 미술감상, 수학Ⅱ의 STEAM 융합수업에서는 자연과학과정 학생들의 수업참
여도가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 화학Ⅰ, 미술감상, 수학Ⅱ 각 교과의 수업에서 STEAM수업에
서 대칭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후 STEAM 융합수업형태로 3명의 교사가 함께 하는
2차시 분량의 수업이 연속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몰입도는 극대화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자신
의 발표 자료를 만들어 내었다. 이후 조별로 진행된 발표수업에서는 분자요리, 공학연구소,
산업디자인실, 제약개발팀, 건축연구소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대칭이라는 공통소재를 통
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형태의 발표수업이었다.

3학년 한국지리, 영어독해의 STEAM 융합수업에서는 학생 스스로 제주도를 여행하는 가정
하에 자신만의 제주도 여행 지도를 완성해간다. 수업과정 속에서 제주도의 다양한 관광 명소
를 분류화 하였고, 지리적인 특성, 거리와 동선, 여행자 입장에서의 지도제작을 통해 제주도
의 숨은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1학년 수학Ⅰ, 사회 교과 간의 STEAM 융합수업에서는 전지구적인 인구, 식량, 자원 문제를
수열을 통해 분석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둠별로 지구를 지켜
낼 수 있는 수열방위대가 되어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도록 하는 감성적 체험과정을 두었다.

STEAM 융합수업은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도 및 학습에 임하는 태도변화에 관련한 설문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개별교과로 수업이 진행된 학급에서는 학생의 참여보다는 지식
전달과 단순한 암기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반면 STEAM 융합수업이 실시된 학급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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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 모두가 함께 하는 생동감 넘치는 수업이었다. 대조군의 학급에 속한 학생들도
STEAM 융합수업을 함께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STEAM 융합수업을 실시한 학생들은 수
업의 재미를 넘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STEAM 융합수업은 학생
과 교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입장에서의 교사에 대한 신뢰감도 향상시켜
주었다.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존중과 교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STEAM 융합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설문을 분석해 보면 STEAM 융합수업은 학생들의 학습태도 변화에 매우 긍정
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STEAM 융합수업의 효과성에서는 58%의 학생들
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28%의 학생들이 STEAM 융합수업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다가오는 2016학년도에는 개발된 7종의 자료가 정규교과 시간에 모든 교실에서 운영될 예
정이며, 교육평가와 연계한 STEAM 융합수업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동시간대에 여
러 교사가 참여하는 융합수업 형태와 더불어 학습 소재 간의 STEAM 융합 형태의 수업으로
도 자연스럽게 STEAM 융합수업이 재구성될 예정이다. STEAM 융합 수업은 학생들의 창의
성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불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생동감
넘치는 교실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는데에도 큰 성공을 가져온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STEAM 융합 수업을 통해 동료교사 간의 유대가 보다 공고해 지는 계
기도 되었다. STEAM 융합 수업으로 인해 교실 및 학교의 분위기가 연구하는 풍토로 조성된
것이 큰 결과물이라 할 수 있었다.

* 핵심어: 융합인재교육, 배움중심교육, STEAM, STEAM수업, 융합수업, 교실 밖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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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먼지 융합자료 개발과 적용
심재규*(백운고등학교), 이남설, 강정아
STEAM 교사연구회, 과학중점고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중국의 사막에서 날아오는 먼지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며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특히 학교는 많은 인원들이 모
여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나 회사에 비해 대비와 대처가 늦다. 먼지가 발생하는 요인
을 분석하고 학교에서 먼지를 검출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먼지와 관련된 상황은 학생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융합 소재이며, 먼지
의 과학적인 특징은 그 본질과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수학, 기술
등의 다양한 개념이 필요한 좋은 융합 소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한국에서, 지구
에서 먼지를 막아라”는 상황해결을 위해서 먼지의 정체와 그 역할 등을 조사하고 먼지의 경제적
손실 및 공학적 탐지 방법 등을 탐구하는 융합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 핵심어: 먼지, 미세먼지, 건강, 공학적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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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ped Learning 진로연계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윤은희*(안화고등학교), 황명식, 나종균, 류재현,
이미애, 조형욱, 양인실, 김지언, 이신혜
STEAM 교사연구회

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이제 교과서 중심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단편적 교육으로
는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기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진로 선택
과 진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습하는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식 수업
이 아닌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Flipped Learning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과학기술기반 및 예체능-과학 기반의 융합적사고와 문제해
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적용해보고자 한다. 융합교육활동을 통한 창
의성(Creativity)향상 및 소통(Communication)과 배려(Caring)의 마음을 증진시키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과 직업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목
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각 교과의 교사들이 모여 실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요소를
분석하고 통합된 요소를 찾아 융합된 주제를 설정하고 과학적 지식기반 온라인 동영상 콘텐
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이며 확산적 사고를 가질 수 잇도록 과학적 흥미도, 창
의성,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요즘 학교현장에서 통합, 융합, 통섭, 연계, 융복합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2009개벌교육과정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된 융합형 과학교과서가 도
입되면서 이 교과서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며 실생활과 연
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학년과 3학년의 전공 과학교과서들도 2009개정교육과정 내용
들이 교과내 융합적요소가 있거나 타 교과와 연계되는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2012년부터
STEAM리더스쿨과 교사연구회 등이 활성화되면서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융합교육은 별개이고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가
분리된 채로 같은 내용 요소가 있음에도 서로 통합되지 않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 시스템과 발맞춰 과학교과 뿐 아니라 많은 주요교과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조
건과 맞물려 문제풀이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태이다.
이로 인해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예술 arts, 수학 mathematics
을 융합한 창의적인 과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교사들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과학
창의재단에서 개발된 융합콘텐츠가 다양하나 학교, 지역,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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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한 융합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초중학생을위한 융합개발자료는 다양하게 많
이 제시되고 있으나, 고등학교현장에 적용될 융합지도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태이다. 이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기준을 만족하면서 교육내용을 융합한 현직 교사들의 내용 재구
성 및 융합주제 콘텐츠 개발 및 적용을 한다면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은 매우 향상
되리라 본다. 특히 진로를 앞둔 학생들에게 사회시스템과도 연계할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공
학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STEAM)인재 양성에 기여해야할 당위성 있다. 이에 본 연구회는
STEAM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다.
적용 대상 : 안화고등학교 1,2학년 학급 전체
적용 주제 : 진로연계 Flipped Learning STEAM 프로그램으로 융합 5주제 개발
적용 방법 : 실제 개발된 수업 자료를 거꾸로 교실 수업(교육과정 및 창체활동)에 적용하여
창의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수업 공개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적용 : 코티칭 및 블록타임 수업 공개를 통해 개발된
자료의 적용 및 연구위원 외의 교사들에게도 STEAM교육을 홍보하며 자료 공유를 제공한다.
본 연구 진행 결과 진학을 위한 준비단계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공간을 통한 과학
적 지식기반 스스로 학습 능력 및 창의적이며 융합적 사고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자신의 진
로 설정 및 진학 선택을 위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STEAM 프로젝트 수업 및 표현 활동
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를 증대시켜 창의력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 할 수 있었다.
■ Flipped Learning STEAM 학습
Flipped Learning은 이전에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주입식 수업을 벗어나 학생들이 가정에
서 학습을, 학교에서는 교사가 숙제를 도와주는 수업방식이다.
PRE-CLASS
(교실 수업 전)
가정

IN-CLASS
(교실수업)
학교

POST-CLASS
(교실 수업 후)
가정, 학교

동영상 수업

STEAM 체험중심 활동

피드백, 정리 및 내재화

교사

학생

•사전 강의
•교실 수업 전
동영상 제작
수업 강의

동영상 시청
•미리 개설된
•학생 수준 및
온라인 카페에 환경에 따라
동영상 강의
반복 학습
게시
가능

교사

학생

•동영상 수업에
•동료학생들과
대한 복습 질문
토론,

협력활동을
•수업디자인에
통하여 문제
따른 활동 제시
해결
(학습 조력자,

촉진자의 역할
•활동 평가, 배운
수행)
내용 정리 및

미해결 과제
•활동 평가,
질문 만들기
배운 내용 정리

교사
•On,
Off-line을
활용해 학습
후 질문 및
호기심 해결

•다음 차시를
위한 피드백
및 수정

학생

•On,
Off-line을
활용해 개별
질문 및 학습
내용 내재화

* 핵심어: Flipped Learning, STEAM 융합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고등학교 진로 수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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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By Doing 진로연계 STEAM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진로성숙도 향상에 대한 연구
조경호*(양일고등학교), 최종원, 김수준,
정주홍, 윤규식, 김성호, 성현진
STEAM 교사연구회, 과학중점고

고등학교 시기는 개인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잠
정적인 진로개발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제 진로관련 활동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
히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좋은 직업의 선택만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교육이 단순한 융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생들에게 진로개발역량 신장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STEAM 교과
를 체험중심 주제별 재구성을 하고, 학교진로교육목표체계를 도입하여 진로개발역량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그리하여 진로연계 STEAM 교육과정과 진로개발역량
신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Learning By Doing 프로젝트를 통한 진로연계 STEAM 프
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육공동체의 협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기본 여건을 조성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의 설계와 모형 제작, 창의적인 윷 만들기, 문학작품과
함께하는 STEAM 수업, 소리를 알자! 소리를 입혀라! 소리를 잡아라!, 원자력, 발전, 지속해
야할까?, 미래에는 어떤 자재로 집을 지을까?, 치명적인 아름다움, 정보사회와 기술이라는
9개의 주제에 진로교육목표 체계를 접목하여 진로개발역량 신장을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본교 1학년과 2학년 과학중점과정 학생 약 150명으로 각 주제별 의도한 진로
개발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를 개발하고 사전, 사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양적 검증과
심층 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검증 결과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신장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중 특히
자아 이해 및 사회적 역량 개발과 진로탐색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STEAM 교육과정을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과학중점학급 학생과 1학년 예비과학중점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실험 대상이 150명으로 제한된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간이 1년이었던 것에 비해 학생들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단기간에 소수를 대상으
로 면담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완하여 양적
연구에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질적연구에서는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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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차후의 연구에서는 진로역량을 개발할 때 교사들과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대
감 형성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진로역량개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핵심어: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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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한 지리학 기반의
융합인재교육(G-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녹색 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두현*(영생고등학교), 김광태,
임선린, 김선아, 권미혜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2015년 STEAM교사연구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연구된 지리학 중
심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녹색 도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주제를 선정하였고, 사회과에서
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과학교과에서는 생명과학, 공학⋅기술교과의 공업, 수학교과
의 수학1, 예술의 미술, 국어교과의 화법과 작문을 대표 과목으로 선정하여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지리학을 중심으로 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현장 수업에 적
용하여 동질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실험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현장 교사 전문가들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준거가 융합인재교육의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적용에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핵심어: G-STEAM, 녹색도시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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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 운동 실험 장치 제작 및 학습 자료 개발
변병찬*(의정부광동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 수학, 기술, 예술, 공학교과에서 활용 가능한 STEAM 융합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및 지도안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현장의 교사들에게 융합 교육 접
근의 수월성을 도모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주제로 ‘포물선 운동 실험 장치 제작 및 학습 자료
개발’을 설정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인 포물선 운동 실험 장치 키트를 일반화하여 학
생들이 포물선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제작을 하고자한다.
융합 또는 통합이라는 개념은 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융합과 통합이 대안이라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인간의 창조
적 능력 때문이고, 그 창조의 기본 메커니즘은 융합과 통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가 정
보화 될수록 융합 교육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포물선 운동 실험 장치 키트를 제작해 봄으로
써 포물선 운동 원리를 이해하고 각 교과간 STEAM교육을 접맥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포물선 운동 실험 장치 제작 및 학습 자료 개발’은 학습 자료 키
트개발을 계획하며, 1차적으로 연구 위원의 현장 적용 및 공개 수업을 통하여 사례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사례 연구를 통하여 수정 및 개선점을 찾아 키트제작을 완료하였으며 각교과별
키트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키트활용도는 매우 우수하며 만족도 또
한 매우 높았다.
둘째, 개발 키트로 각 교과 특성에 맞게 교수･학습 과정안은 개발하며, 각 교과 협의회를
통하여 공개 발표한다. 이를 통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실제 학교 현장에 일반화하여 적용
하였으며 각 교과간 융합수업을 실시하였으며 팀티칭 융합수업의 결과 또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3차례 걸친 융합 수업은 참가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스팀 융합수업이 되었다. 개
발 키트는 학교 현장에 투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여 신용신안 특허를 계획하고 있으며 저렴
한 가격으로 제작 가능하여 학교 현장에 투입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 핵심어: 포물선 운동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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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을 위한 스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손수주*(창현고등학교), 이신규, 김광태, 김대현,
전은선, 이서윤, 정태준, 이지훈,
이혜림, 부영표 , 김진경, 장종만
STEAM 교사연구회

인성교육은 이전부터 교육에 있어 중요시 되어 왔으나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개인
주의와 물질주의가 심화되는 있는 요즈음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과부에서도 2012년 <학교폭
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인성교육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인성교육중심수업강
화를 위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등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의ㆍ인성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스팀프로그램의 주제는 ‘지진에서 살아남기’로써 2015년 지진이 발생한 네팔에서는 규모
7.8의 강진으로 8천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또 다시 인근 지역에 7.3의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
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건물 추가 붕괴에 대한 불안 등으로 노숙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러
한 자연재해 앞에서 피해를 줄이고 극복할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5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졌으며 (1) 지진이
란, (2) 지진에서 살아남기, (3) 피해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로봇 개발, (4) 액체의 성질을
이용한 내진설계, (5) 역학적 구조를 이용한 내진설계이다.
수업을 진행한 결과 과학 선호도 면에서는 과학에 대한 흥미(47.92%),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 면에서는 문제해결의지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인성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인 주체로서
의 나, 우리ㆍ타인과의 관계, 사회ㆍ국가ㆍ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
계로 나누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신과 타인의 과학
적 사고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50%), ‘과학적 활동이 사
회발전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과학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인류의 생존 문제에 새롭게 사용되어야할 것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는 학생이 많았다. 스팀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인성개발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므로 이러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어: 인성교육, 창의적 사고, 지진,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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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수학적 사고의 경험이 가능한 창의적 문제해결 기반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진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정호*(삼척고등학교), 정영해, 공복기, 임석규, 박영진
STEAM 교사연구회

현장의 교사들은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창의적 사고의 개발,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학습방법
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융합교육을 위한 내용선정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융합교육을 적용하는 주체인 현장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
려움이 지식의 융합이 가능한 콘텐츠 선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
가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될 때 학생들의 동기수준이 증가될 수 있으며, 연계성 있는 교육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집중하는 생애사적인 진로 교육
과정을 학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현재 학습자인 학생들이 사회에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잡게 되
는 시기에는 현재 존재하는 직업 체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빅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에는 다양하고 넘치는 정보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최근 수학적 해석 능력의 중요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금융, 사회기반시설, 도시설계, 건축, 메
카트로닉스, 로봇공학, 우주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적 해석과 적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자연계를 한 가지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
는 이공분야의 기초학문으로 분류되는 과학과 수학적 사고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교과 통합적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S 고등학교 학생(116명)이 참여하였으며,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성
공의 경험이라는 3단계로 구성된 각 2시간 분량의 총 5차시 프로그램 9종을 개발하였다. 각
프로그램은 융합인재교육의 3단계와 함께 활동 산출물 제작, 발표과정이 포함되도록 구성하
였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융합인재교육에서 지향하는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 집단에 적용하기 전에 과학학습동기 수준, 활동내용에 대한
동기 수준, 진로선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9개의 프로그램을 평균 13명의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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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여 체험한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를 활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
과는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학적-과학적 사고의 경험이 가능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교과 통
합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과학적-수학적 사고의 경험이 가능한 창의
적 문제해결 기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와 진로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사용될 수 있는 융통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급과 시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어: 융합인재교육, 과학교육, 수학교육, 학습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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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잉
김병기*(원주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카누잉 프로젝트는 일선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개인용 소형 카누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주제 선정 이유는 일선학교 교육과정의 기술과 과학의 관련성 및 차이점, 선박기술과 3D 프
린팅 등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술, 과학, 공학, 수학
적인 용어와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사고와 암기 위주의 학습보다는 눈으로 관찰하고 몸으로
경험하여 학습할 수 있는 체험 과제가 필요하였다. 또한 세부 내용으로 적재를 많이 하면서도
낮은 수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카누의 우수성을 다루고 나아가 미래 수송기술 내용을 학습하
기 위하여 일정 재료를 통해 많은 적재를 할 수 있는 카누를 만드는 체험 과제를 구상하고자
한다. 이 체험 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크기의 카누를 물에 띄우는 방법에 대해 발문하며, 경험
적 지식에 의해 과학적 원리를 실현할 수 있음을 깨닫고, 기술과 과학의 차이와 연관성을 학
습하며, 기술적 문제(다양한 형태의 카누 제작)를 해결하는데 과학적 원리(부력, 밀도)와 수
학적 계산법(부피와 밀도 계산)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STEAM 영역의 연계성을 깨닫도록 하
는 것이 목적이다. 카누를 제작할 때에는 카누 자체의 모양의 균형, 무게중심, 카누의 모양
등의 수학, 과학적 원리와 그것을 잘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 카누 제작 후 의 아름다
움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림이나 색채, 모양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필요하다. 카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수학, 과학적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연마와 예술적 표현을 하는 종합적 활동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카누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까지 하면서 이론만이 아닌 현실성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자 한다.

* 핵심어: 카누,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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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신재생 전기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황인옥*(청주공업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STEAM 융합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개발한 프로그램을 교육활동에 활용
하여 소통과 융합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그 활동이 나눔과 기여에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과학, 미술, 공업, 기술 교사들로 구성된 연구회는 융합적
사고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융합적 인재를 육성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지혜를 훈련하며 협업을 통해 성
취감을 맛보며 성공을 경험한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각자가 가진
재능이 나눔의 기쁨을 위해서 쓰이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전기
에너지과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역량과 공유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특성
화고 학생으로서의 자존감을 기른다.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 구현되는 전기의 생성을 이해하
고, 당위성에 대하여 수용하며 그 과정을 이해한다. 빛을 전기로 전환하는 실제적인 도구들
을 찾아서 그 특성을 분류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한다. 전기회로를 인지하며 회로
를 직접 구성하여 배선이 완성되도록 한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형태의 전기기구들
이 태양광으로부터 구동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주거구조를 제작하고 전기배선을 하여 발
전과정에서부터 전기가 발현되는 전 과정이 완성되도록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자원과 연계하
여 생각하도록 안내하며 특히 제3세계의 이웃을 위하여 제작이 되도록 유도한다. 융합인재교
육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필요에 대하여 인지하는 단계로부터 시작
하여 전기와 사회 과정에서는 전기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성
찰하고 정책과정에서 발현되어야하는 가치관의 문제를 학생들은 다루었다. 산출물에 필요한
배선을 위해서 학생들은 수업으로부터 습득되는 회로를 기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회로연결
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조원간에 협업하는 과정에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과학부분에서는 태양광에너지를 전기로 구현할 수 있는 태양전지의 원리를 이해하
는 과정의 광전효과를 표현하는 단계에서 보여준 창의적이고 다양한 표현방법은 조원간에 공
유하기에 즐거운 활동이 되었다.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창의적 산출물을 위한 설계단계
에서부터 동기부여가 확실하였다는 사실과, 학생들의 협업과 분업을 통하여 완성도가 높아짐
에 따라 성공의 즐거움을 맛보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설계과정과 제작과정에서 학생들은
기능성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하여 융합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 과정에 참여
한 학생들은 특성화고 전기과 학생들로 자신들이 공부해야할 당위성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지
혜와 재능기부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핵심어: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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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속에서 찾아가는 진로교육
- 미래 주택의 기능적 요소에 대한 탐구 조나연*(완산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내가 살고 싶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문학적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학생 스스로 미래 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
문 직업인으로서 직업적 능력과 역할, 사회적 기여 등을 반영한 미래 집을 설계하고, UCC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과학, 국어, 기술, 미술, 진로 과목을 융합함으로서 과학적 분석력과
사고력을 기르고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직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과학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학
과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학과목에 대한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며 학습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소재 W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 동
안 4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미술창작’ II. 매체와 표현 나) 입체표현, ‘국어’ I. 화법 1)
대화의 원리 이해, ‘진로와 직업’ III. 진로의 탐색 3) 다양한 직업인의 역할 모델 탐색 ‘과
학’2. 과학과 문명 3) 에너지와 환경 단원과 연계하여 적용하였다.
문제 상황 제시를 위해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우리 지역에 위치한 한옥 마을을 체험하고,
한옥 구조 속에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삶과 밀접한 집에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어 있으며 영화를 통해 미래 주택의 변화
와 과학적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 시대의 과학적 기술이 집에 집약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집을 짓는 과정에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미래 생
활의 문제 상황 설정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 예측하
도록 함으로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변화된 미래 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 집을 과학적이며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삶과 기술의 관계 속에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직업인으
로서 갖춰야할 능력, 직업인의 역할,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과학기술에 관
심을 갖도록 함으로서 메이커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능력과 흥미를 향상시
키고 과학적 사고력과 태도를 지닌 성숙한 미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였다.
설계한 집에서의 생활이나 연구 과정을 담은 시나리오와 UCC를 제작하고 상황극을 통한
디자인 경쟁을 벌임으로서 집을 설계하기 위한 과학적 원리를 분석하고 미래 자신의 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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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직업이 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과학이 우리 주
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과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협동심, 리더십, 의사소통능력(공감적 이해) 등 21세기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지도하였다.
이 연구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STEAM 프로그램 사전･사후 비교 집단의 흥미, 가치관, 태
도 등의 정의적 영역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은 과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아지고 과학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과목이며 과학과 관련된 직업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친구
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나와 다른 의견이더라도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비율이 증가
하였으며 혼자 작업하는 것과 함께 작업하는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미래
직업인으로서 ICT 활용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핵심어: 과학진로융합수업, 미래 주택, 스토리텔링,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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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하드웨어를 활용한 STEAM Artifact 제작
조정은*(전주제일고), 유두산, 채이정,
조수용, 문병주, 최성환, 유경란
STEAM 교사연구회

융합인재교육(STEAM)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며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건강 위험 행동인 흡연에
관해서는 많은 흡연자들이 청소년시기에 흡연을 시작하고 일찍 흡연을 시작할수록 짧은 기간
에 습관성이 되어 성인기 흡연으로 계속 이어질 확률이 비흡연 청소년들에 16배나 높고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11배나 높아 더욱 문제가 된다.(서선
영,2008재인용)
본 연구의 목적은 융합인재교육(STEAM)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
8개 교과(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독서,음악,보건,기술)가 융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으며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관련교과 교사들의 팀티칭으로 프로
램이 적용되었다. STEAM 단계 요소 중 상황제시 단계에서는 독서교과에서 담배와 흡연에
관한 도서와 논문을 읽고 독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
고,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담배와 흡연에 관한 과학ㆍ수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나만의 창의적 금연도구를 제작하는 활동을 설계하였다.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음악교과 시간을 이용하여 금연송을 제작ㆍ발표 하였으며 자신이 설계한 금연 도구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
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174명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사전ㆍ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 후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수업의 적용은 연구
팀에서 개발한 과학 탐구와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STEAM 교육 프로그램 중 고등학교 교육과
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수업의 진행은 정규 교과 시간 중 주 1회
를 STEAM 시간으로 활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의 1차시는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의 진
행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사에서 감성
적 체험, 창의적 설계, 내용 통합, 수업 만족도 영역에서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은 교수-학습 내용을 탐구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며 교육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으며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
계, 내용 통합, 수업 만족도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융합인재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융합적이고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융합인재교육,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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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치즈 마이스터(Cheese Meister) 되기
나미은*(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1.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스팀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식품속 과학의 비밀을
탐구해보고, 교과서 밖 과학이 우리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조리식품 체험의
경험을 통하여 진로선택의 기회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서 식생활구조가 퓨전화되거
나 서구화되어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의 전통발효음식보다는 인스턴
트식품이나 서구식 유가공 식품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 유제품인
치즈가 다양한 요리나 먹거리에 점진적으로 파고들어 아이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으며, 관
련 유가공 식품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요즈음 학생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치즈라는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활동을 통해서
숨어있는 스팀원리나 스팀적 사고를 유발하고자 출발하였다. 딱딱한 교과의 주제가 아닌 생
활속에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호식품에서 출발하여 식품속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발견하고 활
동하면서 스팀적 요소를 충분히 느껴보고, 이 분야의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자료
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기존에 개발된 스팀활동자료나 수업자료들을 적용해 본 교사들은 주로 과학교과시간을 활
용한 수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주제에 따라서는 다른 관련교과에서도 다양하게 스팀수
업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수업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교육의 현장에서는
기술교과나 과학수업에서만 일부분 스팀적 활동이 이루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므
로 기존 교과수업이 아닌 진로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교과와 연계한 흥미 있는 스
팀체험자료는 필요하다.
스팀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목표가 융합적 인재양성에 있다면 과학시간 뿐 아니라 전 교과
를 융합하는 교육이 이루워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전교과에서 적용할 수 없는 제한
점이 많겠지만 관련된 수학, 기술, 공학, 예술, 기타교과 등의 범 교과에서 상호 연관있는
주제개념들에 대한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융합적 활동의 노력은 필요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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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진로체험활동이나 창체활동시간에 학생들이 흥미롭게 접근하여 직업
선택이나 진로선택 기회를 경험하도록 하는 스팀형 활동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교과개념의
딱딱한 주제가 아닌 매일매일 접하는 생활속 선호하는 식품속에 숨어있는 과학원리와 스팀요
소를 탐구토록 하여 호기심을 만족케하고 흥미와 과정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체험
형 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의 과제해결을 통하여 스팀적 융합적 사고활
동뿐만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공계 분야의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생활속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호식품에 숨어있는 과학, 기술공학, 수학
적 원리등을 찾아보고 체험활동을 통한 제품제작의 성취감과 흥미있는 융합적 사고 신장자료
를 개발하여 과학, 기술가정, 진로시간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자료는 교사들이 학교내에서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진로선택수업에 활용 가능한 수행단
계별로 기초부터 심화적용까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모듈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스팀원리와 연계한 활동지의 주된 내용구성은 협력학습으로 융합적 사고를 유도하도록 자
료를 구성한다. 특히, 활동지는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도록 체험 활동 과제를 구성하
고, 조별 문제해결(desision making)를 통한 단계들을 활동해 가도록 한다.

1) 스팀 체험활동 자료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활동자료는 치즈식품과학에 대한 과학, 기술, 공학 영역을
탐구해보고 그룹/활동조 별로 협력학습 과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치즈관련 창의적 제품｣
를 산출해보는 과정까지 해결해 가는 융합형 탐구 활동지로 구성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하는
모듈지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이나 적용 환경 등 상황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까지 해결 가능한 체험학습지로 구성한다.

2) 개발 영역
본 연구에서는 전통 치즈식품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스팀원리를 탐구하여 관련 교과수업이
나 진로체험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치즈식품과학에 관련된 치즈의 역사, 특징, 종류,
제조방법, 발효 및 숙성, 조리 및 적용에 대한 숨어있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원리 등을
스팀식 체험활동으로 구성하여 융합적 사고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탐색활동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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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발 영역은 치즈의 세계(식품관련이론), 치즈 제조, 창의적 치즈제품을 만드는 과
정까지 3개영역의 범주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주제활동별로 분류 구분한 활동지를 개발하고
자 한다.
이 활동지는 각각 과정 해결단계 활동이 2차시∼ 4차시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탐구활동이
충분한 실습 장소와 교과 간 연계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 치즈 종류나 제조법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제조 가능한 활동이나, 실습도구나 기구도 가능하면 학교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이 활동지를 구성하고자 한다.
3) 지도상 유의점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학생들의 수준이나 활동시간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 모든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활동보다는, 주제나 상황별로 선택하여 자료를 선택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조리
실습실, 과학실, 가사실, 급식실)이 가능하거나 체험학습이 가능한 장소(야외 실습장, 치즈
체험장, 기타 조리시설 등)에서 활용 하도록 해야한다.
결과물이 나오도록 충분한 시간확보와 이 실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리기구의 사
용이 가능한 실습장이 요구된다.

4. 연구의 실제
가.내용구성과 운영
개발하고자 하는 활동지 내용은 치즈식품에 숨어있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원리 등을
스팀식 체험활동으로 구성하여 융합적 사고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탐색활동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
따라서, 개발 영역은 치즈의 세계(식품관련이론), 치즈 제조 과정, 창의적인 치즈제품을 만
드는 과정까지 3개영역의 범주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주제활동별로 분류 구분한 12개 활동지
를 개발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충분한 실습시간을 가지고 조사하고 탐구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성취하도록 구
성한다. 이 활동은 과제해결에 적절한 단계 내용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학보하고 과학, 기술
가정, 진로활동 시간을 연계 활용하여 해결하는 수업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활동지의 내용은 식품이나 조리이론에 지우치지 않고 융합적인 요소(STEAM)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교과 교사들의 사전 활동준비와 협력적 수업방법이 요구
된다. 특히, 활동을 통하여 융합적 사고뿐아니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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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자료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 및 협의를 통하여 검증과정을 갖는다.
수업은 교실이나 야외에서 실습제조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조리 학습환경을 확보한다. 학교
내 과학실, 가사실, 조리실, 급식실 등을 활용하여 치즈 스팀수업이 가능하며 학생들이 선호
하고 기대하는 달달하고 쇼킹한 ‘흥미로운 스팀수업’의 극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M 프로그램 -1 ★ 원유로부터 치즈까지 여행
목장(낙농가) 돌아보기, 유가공 제품, 우유와 치즈 속 숨은 과학
CM 프로그램 –2 ★ 나만의 요거트 만들기
요거트 과학, 요거트 만들기, 톡톡 요거트 개발, 레시피 개발하기, 제품디자인 해보기
CM 프로그램 –3 ★ 치즈의 출발 - 생치즈를 구어 먹자?
치즈 속 과학, 치즈의 변신 – 모짜렐라와 스트링치즈, 레시피 개발, 맛보기 경연, ｢3급
치즈마이스터 인증서｣ 받기
CM 프로그램 –4 ★ 나만의 톡톡치즈 만들기
나만의 튀는 크림치즈 만들기 (설계, 상품디자인, 제품화), 레시피 개발, 맛보기 경연,
｢2급 치즈마이스터 인증서｣ 받기
CM 프로그램 –5 ★ 치즈의 화려한 변신?
숙성치즈 만들기(염지, 보관), 숙성 과학(조건, 기간, 처리) – 까망베르와 가우다, 레시
피 개발, 맛보기 경연, ｢1급 치즈마이스터 인증서｣ 받기
CM 프로그램 –6 ★ 치즈 마이스터가 만든 요리 자랑하기
치즈 요리 탐사, 나만의 레시피 개발, 내가 만든 치즈 요리 맛보기
CM 프로그램 –7 ★ 초, 중학생을 위한 치즈 마이스터 체험 활동
우유와 치즈 과학, 스트링 치즈와 쿠키 만들기, 내가 만든 치즈맛보기, 진로 및 체험
소감 발표하기, ｢치즈마이스터 체험 인증서｣ 받기

5. 연구 과제의 결과
가. 검증 계획
실제 적용효과를 검증하기 학생들의 스팀흥미도 검사 및 진로에 선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학생들의 치즈식품과학에 대한 흥미도, 해결과정 수행 중 동료간 협동심 등
을 소감문이나 설문지를 분석하여 효과를 조사한다.
1) 교내 축제시 ｢내가 만든 치즈 시연대회｣
- 2015. 10월중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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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과학동아리, 치즈 및 조리 창업 동아리, 기타 자원 학생
- 방법 : 팀별 경연(분야 주제별)
- 경연 후 스팀활동에 대한 인식도 조사 실시
2) 스팀활동 수업
- 2015. 6월∼11월 연 4회 실시
- 대상 : 과학수업, 과학동아리, 창업 동아리)
- 장소 : 진로체험시간(과학실, 조리실, 식품가공실, 유가공실, 제과제빵실), 창체활
동시간
- 적용 후 스팀과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
나. 검증결과
중학교 진로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온 학생들 중 처음 와서 하게 된 동기는 학교교육과정에
존재하여 오게되었지만, 직접 스트링 치즈를 만들고 치즈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치
즈를 만들 수 있다는 결과물이 나오자 매우 만족하였고 치즈를 만드는 기술을 습득했다는 사
실과 이런 진로직업들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잘 깨닫는 진로체험이 되었다고 답했다.
생소한 경험이라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직접 자신이 만들어 보고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다른 종류의 체험도 해보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시간이
된다면 다른 여러 과정을 중학생에게 적용해보고 싶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6. 활용 및 전망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자료의 특징은, 스팀원리에 기반을 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
는 기호식품중의 하나인 치즈 식품속 과학을 탐구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친근하게 생활속 과
학의 세계나 스팀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이 체험활동을 학교내 시설을
이용하여 특별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세계중의
하나인 유가공 전문식품분야에 대한 진로 및 진학을 소개하도록 구성하였다. 체험활동을 통
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도록 한다. 동료간
협력학습을 통하여 제시된 탐구형 과제들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얻게 하고,
스팀원리와 과학원리의 이해뿐 아니라 직업선택에 대한 기회를 높여주는데 있다.
따라서, 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과학적 원리나 이론들이 교과서밖 일상
생활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과물이 만들어 지고 제조하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
다. 흥미로운 스팀주제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융합적 사고가 인식되어 지는 계기가 될 것이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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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합과학의 범주중 식품속의 스팀원리를 탐구해보는 시도로서, 중학교 진로진학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활동자료로 기대된다.
⑴ 스팀활동이 과학시간보다는 기술, 가정시간, 진로시간 등에 연속성 있게 수업 활동함
으로써 스팀이 과학시간에만 배우는 활동개념이라는 인식보다는 ｢재미있고 즐거운 스
팀 수업｣이라는 진로체험형 스팀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⑵ 스팀활동에 대한 탐구주제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호식품에서 출발하므로 호기심과 흥
미를 유발시킬수 있으며,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할 수 있어 자신만의 성취감
을 얻을 수 있다.
⑶ 다양한 활동과제들이 동료(팀)원의 협력학습이나 집단 탐구를 통하여 치즈 식품과학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상호협력 활동을 통한 실습과정으로 몰입도 높은 노
작활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⑷ 스팀활동자료는 과학, 기술가정, 조리, 진로수업 등에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수행평가
결과물로 활용가능하다.
⑸ 학교축제, 과학캠프, 진로체험활동, 창의적 스팀(STEAM)탐구대회 등 새로운 형태의
경연자료로서 활용가능하다.
특히, 식품분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진로체험 활동을 제공해주는 자료
이다. 간단한 치즈식품이지만 스팀활동을 통하여 숨어있는 과학 원리와 창의적이며 융
합적 사고를 경험케 하고 진로선택의 기회제공도 될 것이다.

* 핵심어: Cheese,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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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음악과 과학의 만남
장명수*(순천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고등학교 물리Ⅰ의 소리와 악기 단원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 예술, 수학의 요소를 적용한
수업 설계로 다방면의 통합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해결하는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학습 자료를 개발 하고자 하였다.
STEAM 통합 접근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적용하고, 생활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다
양한 소재를 적용하여 소리의 성질, 음계의 구성, 페트병악기, 현악기, 종이컵 악기 만들기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상승 시키고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창의적으로 탐구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 핵심어: 음높이, 음계, 현악기, 페트병악기, 종이컵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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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그린한옥을 활용한 진로집중형 수업모델 개발
정대법*(포항중앙고등학교) 외 6명
STEAM 교사연구회

이 연구는 그린한옥에 관련한 융합인재교육(STEAM) 주제를 각 교과에 맞게 세부 주제를
선정한 다음 교과와 연계한 진로집중형 수업내용을 재구성해 내는 것이 목표이다. 더불어 이
수업 내용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닌 그린한옥의 현장체험학습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인터뷰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별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은 첫째,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필요성을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
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전통과학이 담긴 한옥 속 에너지 제로 하우스
요소를 찾아서 분석, 설계하는 것, 둘째, 설계한 그린한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토의를
할 때 과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셋째, 한옥 제작 방법을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재해석하기, 넷째, 한옥의 사회문화적 성격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대비
구조를 적용해 이해하기, 다섯째, 한옥의 경제적 비용 분석에 대해 전통한옥에서 그린한옥으
로 변화에 따라 도시적 삶에 젖어있는 인간의 삶에 관한 맥락적 비용을 산출하기, 여섯째,
전통 한옥의 공간 배치와 그 속에 담겨있는 전통 문화를 이해하기 등이다. 한옥에 대한 융합
적 접근이 본 연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한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과 현실이 연계되는 직접적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도시 속의 주택문화와 전통한옥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레고 블록을 활용해 한옥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구조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전통한옥의 과학적 원리와 수학적 배치에 이해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해 전통한옥과 공동주택을 대비시켜 경제적 비용
을 산출하는 과정 속에서 인문과학적 소양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옥을 주제로
한 융합적 접근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핵심어: 한옥, 그린한옥, 레고 블록을 통한 설계, 사이클로이드곡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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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수업 속에서 실천하는 Advanced STEAM Activity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안선경*(경남과학고등학교), 정만렬, 박진희,
이희수, 이유라, 강주원, 김영수,
하현진, 고성민, 신동선, 최재규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STEAM 교사연구회

경남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수업을 통하여 실천하는 Advanced STEAM Activity 프
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Advanced STEAM Activity 프로그램을 통
한 푸른 꿈 설계 활동을 수행하였다. "수학으로 바라본 미술의 세계" 및 “기후변화를 막아야
산다.“, “반응속도는 어떻게 조절할까? 나의 꿈을 푸르게! 푸른 꿈 설계를 위한 체험 활동!”,
“화학, 빛의 향연에 스며들다!” 등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이들 수업은 다른
전공 교사들의 Co-teaching과 Team-teaching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
과학 분야의 전문성 함양과 예술 및 인문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 융합인재로서 필요한 소양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합의 경험을 통해 기술 중심적 사고에서 감성적 인간 중심의 사고 전환되고, 예술 및 인문
분야의 표현에 그치지 않는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창의성이 신장되고, 수학의 핵심적 원리를
보다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융합적 관점을 획득하여 잉여적 가치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원하는 창의 융합적
과학기술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Advanced STEAM Activity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적용한 뒤, 그 효과를 창의적 문제해결 성향 검사지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 핵심어: Advanced STEAM Activity, 수학, 미술, 화학, 빛, Co-teaching, Team-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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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심시티 양산 신도시 설계
차명선*(물금고등학교) 정용석
송민섭 홍종현 조미영
STEAM 교사연구회

도시기능에 대한 문헌연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심시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시 상황분석과 미래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기능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우선 도시의
SWOT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시 모습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고
도시발전을 이한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심시티에 시뮬레이션하면서 행복
도시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물리적, 기술적, 공학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을 이해하고 더욱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도록 설계한다. 이때 본인에게 맞는 생
태 도시를 구상하여 보고 이를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구체화시키기 위한 설계 및 디자인
을 하여 모형을 구현하여 본다. 게임을 통한 어려운 도시공학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도시
공학, 게임개발자 등 미래 사회에 생겨나고 또 필요로 하게 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인 SCEP(창업가 역량 자기 평가지)를 활용한 미래 유망직업을
상상하고 8대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창업을 아이템을 구상하고 기획하여 급변하는 미래사
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핵심어: 신도시 설계 , 양산 신도시, 미래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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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문제중심학습을 통한 감성체험 창의･융합 프로그램 개발･적용
손혜경*(진해여자고등학교), 김미연,
김희진, 김동지, 박시은
STEAM 교사연구회

융합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
는 매우 중요하고 즉 그에 맞는 융합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21세기 사회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이
고, 그에 못지않게 바른 인성도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회는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변화에 따라 수업 형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과 간 혹은 교과 내의 문제 중심 융합교육을 통해 감성체험 창의･인성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적용･일반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회 운영은 교과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교과 시간 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교과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영어, 화학, 수학 교과가 중심교과가 되어 수업지도안을
개발 및 적용하였고, 교과 시간 외 활동 프로그램은 문제 상황 제시부터 해결방안 모색까지
모두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교과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을 통해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융합교육이 실천되었고, 교과 시간 외 활동프로그램 또한 학생
스스로 과제를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배움이 일어났고, 그때 학생
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교과시간에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다. 융합교육은 교과 시간 뿐 아니라
교과 시간 외 활동을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핵심어: 문제중심학습, 감성체험, 창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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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색채의 세계, 팽이의 과학
노학기*(창원과학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누구나 한번쯤은 어린 시절 팽이치기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돌지 않을 때는 그렇게 쉽
게 넘어지는 팽이가 회전하게 되면 쉽게 넘어지지 않고 서있는 것이 신기하여 어깨가 아프도
록 팽이치기를 했었죠.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고 친숙한 팽이지만 내포되어 있는
물리학적 원리는 간단치 않습니다. 또한 팽이에 담겨있는 물리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를 통해 우주 공간을 여행하기 위한 나침반의 개발이나, 지구의 세차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팽이에 대한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팽이 회전의 물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주 간단한 클립팽이를 과학적으로 고안해 보았다. 나아가 팽이 회전 원리를
적용한 자이로스코프와 자동 항법 장치, 지구의 세차운동의 원인과 그로 인한 지구의 북극에
해당하는 별(북극성)의 변화, 회전하는 팽이 면에 있는 흑백 무늬에서 관찰되는 칼라에 대하
여 알아보았다.
○ 내용 목표

• 중력과 각운동량에 의한 팽이의 회전을 확인할 수 있다.
• 미분과 적분을 이용하여 팽이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다.
•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여 팽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과정 목표(감성적 체험 관련 내용 목표로 제시)

• 다양한 모양의 새로운 팽이를 만들 수 있다.
• 전통놀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상들의 우수성을 깨닫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
회를 가질 수 있다.
• 팀원과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핵심어: 팽이, 클립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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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및 TimeLapse를 활용한 식물의 한살이 STEAM 프로그램 개발
홍승호*(제주대학교), 고민영
한국과학교육학회,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홀로그램 및 TimeLapse 를 활용하여 '식물의 한살이‘에 대한 STEAM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모듈에서는 상황제시 단계로 영상을 통한 홀로그램을 보여주어 동기
를 유발시키고 홀로그램 장치를 직접 만들어 씨앗, 발아, 식물의 성장과정, 꽃과 열매의 모습
을 입체적으로 보게 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 창의적 설계 단계
로서 씨앗에 대해 알아본 다음 화분을 설계하도록 하여 창의적으로 화분을 만들고 씨앗을 심
은 후 TimeLapse 기법으로 싹 틔우기 및 성장과정을 찍어 짧은 시간에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모듈은 감성적 체험 단계로 식물이 자란 후 꽃이 피는 과정, 수분 및 수정과
정을 거쳐 씨가 맺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스마디기기를 활용하여 알게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일련의 창의적 화분 만들기에서부터 씨앗을 발아시키고 식물을 성장시켜 꽃과 열매를 맺기까
지의 식물의 한살이 과정을 학생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에 살펴보게 함으로서, 교과 내용 터득
은 물론 생명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함으로서 창의성과 성취감을 맛보게 하도록 하
였다.

* 핵심어: 홀로그램, 융합인재교육(STEAM), TimeLapse, 식물의 한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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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환경 관련 STEAM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친환경 생활습관형성에 미치는 영향
홍승호*(제주대학교), 고민영
한국과학교육학회, 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환경 관련 주제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
여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 그리고 과학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은 환경 복원 프로젝트라는 대주제 아래 총 3가지
모듈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모듈에서는 상황제시 단계로 환경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앞
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환경오염 중의 하나인 기후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게 하였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 창의적 설계 단계로서 스마트 기기로 환경의 변화 알아
보기이다. 먼저 산성비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보고 산성비로 인한 피해가 심각
함을 인식하여 산성비를 줄이는 제품을 설계해보는 활동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수질오염 관
련 내용으로 오염된 물이 정화되는 원리를 알아보는 간이 정수기 제작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세 번째 모듈은 감성적 체험 단계로 환경 복원 프로젝트 제작 과정으로 여러 환경오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원인, 예방법 및 해결방안을 찾고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환경 복원 프로젝트
홍보물을 제작하는 활동이다.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환경관련 STEAM 프로그
램은 일반이론수업을 적용하는 것보다 초등학생들의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을 높이는 데 효과
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핵심어: 스마트기기, 융합인재교육(STEAM), 학업성취도, 친환경 생활습관형성, 과학 흥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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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한 살이’ 첨단 제품 활용형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홍승호*(제주대학교), 고민영, 우용배
한국과학교육학회,STEAM 교사연구회

본 연구는 ‘동물의 한 살이’ 내용과 관련된 스마트기기 기반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 9차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홀로그램, 타임랩스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어플을 활용하여 동물의 한 살이 중 닭의 한 살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2차시는 상황 제시 단계로 홀로그램을 이용한 닭의 한 살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닭에
대한 정보 탐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홀로그램에 의해 학습한 닭의 한 살이를 이후
차시에서 타임랩스 어플을 활용하여 나선형 구조로 닭의 한 살이를 학습한다.
3~7차시는 창의적 설계 단계로 간이 부화기 설계 및 제작, 타임랩스 어플 사용 방법 탐구,
타임랩스 촬영 모듈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차시까지 학습한 이후에 타임랩스
촬영 모듈에 의해 달걀의 부화 장면을 촬영한다.
8~9차시에서는 감성적 체험 단계로 달걀 부화 타임랩스 영상 만들기, 타임랩스 영상 편집
하기, 발표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이 가지는 공통적인 효과인
의사소통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동물, 한 살이, STEAM, 융합, 첨단,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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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현미경과 인프라그램 캠을 활용한 식물의
건강 상태 STEAM 프로그램 개발
홍승호*(제주대학교), 고민영, 우용배
한국과학교육학회, STEAM 교사연구회

본 STEAM 프로그램은 식물의 건강 정도를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첨단 기기인
스마트폰 현미경과 인프라그램 캠을 활용하여 9차시로 구성하였다. 1차시에는 스마트폰 현미
경을 사용하여 일반 양파 표피
세포와 원형질이 분리된 표피세포를 관찰하고, 2차시에는 빛을 받은 식물과 받지 않은 식
물의 잎에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서 식물의 상태를 측정하
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 3차시에는 인프라그램의
원리를 파악하여 기기의 사용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4~6차시
에는 모둠별로 스마트 기기와 인프라그램 캠을 사용하여 식물을 직접 촬영해 본 후 사진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광합성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7~8차시에는 촬영된 사진을
사용해서 모둠별로 스마트 미디어를 제작하고, 9차시에는 발표회를 통하여 산출물을 서로 공
유하면서 학생들이 육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첨단 기기를 사용해서 식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첨단 기기 기반의 과학 콘텐츠 체험
을 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어: 인프라그램 캠, 스마트폰 현미경, 식물의 건당, 첨단 기기, 창의성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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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융합인재교육 프로젝트 수업의 개발과 적용
- 아두이노를 이용한 전기회로 배경효과를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통민화 작품제작하기유미라*(청솔초등학교), 이선나, 임영아
STEAM 교사연구회

2013년 이후 다양한 방식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오면서 융합인
재교육의 기본 개념과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서 학생들이 여러 영역들을 융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도입에 치중하면서 전통예술과 우리고유의 생활과학에 관
심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이번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하고 적용하면
서 학생들은 전통민화의 제작( 한지에 아교포수- 분채에 아교사용, 바림기법적용 채색-낙관
찍기 )을 옛방식 그대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전통민화의 제작과정에 적용되는 과학
적인 원리들을 탐구 할 수 있었고 민화를 그렸던 시대적인 배경과 각 민화 옛 본들의 상징적
이고 주술적인 의미와 바램을 이해하는 감성적인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민화의
현대적인 재해석과 새로운 표현방식- 스티커 LED, 이펙터(논리회로)의 사용, 아두이노를 이
용한 LED제어방식-을 적용하여 자기만의 작품제작하기 및 전시회, 작품소개 발표 등을 통
하여 융합인재교육의 새로운 한 영역을 만들고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었다.
프로젝트활동의 과정속에서 학생들은 자주 접하지 못했던 전통예술을 보다 가까이 하면서,
전통적인 제작방식을 통해 종이 한 장의 소중함과 가치, 자연재료, 친환경 소재활용을 해보
며서 자기작품의 희소가치를 이해하였기에 작품제작 및 활동과정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으
며 그 과정에서 기초전기회로도의 원리와 새로운 부품과 원리의 적용 및 회로설계의 과정을
충분히 탐구하면서 자기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종이부터 프레임제작, 작품
배경 LED효과설계까지 모두 자신이 직접 제작함으로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이 고도로 높아졌
으며 이번 프로젝트 이후로도 생활소품, 입체작품, 전통예술을 접목한 미디어 아트 작품 제
작(창작민화) 등 여러 영역으로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핵심어: 전통민화에 작품에 아두이노를 이용한 전기회로 LED제어 효과 적용 전통예술과 과학
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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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들의 융합인재소양과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인식 연구
박종훈*(분진중학교, 중앙대학교)

I. 서론
현재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STEAM프로그램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분명
긍정적인 학습적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학생 시기에 경험한 STEAM교육의 학습적 효과
가 성인이 되어 실제 근로 현장에서도 융합적인 사고로 발현할지에 대한 측정이나 조사는 아
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STEAM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라고 말 할 수 있는
융합마인드를 갖춘 창의 인재로의 성장이 미래에 어떤 역량으로 나타날지도 증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자는 기존 STEAM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기업체 혹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융합인재 소양, 인합인재교육의 필요성,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 논문을 찾아보았으나 유사한
연구 논문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비록 과거에 STEAM 교육을 받지 않았던 세대라고 하더
라도 현재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 연구원과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인식 조사를 통하여
실제 근로 현장에서 융합적인 지식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필요성한지를 연구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STEAM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선 근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융합인재소
양 측정과 함께, 미래사회의 융합적 지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문직 종사들이 생각하는
현행 교육과 융합인재교육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STEAM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실제
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융합적 지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병원 두 곳과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90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성남시, 구미시에 위치한 방위 산업체, 스마트 폰 개발업체 등 일반 기업체
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공학연구원 1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융합인재교육, 융합인재소양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
고, 이를 토대로 검사지 문항을 작성한 후, 본 검사 실시에 앞서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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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융합인재교육 전공교수 2명, 융합인재교육 전공 석사 과정생 및 학습 연구년제 교사로
이루어진 6명에게 2차례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보안 하였으며 예비 검사를 1회 실시
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서울 및 일부 지역은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지방의 경우에
는 전화와 e-mail을 통한 조사를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상위 직업군에 속해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융합인재소양을 측정하고 그
들의 교육에 관한 인식 및 실제 근로 현장에서의 융합적 소양 및 지식의 융합적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직 종사자들의 융합인재소양은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에서는 연구원, 의사 모두
높은 융합인재소양을 나타내었다. 특히, 연구원들은 하위 영역중 Convergence(통합) 영역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의사 역시 Convergence(통합) 영역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최근 사
회적, 문화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융합, 통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통합과 융합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문직 종사들은 융합적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서는 연구원은 74.8%, 의사는 82.3%가 근로 현장에서 융합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연령이나 경력정도의 구분 없이 고른 의견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의 전공과목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한 과목이나 전공 분야가 필요하며 실제 근로 현장에서도
이용되고 있으며 융합적 소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한 경우도 64.4%나 되었다. 본인의 전공
과목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의사는 인문학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연구원은
수학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인문학을 꼽았다.
셋째, 전문적 종사들은 초등교육에서 융합인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한 문제에서는 연구원, 의사 두 집단 모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 비율이 높았던 의사 집단에서 조금 더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자녀
가 있는 집단에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이
효과적이지 못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 중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두 집단 모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입시정책’을 선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입시 정책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며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부정적인 시각 이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약 자녀가
융합인재교육 수업을 받을 기회가 된다면 수업을 시키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넷째, 전문적 종사자들의 융합인재소양과 융합인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상관성에서는 연
구원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위한 융합인재교육의 수업 필요성은 전반적인 융합인재소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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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융합인재수업을 통한 역량 발휘정도는 전반적
인 융합인재소양과 Convergence(통합)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위한 융합인재교육 수업 필요성은 전반적인 융합인재소양과 하
위영역인 Convergence(통합), Creativity(창의성)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융합
인재수업을

통한

역량

발휘정도는

전반적인

융합인재소양과

Convergence(통합),

Creativity(창의성)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적상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연구
원은 Caring(배려) 영역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적절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적합
성, Communication(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초･중･고등 때 학습의 유용성에서 부(-)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의사는 Caring(배려) 영역에서 초･중･고등 때 학습의 유용성, 우리나라
교육의 적절성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뽑은 희망직업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었던
우수한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실제 근로 현장에서의 융합적
소양이 필요로 하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본인의 초･중･고등에서의 교육적 학습이 실
생활에서 연관되어 사용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다고 말하였다. 융합인재교육에서 제공 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과 경험은 한 학생이 성장해 가면서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자기 주
도적 학습으로 자리 잡아 가게 될 것이며 실생활과 연관되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지식들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역량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초･중등으로 이어
지는 연계성이 있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어: STEAM 교육, 융합 교육, STEAM 소양, 융합인재소양, 통합 교육, 창의적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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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기반 나노 과학 중등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발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대처방안
손미현*(서울대학교, 무학중학교), 최원호, 정대홍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이다. 첨단 과학기술 중 나노과학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기초 학문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서 화학의 발전에 기여하
고 있으며, 나아가 첨단소재 개발 등 첨단 기초 과학 분야, 지구환경문제, 대체 에너지 개발,
미래 인류의 복리증진 등 미래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나노 분야
는 교육에 접목하였을 때 과학과 공학의 연계는 물론 아직 개발 중인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에
서 오는 윤리적인 문제, 여러 학문의 근간이 되는 기초 분야로서 갖는 다양한 발전 가능성
등 융･복합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창의융합교육에 적합한
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나노과학에 대한 교육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만큼 개발되고 있지 않다. 이는 나노과학에
대한 생소함과 더불어 교육과정에 녹여내기에는 다소 난해한 주제라는 인식이 대부분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나노 과학이 가진 성격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중등용 STEAM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대처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나노과
학과 같은 첨단과학기술 관련 STEAM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시퀀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종류
의 프로그램들이 가져야 하는 성격을 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핵심어: 나노과학, 첨단과학, STEAM, 자유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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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기반 스토리텔링 과학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 탐구
변문경*(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교육학회

Ⅰ. 연구동기
과학교과의 경우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이나 논리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실천적 지식을 겪는
데, 스토리텔링을 이용해 과학 개념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일련의 이야기를 비교적 쉽게 받아
들이므로 학습에 효과적일 것이다(Weber, 1993).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과학 교실 환경을 생생하고 친숙하고 개인과 밀접하게 관련되게 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에게도 과학정보를 더 재미있고 잘 기억할 수 있게 전달하므로 정체되는 과학 교실 환경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교수방법이라 할 수 있다(Cooper & Simmonds,
2007). 이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과학교과에 적용하여 학습자에게 미치는 교육적 가치를 밝히
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 과학교과 분야의 연구로 스토
리텔링 수업이 학습자의 학업성취, 과학관련 태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우창완,
2008; 강부미, 전경문, 2014; 장내인, 2014; 김효정, 유병길, 2012),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
자에 대한 인식 효과 연구(정은주, 2013)가 진행되었다. 과학교과에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로 초등 과학교과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교과의 논리적･패러다임적 특성으로 인해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주
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구의 범위 또한 학습자들의 과학관련 태도, 흥미, 그리고
학업성취와 인지적･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주로 보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연구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특히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의 ‘물질의 구성’ 2단원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을 적용한 과학 수업을 "bottom-up"방식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보고, 이때 겪게 되는 교사
의 실천적 지식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학교 과학교과에서
스토리텔링 수업을 실행할 때 경험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스토리
텔링 교육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 위치한 금란중학교에 근무하는 과학담당 김 교사와 2학년 과학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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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반 학생 6명(남: 3명 여: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2013년 2월 예비관찰 3회를 포함
하여 2013년 9월까지 총 28회의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장과 2학년 과학 창의반
담당 김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받고 서면을 통해 과학 창의반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수업절차
가. 자료수집 방법
참여관찰, 심층면담, 비개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은 주 1회 4층에 있
는 과학 창의반 교실에서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가능한 한 김 교사의 스토리텔링
을 적용한 과학 수업의 준비 시간, 수업 과정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모두 관찰하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 과학 수업의 진행에 대한 관찰 기록 외에 동영상 촬영, 스토리텔링
과학 수업 교육계획안을 함께 수집하여 수업 의미 및 진행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 관찰내용은
상세하게 관찰일지에 기록하였다.
나. 수업절차
중학교 2학년 2단원 물질의 구성 단원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원소는 어떻게 나타
낼까’, ‘원소들의 지도･주기율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원소는 어떻게 알아낼까’, ‘원
소는 어디에 이용될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의 ‘물질의 구성’
이라는 대단원은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
로 시작해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소에 대해 이해하고 이온의 형성에 대해 알아
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자료 분석
Hatch(2002)의 질적 데이터 분석 모형 중에서 ‘귀납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
서 귀납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것은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과학
수업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중심으로 범주화를 통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Ⅲ. 연구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의 2단원 ‘물질의 구성’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적용 과학
수업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여 과학교과에서 효과적
인 스토리텔링 교육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 과학 수업의 실행에서 시각매개의 부재 상황은 학생들의 ‘상상의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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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발생하게 하였다. 학생 개인 간 차이가 있으므로, 수업 주제와 관련된 시각매개와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모델의 제시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스토리텔링 과학 수업에서 인지 갈등은 담화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
생하는 ‘소통의 걸림돌’을 의미하였다. 이는 담화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수준의 과학적 담화,
부적절한 은유, 그리고 담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지 갈등으로 나타
났다. 내러티브는 학생의 긍정 혹은 부정적인 마음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사의 간주관
적 능력에 의해 메타(meta)수준의 학습으로의 전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스토리텔링 과학 수업에서 교과 간 통합적 플롯의 구성은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 이해
의 실천적 지식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과학적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의
교과 간 통합적 플롯의 구성은 학생들의 경험을 정리해 주는 기본 구조의 부재 상황을 의미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 속의 기본 구조는 내러티브의 토대로서 작용하여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기억의 구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토리텔링 과학 수업에서 과학적 개념 이해를 돕
는 플롯을 구성하려면 교사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학생의 생각을 읽고 플롯
과 소재를 결정하여 신속히 내러티브를 전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과학 수업의 실행 후 평가의 실천적 지식은 산출물 평가 기준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리텔링 과학 수업에서 평가의 실천적 지식은 산출물 평가
기준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서 동료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개선과 이러한 인식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수업에 대한 유용성, 구체적인 평가기준의 제시, 그리고 과학 교사들
의 스토리텔링 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토리텔링 과학 수업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초기 단계의 연
구라는 점, 특히, 스토리텔링 과학 수업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탐색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현장 적용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토대로 중학교 과학교과에서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지
향의 과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관련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 시
킬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STEAM 교육, 중학교 2학년 과학 수업, 물질의 구성 단원,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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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기술 수업의 아두이노 STEAM 프로그램 개발
심세용*(정왕중학교), 김진수
한국기술교육학회, 한국공학교육학회

21세기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영역을 융합적으로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
재가 필요한 시기이며, 문제해결 능력은 전통적인 항목인 읽기, 쓰기, 셈하기와 더불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능력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
역의 융합적 사고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정
부 차원에서 STEAM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술교육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방법으로 Hands-on
activity를 중시하므로 STEAM융합교육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김진수 2012). 최근엔 경제,
사회 환경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다양한 교과에서 융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또한, 연구 개발된 STEAM융합교육 중 로봇, 피지컬 컴퓨
팅, 센서 등을 활용한 교육이 문제해결능력 함양과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이는 효과가 확인되
고 있다. 그 중, 아두이노(Arduino)는 중학생이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는 도구로 STEAM 교
육과 연계하여 교육하면 문제해결 능력 함양에 효과적일 수 있다(김진수, 2015).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장착한 작은 피지컬 컴퓨터로 이미 많은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프로토타
입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 산출물을 제작하는 도구
로 사용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STEAM융합교육에서 실제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해결하
고, 그에 따른 산출물을 제작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현장의 교사들이 STEAM융합교육에 대해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수업준비, 관련 자
료등의 부족으로 교육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 새로운 도구를 적용
한 STEAM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한혜정, 이화정, 2012).
본 연구는 중학교 기술교육에서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아두이노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진수(2011)의 PDIE모형에 따라 준비, 개발, 실행, 평가의 4단계로
실행되었다. 준비 단계에서는 문헌분석과 요구분석을 통해 사회의 요구, 교육과정의 요구를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수업 주제, 목표 그리고 영역과 내용을 선정하
였다. 선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STEAM 연계교과인 과학, 기술, 정보, 수학, 음악, 미술교과
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관련 영역과 내용을 선정한 후 학습준거와 통합유형을 선정하였
다. 개발 단계에서는 기술적 문제해결 과정과 STEAM 학습준거를 기준으로 6개 주제, 15차
시의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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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기술교사 5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평가 단계
에서는 결과와 소감문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기술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아두이노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은 기술적 문제해결과정과 학습준거를 연계
하여 15차시의 학생용 자료와 교사용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STEAM
프로그램은 중학교 기술교육의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학년과 교과에 적용 가능한 많은 STEAM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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