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국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및 미술활용현황 분석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박 은 유



- ii -

국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및 미술활용현황 분석 

지도교수  김  형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 전공

박  은  유

박은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2월

위 원 장 이 선 영 (인)

부위원장 김 형 숙 (인)

위 원 이 혜 진 (인)



- i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융합인재교육(STEAM, 이하 융합인재교육)프로그

램 연구를 분석해 연구 동향과 미술활용 현황을 설명하는 양적 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를 해석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 업무보고 이래 융합인재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융합인재교육 동향 분석연구를 통해

미술이 예술영역 중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하지만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관망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연구방법으로 양적내용분석법을 적용했고, 연구대상은 2011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표된 국내 KCI등재(후보)학술지 논문 222편이다. 분

석은 두 차례 실행했다. 1차 분석은 프로그램 연구 222편을 분석대상으

로 하며, 2차 분석은 미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1차 분석

의 분석준거는 발행연도, 교육대상, 융합유형, 융합요소, 수업차시, 효과

분석도구이고 2차 분석의 분석 준거는 발행연도, 교육대상, 융합유형, 융

합요소, 수업차시, 효과분석도구, 효과분석요인, 미술활용도, 미술내용영

역이다.

위의 연구방법에 따라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분석 결

과 국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빈도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급

격히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융합유형은 연계형(다학문적 통합)이

55%에 달했으며, 과학중심 연계형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융합요소(S,

T&E, A, M)별 활용빈도는 인문·예술(Arts)요소가 가장 높았고 그 중

90%가 미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10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효과분석도구 중 사전-사후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 -

전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88.7%이 미술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총 222편 중 197편이 2차 분석 대상이 되었다. 2차 분석결과 발행

연도, 교육대상, 융합유형, 융합요소, 진행차시, 효과분석방법별 동향이 1

차 분석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이는 미술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융

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전체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뜻한다.

미술의 활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술활용도별 분석결과 ‘낮은 수준’

의 프로그램이 50.8%를 기록했다. 그리고 미술의 세 가지 내용영역인 체

험, 표현, 감상영역 중 표현영역에 편중되어 프로그램을 구성해 미술의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 흥미유발 혹은 산

출물 제작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효과분석요인을 전체프로그램, 미

술포함프로그램, 미술중심프로그램별로 비교한 결과 미술의 역할이 커질

수록 사고력, 창의성보다는 흥미와 태도요인을 효과요인으로 선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술의 활용 빈도가 높은

원인은 융합인재교육의 교육목표 중 하나인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북

돋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차례에 걸친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초등학생 프로그램

에 편중되어 있어 중·고등학생 대상 수업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형

프로그램의 개발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통합형이 학습부담 감소와 교과

간 활용수준 격차가 낮은 장점을 가진 만큼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융합

인재교육 프로그램의 88.7%가 미술을 포함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다.

미술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미술교육의 효과 및 내용을 제시하는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창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융합인재교육, STEAM교육, 동향 분석, 미술교육활용현황

학 번 : 2016-2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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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010년 12월 17일 교육부1)는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2011 주요업무를 보고했는데 그 중 하나가 ‘창의

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STEAM교육의 강화’였다. 그리고 추

진방법으로 1) 과학예술 융합교육과정의 개발, 2) 교사·학생 대상 현장

연수·체험 프로그램 제공, 3) ‘미래형 과학기술’ 교실과 수업모델 개발 등

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 2010).

교육부의 업무보고 이후 STEAM교육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증폭

됐다. 2011업무보고 이전에는 STEAM관련 연구가 한 해에 1건 꼴로 발

표된 반면 2011년에는 18건, 2012년에는 78건, 2013년에는 179건으로 증

가한 것이다(안혜란·유미현, 2015). 따라서 2011년은 정부주도 하에 국내

융합인재교육연구가 본격화된 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김방희·김진수,

2014; 곽혜정·류희수, 2016).

융합인재교육연구 선봉에 서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도 2011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2011년 6월, STEAM교육의 한글대체 명칭으로

‘융합인재교육’을 선정했으며, 9월에는 스미소니언박물관(Smithsonian

Museum)과 STEAM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한다. 그리고 관련 연구사업 진행, STEAM리더스쿨 선정,

교사연구회 지원 등을 실행했다(김진수, 2012).

이와 같은 노력은 교육현장에 융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그러나 융합인재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지지 못

1) 당시 부서명은 교육과학기술부였으나 2013년 이후 교육부로 변경되어 편의

상 교육부라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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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장적용 및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이경진·김경자, 2012; 한

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초기 융합인재교육은 초·중등과정에 STEAM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이

공계 진학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시

대가 요구하는 융합적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

로 교육목적이 확대되면서 융합인재교육의 지향점이 불분명해진 것이다

(강갑원, 2015).

풀란(Fullan)은 국가수준에서 주도하는 거대 교육개혁일수록 프로젝

트나 프로그램의 특징, 구성요소의 의미가 명료해야한다고 말했다

(Fullan, 2001; 이경진·김경자, 2012). 지금처럼 융합인재교육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채 연구가 반복된다면 ‘홍익인간(弘益人間)’처럼

모호하고 거대한 개념이 되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의 개념

을 합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융합인재교육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 동안 융합인재교육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은 꽤 많이 발표

되었다. 연구 동향 전반을 다룬 논문이 2건(김방희·김진수, 2014; 곽혜정·

류희수, 2016), 특정 교과나 교육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이 9건(권

난주·안재홍, 2012; 한혜숙, 2013; 김민정, 조형숙, 김대욱, 2014; 김미숙,

2014; 이효녕 외, 2014; 이지혜, 2014; 안혜란·유미현, 2015; 윤조희, 2015;

임수진·이해준, 2016)이다.

하지만 ‘연구’ 동향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발행연도, 발행기관, 연구유

형, 연구주제별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융합인재교육이 ‘어떻

게’ 실천됐는지 파악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

용 연구는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

기 때문에 융합인재교육의 실제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그 동안 몇몇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안

재홍·권난주, 2013; 박영석 외, 2013; 이경진·김경자, 2013; 한혜숙·박현주,

2015), 학술지에 발표된 프로그램 전반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양승지·

권난주(2014)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과학과에서 예술교과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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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

지 못하다. 그러므로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를 분석해 융합인재교육의 실제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

융합인재교육이 STS교육이나 STEM교육과 구별되는 특징은 예술요

소(Arts)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예술요소가 미술(fine art)에 국한되지 않

음은 이미 공인된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곽혜정·류희수, 2016; 임수진·이해준, 2016). 이는 미술

교육계의 활발한 연구에서 비롯됐다. 지난 6년간 주요 학술지에서만 70

여 편2)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이론적 고찰, 프로그램 개발, 효과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실행되었다(태진미, 2011; 김형숙a, 2012; 김형숙b, 2012;

김형숙c, 2012; 김해경, 2013; 김정효, 2013; 김정희, 2013; 고황경, 김재

원, 2013, 김선아, 2014, 김정효, 2015). 그리고 연구 동향 분석도 이루어

졌는데 양승지·권난주(2014)는 국내외 과학예술융합 프로그램 동향을 분

석했으며, 윤조희(2015)는 미술과 관련된 융합인재교육 연구동향을 분석

했다.

이처럼 미술교육계에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동향 분석결과 수치상으로도 미술의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

다. 프로그램은 이론과 현장을 바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교육의 지향점

과, 실제가 모두 반영되어있다. 그러므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분석한다면 학계에서 미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술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

한 양적 데이터를 마련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할 수 있

는 자료를 도출하는 것이다.

2)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한국조형교육학회,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한국미술교육학회,

한국기초조형학회,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를 대상으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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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프로그램을 분석

해 융합인재교육의 동향과 미술교육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발행연도별, 교육대상별, 융합유

형별, 융합요소별, 수업차시별, 효과분석도구별 동향은 어떠한

가?

둘째, 미술을 포함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발행연도별, 교육

대상별, 융합유형별, 융합요소별, 수업차시별, 효과분석도구, 효

과분석요인별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미술을 포함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미술활용도(수준)별,

미술내용영역별 동향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 2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융합인재교육의 등장배경, 정의, 구

성요소와 원리를 알아보고, 앞서 융합인재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등장배경에서는 시대의 변화, 새로운 인재상의 출현,

지식과 학문의 융합, STEM, STEAM교육 등 융합인재교육의 도래에 배

경이 된 요인들을 추적한다.

제 3 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양적 내용

분석법의 개념과 장단점, 연구절차를 살펴보고, 위 방법이 가진 제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연구절차를 단

계별로 도식으로 제시하며 각 단계에 진행된 세부 내용을 서술한다. 더

불어 연구대상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분석준거틀 개발과정 및 분석준거

의 의미를 설명한다.

제 4 장에서는 분석준거인 발행연도, 교육대상, 융합유형, 융합요소, 수

업차시, 효과분석도구에 따라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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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빈도수와 백분율을 기술하고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며, 항목

간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그 의미

를 해석한다.

제 5 장에서는 222편의 연구 대상 중 미술이 포함된 197편을 1차와

마찬가지로 발행연도, 교육대상, 융합유형, 융합요소, 수업차시, 효과분석

도구별로 논문을 분석하고, 미술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준거로

효과분석요인, 미술활용도, 미술내용영역를 추가한다. 제 4장과 마찬가지

로 분석결과를 기술하고, 빈도수와 백분율을 정리한 표와 그래프를 제시

하며 선행연구와의 연관성 및 차이점을 찾고, 의미를 해석한다.

제 6 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서술하고, 프로그램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동향과 미술활용 현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앞으로 필요한 연

구방향에 대해 논한다.

3. 연구중요성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그

에 따라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분석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의 실제

와 지향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동향 분석연구는 융합인재

교육 연구주제, 연구주체 등 전체적인 연구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를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 융합인재교육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프로그램 연구는 이론

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

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덧붙

여 프로그램 연구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융합인재교육의 당위성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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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학계의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인식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융합인재교육의 실제와 지향점을 찾는 것은 앞으로

의 연구방향설정에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2011년부터 6년간 발표된

융합인재교육관련 프로그램 연구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술지에 게재된 프로그램 관련 연구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학계의 전체적 연구동향을 조망할 수 있다. 그동안의 프로그램 분석 연

구는 일부 교육기관의 보고서나 주요 교육학회에서 발표된 프로그램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 KCI 등재(후보지)학술지

전체에 발표된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교육학회 외에

디자인학회, 예술학회, 컴퓨터정보학회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도 포함한

다. 때문에 다양한 연구주체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인식과 연구 현황

을 망라한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그램 분석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셋째, 타 교과 중심 프로그램의 미술활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동

안 미술교육 관련 학회에서 발표된 융합인재교육연구는 미술중심, 예술

중심 융합인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미술교과는 학습내

용의 중심에 서 있기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미술중심 프로그램의 확산도

중요하지만 타 교과 중심 프로그램에서 미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타 교과 중심 프로그램에서

미술의 활용수준, 주로 활용되는 내용영역에 대한 양적 데이터가 부재하

다. 본 연구는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미술의 활용수준과 내용영역, 교육효

과분석요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해 프로그램 연구의 구체적인 미술활

용현황 데이터를 제공하여 후속연구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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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융합인재교육

1. 등장배경

가. 새로운 시대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21세기를 ‘복잡성

(complexity)'로 규정했으며 박상욱(2012)은 21세기의 특징을 복합성과

다면성에서 찾았다(홍성욱 편, 2012). 굳이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

라도 오늘날 우리는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다층적임을 피부

로 느껴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특징들은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과 크게 관련되어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구성요소의 상호

간섭과 교류를 빈번하게 만들었고, 이는 끊임없이 진화·확장되는 사회로

의 전환을 이끌었다(최재천·주일우 편, 2007).

한국정보화진흥원(2009)은 이 같이 멈추지 않는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경쟁이 심화되고, 둘째, 사회의 개인화·다원

화가 확산되며, 셋째, 가상공간의 가치가 높아지고, 넷째, 디지털 휴머니

즘기술이 발달하며, 다섯째,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평가되는 특

징을 보인다는 것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적 역량 증진’, ‘사회적 밸런싱의 유지’, ‘가상공간

의 신 가치 창출’, ‘인간 중심의 기술 진화’, ‘사회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신뢰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창의성(creativity)’, ‘전문성

(expertise)’,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증거자료(evidence)’가 이

를 추진하는 지식의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발표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나.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가드너(Gardner)는 미래에 다섯 가지의 사고방식(mind)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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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첫 번째는 ‘훈련된 사고방식(disciplined mind)’으로 특정 분야

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능력이다. 두 번째는 ‘종합

적 사고방식(synthesizing mind)’은 여러 지식을 이해하고, 평가하여 유

의미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가드너는 종합적 사고방식을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으로 꼽고 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방식

(creating mind)’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생각과 질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번째인 ‘존중하는 사고방식(respectful

mind)’는 공유와 나눔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으로, 서로 다름을 존중하여

협력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 ‘윤리적

사고방식(ethical mind)’은 개인의 이익추구에서 벗어나 공동의 선(善)을

생각하는 태도를 뜻한다(Gardner, 2008).

정리하면 새로운 시대의 인재는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자

세로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융합적 사고

력’, ‘창의성’, ‘바른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융합적 사고력은 가드너

가 언급했듯 시대변화로 새롭게 부각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참

신한 교육적 시도가 고안되어야 한다.

다. 학문의 융합

이덕환(2011)은 학계에 융·복합, 융합, 통섭과 관련한 담론이 만연한

원인을 ‘소통의 부재’에서 찾는다. 학문의 발전과 심화로 개별 학문체계

가 견고해지고, 저마다의 언어가 생겼다. 이는 학문간 소통에 장애를 일

으켜 학문의 경계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이덕환, 2011).

빠르게 진화하는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와 사회적 필요가 생성

되고 학계는 해결방안 제시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해결과

제의 복잡성, 복합성, 다면성 때문에 기존의 분화된 학문체계로는 해결하

기 어려운 문제들이 속출한다. 다시 말해 전문적 지식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 간 소통 부재로 종합적인 이해와 접근이 어려워 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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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진수, 2012). 따라서 분야 간의 소통이 요구되었고, 통합·융합이 화

두가 되었다.

초기의 학제간 접근은 “빌려오기(borrowing)” 형태였다(Grossman,

Wineburg, & Beers, 2000; 이경진·김경자, 2012).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 자연과학의 실험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빌려오기’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차 특정 학문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학문 영역, 전공, 연구의 장이 형성되게 된다.

기존의 학제를 유지하면서 융합된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접근과 기

존 학제를 넘어 새 학제를 탄생시키는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혹은

탈학문적(extradisciplinary)접근까지 전개되었다. 그리고 초학문적 접근

과 탈학문적 접근은 또 다른 학문의 분화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Carroll, 2001; 홍성욱 편, 2012).

미국은 제 2차 세계 대전과 1950년대 냉전 당시 신소재 및 신무기 개

발 프로젝트를 전격 지원했고, 이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분야간 융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 특히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성공은

미국정부가 기초과학, 공학, 기술의 학제간 연구를 지원하게 되는 결정적

인 계기가 되었다. 한편 베트남전 종전 후 과학·기술계의 사회에 대한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사회과학 및 인문학과 과학·기술 분야의 학제간 연

구가 확대되었다(Light, 2003; 홍석욱 편, 2012). 즉, 학문의 융합은 학계

내부에서 시작되기 보다는 정치적요구와 사회적 필요가 뒷받침 되었을

때 활성화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 학문의 융합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두드

러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 융합과 관련

된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대학 내에 협동과정 등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동태는 미국이 그랬듯 국내에서 학문의 융합에 대한 정치적 요구와 사회

적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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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변화

한국 사회에서 지식과 학문의 융합에 주목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

가? 정확한 시기를 지목하기 어렵지만 2005년 윌슨(Edward Wilson)의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1998)>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윌슨의 주장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

과 입장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연구와 저서들이 발표되었고 차츰

정부의 학문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 8

일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융·복합 학문시대 국

가 미래 R&D어젠다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을 주

최했다. 이 심포지움에서 융·복합의 개념과 방법 강조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학문의 융합 필요성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김진수, 2012).

대학에서도 앞 다퉈 융합교육, 융합학과, 융합 대학원이 설치되고, 연

계 전공, 협동과정도 개설되고 있다. 2008년 3월 서울대에 융합기술 전문

교육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AICT)이 설립되었고, 2009년 3월에는

융합과학 기술대학원이 개원했다. 또한 2009년 3월엔 융합기술 중심 대

학인 울산과학기술대가 개교했으며, 2010년에는 카이스트에서도 문화기

술대학원(CT)과 융합관련 신규강좌가 개설됐다. 그 밖에 한국예술종합대

학, 서울예술대학, 연세대 미디어아트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문

학·사회과학·예술·과학·기술을 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융합연구지원

비도 학대돼 인문·사회과학 학자와 자연과학 학자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

는 경우도 늘었다(김진수, 2012).

그렇다면 왜 대학과 정부는 융합에 주목하게 되었나? 임종태·변학문

(2012)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한국이 지금까지 서구

와 일본의 지식을 뒤따라갔으나 이제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의 과학·기술의 몇몇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홍성욱 편, 2012).

과학·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원천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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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신성장동력 육성정책(김진수, 2012)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 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 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글러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 웨어, MICE·융합관광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잇따르면서 국내에

참신한 묘안개발을 목표로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었고,

더불어 독창적 기술, 상품을 통한 시장장악을 위한 융합연구지원도 강화

되었다(김진수, 2012). 그리고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2009~2013)’,

‘신성장동력 육성정책발표(2009)’ 등 구체적인 국가정책이 발표되기 시작

한다.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끌 3대 분야를 10년간 지원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3대 분야 중 하나로 첨단융합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결합된 교육부를 출범

시켜 과학·기술분야 진흥을 위한 정책 대상을 기업, 대학, 연구소에서 학

교, 교육기관(박물관, 미술관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2011년 8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양성을 통한 인재강국 구현’이란 비전을 바탕으로 ‘제 2

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를 발표한다. 제 2차 과

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1차와 다르게 초·중등교육에서부터 과

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정책으

로 총 2조 5,360억 원이 투입됐다. 그만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과학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전문가양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

고 구체적인 추진방안 중 하나로 초중등학교의 STEAM교육 실천을 내

건다. STEAM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신

장시켜 전공진학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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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TEM교육과 STEAM교육

21세기에 들어 미국은 PISA 와 TIMSS 등 국제과학수학평가에서 중

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과학·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태

도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과학의 순위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14위,

2003년에는 22위, 2006년에는 17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낮은 평가결과는

미국 내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교육으로 STS,

MTS, STEM교육 등이 주목받게 된다. 그리고 최근 오바마 정부는

STEM교육 강화를 위해 2011년 3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적

극적인 모습을 취했다(김진수, 2012).

STEM교육이란 무엇인가? 샌더스(Sanders)는 통합 STEM교육이란

STEM교과 중 두 가지 이상의 교과 사이의 내용과 과정을 통합하는 교

육접근방식이라고 정의한다(Sanders, 2009). 또한 사회·예술 등과 같은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행될 수 있으며, 기술과 공학요소가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Sanders, 2009). 그리고 바이비(Bybee)

는 STEM교육을 과학 및 수학교육에 기술 및 공학을 연계하여 가르치

는 융합교육이라고 말했으며, STEM소양을 기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

한다(Bybee, 2010; 김진수, 2012).

바로 이 STEM을 바탕으로 한 것이 바로 융합인재교육의 전신 혹은

동일 개념인 STEAM교육이다. STEAM은 버지니아 공대에 재학 중이던

야크만(Yakman)이 처음 제안했다(Yakman, 2006; 김진수, 2012). 그는

STEAM피라미드 모형을 통해 각각의 내용영역을 제시했다. STEAM에

서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생화학이며, 기술은 제조, 생산,

농업, 통신, 수송, 산업, 동력 및 에너지, 정보기술을 포함하고, 공학은 전

기, 컴퓨터, 화공, 항공, 기계, 산업, 재료, 해양, 환경. 유체, 토목을 내용

영역으로 하며, 수학은 대수학, 기하학, 삼각법, 미적분, 예술은 체육, 미

술, 공예, 언어, 인문교양(사회, 철학, 심리학, 역사)의 총칭이다. 그의 피

라미드를 관찰하면 야크만의 STEAM교육은 전인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STEM과 융합인재교육이 서로 다른 경로를 걷

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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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TEAM 피라미드 모형(Yakman,2009)

STEAM교육의 사례로 바둑을 주제로 한 연구가 2007년 야크만과 김

진수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그들은 STEM에 예술을 포함시킴으로써 실

생활과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생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

명한다(Yakman & Kim, 2007). 하지만 미국 내에서 STEM과 STEAM

의 교육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정부의 STEM

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공교육 살리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PISA 과학

성적이 2009년엔 17위, 2012년에는 21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OECD,

2010; OECD, 2013). 그렇지만 야크만과 함께 연구한 김진수가 2007년

국내에 STEAM교육을 소개하고, 2011년 야크만과 샌더스가 방한해 피

라미드 모형과 STEAM교육에 대해 발표하면서 미국의 STEM과

STEAM에 대한 국내 관심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내 STEAM교육 연구 본격화된 시점은 2010년 교육부의 업

무보고에 STEAM교육이 언급되면서부터다. 업무보고 이후 상당한

STEAM관련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동시에 STEAM교육의 한국화(化)도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한글 명칭의 등장이다. 2011년 한국과학창의재단

은 공모를 통해 STEAM교육의 한글 명칭으로 ‘융합인재교육’을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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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도의 명칭이 생기면서 STEAM과 다른 융합인재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었다. 초기에는 STEAM교육이 융합인재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었지만 점차 융합인재교육과 STEAM교육이 동일하지

않다는 의견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은적(2012)은 우리나라

에서 STEAM교육이 ‘융합인재교육’과 동일시되기도 하나 실은 STEAM

은 융합인재교육의 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학습 개

념을 탐구하여 내적통합을 이룬다는 점에서 STEAM과 융합인재교육이

공통점을 가지지만 융합은 기존 지식을 통합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새 지식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은적, 2012). 하

지만 ‘융합인재교육’과 ‘STEAM’을 병기하는 입장도 여전히 많다. 이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정부,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살펴보

겠다.

2. 정의

‘융합인재교육’이란 용어는 2011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STEAM교육의 한국어표현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융합인

재교육의 정의는 제각기 다르며 단순히 STEAM교육의 한국어표현이 아

닌 독자적인 혹은 한국화(化)된 교육이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국가수준에서 주도하는 거대 교육개혁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나 프

로그램의 특징과 관련된 요소들의 의미의 명료성은 해당 프로젝트나 프

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Fullan, 2001; 이경진·김

경자, 2012, p. 57, 재인용).” 따라서 융합인재교육의 정의는 합의가 요구

되며,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정부와 학계에 나타난 융합인재교육의 정

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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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부의 정의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육부)의 문서에 드러난 융합인재교

육 및 STEAM교육의 정의를 살펴보겠다. 융합인재교육의 본격적인 시

작을 알리는 2011 업무보고에는 아직 융합인재교육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STEAM교육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그리고 STEAM교육은“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구조화(교육부, 2010. 12)”

하는 교육적 접근으로 소개된다. 2011년 STEAM 성과발표회 자료에는

융합인재교육이란 표현이 등장했는데 옆에 괄호치고 ‘STEAM’을 작성해

두 용어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됨을 명시했다. 그리고 “융합인재교육

(STEAM)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 기

술 기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이라고 정의한다(교육부, 2011; 김진수 2012, p. 177). 2011 업무보고와의

차이는 ‘융합적 사고’ 앞에 ‘과학기술 기반’이란 표현이 추가되었다는 점

이다. 따라서 전에 비해 융합인재교육이 ‘과학’과 ‘기술’분야의 인재양성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2012년 업무성과보고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은 등장하지 않고 STEAM

교육이란 표현이 사용된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미래 사회

에 필요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육성·확보를 위해 초·중등 단계에서의

STEAM 교육 강화 추진

-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제고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

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 배양 강화

(교육부, 업무성과보고, 2012)

내용을 살펴보면 앞선 정의들과 마찬가지로 융합인재교육의 목표가

초·중등 단계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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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014년 융합인재교육(STEAM)성과발표회 자료에서도 “융합인재교육

(STEAM) :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교육부, 2014)”이라고

동일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덧붙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첫째는 체험·탐구활동 및 과목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예술적 기법을 접

목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학·과학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 기술·

공학 과목 도입 검토가 있다.

하지만 2015년 융합인재교육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새로운 표현이 추

가된다. “융합인재교육(STEAM)이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

해를 높이고 과학기술기반의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교육부, 2015)”으로 정의되는데 전에는 없던

‘실생활’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융합인재

교육을 “2011년 과학·수학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STEAM은 주입과 암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서 학생들이 즐겁고 재밌

게 공부하도록 체험, 탐구, 실험 중심의 수업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인문

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육성하는 교

육”이라고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으며, 지식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왜 배우는지 알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

고, 격려를 통한 학생중심의 교육이고, 협업과 소통을 장려하는 교육”이

라고 설명한다. 이는 교육 목적이 ‘과학·기술인재 양성’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며, 이전보다 교육목표가 확대 되었

다는 인상을 준다.

정리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교육부 자료에 나타난 융합인재교

육의 키워드는 ‘과학기술’, ‘학생의 흥미와 이해’, ‘융합적 사고력’, ‘(실생

활)문제해결력’, ‘인재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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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교육부의 융합인재교육 정의

자료명 내용

2011 

업무보고

STEAM교육: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구조화

2011 

STEAM성과

발표회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 기술 기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2012년 

업무성과보고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육성·확보를 

위해 초·중등 단계에서의 STEAM 교육 강화 추진 

ㅇ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제고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 배양 

강화 

2014년 

융합인재교육

(STEAM)성

과발표회 

융합인재교육(STEAM) :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2015년 

융합인재교육  

한-UAE 

교원연수계약 

체결보도자료

융합인재교육(STEAM)이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기반의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의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2년 12월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백윤수 외)”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융합인



- 18 -

재교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내용을 창의적 설계

(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으로 경험함으로써 과

학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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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p. 37)

위 정의에 따르면 융합인재교육은 ‘융합’ + ‘인재교육’이 아니라 ‘융합

인재’ +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융합이란 방법을 통해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인 것이다. 같은 보고

서에서 ‘융합형 인재’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융합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영역 혹은 분야들 간에 이루어지는

데, 성공적 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융합

에 대한 논의는 점차적으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 예술 등 영역을 아우

르거나 영역을 뛰어넘는 의미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에서 요구

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인재의 의미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융합형 인재란 미래의 과학기술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지니고 삶을 즐기며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인재를 의미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p. 19)

이에 따르면 융합인재교육의 ‘융합인재’는 과학·기술분야의 창조적인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 사회에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력

과 인성을 갖춘 인재라고 이해되며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융합인재교

육의 열 가지 목적은 융합인재교육이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

는 것 만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음을 뒷받침한다(표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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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융합인재교육의 10가지 목적(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

개인의 창의·인성, 지성과 감성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돕는 것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과학 효능감과 자신감, 과학에 대한 흥미 등을 증진시킴으로써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높이는 것

융합적 지식 및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

학습자 중심의 수평적 융합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

합리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

대중의 과학화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

창조적 협력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공계 기피 현상을 최소화 하여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의 수를 확

대하는 것

다. 학자의 정의

한편 2007년 국내에 처음으로 STEAM교육과 STEM교육을 소개한

김진수는 대구교육연수원 강연에 STEAM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TEAM 교육이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과목 또는 내용을 통합하

여 가르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력을 높이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융합인재교육이라고

도 부른다.

(김진수, 2012,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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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정의에 따르면 STEAM과 융합인재교육은 동일한 교육적

접근이며, 통합교육과정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신재한(2013)도 그의 저서에서 융합인재교육의 효과와 실현방법을 다

음과 같이 기술한다.

인간의 근원적인 감성을 계발하고, 창조적이며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능력

을 배양함에 있어 타 학문 분야 간의 융합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

다. 즉,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 양성 방안으로 효과적인 융합적 교육을 이루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교과목과 상호 연계할 수 있

는 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신재한, 2013, p. 53)

신재한의 설명을 보면 융합인재교육은 과학과 기술 인재 양성보다는

전인교육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교육실천방법으로는 교과

목간의 연계,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 통합을 통한 전인양성

은 기존 통합교육과정의 목표와 같기 때문에 융합인재교육을 통합교육과

정의 한 갈래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윤희(2013)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은 단원의 성

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과학, 기술, 공학, 인문과학을 포함

한 예술, 수학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것”이라 정의해 앞서

살펴본 학자와 마찬가지로 교과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내용의 통합보다는 융합적 사고력에 강조점을 둔 연구들도 많

다. 이지혜(2014)는 “STEAM 교육은 미래 과학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과

학, 공학, 예술, 기술과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이지혜, 2014, p. 5)”라고 정의했으며, 조향숙·김훈·허준영(2012)

은 “융합인재교육이라는 명칭에는 콘텐츠 융합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고, 목적은 융합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조형숙·김훈·허준영, 2012, p. 14)”며 내용통합이 융합인재교육의 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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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방법일 뿐임을 주장한다.

반면 삶과 교육의 융합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차윤경 외(2014)는

“융복합교육은 교과 내·외적 주제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성이 있

는 다양한 학습내용 요소를 학생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유

기적으로 연결 지어, 전인적 존재로서의 학생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학

생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표현하는 진정성 있는 학습 경험을 촉

진하는 일련의 교수 활동 및 이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로 볼 수 있다(박

영석 외, 2013; 이선경 외, 2013; 함승환 외, 2013; Cha, 2013; 차윤경 외,

2014, p. 20)”고 설명했다.

교육부, 한국창의재단,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융합인재교육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

하는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교과간의

내용을 통합하거나,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 문제를 활용하는 교육적 접근

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와 이해 증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교육부), 새로운 시대가 요구

하는 융합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기도 함(백윤수 외, 2011; 조형숙·김

훈·허준영, 2012)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융합인재교육의 실천방법에 있어

서 교과간의 내용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도 있고(김진수, 2012; 신재

한, 2013; 정윤희, 2013), 실제 생활 및 삶과의 융합에 더 비중을 둔 입장

(차윤경 외, 2012)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융합인재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합의의 부재가 교육현

장에 혼선을 빚게 하고, 융합인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박한숙(2013)은 <통합교육과정>이란 제목으로

Drake의 저서를 번역하고, 역자의 변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을 강하게 비

판했다.

정확히 5년 정도 전부터 새로운 과학교육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STEAM 교

육 열풍이 갑자기 현장을 휩쓸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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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 열풍들이 ‘반짝’하고 돌풍을 일으키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흔해 왔고 흔하다.(중략)열린 교육이

그랬고, 거꾸로 하는 수업, 생각하는 교육, 정보 교육... (중략)이것들이야 말

로 가장 비교육적 행위들이고 시간의 낭비며 학생들에게 극단적 피해를 주

는 행동이다. STEAM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왜 현장에서 기존의 통합 교육

과정을 과학 교과에서 또 다른 이름인 ‘STEAM ’으로 불러야 하는가?

STEAM과 교육과정 통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어떤 이는

STEAM은 융합적이고, 통합 교육과정은 물리적 통합형태라고 차이점을 설

명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통합’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무지에 기인한 소리

이다.) (중략)그러나 STEAM교육은 무엇이 있는가? 명확한 개념도 없고, 방

법도 없다. (중략)STEAM 교육의 새로움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하지만,

내용의 반 이상은 Fogarty의 1991년판 이론 소개나 교과 통합의 대가들인

Drake, Jacobs, Ingram 등과 같은 사람들의 이론적 소개이다.(중략) STEAM

은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에 불과하다. 그런데 통합을 하다 보면 꼭

과학 중심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박한숙 역, <통합교육과정>, 중 역자의 변, p. 237-240)

융합인재교육이 기존의 통합교육과정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융

합인재교육 관련 연구가 기존의 통합교육과정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은 교육현장에

또 다른 유행만 몰고 올 뿐 실제적인 변화나 성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낮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론적 토대의 부실함을 비판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융합인재교육을 추진하는 방식과 주체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는 경

우도 있다. 2014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한 ‘초·중등학교 교육에

서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의 가능성 탐색이란 주제’의

포럼 자료를 통해 교육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이 찾은 융합인재교육의 문

제점을 엿볼 수 있다. 이상철(2014)은 “교육과정 담당부서가 아닌 타 사

업부에서, 교육과정연구기관이 아닌 사업수행기관 중심으로 융합관련 정

책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적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융합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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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없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보급되다 보니 과거의 프로그램을 되풀이

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p. 24)”고 평가한다. 또한 교육과정이

융합교육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같

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별도의 수업 예

산 마련과, 현장학습 신청 및 학습준비물마련 제도도 효율적으로 개선되

어야 한다고 지적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하지만 교사들이 느끼

기에도 융합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융합교육의 목적, 근거, 철학적 배

경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포럼에서 권재원(2014)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융합교육과정이 융합의 목적, 근거, 철학적 배경 없이 마구잡

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적에 혈안이 된 관료들은 아무데나

STEAM이라는 접두어를 붙이며, 일선 학교에서는 실험 보고서를 그림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게 하는 수준에도 STEAM이라는 접두어를 붙이며

실적을 늘리고 있다. 학자마다, 교사마다, 교육 관료마다 STEAM의 개

념이나 목적도 제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p.

54)"고 토로했다.

정리하자면 융합인재교육은 기존의 통합교육 범주 안에 융합인재교육

이 포함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융합인재교육의 필

요성과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의 기존

목표인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재양성이란 비교

적 명확하고, 좁은 의미의 교육목표에서 과학·기술중심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양성으로 교육목표가 확장되면서 이러한 혼란

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경진·김경자(2012)가 지적했듯이 융합인재교

육의 목표 및 방법의 혼돈은 존재이유를 잊게 만들 수 있으며 과거의 다

양한 교육정책들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사라질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융합인재교육의 의미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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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융합인재교육의 유형(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3. 구성요소와 원리

한국과학창의재단(2012)의 보고에 따르면 융합인재교육의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감성적 체험과 창의적 설계과정

에 과학요소 또는 기술요소를 포함한 내용통합이 합쳐진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감성적 체험과 창의적 설계과정에 과학·기술요소를

모두 포함한 내용통합으로 구성된 유형이다. 세 번째는 감성적 체험과

창의적 설계에 STEAM요소 다섯 가지가 모두 통합된 유형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을 도식화 하면 [그림2-2]와 같다.

세 가지 유형은 결국 융합인재교육이 감상적 체험과 창의적 설계, 그

리고 내용통합으로 구성되어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요소의

개념과 요소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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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이란 학습자가 학습에 긍정적 감정을 갖고, 성취와 실패

의 경험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학습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다양한 활

동을 이른다. 즉,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 문화 등의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

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을 의미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p. 37).”

따라서 감성적 체험이 가능하려면 학습자가 직접 학습을 경험하고

(hands-on) 감동을 느끼는 과정(heart-on)을 강조해 학습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학습 전략적 관점이 요구된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p. 42).

그러므로 감성적 체험은 학습자가 제시된 주제와 상황을 자신의 문제

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주제 또는 상황이 학습자의

삶이나 관심사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 학습자와 학습내용 사이를 관

계 맺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주제 및 상황 등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미 있는 감성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

업환경 및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2012)는 기존의

수업이 수행 목적을 강조하였다며, 수행목적이 아닌 학습 목적을 강조하

여 학생들이 학습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이 기획되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나. 창의적 설계

김진수(2012)는 창의적 설계란 주어진 제약 조건 속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스템, 요소, 프로세스를 창의적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고안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창의적 설계는 4단계로 진

행되는데 1단계는 문제정의, 2단계는 설계의 계획, 3단계는 아이디어 선

정, 4단계는 제작의 실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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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2012)는 “창의적 설계란 학습자가 지식, 제품, 작품

등과 같은 산출물을 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인 과정(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p. 46)”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창의적 설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지식과 환경

을 동원해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가 빠르

게 변화하면서 개인과 국가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데, 이러한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융합

인재교육의 지향점에 부합한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1). 창의적 설계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에서 학습자는 협동과 창의성을 경험하게 된다(Mihaik et al. ,2008;

Sanders, 2009;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한국과학창의재단(2012)는 National Research Council(이하 NRC,

2011)과 Entrepreneurial Science Thinking(이하 EST, 2010) 등의 과학·

공학통합 연구과정모형을 바탕으로 창의적 설계 과정을 고안했다. 산출

물을 지식, 제품, 작품으로 구분해 별도의 과정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세

가지 설계과정을 융합한 모형도 개발해 각각의 설계과정이 서로 배타적

이거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함을 강조했다

( [그림2-3]참고). 세 가지 설계과정은 서로 유사한 단계를 거친다. 문제

나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선택된 방법에 따라 산출

물을 생산하고, 평가하고, 다시 새로운 문제, 필요, 영감을 얻는 방식으로

순환된다. 정리하면 창의적 설계과정은 지식산출 과정, 제품산출 과정,

작품산출 과정으로 분리해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수업과정에서는 각각

의 설계과정이 서로 상보적이며 융합적인 것이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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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설계와 산출 융합과정(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p.59)

다. 내용통합

마지막 융합인재교육의 구성요소는 내용통합이다. 내용통합이란 두

개 이상의 교과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학창

의재단(2012)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용통합의 유형을 통합된 교과에 따

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과학(S)또는 기술(T)를 포함하는 유형,

두 번째는 과학(S)과 기술(T)을 모두 포함하는 유형, 세 번째는 과학(S),

기술(T), 공학(E), 예술(A), 수학(M)의 모든 내용이 통합된 유형이다. 그

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S)과 기술(T)을

제외한 분야가 통합된 확장형 유형이다. 이러한 확장형 유형을 추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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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융합인재교육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중심으로도 설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내용통합은 교과에 따른 구분이 아닌 통합의 방법에 따라서도 세 가

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바로 다학문적 통합(Multidisciplinary

Integration), 간학문적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탈학문적 통합

(Extradisciplinary Integration)이다.

① 다학문적 통합(Multidisciplinary Integration)

다학문적 통합은 김진수의 통합유형 중 연계형 통합유형과 유사한 의

미를 가지고 있다(김진수, 2012). STEAM의 다섯 가지 교과 중 하나의

교과가 중심이 되고 다른 교과들은 중심교과를 보완, 보충, 기여하는 방

식으로 융합되는 유형이다. 김진수는 연계형 통합유형을 교과에 따라

S-STEAM, T-STEAM, E-STEAM, A-STEAM, M-STEAM으로 분류

했고, 추가적으로 창의적체험활동중심의 STEAM을 CHA-STEAM이라

고 명명했으며 XX-STEAM이란 표현을 사용해 STEAM의 앞에 특정

교과의 약어를 집어넣으면 모두 연계형 융합인재교육이 될 수 있다고 설

명한다(김진수, 2012, p. 190). 이는 융합인재교육이 반드시 STEAM의

다섯 가지 교과를 활용할 필요는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한국과학창의재단(2012)도 유사하게 중심교과에 따라 다학문적 통합

을 분류하는데, 명칭 상에 차이가 있다. 과학중심의 융합은 S-TEAM,

기술중심은 T-SEAM, 공학중심은 E-STAM, 예술중심은 A-STEM, 수

학중심은 M-STEA라고 정했다. 하지만 사실상 김진수의 연계형 통합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간학문적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한국과학창의재단(2012)에 따르면 간학문적 통합은 두 개 이상의 교

과가 통합되는 것이다. 각 분야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 교육과정을 구

성하는 것으로 교육현장에 가장 적용하기 용이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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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드레이크와 번스(Drake & Burns)나 포가티(Fogarty)가 말하는 간학

문적 통합은 기존의 여러 교과들을 각각 분석해 공통으로 등장하는 개념

과 기능, 태도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하는 것이다(Drake & Burns,

2004; Fogarty, 2009). 즉, 각 교과의 중요한 핵심내용을 찾고 그 사이의

공통점이나 관련성을 연결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탈학문적 통합(Extradisciplinary Integration)

탈학문적 통합은 교과내용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 주제, 이슈를 교육과정에 끌어오고, 이러한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

로 여러 교과를 통합하는 유형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2012)는 탈학문적

통합은 다수의 분야가 복합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국내 상황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라. 수업구성의 원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2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융합인재교육 수업

은 세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상황을 제시하여 학

습 활동을 자기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융합인재교육의 학습은 전체를

포괄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학습 내용과 활동 사항을

학생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제시된 상황과 학생 자신의 관

련성을 높이는 것은 학생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든다.

둘째, 창의적 설계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문제

해결력을 배양한다.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창

의적 설계의 핵심은 학생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학

습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정

리된 과학적 지식을 실생활의 문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 30 -

셋째, 감성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이

를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갖게 되고, 내적 동기

를 가지게 된다. 학생은 제시된 상황을 통해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

하고 창의적 설계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학업 성취라는 기쁨을 준다. 이러한 학업

성취라는 기쁨은 새로운 문제와 심화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몰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감성적 체험은 상황제

시와 학습활동 도입부의 동기유발 그리고 보상체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업의 선순환구조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융합인재교육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학위논문 두 편, 학술논문

이 아홉 편으로 총 11편이다. 선행연구는 융합인재교육연구 전반의 동향

을 분석한 것과 특정 교과나 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 연구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방희·김진수

의 2014년 논문과 곽혜정·류희수의 2016년 논문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과학, 기술, 예술, 수학 등을 중심으로 하거나 영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선행연구 목록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표2-4]와 같으며, 분석대상이 전체 융합인제교육인지 아니면

특정 교육대상이나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지에 따라 분류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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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융합인재교육 동향분석 연구 목록

권난주, 안재홍. (2012). 융합 및 통합 과학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2), 265-278.

한혜숙. (2013).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동향 분석 및 수학교

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수학교육학회지, 27(4), 

523-545.

양승지, 권난주. (2014). 국내외 과학과 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향 

분석. 과학교육연구지, 38(2), 276-400.

김미숙. (2014). 기술학에서의 융합교육(STEAM) 실현 방안. 한국실과교육

학회지, 27(3), 21-38.

김방희, 김진수. (2014).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법을 활용한 STEAM 교육의 

연구 논문 분석. 초등과학교육, 33(4), 674-682.

김민정, 조형숙, 김대욱. (2014). 국내 초등학교 STEAM 교육 연구 현황 분

석을 통한 유아교육에서의 방향 탐색, 유아교육연구, 34(4), 139-161.

이지혜. (2014). 수학 중심 STEAM 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효녕 외. (2014). 과학 교과와 연계된 통합 교육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8(2), 295-319.

윤조희. (2015).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미술교육 국내 연구동향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혜란, 유미현. (2015). 영재교육에서의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 동향 

분석. 영재교육연구, 25(3), 401-420.

곽혜정, 류희수. (2016).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 동향 분석. 과학교육연

구지, 40(1), 72-89.

임수진, 이해준. (2016). 예술중심 STEAM 교육 현황 분석 및 무용중심 

STEAM 교육의 방향성 고찰. 한국체육학회지,55(4), 48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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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융합인재교육 연구 전반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논문 전반을 분석한 연구는 김방희·김진수

(2014)와 곽혜정, 류희수(2016)의 논문이 있다. 시기적으로 앞서있는 김

방희·김진수(2014)는 전통적 내용분석법이 아닌 새로운 연구방법을 사용

했다. 바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법이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해 2011년부터 검색된 학술논문과 학술대회발표논문 181편의 제목

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텍스트빈도 분석결과 ‘프로그램’이 68회, ‘개

발’이 67회, ‘기반’이 39회, 적용이 35회 순으로 나타나 2011년 STEAM

교육의 도입을 통해 학교 현장에 STEAM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영역으로는 ‘로

봇’이 14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환경’, ‘에너지’, ‘오토마타’, ‘정

보’, ‘스크래치’, ‘스마트’, ‘프로그래밍’, ‘코드’, ‘신소재’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과별로는 과학(22회), 기술·실과(25회), 예술·미술(16회), 수학(9

회)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STEAM 융합교육 관련 성과물은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2011년은 ‘개발’,

2012~2013년은 ‘프로그램’과 ‘초등’ 단어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즉 이론

정립 연구 후 대부분 초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이후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 연구의 주된 경향을 나타났다. 또 초등의 경우 개인의 교사가 적극적

으로 STEAM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 중등보다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동향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등에서도 보다 수

월한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자율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등의 활성화 방안

이 정책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과별 분석 결과 과학

교육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연

구는 주로 태도, 흥미, 창의성과 관련되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 주제는 ‘로봇’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과의 연결관계가 두드러져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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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논문명 텍스트 빈도분석 결과

(김방희·김진수, 2014, p. 677)

Rank Word Freq Rank Word Freq Rank Word Freq Rank Word Freq

1 Program 68 20 Subject 13 39 Environment 7 58 Scientific 5

2 Development 67 21 Way 12 40
Gifted

person
7 59 Training 5

3 Based 39 22 Creativity 12 41 Search 6 60
Instruction

material
4

4 Application 35 23 Project 11 42 Case 6 61 Survey 4

5 Using 31 24 Curriculum 11 43 Information 6 62 Emotion 4

6 Research 26 25 Topic 10 44 Viewpoint 6 63 Future 4

7 Centered 25 26 Recognition 10 45 Fine art 6 64 Thinking 4

8 Learning 24 27 Arts 10 46
Middle

school
6 65 Characteristic 4

9 Science 22 28
Practical

arts
10 47 Making 6 66 Regard 4

10 Instruction 21 29 Technology 15 48 Energy 6 67 Approach 4

11 Elementary 19 30 Model 9 49 Training 6 68 Korea 4

12 Analysis 18 31 Mathematics 9 50 Scratch 6 69 Theme-based 4

13 Effect 17 32 Attitude 9 51 Literacy 6 70 High school 4

14
Elem. school

student
16 33 Design 8 52 Ability 5 71 Possibility 4

15 Creativity 16 34 Material 8 53 SMART 5 72 Method 4

16 Robot 14 35 Target 8 54 Integration 5 73 Convergence 4

17 Teacher 14 36 Teaching 8 55 Creative 5 74 Interest 4

18 Influence 13 37 Process 7 56 Activity 5 75
SMART

learning
4

19 Elem. School 13 38 Unit 7 57 Student 5

학교 급의 STEAM 교육 주제로 로봇이 많이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기타 환경, 에너지, 정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코드, 신소재등 정보통신

기술 및 제조기술영역과 관계된 주제로 STEAM교육연구가 진행된 것으

로 나타났다. 실생활과의 연계성, 학생들의 실제적인 활동측면에서 최신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주제를 다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자가 주목한 점은 텍스트빈도분석으로 선정된 75개 단어 중

교과의 빈도를 비교해보면, 과학이 22회, 기술이 15회, 수학이 9회,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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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Fine Art) 6회, 디자인이 8회, 예술이 10회로 나타난 것이다. 순수

미술과 디자인을 합하면 14회이고, 예술까지 합하면 24회로 이는 과학,

기술, 수학보다 앞선 수치다. 이는 융합인재교육(STEAM)연구에서 예술

과 미술이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 참

고)

최근에 발표된 곽혜정·류희수(2016)의 연구는 가장 최근에 이뤄진 융

합인재교육 동향분석 연구이다. 연구자는 융합인재교육의 목적은 교과

간의 내용통합이 아니라 융합인재를 기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

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

서 융합인재교육은 어디에 쓰이고 왜 배우는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설계

하고 탐구·실험하는 과정을 강조하며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육

이라고 특성 및 접근 방법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 총 271편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1년에

서 2012년 사이에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가 2014년에 감소해 증가 추세가 주춤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연구 방법은 프로그램 개발연구와 실험연구가 자주 이용되었고, 최근 질

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학생 대상 연구

결과가 논문 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고등학생 대상의 연구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주를 이

루는 반면, 평가 및 측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점을 지적했고, 교사인식

관련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해수준은 높았으나 평

가방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이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고 제언한다. 그리고 전체 연구 중 연구 중심주제로 가장 많이 들

등장한 교과는 실과로 드러난 것을 융합인재교육이 STEM교육에서 태

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중심교과의 차이가 보이

는데 유치원의 경우 미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 비중이 가장 높고,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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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실과와 과학, 중학교에서는 실과,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이 높았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미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그 원인

을 미술을 매개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하는 흐름이 대학에서 이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프로그램의 효과연구는 과학에 대한 흥

미 및 태도에 편중되어있고, 교과인지능력에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이 교과지식 습득

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현장적용이 저조한데,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교과인지능력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요구됨을 역설

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제언을 덧붙였는데 하나는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에 비해 현장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

화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대부분

이 단기간의 실험식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하기도 어렵고, 이

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해당 분야에 정착하게 할 수 있는 본래 교육

의도에도 부적합하므로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중 유치원과 대학에서 미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

인재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교육관련 학회

외의 일반학회 중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이 미술관

련 학회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나. 특정 교과 중심

① 과학

그동안의 동향분석 연구는 과학교육학회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

다. 총 11편의 선행연구 중 4편이 과학교육관련 학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그 중 과학과와 관련된 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총 3편으로

권난주·안재홍(2012)의 논문, 양승지·권난주(2014)의 논문, 이효녕 외

(2014)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을 발행연도 순으로 고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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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간 연계, STS, STEM 등 통합교육과정 전반의 연구동향을 분석

한 논문은 이전에도 있었지만(조재주 등, 2011), ‘융합교육’이란 단어가

논문명에 명시된 동향분석연구는 권난주·안재홍의 2012년 논문이 처음이

다. 권난주·안재홍(2012)은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국내 융합교육과 통합교

육의 동향을 분석했는데 연구자는 융합인재교육이 과거 과학-기술-사회

(Science-Technology-Society, STS)교육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요

구를 반영한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STEAM이외의 통합

교육들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한국과학교육학회지와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에 게재

된 110편의 논문을 다루고 있는데 분석 결과 2000년대 중반까지는 연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후반에 들어 감소했고,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다. 통합유형은 STS 및 통합 분야 연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과학 내 연계, 타 교과 연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용으로는 효과분석연구가, 교육대상으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분석했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연구들에 대한 종합

적인 데이터베이스화 및 분석이 필요하며, 융합 및 통합 과학교육과 관

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과학교육 안에서도

다른 교과 및 지식과의 융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해할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융합인재교육지원이 기관설치를 넘어

교사지원 및 교육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이전의 STS와 같은 통합 과

학교육의 문제점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양승지·권난주(2014)는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국내외 프로그램의 동

향을 분석했다. 예술교육은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며 과

학과 예술의 융합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과학과 예술의 올바른 통합을 위해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과학에 예술 장르를 활용한

유닛구성 및 교사 학생의 활동이 제시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국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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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학교 내 193개, 학교 외 106개이며, 국외 연구는 7개이다.

그 결과 국내 학교 내 융합교육은 초등학생 대상이 가장 많았고, 그

중 고학년 대상이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적용 시간은 주로 교과시간

과 창체시간이었다. 반면 중·고등학생의 교육 정규수업이 아닌 동아리,

방과 후, 방학시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절반을 넘어 학교 운영 시스

템간의 차이가 융합인재교육의 구성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다. 국내 학교 내 과학과 예술 융합프로그램 중 미술 분야가 63%를 차

지했으며, 그중 직접적인 기능이 79%에 달했다. 또한 예술 활동의 역할

의 79%는 응용 및 적용이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과학관련 학습내용을 활

용해 산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예술이 활용됨을 보여준다.

국외 프로그램 사례 분석 결과 학생들의 체험과 경험을 중요시하여

노작활동이나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이 자주 등장했으며, 프로그램자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고, 학교와 학교 밖 기관의 연계 수업 지원이 체

계적이었다. 따라서 한 차시, 한 단원의 융합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과학교

육 전체 내용과정에 적용 가능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 및 자료 분류 및 범주화 작업을 통해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학교 밖 기관 및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마련해 수준과 폭을 넓혀야 하며,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교 내 프로그램 절반이상이 미술과 연계된 점은 학계에서 두 교과

가 융합에 용이하거나, 융합에 적합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영역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는 융합인재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차윤경 외(2014)의 입

장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효녕 외 (2014)도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된 융합인재교육의 동

향을 분석하고 있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전후 12년

동안 과학교과와 연계된 통합교육의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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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학교급에 따른 교과별 과학 교과와의 통합 빈도

(이효녕 외, 2014, p. 310)

학교급
계

학교급
계

초등 중등 고등 초등 중등 고등

과학교과 내 22 6 10 38 역사(국사) 2 2 2 6

공학 8 3 3 14 영어 23 1 0 24

국어 12 5 1 18 음악 15 4 2 21

기술·가정 13 13 10 36 즐거운 생활 3 0 0 3

도덕(윤리) 1 0 1 2 지리 0 0 1 1

미술 41 6 9 56 진로 1 0 0 1

바른 생활 3 0 0 3 체육 2 2 0 4

사회 4 0 3 7 특수 0 0 1 1

수학 22 13 9 44 한문 1 0 1 2

슬기로운 생활 4 0 0 4 환경 4 0 1 5

실과 14 0 0 14 합계 195 55 54 304

다. 선행연구들 중에서 가장 앞선 시기인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논문

과 학위논문 329편을 분석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 이전의 통합교육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분석 결과 통합교육 연구는 매해 증가했으며, 연구 유형으로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가장 많았고, 연구 주제는 교수·학습법, 연

구 대상은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과학과 가장 많이 통합된 교과는

미술이었으며, 통합의 유형은 기여적 통합, 주제 중심 통합, 간학문적 통

합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과학교과와 통합된 21개 교과 중 미술과의 통합이 가장

빈번했으며 그 역할은 주로 주제나 기능 제공이었다([표 2-6] 참고). 통

합방식은 기여적 통합3), 융합적 통합4), 종합적 통합5), 합산적 통합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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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으며, 융합적 통합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함께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인재교육이 중심교과 내용을 재미있게 가

르치기 위해 기타 교과의 내용을 가져오거나, 삶의 영역에서 가져오거나,

이슈를 가져오는 형태를 취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 간의 중복되거나

관련된 영역을 동일한 비중으로 가르치는 통합형(종합형, 합산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융합인재교육이 교사간의 협력을 통해 실

천되기 보다는 단일교사에 의해 개발·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② 수학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한혜숙(2013)의 논문과

이지혜(2014)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한혜숙(2013)은 수학교과를 중심으

로 한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동향을 분석해 중학생 프로그램을 개발

했다. 총 19편의 수학교과 중심 프로그램을 분석했는데, 교육대상별로 분

석한 결과 초등학교 대상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

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이어졌다. 교과 융·통합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술

지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대상의 모든 연구에서 STEAM요소를 모두

활용하고 있었으며, 학위논문에서도 6편을 제외한 논문에서는 4개 교과

이상의 내용을 융·통합하고 있었다. 또한 예술, 과학, 기술과 수학, 공학

순으로 융 통합 교과의 대상이 되었으며, 모든 STEAM 프로그램에서

예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혜숙은 이를 STEM이 STEAM으

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예술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했다. 중심교과로는 과

학이 가장 많았고, 기술, 수학, 예술, 공학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과 기술

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전체 논문의 67.8%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원

3) 환경오염, 로봇 만들기와 같은 주제를 과학을 중심으로 타 교과가 기여하는 것

4) 과학 글씨기와 같이 교과들의 중복되는 원리나 공통적 관심사에 기초해 포괄적으로 

재구성

5) 과학 신문 만들기, 직업인 되어보기와 같이 과학과 다른 교과를 종합적으로 통일성 

있게 구성

6) 조선시대 도자기 감상과 같이 미술과, 한국사, 화학 교과를 독립적으로 취급하여 합

하는 형태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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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기존의 STS와 STEM교육 관련 연구의 축적과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증진이란 STEAM교육 목표에서 찾았다. 수학은 상대적으로

연구수가 적었고, 예술의 경우 17편 중 12편이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개

발되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수학교과에서도 프로그램에 수학적 추론이나

문제해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보다 기본적인 계산 기능을

포함시킨 수가 현저히 높아,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수학이 단순 계

산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추론능력이나 문제해결능

력과 같은 고등적인 수학적 능력을 기르는 데 교과가 활용돼야함을 주장

했다.

한혜숙(2013)의 연구결과 중 모든 STEAM 프로그램에서 예술이 활

용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혜숙

(2013)은 STEM이 국내에서 STE ‘A’ M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예술이

부각되었고, 프로그램에도 그 영향이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즉 STEM

에서는 A(arts)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하게 되었고, 예

술분야에서는 평소 단절되었던 과학, 기술·공학, 수학과의 새로운 융합시

도를 할 기회가 마련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예술영역이

활용된 것이다. 하지만 STEM에 A가 포함되는 것이 더 이상 새롭지 않

은 지금도 여전히 A요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제

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예술중심 프로그램 17편 중 12편이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개발

됐으며 그 원인은 과학기술이 예술적 상상력과 감성, 시각화 원리를 활

용한다(Miler, 1996)는 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술이 상식과는

다르게 과학기술과 멀지 않은 분야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학교과의 활용 내용이 단순 계산 등으로 한정적이고 그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미술교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이는 어쩌면 융합인재교육이 가진 한계인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국내 융합인재교육은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

타 교과들은 단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연계형이 아닌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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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혹은 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나

교사들이 그룹을 이루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드레이크

(Drake)는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각 교과의 핵심내용과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을 분석한 뒤 교과 간에 중복되거나 연관되는 내용을 찾는 과정

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Drake, 2009). 현재 국내 융합인재교육은 이러한

작업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지혜(2014)의 석사학위논문은 수학 중심 STEAM 교육의 연구 동향

을 분석하고 있다. 학위논문 252편과 학술 논문 225편, 총 477편을 분석

했으며, 이 중 수학 중심 논문 53편을 재분석했다. 그 결과 STEAM관련

연구는 프로그램과 교수법 개발연구가 가장 빈번했으며 초등생 대상의

연구비중이 높고, 과학교과가 중심이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수학의 비율

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학 관련 연구에서는 영재 대상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어와 사회교과목과의 연계,

중고등학생을 위한 연구의 필요를 주장했으며, 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평가 관련 연구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기술과 예술

과학과 수학을 제외한 기타교과에서 진행한 연구는 총 3편으로 기술

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김미숙(2014)의 연구와 미술교육 중심의 연구를

분석한 윤조희(2015)의 석사학위논문, 무용교육의 관점에서 예술중심

STEAM교육을 분석한 임수진·이해준(2016)의 연구가 있다.

김미숙(2014)은 초·중등의 STEAM 관련 연구와 프로그램을 분석하

여, 초등 기술학에서의 융합교육 실현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2007년부

터 2013년까지의 연구 총 33편을 분석했다. 연구 대상의 수가 적기 때문

에 코딩을 실시하지 않고, 각 연구 본문을 검토 후 요약 분석하는 방법

을 택했다. 분석결과 융합교육의 내용 요소로 기술학과 공학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함이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학 관련 융합교육 연구는 201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초등보다는 중등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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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프로그램개발, 학습효과 분석, 모형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고, 주

제도 비교적 다양했다. 또한 대부분 각 내용 구성요소(S, T, E, A)를 모

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예술영역(A)은 미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다학문적 접근 방식으로 융합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판

단 기준이 되는 학습 준거 틀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흥미로운 점은 위 연구자가 우리나라에서 예술영역이 강조되는 이유

를 예술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상상력, 창의성, 소통, 감성 등을 통해

과학의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극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이다(노상우 외, 2012). 이는 과학기술교육에서도 예술의

상상력과 감성, 확산적 사고방식 및 고차원적 사고력을 과학·기술교과와

융합해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예원, 2011, p. 74).

그리고 기술학의 정의를 세계의 산물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변환하여

만드는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 및 시스템과 과정을 다루는 학문으로 제조

기술, 건설기술, 수송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차후 융합요소에 따라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술과 공학분야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술과

공학 요소의 선정과 활동 내용 기술이 부적절하거나 오류를 보이는 경우

가 많았다. 그리고 기술교과 내에서도 기술·가정의 전자기계기술 단원에

치중되어 있을 뿐 건설기술과 생명기술 등은 소외되었음을 말했는데, 이

는 미술의 내용영역 중 표현영역의 주제 표현하기와 디자인에 활용영역

이 치중된 것과 일치한다. 즉, 타 교과의 융합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제가

제한적임은 미술 외 기타교과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학의 경우 기타 다른 선행연구와 다르게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점이 흥미롭다. 제언에서 기술과

공학에 대한 개념 설명 자료가 개발되어 활용의 오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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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는데 이는 미술교육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덧붙여 기술·공학

과 미술활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만들기와 설

계하기, 디자인하기 등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윤조희(2015)는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국내 융합인재교육의 동향을

분석했다. 2011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발표된 87편의 논문을 분석했고,

그 결과 융합인재교육 관련 미술교육 연구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대부분

미술(디자인·예술)과 과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적용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연

구방법은 질적연구, 혼합연구, 양적연구 순으로 나타났지만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한 연구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술

과 가장 많이 연계되는 교과는 과학이고, 가장 적은 교과는 수학이었다.

과학분야와 미술의 융합이 가장 빈번한 것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졌지만, 미술관련 연구에서 유독 질적연구 및 혼합연구의 비중이 높

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미술영역을 미술, 디자인, 예술로 분류했을 때 미술이 가장 빈도가 높

았으며, 교육대상은 학생이 많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

한 분야에서 미술관련 융합인재교육연구가 요구되며, 미술 내에서는 디

자인적 접근을 시도한 융합인재교육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했고, 인식, 실

태, 동향 분석 등의 거시적인 분석연구가 필요하며, 현장적용 및 확산을

위해 교사대상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진·임해준(2016)은 예술중심 융합인재교육의 현황을 무용의 관점

에서 분석하고 있다. 김혜정(2015)과 정유진(2012)이 사용한 분석준거를

참고해 연구연도, 교육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교육분야로 분석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학술정보서비스, 국회도서관, 한양대학교 학

술정보관을 이용해 학위논문 99편과 학술논문 65편으로 총 164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1

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예술중심 STEAM교육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이며, 교육영역 빈도는 초등, 기타, 중·고등, 유아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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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주제는 석·박사 논문에

서는 교수법, 기타, 실태분석, 관련 이론 순으로 나타났고, 학회지에서는

교수법, 관련이론, 기타, 실태분석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질적연구, 양적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분

야 내 영역별 빈도는 학위논문에서는 미술 45편(45.5%), 디자인 21편

(32.3%), 음악교육 13편(13.1%), 무용 2편(2.0%), 연극 2편(2%), 기타 26

편(26.3%)이고, 학회지에서는 미술 21편(32.3%), 디자인 9편(13.8%), 음

악 4편(6.2%), 무용 1편(1.5%), 연극 4편(6.2%), 기타 26편(40.4%)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예술중심 STEAM교육에서 미술과 디자인이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편 교수법을 개발하는 연구는 많으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부족

해, 효과 검정 연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예술중심 STEAM교

육의 연구에 적합한 분석틀을 개발하여 예술중심 STEAM교육의 변화

추이를 일관성 있게 살펴보고 연구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

로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다. 특정 교육대상 중심

교육대상에 따라 분석대상 범위를 한정한 연구는 총 두 편이다. 초등

학생 대상 연구를 분석한 김민정·조형숙·김대욱(2014)의 연구와 영재를

대상으로 한 안혜란·유미현(2015)의 연구가 있다.

김민정, 조형숙, 김대욱(2014)은 유아대상 STEAM교육을 개발하기 위

해 초등학교 STEAM교육 학위논문과 학술지 105편을 분석했다. 연구결

과 초등 STEAM교육연구는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위주로, 혼합연

구,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순으로 수행되었고, 연구내용은 프로그

램개발, 효과분석, 이론과 내용분석, 실태인식 순으로 이뤄졌다. 또한 고

학년 대상의 과학교과 중심의 연계의 빈도가 높았으며 창의성 분야에 대

한 효과검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술지 논문 다수가 초등교사에 의

해 수행된 프로그램 실행연구인 점을 통해 이론가들의 적극성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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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론화되는 아래로부터의 연구가 가진 장점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명확하고 일관된 개념 정립이 부재함을 지적했

고,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많은 원인분석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평가방법

개발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를 통해 융합인재교육 연구에

현장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는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

의재단의 교사연구회, 리더스쿨 지원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

다.

안혜란·유미현(2015)은 영재교육의 관점에서 융합인재교육의 동향을

분석했다.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등재된 논문 52편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인재교육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융합인재교육의 주

요 연구대상은 초등학생이었고,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과학 중심으로 이

뤄지고 있다. 예술영역 중에서는 미술이 중심이었으나 차츰 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융합인재교육의 다섯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학습형태는 STEAM 준거 교수학습모형이 가

장 많이 개발되었으며 영재의 특성에 맞는 학습모형을 적용한 다양한 학

습형태가 연구되고 있다.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분석으로는 창의성 증

진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비중이 높았다.

융합인재교육 연구 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가 57.%로

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을 현장에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학계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프로그램

전체에서 과학, 예술, 기술공학, 수학인 반면, 영재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과학, 수학, 기술공학, 예술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서 예술이 더 빈번하게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영재 대상 프로그

램 중 일반영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20편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

11편, 정보영재 7편, 수학영재 7편, 예술영재 4편, 기타 3편 순으로 나타

났다. 예술 영역 논문을 분류해보면 미술이 28편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국어 10편, 인문학 8편, 음악 5편, 종합예술 4편, 체육 2편으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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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다른 연구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 정리

지금까지 선행연구 11편을 분석대상에 따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융합인재교육 연구의 주제로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연구가 가장

많다. 이는 융합인재교육의 연구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그램관련 연

구에 주목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프로그램동향을 분석한 논문은

양승지·권난주(2014)의 연구뿐이고, 이마저 과학-예술중심 프로그램만 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 동향을 밝히고 있지 못하다.

둘째, 과학교육관련 학회지에서 동향분석연구 가장 많이 시도되었고,

미술교육 학회지에서는 동향분석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지혜

(2014)의 석사학위 논문이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융합인재교육 연구들을

분석한 유일한 연구이지만 미술중심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

문에 타교과 중심 융합인재교육에서 미술의 활용방식과 기여도 등을 도

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 밖에 예술분야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함께 연구된 사례로 양승지·권난주(2014)의 연구와 임수진·이해준(2016)

의 연구가 있었으나 미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의 활

용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전체

융합인재교육의 흐름을 관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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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내용분석법의 장점과 단점 (Weber, 1985; 홍성열, 2008)

장점 단점

-문헌자료의 복합적인 성격때문에 폭

넓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얻어

다면적 해석이 가능하다.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다룰 수 있다.

-사용 가능 자료가 제한적이다.

-자료가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와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

히기 어렵다.

-코딩과정에서 신뢰도 확보가 어렵다.

III. 연구방법

1. 내용분석법

본 연구는 양적 내용분석법(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을 활용한

다.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은 문헌연구의 일종으로 “메시지의 특

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모종의 추론을 수행하려는 일

련의 방법”이다(Holsti, 1969, p. 601; 우영희·박양주, 2012, p. 265, 재인

용). 그리고 “문자로 쓰인 문서(written text)를 고도로 신뢰할 수 있는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연구기법”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주재현, 2002,

p. 30).

따라서 내용분석법은 문서화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석

해 유의미한 추론을 얻어내는 연구방법(안영섭, 1996)이며 그 중 양적내

용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은 다양한 텍스트 자료를 체계적

이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양적 자료로 변환시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

다(Rourke et al., 2001; 우영희·박양주, 2012). 이는 계량화된 정보수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변화, 학제성, 특이성 등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방법으로 적합하다(오세훈, 2005; 곽혜정,

2015). 내용분석법의 장단점은 [표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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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석법의 연구절차는 연구목적과 연구자의 태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아래 [그림3-1]과 같이 네 단계로 단순화시켜 설명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95).

[그림3-1] 내용분석법 연구단계

내용분석의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유의할 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분석단위가 서로 배타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분석

단위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셋째, 시험분류를 통해 분석단위의 적합성

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주제 분석 분류표, 시소러스 같은 분석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내

용분석의 출발은 인상적, 직관적 분석의 비(非)신뢰성, 비(非)타당성, 비

(非)객관성을 극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95).

2.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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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5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분석대상 수집 및 예비분석

준거틀 개발단계이다. 분석대상수집을 위해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학술정보원(KISS), 국회도서관, 누리미디어(DBpia)에서 ‘융합인

재교육’, ‘융합교육’, ‘STEAM교육’, ‘STEAM’, ‘통합교육’, ‘교과연계’,

‘간학문적 접근 교육’ 키워드로 KCI에 등재(후보) 논문을 검색했다. 그

리고 중복되거나 잘못 검색된 논문을 제외시켜 총 1,074편의 융합인재교

육 관련 논문리스트를 확보했다. 이 중에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과 관

련된 논문 529편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논문 전문을 수집했다. 또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분석준거틀을 개발했다.

2단계는 시험분류단계이다. 예비분석준거틀에 따라 529편의 논문을

시험분류했다. 그 과정에서 논문전문을 검토했고 연구주제와 맞지 않거

나 부실한 논문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총 222편의 분석대상리스트를 확

보했으며, 최종 분석준거틀을 마련했다.

3단계는 1차 분석단계이다. 1차 분석은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222편을 최종 분석준거틀인 발행연도,

교육대상, 융합유형, 융합요소, 수업차시, 효과분석도구를 준거로 분류해

각 준거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해석했다.

4단계는 2차 분석단계이다. 2차 분석은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 중 프로그램에 미술요소가 포함된 197편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분석준거틀에 따라 논문을 발행연도, 교육대상, 융합유형, 융합요소, 수업

차시, 효과분석도구별로 분류했고,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했다. 추가로 분

석대상을 미술중심 프로그램과 타 교과 중심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프로

그램 내 미술 활용도 및 활용 내용영역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분석결과를 재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한 뒤 결

론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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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연구절차

3.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2011년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KCI등재(후보)지에 발

표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관련 연구 222편이다. 222편의 최

종 분석대상논문은 두 차례에 걸친 선발과정을 통해 얻어졌다. 먼저 1차

선발과정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http://www.riss.kr),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http://kiss.kstudy.com)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검색 키워드는

‘융합인재교육’, ‘STEAM교육’, ‘STEAM’, ‘융합교육’, ‘교과융합’, ‘간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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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연구대상 선발과정

교육’, ‘교과연계’, ‘통합교육’, ‘통합교육과정’, ‘통섭+교육’이다. 데이터베이

스 검색 결과 총 1,074편의 융합인재교육 논문리스트를 확보했다. 이를

각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목록과 비교해 누락되거나 잘못 검색된

논문이 없는지 재검토했으며, 논문 명에 ‘융합’, ‘융합교육’, ‘융합인재교

육’, ‘STEAM’, ‘STEAM교육’이 포함된 연구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총 805편의 융합인재교육 관련 연구목록을 완성했다.

2차 선발과정은 프로그램 관련연구의 선발과정이다. 805편의 융합인

재교육 관련 연구 중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만 다시 수합한 것이다. 프

로그램 관련 연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초·중·고등학생을 교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연구주제가 프

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효과분석, 교육(프로그램) 사례제시 중 하

나이어야 한다. 셋째, 본문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교육대상, 학습

목표, 주제, 활동, 진행과정, 차시)이 서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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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논문을 선별하기 위해 논문명과 본문을

비교 검토했다. 논문명과 논문내용이 상이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금영충·배선아의 ‘초등기술기반 STEAM교육이 초등학생의 기

술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2012)’ 연구는 제목에 ‘프로그램’, ‘구안’, ‘수업

안’, ‘교수·학습안 ’, ‘지도안’ 등 의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용에

프로그램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22편

의 분석대상 리스트를 작성했고 부록에 제시했다.

    

4. 분석 준거

[표3-2] 분석준거개발 참고문헌

연구 동향 분석 연구 프로그램 분석 연구

권난주·안재홍(2012)

김미숙(2014) 이효녕 외(2014)

안혜란·유미현(2015)

임수진·이해준(2016)

곽혜정·류희수(2016)

김지숙(2013)

김준수·김종욱·김진수(2015)

정민주(2015)

분석준거틀을 개발하기 위해 6편의 동항분석 연구와 3편의 프로그램

분석 연구를 참고했다([표3-2]).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발행연도, 교육대

상, 융합유형, 융합요소, 수업차시, 개발인원으로 구성된 예비 분석준거를

설계했고, 이에 따라 수집된 분석대상을 시험 분류했다. 그 과정에서 발

견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정리해 최종 분석준거틀을 마련했다. 최종 분

석준거는 발행연도, 교육대상, 융합유형, 융합요소, 수업차시, 효과분석도

구, 미술 활용도, 미술 내용영역이다. 예비 분석준거틀에 추가된 분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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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예비 분석준거틀

영역 내용

발행연도
2011년~2016년

(2016.10.30 까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대상

초·중등

교육 대상자

(8세~19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융합유형

연계

과학교과중심-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공학교과중심-기술·가정, 기술, 컴퓨터

인문·예술교과중심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음악, 미술, 체육

수학교과중심-수학

통합

융합

융합요소

Science

과학적요소
과학교과내용 포함

Technology

기술적요소
기술·가정, 기술교과내용 포함

Engineering

공학적 요소
공학관련 내용 포함

Arts

인문·예술적 요소
인문·예술교과내용 포함

Mathmatics

수학적요소
수학교과내용 포함

수업차시 1~4 5~10 11~15 16~20 20 이상

개발인원 1 2~4 5명 이상

거는 효과분석도구, 미술 활용도, 미술 내용영역이고, 제거된 준거는 개

발인원이다, 변경 사항은 1)교육대상을 학교급 아래 학년별로 세분화한

것, 2)융합요소 중 공학요소와 기술요소를 하나로 통합한 것, 3)수업차시

분류기준을 세분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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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최종 분석준거틀

영역 내용

발행연도
2011년~2016년

(2016.10.30까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대상
초·중등교육

대상자

초등학생 1 2 3 4 5 6 통합

중학생 1 2 3 통합

고등학생 1 2 3 통합

융합유형

연계

과학교과중심-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공학교과중심-기술·가정, 기술, 컴퓨터

인문·예술교과중심

국어(문학), 도덕, 동합교과, 가정, 영어, 사회, 한국사, 지리,

경제, 경제마케팅, 종합예술(연극, 영화), 음악, 미술,

체육(무용),창체(진로)

수학교과중심-수학

통합

융합

융합요소

과학
과학교과내용 포함

탐구하기, 실험하기, 관찰하기

기술·공학

기술·공학교과내용 포함

구상 및 설계하기, 만들기, 작동하기, 응용하기,
도구(컴퓨터, 로봇, 장치)활용하기

인문·예술

인문·예술교과내용 포함

토론하기, 발표하기, 조사하기,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읽기, 쓰기, 감상하기,

디자인하기, 그리기, 만들기, 구상하기, 표현하기,
놀이하기, 노래하기, 작곡(개사)하기, 연주하기, 춤추기,

움직이기

수학
수학교과내용 포함

계산하기, 이해하기, 추론하기

수업차시 1~5 5~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기타

효과분석

도구
인터뷰

사전-사
후 검사

사후
설문지

학생
소감문

자기
평가

산출물
참관(진
행)교사
평가

전문가
검증

효과분석

요인
태도 정서 능력 기타

미술

활용도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미술

내용영역
체험 표현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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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 연도

국내 융합인재교육(STEAM)연구의 확산은 2010년 12월 교육부의 업

무보고를 기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2016.10.31)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단위를 1년으로 잡아

총 여섯 가지 항목(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으로

분류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다.

나. 교육 대상

본 연구는 초·중등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현황 분석이 목적

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을 초·중등 학령기 학생으로 제한했다. 자료수집과

정에서 교사, 부모 대상의 연구사례와 대학생, 유아 대상의 연구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연구주제와 맞지 않아 제외했다. 학교급에 따라 초등, 중

등, 고등의 범주로 분류하고 각 학교급별로 학년에 따라 세분화 했다.

다. 융합 유형

융합 유형이란 융합인재교육의 세 가지 요소인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내용 통합 중 내용통합과 관련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내용

통합이란 교과간의 교육내용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통합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연계형(다학문적 통합), 둘째는 통합

형(간학문적 접근), 셋째는 융합형(초학문적, 탈학문적 접근)이다. 연계형,

통합형, 융합형이란 표현은 김진수(2012)의 연구에서 빌려왔다. 연계형은

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다른 교과들이 활용되는 유형이다. 통합형은 두

개 이상의 교과가 각각의 교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사이에 공통으로 다

루고 있는 개념, 기능, 태도를 찾아 새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융합형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관련된 문

제, 주제, 이슈 등을 중심으로 삼고, 이를 여러 교과를 통해 풀어가는 방

식의 통합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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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융합인재교육 통합모형(김진수,2012, p.182)

모형1 연계형(다학문적 통합) 모형2 통합형(간학문적 통합) 모형3 융합형(탈학문적 통합)

라. 융합 요소

융합 요소란 S(science), T(technology), E(engineering), A(arts),

M(mathematics)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하지만 기술과 공학의 차이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김미숙, 2014)기술과 공학을 한 요

소로 합쳐 총 네 가지 요소로 분류했다. A요소는 인문학과 예술영역, 체

육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Arts로 해석했으며, 제 5장에서는 미술

을 제외한 A요소를 ‘기타 A'라고 지칭한다. '기타 A'요소에는 국어, 사

회, 도덕, 음악, 체육, 종합예술 등이 포함된다.

마. 진행 차시

진행 차시는 총 일곱 가지로 범주화했다. 1~5차시, 6~10차시, 11~15차

시, 16~20차시, 21~25차시, 26~30차시, 31차시 이상, 기타로 분류된다. 기

타는 차시 대신 수업시간이 표시되거나, 캠프 등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

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논

문은 모든 프로그램의 세부 수업안과 지도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을 보

였다. 따라서 여러 프로그램 중 예시로 세부 사항이 설명된 프로그램만

추출해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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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효과분석도구

효과분석방법이란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을 의미한

다. 여기에는 사전-사후 검사, 전문가검증, 사후 설문조사, 학생인터뷰,

학생자기평가, 학생소감문, 산출물(사진, 작품, 포트폴리오)분석, 참관교사

평가가 포함된다. 사전-사후 검사는 검사지를 통해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변화를 측정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전문가검증

은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받는

것이다. 사후 설문조사는 프로그램 관계자(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프로

그램의 효과, 만족도 등을 피드백 받는 것이다. 학생인터뷰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프로그램에 대해 심층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의 효과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학생자기평가는 프로그램 참여학생이 프

로그램을 통해 얻은 교육적 효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학

생 소감문은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학습경험 등을 엿볼 수 있다. 산출물은 수업과정에

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사진, 작품, 일지, 포트폴리오 등을 포

함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참관(진행)교사평가

는 교육현장을 직접 관찰한 교사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느낀 장단점,

보완사항 등을 보고한 것이다. 총 8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석대

상이 활용한 효과분석방법을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했다.

사. 효과분석요인

효과분석요인은 2차 분석에 적용되는 분석준거이다. 연구에 따라 프

로그램의 교육효과를 증명하는 요인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범주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1)태도, 2)정서, 3)능력, 4)기타, 총 네 가지 영역

으로 범주화시켰다. 태도영역에는 특정 교과에 대한 태도 및 인식, 학습

태도, 학습몰입, 학습동기, 자기주도성,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 생활습

관, 목표지향성이 포함된다. 정서영역에는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지수가 있

다. 능력영역에는 논리적 사고력, 융합적 사고력, 시스템사고력,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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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과학탐구능력, 메타인지, 인지, 창의성, 리더십, 융합적 소양, 문해력

(literacy), 디자인능력, 공간지각능력, 인성 등이 있다. 기타영역에는 학

생만족, 학업성취, 진로이해를 포함시켰다.

아. 미술활용도

미술 활용도는 2차 분석 때 적용되는 분석준거로 전체 프로그램 구성

에서 미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었는가를 의미한다.

활용도는 ‘높은 수준’, ‘보통 수준’, ‘낮은 수준’으로 분류하며 분류기준은

활동주제와 미술의 관련성, 학습활동과 미술교육의 관련성이다. 학습목표

와 학습활동 전반에 미술교과 지식 및 기능이 반영된 경우 ‘높은 수준’으

로 분류되고, 학습활동 전반에 반영된 경우 ‘보통 수준’으로 분류되며, 학

습활동에 부분적으로 활용된 경우 ‘낮은 수준’으로 분류했다.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 프로그램은 미술교과 지식이나 기능을 수업주

제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강윤정·노용(2014)의

연구는 주제를 축제용품 만들기 및 관리로 삼았고, 활동 전체에 미술의

‘에칭(etching)기법’을 포함시켰다. 이 같이 미술교과 지식과 기능, 태도

가 프로그램의 주제와 활동에 반영된 프로그램을 미술이 높은 수준으로

활용된 사례로 분류했다.

중간 수준은 학습활동 전반에 미술교과가 반영된 경우이다. 한 예로

과학에서 배운 빛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빛을 이용해 작품을 제

작해보거나 빛을 이용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처럼 수업주제는 빛의 속성이지만 학습활동에 작품제작 또는 미

술감상과 같은 미술교과내용이 반영된 경우로 미술이 중간 수준으로 활

용된 것으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낮은 수준은 수업주제나 학습활동에 미술이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지만 시각적 표현수단의 일종으로 활용된 경우이다. 예를 들

어 학급신문을 제작하는데, 신문에 사용되는 색상과 글자를 미적으로 고

려하는 것이나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세포의 형태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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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등은 낮은 수준에서 미술을 활용한 것으로 분류했다.

자. 미술내용영역

미술의 내용영역은 체험, 표현, 감상영역으로 구분된다. 체험영역은

지각, 소통을 포함하며, 표현영역은 주제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

리를 포함하고, 감상영역은 미술사, 미술비평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해경,

2012). 내용영역을 분석준거로 삼은 이유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에서

미술교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주목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선행

연구 고찰 중 수학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한 결과 단순 계산도구로 수

학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영역만 집중적으로 사용됨이 발견되었

는데, 미술과는 과연 어떤 영역이 주로 사용되는지, 혹시 한 쪽으로 편중

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준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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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발행연도별 빈도 [그림 4-1] 발행연도별 분석
발행연도

(2011~2016.10.30까지)
편수(%)

2011 6 (2.7%)

2012 22 (9.9%)

2013 60 (27.0%)

2014 40 (18.0%)

2015 61 (27.5%)

2016 32 (14.9%)

계 221

IV.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분석

1. 발행연도

발행 연도별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 222편을 분석한 결

과는 아래 [표4-1]과 같다. 융합인재교육이란 용어가 처음 탄생한 2011

년에는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6편이고, 2012년에는 22편으로 증가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의 증가율이 약 360%로 전체 조사기간 중 증가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곽혜정·류희수(2016)의 융합인재교

육 연구동향조사 결과와 일치하여,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전체 융합인재

교육연구와 동일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3년

은 60편의 연구가 진행된 반면, 2014년에는 40편의 연구만 발표되어 처

음으로 연구빈도가 감소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 변화가 관련 연구 감소

추세로 해석되긴 어려운데, 이 이유는 2015년 프로그램 연구 빈도가 총

61회로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2016년은 33편에 그쳤으나, 10월을 기

준으로 삼은 것을 생각하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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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1] 교육대상별 빈도 [그림 4-2] 교육대상별 분석

교육대상 편수(%)

초등학생 154 (69.4%)

중등학생 40 (18.0%)

고등학생 28 (13.6%)

계 222

2.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분류했는데, 그 중 초등

학생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

램은 총 154편으로 전체 프로그램연구 중 69.4%를 차지해, 프로그램연구

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을 위한 연구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권난

주·안재홍(2012), 한혜숙(2013), 김방희·김진수(2014), 양승지·권난주

(2014), 이효녕 외(2014), 이지혜(2014), 안혜란·유미현(2015), 임수진·임해

준(2016), 곽혜정·류희수(201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다.

초등학생 대상이 가장 많은 이유는 초등교육현장과 중등교육현장의

구조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곽혜정·류희수,2016). 교사가 한 교

과만 담당해서 가르치는 교과담임제의 중등교육환경에서는 학급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학교보다 융합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중학생 대

상은 50편, 고등학생 대상은 28편으로 나타났는데, 초등, 중등, 고등학생

순으로 빈도수가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다.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학급담임제와 교과담

임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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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명확하

지 않다. 추측하기는 고등학교가 입시제도와 수능시험 위주의 교육과정

을 운영하기 때문이거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여 진학으로까지

이어보려는 융합인재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학생의 진로나 전공방

향이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년별로 대상을 세분화한 결과 초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빈도

가 높아졌고, 중학생은 학년별 빈도가 유사했으며, 고등학생은 학년이 높

아질수록 빈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표 4-4-2]참고). 또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합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중 여러 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백분율은 34.0%

인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44.8%에 달한다. 특히 해당 학교 급의 전학년

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가 10건(6.8%), 중학교가 6건

(14.6%), 고등학교가 7건(24.1%)으로 나타나 그만큼 초등학생 대상 프로

그램이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4-4-2] 학년별 빈도

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3(2.0%) 7(17.1%) 8(27.6%)

2 5(3.4%) 7(17.1%) 5(17.2%)

3 6(4.1%) 11(26.8%) 3(10.3%)

4 16(10.9%) - -

5 29(19.7%) - -

6 38(25.9%) - -

통합* 50(34.0%) 16(39.0%) 13(44.8%)

계 147 41 29

* 통합은 특정학년만 지정하지 않고, 여러 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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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3] 교육대상별 발행연도 빈도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2011 4 1 1

2012 13 4 5

2013 42 12 6

2014 27 8 5

2015 42 10 9

2016 26 5 2

계 154 50 28

발행연도별로 교육대상의 순위가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

한 결과 2012년을 제외한 2011, 2013, 2014, 2015, 2016년도에는 모두 초

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연구 빈도가 나타나 2011~2016년 전

체 연구기간 동안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

연구가 초등생 대상으로 편중된 것이 문제시 되고, 과학과 수학에 흥미

를 잃기 쉬운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

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절대적인

숫자는 증가했다. 2011년 1건에 그친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2012년에

는 4건, 2013년에는 12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과 2015년도 8건과 10건

을 각각 기록했다.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2011년 1건으

로 시작해 2012년 5건, 2013년 6건을 기록했고, 다른 교육대상 프로그램

수는 2014년에 감소한데 비해 고등학생 대상프로그램은 5건을 기록해 가

장 감소율이 낮았다. 하지만 절대적인 연구 수가 적어 아직 현장에 적용

하고 확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등학교는 특

성화고등학고,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교육목적에 따라 시스

템이 다른 만큼 학교 현장에 맞게 수정·보완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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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1] 융합유형별 빈도 [그림 4-3] 융합유형별 분석

융합유형 편수(%)

연계형 122(55.0%)

통합형 24(10.8%)

융합형 76(34.2%)

계 222

3. 융합유형

융합유형은 서로 다른 교과를 융합한 방식에 따라 구분했고, 김진수

(2012)가 분류한 융합유형의 용어를 그대로 활용해 연계형, 통합형, 융합

형으로 나눴다. 연계형은 다학문적 통합이라 할 수 있는데 한 교과를 중

심으로 다른 교과 통합하는 유형이며, 통합형은 간학문적 통합으로 두

개 이상의 교과가 각각의 교과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

용, 기능, 태도를 추출해 새롭게 교육과정을 설계한 유형이다. 포가티

(Fogarty, 2009)의 10가지 통합모형 중 공유형(shared)와 통합형

(integrated)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융합형은 실제 사회나 생

활과 관련된 주제, 문제, 쟁점을 중심에 두고, 이를 해결하거나 탐구하기

위해 여러 교과를 동원하는 통합유형이다(김진수, 2012). 포가티의 거미

줄형(webbed)이 융합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인 222편의 프로그램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계형 프로

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계형은 총 122편으로 전체 중

55.0%로 반 이상을 차지했다([표4-3-1]). 이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다수가 한 교과를 중심으로 다른 교과를 빌려오는 다학문적 접근에 집중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연계형 중에서 과학중심 연계형 프로그램이

54.9%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4-3-2]). 이는 교육부의 자료들에

서 나타나듯이 융합인재교육의 취지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에 시작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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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2] 연계형 프로그램의 중심교과별 빈도

중심교과 편수 편수/N* 편수/n**

과학 67 30.2% 54.9%

기술·공학 28 12.6% 23.0%

인문·예술 21 9.5% 17.2%

수학 6 2.7% 4.9%

계 122 100.0% 100.0%

*N= 222 , 전체 프로그램 수, **n= 122, 연계형 프로그램 수

[표4-3-3] 교육 대상별 융합유형 빈도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연계형 77 (50.5%) 22 (55.0%) 11 (39.3%)

통합형 18 (11.7%) 4 (10.0%) 2 (7.1%)

융합형 51 (33.1%) 12 (30.0%) 13 (46.4%)

연계형에 이어 융합형이 76편으로 34.2%를 차지했다. 이는 융합인재

교육이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이론화, 보편화된 지식을 가르치기 보다는 사회 문제나, 학생의 삶

과 관련된 주제, 현상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는

동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는 흥미로운 상황제시를 통

해 학습자가 제시된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중요

하게 생각한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때문에 교과내용을 기반으로 하

는 통합형에 비해 융합형이 더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대상과 융합유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

합형 프로그램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3-3]은 교

육대상에 따른 융합유형을 분석한 표로, 상대적으로 한 교사가 여러 교



- 66 -

과를 가르칠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통합형 프로그램이

11.7%를 차지하는 반면, 중학생 대상은 10.0%, 고등학생은 7.1%로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과지식이 심화되고, 범위도 확장되기 때문에 교

과의 전체 내용을 분석해야 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사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협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연

계형과 융합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해석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

의 입장에서 연계형과 통합형이 더 수월한 것이다.

하지만 포가티(2009)의 주장처럼 통합형은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고, 해당교과의 중요한 내용을 추려내 학습자의 흥미와 책무

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계형과 융합형의 경

우 내용 융합과정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가르쳐지지 않고, 비슷한 내

용만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년별 위계를 놓칠 수 있는 단점도 가진

만큼 두 유형에만 몰두하기보다 기존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요한 내

용을 선별하고, 그 안에서 교과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통합형 프로그램

의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 교과 전

공자들이 모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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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합요소

융합요소는 S(science), T(technology), E(engineering), A(arts),

M(mathematics)으로 융합인재교육의 바탕이 된 STEAM교육의 다섯 가

지 요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네 가지로 기준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공학

의 경우 별도의 교과로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합요소는

S(science), T&E(technology & engineering), A(arts), M(mathematics)

이며, 이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4-4-1]과 같다.

[표4-4-1] 융합요소별 빈도

융합요소(S.T.E.A.M) 빈도
편수/ n

(n=222)

Sceince(과학) 209 94.1%

Technology(기술)+Engineering(공학) 196 88.3%

Arts(인문/예술) 218 98.2%

Mathematics(수학) 165 74.3%

계 100%

* n = 총 연구대상 논문편수

[그림4-4] 융합요소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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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요소의 빈도를 계산한 결과 A요소가 222편의 프로그램 중

218회 등장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한혜숙(2013), 이효녕 외

(2014), 김미숙(2014), 양승지·권난주(2014), 윤조희(2015), 임수진·임해준

(2016)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A요소에 이어 S요소가 209회 등

장했고, T&E요소가 196회, M요소가 165회로 나타났다. M요소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수학중심의 STEAM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

한 이지혜(2014)의 논문결과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지혜(2014)는 전체

STEAM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수학이 전체연구에서 비중이 낮음을

찾았다. 이를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결시키면 융합인재교육 연구 전반

뿐 아니라 프로그램내용에 있어서도 수학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고 볼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STEM교육에서 시작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술요소가 더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학계에서

융합인재교육의 목표가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로 확장

되면서 과학이 아닌 다른 교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의 영역이 미술, 음악, 체육만이 아니라 인

문학 전반과 예술을 포함할 수 있음이 강조되자 국어과와 사회과, 도덕

과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증가했고, 역으로 과학·수학분야를 포함시키

기 않은 인문·예술요소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졌는데 이

러한 변화가 A요소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된

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STEM이나 STS와 융합인재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 A의 포함인 만큼 상대적으로 A의 역할이 부각되게 되었고, 따

라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A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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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2] 융합요소 충족수별 빈도

융합요소(S.T&E.A.M)충족 수 편수(%)

4 152(68.5%)

3 44(19.8%)

2 22(9.9%)

1 4(1.8%)

계 222

융합요소 중 몇 가지를 충족시키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네 가

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프로그램은 152편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68.5%

에 달했다. 김지숙(2014)은 이처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모든 영역을 충

족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원인이 STEAM교육 또는 STEM교육이라는 명

칭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영역만 충족하는 경우도 4편 발견되

었는데, 4편 모두 A영역의 구성요소만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국어, 사

회, 미술, 도덕 등을 융합하여 설계된 프로그램들이다. 이는 앞서 말했듯

융합인재교육이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양성(전인)으로

그 목적이 확대되면서 인문·예술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해진 결과라고

이해된다.

5. 수업차시

수업차시는 1~5차시, 6~10차시, 11~15차시, 16~20차시, 21~25차시,

26~30차시, 31차시 이상 그리고 차시구분이 어려웠던 프로그램이 포함되

는 기타영역까지 총 8영역으로 분류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4-5]와 같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들은 1차시로 구성된 것부터 총 104차시로 이뤄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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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수업차시별 빈도

수업차시 편수(%)

1~5 36(16.2%)

6~10 106(47.7%)

11~15 38(17.1%)

16~20 21(9.5%)

20~25 7(3.2%)

25~30 6(2.7%)

31차시 이상 4(1.8%)

기타 4(1.8%)

계 222

[그림4-5] 수업차시별 분석

로그램까지 다양했다. 104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총 52주 동안

주 2회씩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

램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양승지·권난주(2014) 등이 지적했던 융합프

로그램의 단발성, 실험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6~10차시였다. 6~10차시로 구성된 프로

그램은 총 106편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47.7%를 차지했고, 11~15차시가

38편으로 17.1%, 1~5차시가 36편으로 16.2%, 16~20차시가 21편으로

9.5%, 20~25차시가 6편으로 2.7%, 31차시 이상이 4편으로 1.8%, 기타영

역이 1.8%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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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과분석도구

효과분석도구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도

구를 의미한다. 효과분석도구는 1)인터뷰 분석, 2)사전-사후검사(실험),

3)사후 설문지, 4)학생소감문, 5)자기평가(학생), 6)산출물 분석, 7)참관(지

도)교사평가, 8)전문가 검증, 9)없음으로 총 9 가지 종류로 정리했다. 9

가지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분류한 결과는 [표4-6-1]과 같다.

[표4-6-1] 효과분석도구별 빈도

분석 도구 편수(%)

면담 40(18.0%)

사전-사후 검사 137(61.7%)

사후 설문지(만족도 조사) 79(35.6%)

학생 소감문 8(3.6%)

자기평가 4(1.8%)

산출물(작품, 포트폴리오, 기록물) 17(7.7%)

지도(참관)교사 평가 21(9.5%)

전문가 검증 121(54.5%)

없음 18(8.1%)

9 가지 효과분석도구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사전-사후 검사

였다. 사전-사후 검사는 137편의 논문에 적용되어 전체 논문 중 61.7%가

이 도구를 이용해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전문가 검증으로 121편에서 발견되었으며, 사후설문지(79편), 면

담(40편), 없음(18편), 지도(참관)교사평가(21편), 산출물(17편), 학생소감

문(8편), 자기평가(4편)순으로 나타났다. 효과분석도구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 18편 중 사례를 소개하는 6편을 제외시키더라도 12편의 논문에서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평가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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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논문 222편 중 5.4%에 해당한다. 또한 이 12편 모두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주제로 삼은 논문이었다.

[표4-6-2] 효과분석도구별 연구주제 빈도

연구주제

분석도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효과
개발+효과 사례

전체

편수(%)

논문편수 35 2 179 6 222

면담 3(8.6%) 0(0.0%) 37(20.7%) 0(0.0%) 40(18.0%)

사전-사후

검사
0(0.0%) 1(50.0%) 136(76.0%) 0(0.0%) 137(61.7%)

사후 설문지

(만족도 조사)
12(34.3%) 1(50.0%) 67(37.4%) 0(0.0%) 79(35.6%)

학생 소감문 2(5,.7%) 0(0.0%) 6(3.4%) 0(0.0%) 8(3.6%)

자기평가 12(34.3%) 0(0.0%) 4(2.2%) 0(0.0%) 4(1.8%)

산출물

(작품,포트폴리

오, 기록물)

2(5.7%) 0(0.0%) 15(8.4%) 0(0.0%) 17(7.7%)

지도(참관)

교사 평가
4(11.4%) 0(0.0%) 17(9.5%) 0(0.0%) 21(9.5%)

전문가 검증 21(60.0%) 0(0.0%) 100(55.9%) 0(0.0%) 121(54.5%)

없음 12(34.3%) 0(0.0%) 0(0.0%) 6(100%) 18(8.1%)

연구주제별로 효과분석도구를 분류한 결과는 [표4-6-2]와 같다. 프로

그램개발 논문 중 60%가 전문가검증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검사방법이 적용된 논문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연구서는 사전-사후검사와 사후설문지를 제외한 기타 도

구들을 사용되지 않았다. 프로그램개발과 효과검증을 주제로 한 논문

179편 중 136편(76.0%)이 사전-사후검사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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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55.9%가 전문가로부터 프로그램 검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동원할수록 프

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효과분석도구

적용 수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석도

구를 몇 가지 활용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논문이 8 가지 분석

도구 중 몇 가지를 적용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4-6-3]과 같다.

[표4-6-3] 효과분석도구 충족수별 빈도

적용 분석도구 수 편수(%)

0 18(8.1%)

1 63(28.4%)

2 72(32.4%)

3 57(25.7%)

4 10(4.5%)

5 1(0.5%)

6 1(0.5%)

7 0(0%)

8 0(0%)

계 222

두 가지 도구를 동원한 논문이 72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 가지 도구

를 적용한 논문이 63편으로 2순위를 차지했으며, 세 가지 도구를 동원한

논문이 57편으로 3위를 기록했다. 네 가지 도구를 동원한 논문이 10편,

5~6가지의 다양한 도구를 동원한 논문이 2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의 91.9%가 효과분석도구를

적용하고 있으며, 63.5%가 효과검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효과분석도구를 복수 적용하고 있음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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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술을 포함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분석

제 5 장에서는 미술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만 총 여덟 가지 준거에

따라 분석하여 융합인재교육의 미술활용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전체 융합인재교육연구에서 미술과 미술교과의 역

할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권난주·안재홍, 2012; 한혜숙, 2013;

양승지·권난주, 2014; 이효녕 외, 2014; 이지혜, 2014; 안혜란·유미현,

2015; 임수진·임해준, 2016; 곽혜정·류희수, 2016). 미술교육에서만 아니라

일반 미술학회와 디자인계에서도 융합인재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임수진·임해준, 2016).

[표5] A요소 포함 프로그램 분석 

Arts(예술)요소 편수(%)

미술 197(90.4%)

기타

(국어, 음악, 체육, 

사회 등)

21(9.6%)

계 218

[그림5] A요소 중 미술의 비율

그리고 제 4 장에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222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융합요소 네 가지 중에서도 A(Arts)요소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을

밝혔고, A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세분화시킨 결과 [표5]

과 같은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A요소가 포함된 연구가 총 218편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의 197편, 즉 90.4%가 미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술이 융합인재교육에서 많이, 자주 활용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는 미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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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기 때문에 미술을 포함한 197편을 대상으로 동향분석을 실시했

으며, 2차 분석대상목록은 [부록]에 별도로 명시했다. 미술 포함 프로그

램은 1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발행연도, 교육대상, 융합요소, 융합유형, 수

업차시, 효과분석도구별로 분석되며 효과분석요인, 미술활용도와 미술내

용영역이 추가된다.

1. 발행연도

미술을 포함하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연도별 변화를 정리

하면 아래 [표5-1-1]과 같다. 2011년에서 2012년에 급속하게 관련 논문

수가 증가했으며,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잠시 주춤하고, 2015년

에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개는 전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시기별 변화와 동일하다. 아무래도 분석대상 222편 중 88.7%

가 미술을 포함하다보니 두 집단 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5-1-1] 발행연도별 빈도

발행연도(2011~2016.10.30까지) 편수(%)

2011 5(2.5%)

2012 20(10.2%)

2013 52(26.4%)

2014 36(18.3%)

2015 55(27.9%)

2016 29(14.7%)

계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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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발행연도별 분석

두 번째로 미술이 주로 어떤 융합요소와 많이 융합되었으며, 발행연

도에 따라 융합요소의 순위와 빈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미술

포함 프로그램을 연도별 융합요소의 빈도를 조사해 [표5-1-2]와 같은 결

과가 나왔다. 살펴보면 2011년에는 S, T&E, M요소가 100% 미술과 함

께 사용되었다. 2012년에도 S요소와 T&E요소가 100% 미술과 함께 사

용되었지만, 수학은 90%로 감소했다. 2013년도는 모든 영역의 비율이 감

소했고, 그중 S요소가 9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T&E, M,

기타A요소 순으로 이어진다. 2014년에는 S요소는 오히려 그 빈도가 높

아진 반면, 여타 다른 영역의 비율은 80%대로 감소했다. 2015년과 2016

년에도 마찬가지로 S요소가 가장 높았으며, M요소가 가장 낮았다.

결론적으로 융합인재교육 관련 연구가 막 시작되던 2011년과 2012년

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과학요소가 미술과 가장 많이 융합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두 번째는 기술과 공학요소, 세 번째는 수학요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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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2] 발행연도별 융합요소 빈도

발행 편수
융합요소

S T&E 기타 A M

2011
5 5 5 3 5

(2.5%) (100%) (100%) (60.6%) (100%)

2012
20 20 20 9 18

(10.2%) (100.0%) (100.0%) (45.0%) (90.0%)

2013
52 48 47 33 42

(26.4%) (92.3%) (90.4%) (63.5%) (80.8%)

2014
36 34 29 23 30

(18.3%) (94.4%) (80.6%) (63.9%) (83.3%)

2015
55 51 44 36 32

(27.9%) (94.4%) (87.3%) (65.5%) (75.6%)

2016
29 28 17 17 22

(14.7%) (96.6%) (93.1%) (58.6%) (75.9%)

계 197
186 172 121 149

(94.4%) (87.3%) (61.4%) (75.6%)

2. 교육대상

교육대상에 따라 분류한 결과 1차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미술포함

프로그램도 초등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초등학생이 총 136편으로

전체 프로그램 중 69.0%를 차지했고, 중학생이 37편으로 18.8%, 고등학

생이 24편으로 12.2%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교육대상의 비율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대상 빈도를 발행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2015

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을 유지했다. 하

지만 프로그램연구 전체 빈도가 감소한 2014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

상 프로그램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차이를 보였다([그림5-2]참고). 이는 고등학생대상 프로그

램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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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교육대상별 발행연도와 융합요소 빈도

발행 

편수

발행연도(2011~2016) 융합요소

11 12 13 14 15 16 S T&E
기타

A 
M

초 136
4 12 36 24 37 23 128 116 88 106

2.9 8.8 26.5 17.6 27.2 16.9 94.1 85.3 64.7 77.9

중 37
1 3 12 7 9 5 35 34 18 30

2.7 8.1 32.4 18.9 24.3 13.5 94.6 91.9 48.6 81.1

고 24
0 5 4 5 9 1 23 22 15 13

0.0 20.8 16.7 20.8 37.5 4.2 95.8 91.7 62.5 54.2

계 197
5 20 52 36 55 29 186 172 121 149

2.5 10.2 26.4 18.3 27.9 14.7 94.4 87.3 61.4 75.6

[그림5-2] 교육대상별 논문 편수 비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 융합유형

융합유형에 따라 미술포함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융합인재교

육프로그램 분석결과와 동일한 동향이 나타났다.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

으로 융합유형에 따라 분석했을 때 연계형이 55.0%, 통합형이 10.8%, 융

합형이 34.2%이었고, 미술포함 프로그램도 연계형 55.8% 통합형 9.6%

융합형 34.5%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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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2] 융합유형별 발행연도 빈도

발행 편수
발행연도(2011~2016)

11 12 13 14 15 16

연계
110 4 13 29 21 25 18

(55.8%) 3.6(%) 11.8 26.4 19.1 22.7 16.4

통합
19 0 2 6 3 6 2

(9.6%) 0.0(%) 10.5 31.6 15.8 31.6 10.5

융합
68 1 5 17 12 24 9

(34.5%) 1.6(%) 8.1 27.4 19.4 38.7 14.5

계 197
5 20 52 36 55 29

2.5(%) 10.2 26.4 18.3 27.9 14.7

[표5-3-1] 융합유형별 빈도

융합유형 편수(%)

연계형 110 (55.8%)

통합형 19 (9.6%)

융합형 68 (34.5%)

계 197

융합유형을 발행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표5-3-2]와 같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 발행연도와 융합유형의 관계를 정리하면 연계형은 연도의 변화

와 상관없이 항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5년 융

합형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 되었다. 총 55편의 프로그램 관련 연구 중

24편이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전체 프로그램 중 43%에

달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연계형과 2%차이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급격한 융합형 프로그램의 확대 원인은 차후 연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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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융합요소와 융합유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융합유형에 상

관없이 S요소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T&E, M, 기타 A

요소 순을 유지했다. 하지만 연계형 융합에서 기타 A요소의 활용도가

다른 융합유형들에 비해 10%가까이 낮았다. 한편 교육대상별로 융합유

형을 분석해보니 융합형에서는 중학생 대상과 고등학생 대상 간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연계형에서는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20.0%,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10.0%로 두 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비해 연계형일 확

률이 더 높음을 뜻한다.

[표5-3-3] 융합유형별 융합요소와 교육대상 빈도

발행 

편수

융합요소 교육대상

S T&E 기타 A M 초등 중등 고등

연계
110 106 99 62 90 77 22 11

(55.8%) 96.4 90.0 56.4 81.8 70.0 20.0 10.0

통합
19 15 11 13 10 14 3 2

(9.6%) 78.9 57.9 68.4 52.6 73.7 15.8 10.5

융합
68 65 62 46 49 45 12 11

(34.5%) 95.6 91.2 67.6 72.1 66.2 17.6 16.2

계 197
186 172 121 149 136 37 24

94.4 87.3 61.4 75.6 69.0 18.8 12.2

세 가지 융합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계형을 중심교과

별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과학중심 프로그램이 60편으로 연계형 중

54.5%를 차지했고,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는 30.5%를 차지하여 가장 높

은 비율을 기록했다([표-5-3-4] 참조).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기술·공학중

심 프로그램이 25편, 인문·예술중심 프로그램이 21편, 수학중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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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편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네 가지 융합요소 중 가장 많이 활용

되는 요소는 A요소이지만(프로그램 중 98.2%가 A요소 포함), 중심교과

로 사용된 빈도는 21회(10.7%)에 그치고 있어 A요소는 주로 타 교과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5-3-4] 연계형의 중심교과별 빈도

중심교과 편수 편수/N* 편수/n**

과학 60 30.5% 54.5%

기술·공학 25 12.7% 22.7%

인문·예술 21 10.7% 19.1%

수학 4 2.0% 3.6%

계 110 100.0% 100.0%

*N= 197 , 전체 미술포함 프로그램 수

**n= 110, 연계형 미술포함 프로그램 수

4. 융합요소

어떤 교과 및 분야가 미술과 함께 자주 활용되는지 분석하고자 융합

요소별로 미술포함 프로그램을 분석결과 전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과

학이 186회로 미술과 가장 많이 함께 활용되었고, 기술·공학(172회), 수

학(149회), 인문·예술(121회)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A요소에서

미술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A요소가 121회나 활용된 점이다. 이는

전체 222편의 논문 중 61.4%인 121편의 논문에서 소개된 프로그램들이

A요소 관련 교과 및 내용을 2종류 이상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S+T&E+A+M이 아니라 S+T&E+A(①+②)+M, 혹은 S+T&E+A(①+②+

③···)+M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을 제외한 인문·예술영역을 기타 A요소로 분류하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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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분야로 세분화시켰다. 기타 A요소에는 언어, 사회, 역사, 체육, 종합

예술, 가정, 초등 통합교과, 음악, 도덕이 포함되며, 각각의 요소는 관련

된 여러 교과 및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토론, 문학, 발표, 스토리텔링 등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었을 경우 언어요소에 포함시켰고, 지리, 경제,

경제마케팅 등은 사회요소에 포함되며, 한국사, 국사는 역사에 포함되고,

체육과 무용을 함께 묶였고, 종합예술요소는 연극, 역할극, 영화, 통합예

술 등을 통칭한다. 초등 통합교과에는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생활, 바른

생활, 통합교과 가을이 포함되어 있다.

[표5-4-1] 융합요소별 빈도

융합요소 빈도 편수/ n(n=197)

Sceince(과학) 186 94.4(%)

Technology+Engineering(기술공학) 172 87.3(%)

기타 Arts(인문/예술)* 121 61.4(%)

Mathematics(수학) 149 75.6(%)

* 기타 Arts는 미술을 제외한 Arts(인문/예술)을 지칭함

이렇게 범주화된 아홉 분야는 [표5-4-2]의 좌측 열에 제시했고, 각각

의 요소가 가진 빈도수는 우측 열에 실었다. 기타A 요소의 빈도수를 분

석하면 언어가 79회로 가장 미술과 함께 자주 사용되었고, 사회요소가

41회, 음악요소가 36회, 도덕요소가 12회, 체육요소가 11회, 역사 10회,

종합예술요소가 6회, 초등통합교과가 5회, 가정이 2회로 나타났다([그림

5-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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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4-2] 기타 A요소별 빈도

기타 A요소 빈도

언어 79

사회 41

역사 10

체육 11

종합예술(연극, 영화) 6

가정 2

초등 통합교과 5

음악 36

도덕 12

[그림5-4] 기타A 요소별 분석

미술포함 프로그램이 융합요소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지, 아니면

특정 요소와 중점적으로 융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융합요소 충

족 수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영역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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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회로 집계되어 전체 197편 중 70.1%에 달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

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중 약 68%가 네 영역을 모두 포함시킨 것과

거의 유사한 결과다. 따라서 미술포함여부가 프로그램 충족 수에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5-4-3] 융합요소 충족수별 빈도

융합요소(S.T.E.A.M)충족 수 편수(%)

4 138(70.1%)

3 38(19.3%)

2 17(8.6%)

1 4(2.0%)

계 197

5. 수업차시

미술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수업차시에 따라 분류한 결과 6~10차

시에 총 97편이 해당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1~15차시가 34편으로

17.3%를 차지했고, 1~5차시가 28편(14.2%), 16~20차시가 20편(10.2%),

21~25차시는 7편(3.6%), 26~30차시와 31차시 이상은 각각 4편(2.0%), 차

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타 프로그램이 3(1.5%)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프로그램을 수업차시별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며, 미술 포함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1~10차시 정도로 단기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곽혜정·류희수(2016)는 융합인재교육연구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효과검증은 부족

해 융합인재교육의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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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의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융합인재교육의 확산 및

지속에 필수적인 만큼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

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단기프로그램보다 장기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분석과정에서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하루 혹은 이틀 동안

프로그램을 적용한 뒤 실험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음을 발견

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 교육을 실행하고 효과를 분석하면 검증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표5-5] 수업차시별 빈도

수업차시 편수(%)

1~5 28(14.2%)

6~10 97(49.2%)

11~15 34(17.3%)

16~20 20(10.2%)

21~25 7(3.6%)

26~30 4(2.0%)

31차시 이상 4(2.0%)

기타 3(1.5%)

계 197

[그림5-5] 수업차시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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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과분석도구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분석도구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전-사후검사방법

의 활용빈도가 127회로 가장 높았다. 미술을 포함한 프로그램 197편 중

64.5%가 검사지를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적용하여 변화를 파악하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전문가

검증(57.4%)이고, 사후설문지(33.0%), 면담(17.8%), 지도(참관)교사평가

(10.2%), 산출물 분석(7.1%), 없음(7.1%), 학생 소감문(3.6%), 자기평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1차 분석에서는 아무런 효과분석도구를 적용하

지 않은 연구가 8.1%에 달하는 반면, 2차 분석에서는 7.1%로 나타났으

며, 그 중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제외하면 4.1%로 1차 분석결과인 5.4%

보다 1.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6-1] 효과분석도구별 빈도

연구주제

분석도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효과
개발+효과 사례 전체 편수(%)

논문 편수 26 1 164 6 197

면담 2 0 33 0 35(17.8%)

사전-사후검사 0 1 126 0 127(64.5%)

사후 설문지

(만족도 조사)
9 0 56 0 65(33.0%)

학생 소감문 1 0 6 0 7(3.6%)

자기평가 0 0 3 0 3(1.5%)

산출물 2 0 12 0 14(7.1%)

지도(참관)

교사 평가
3 0 17 0 20(10.2%)

전문가 검증 17 0 96 0 113(57.4%)

없음 8 0 0 6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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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분석도구를 동원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효과분석도구의 적용 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두 가지 도구

를 동원한 연구가 66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 가지 도구를 적용한 연구가

55편, 세 가지 도구를 적용한 연구가 52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분석

을 통해 전체 프로그램의 65.0%가 두 가지 이상의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교육효과를 검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5-6-2] 효과분석도구 충족수별 빈도

적용한 분석방법 수 편수(%)

0 14(7.1%)

1 55(27.9%)

2 66(33.5%)

3 52(26.4%)

4 8(4.1%)

5 1(0.5%)

6 1(0.5%)

7 0(0.0%)

8 0(0.0%)

계 197

7. 효과분석요인

프로그램의 교육효과 평가기준은 곧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직

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분석 논문들에 나타난 교육효과분석요

인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융합인재교육의 목표와 지향점

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연구대상 논문의 교육효과분석요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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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해 미술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어떤 교

육적 효과에 집중되어있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미술중심프로그램과 미술

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술교과를 통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표5-7] 효과분석요인별 빈도

분석 요소 전체 프로그램
미술을 포함한

프로그램

미술중심

프로그램

논문 수 222 197 36

태도 180(81.8%) 167(84.8%) 33(91.7%)

정서 7(3.2%) 7(3.6%) 2(5.6%)

능력 183(83.4%) 165(83.8%) 24(66.7%)

기타 125(56.3%) 107(54.3%) 18(50.0%)

총 네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는 [표5-7]

과 같다. 융합인재교육 전체 프로그램에서 교육효과분석 요소로 가장 많

이 지목된 것은 능력영역(183회, 83.4%)이고, 태도, 기타, 정서 순으로 나

타났다. 능력 영역 중에서 창의성의 빈도가 46회로 가장 많았고, (창의

적)문제해결력이 43회를 기록했으며, 과학탐구능력이 27회로 세 번째로

많이 등장했다. 태도영역도 전체 분석대상의 81.8%에서 효과분석요인으

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 가장 높은 것은 과학적 태도와 과학에 대한 흥

미였다. 정서영역에서는 정서지능이 분석요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기타영역 중에서는 학생만족도가 87회로 가장 높고 학업성취가 23회, 진

로이해가 14회로 집계되었다.

반면 미술을 포함한 프로그램에서는 태도영역이 167회로 능력영역 보

다 앞섰고, 기타영역과 정서영역이 뒤를 이었다. 태도영역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요소는 과학적 태도와 흥미였으며, 능력영역에서는 창의성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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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가장 많았고, 문제해결력이 41회, 과학탐구능력이 24회로 나타났다.

기타영역에서는 학생 만족도가 74회, 학업성취가 18회, 진로가 14회로 나

타났다.

미술중심프로그램은 앞서 얻은 분석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체

프로그램과 미술을 포함한 프로그램에서는 태도영역과 능력영역의 비율

이 비슷했던 것과 다르게 미술중심 프로그램에서는 태도영역이 압도적으

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태도영역의 빈도수는 33회로 전체 프로그램의

91.7%나 사용된 반면 능력영역은 66.7%에 그쳤다. 전체 프로그램과 미

술을 포함한 프로그램에서 능력영역의 활용률이 83%대를 기록하고 것과

비교해보면 미술중심프로그램에서는 교육효과분석요인으로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보다는 수업태도나 흥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미술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흥미, 태도, 인식과 같은 정의적 영역을 효과분석요인

으로 이용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8. 미술활용도

미술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기 위

해 프로그램의 주제와 학습활동에 미술이 반영 여부에 따라 활용도를

‘높은 수준’, ‘보통 수준’, ‘낮은 수준’으로 분류했다. ‘높은 수준’은 프로그

램의 주제와 학습활동에 미술교과 지식과 기능, 태도가 반영된 경우이다.

‘중간 수준’은 학습활동 전반에 미술교과 지식과 기능, 태도가 사용된 것

이다. ‘낮은 수준’은 지도안 등에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미술이 명시되

어있지만 주제와 활동에 미술교과의 지식, 기능, 태도가 반영되지 않고,

단순 시각적 표현도구로(그리기, 만들기)사용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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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8-1] 미술활용도 분류기준

높은 수준 보통 수준 낮은 수준

주제 ¡ ✕ ✕

활동 ¡ ¡ ✕

위의 분류기준에 맞춰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미술활용도가 ‘높은

수준’으로 활용된 논문은 28편으로 14.2%를 기록했고, ‘보통 수준’이 69

편으로 35.0%, ‘낮은 수준’이 100편으로 50.8%를 차지했다. 즉 전체 융합

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88.7%가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미술을 포함시

켰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미술교육내용이 반영되는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표5-8-2] 미술활용도별 빈도

활용도 편수(%)

높은 수준 28(14.2%)

보통 수준 69(35.0%)

낮은 수준 100(50.8%)

계 197

개별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술이 이해를 돕기 위한 설계 및 제

작활동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설계를 통해

학습내용을 적용할 때 프로그램 화면의 심미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던가

(김태훈·김병수·김종훈, 2014), 에너지의 종류 학습하기에 앞서 에너지가

가득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하는 식이었다(권난주·

권혁재, 2013).

융합유형에 따라 활용도의 백분율이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5-8-2]와 같이 융합유형별 활용도를 정리한 결과 통합형 프로그램에서

미술 활용도가 ‘높은 수준’인 경우가 31.5%로 가장 많았고, 연계형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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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서 14.5%, 융합형에서 8.8%로 나타났다. 반대로 ‘낮은 수준’인 경

우가 가장 많은 유형은 연계형이다. 연계형 융합은 특정교과를 중심으로

타 교과를 동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교과에 비해 프로그램

연구 수가 적은 미술의 경우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7)

[표5-8-3] 미술활용도별 융합유형 빈도

활용도 발행 편수
융합유형

연계 통합 융합

상 28 (14.2%) 16 6 6

중 69 (35.0%) 28 9 32

하 100 (50.8%) 66 4 30

계 197 110 19 68

발행연도, 융합요소, 교육대상도 활용도별로도 분석했다([표5-8-3] 참

고). 발행연도에 따른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구

연도에서 ‘낮은 수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순서대로 나열되었다. 2015년만 유일하게 '중간 수준'이 43.6%로 가장

높았고, '낮은 수준'이 34.5%, '높은 수준'이 21.8%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점차 '중간 수준'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경

향이 나타난다. 연구 초기인 2011년 '중간 수준'는 0%, 2012년에는

30.0%, 2013년에는 16.9% 수준인 반면 2014년도부터는 38.9%, 2015년에

43.6%, 2016년에 37.9%로 나타나 초기에 비해 미술의 활용도가 높아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을 두 가지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다. 첫

째는 2013년부터 미술교과 중심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

이다8). 둘째는 2014년을 기점으로 세 가지 내용통합(연계형, 통합형, 융

7) 윤조희(2015)에 따르면 미술중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는 2011년

에 1건, 2012년에 3건, 2013년에 17건, 2014년에 21건, 2015년에 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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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8-4] 미술활용도별 발행연도와 교육대상 빈도

미술

활용도
전체논문 

발행연도(2011~2016) 교육대상

11 12 13 14 15 16 초등 중등 고등

높은

수준

28 0 1 9 4 12 2 20 5 3

14.2(%) 0.0 3.6 32.1 14.3 42.9 7.1 71.4 17.9 10.7

보통

수준

69 0 6 14 14 24 11 44 13 12

35.0(%) 0.0 8.7 20.3 20.3 34.8 15.9 63.8 18.8 17.4

낮은

수준

100 5 13 29 18 19 16 72 19 9

50.8(%) 5.1 13.0 29.0 18.0 19.0 16.0 72.0 19.0 9.0

계 197
5 20 52 36 55 29 136 37 24

2.5 10.2 26.4 18.3 27.9 14.7 69.0 18.8 12.2

합형)유형 중 융합형 프로그램의 증가이다. 융합형 프로그램은 연계형

보다 미술활용도가 ‘중간 수준’ 이상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다([표

5-8-2]참고). 이와 같은 변화는 미술이 이미 학습자가 습득한 미술표현

능력을 학습과정에서 이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학습과정 중에 미술교

과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교육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미술이 부가적으로 사용된 경유가 가장 많고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진 반면,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중간 수준'이

50.%으로 가장 높고, '낮은 수준' 37.5%, '높은 수준' 12.5%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높은 수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대

상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초등 14.7%, 중등 13.5%, 고등 12.5%).

8) 미술중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2011년에 0건, 2012년에 1건, 2013년에 8건, 2014

년에 7건, 2015년에 16건, 2016년(10월30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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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9-1] 미술내용영역별 빈도

미술내용영역 빈도
편수/ n

(n=197)

체험 33 16.8(%)

표현 194 98.5(%)

감상 61 31.0(%)

9. 미술내용영역

미술교과의 내용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체험, 둘째는

표현, 셋째는 감상이다. 체험영역은 지각, 소통을 요소로 하며, 표현영역

은 주제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를 포함하고, 감상영역은 미술

사, 미술비평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해경, 2012). 제 5 장은 미술이 융합인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미술 내용영역별 활용빈도를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체험, 표현, 감상이란 세 영역의 활용빈도를 각각 조사했다.

조사결과 표현영역이 194회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전체 미술포함

프로그램 197편 중 194편에 표현영역이 등장해 미술내용 중 표현영역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상은 61회로 전체 논문 중

31.0%가 감상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체험은 33회로 16.8%의 프로그램에

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미술포함 프로그램에서 미술의 세 가지 내용영역 중 ‘표현

영역’ 활용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융합인재교육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내용 통합 중 창의적 설

계에 학습자가 직접 산출물(지식, 제품,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수업지도안

에서 만들기, 디자인하기, 그리기와 같은 표현활동으로 미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때때로 기술·공학의 설계하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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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9-2] 미술내용영역 활용수별 빈도

미술 내용영역 활용 수 편수(%)

1 (체험, 표현, 감상) 123(62.4%)

2 (체험+표현, 체험+감상, 표현+감상) 57(28.9%)

3 (체험+표현+감상) 17(8.6%)

계 197

[그림 5-9-1] 미술내용영역별 분석

미술의 내용영역 세 가지를 중복해서 활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내용영역 활용 수에 따라 비교했다. 즉, 1)체험, 표현, 감상 영역 중

한 가지만 활용한 경우, 2)체험, 표현, 감상 영역 중 두 가지를 활용한

경우, 3)체험, 표현, 감상을 모두 활용한 경우로 구분해 빈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 가지 영역만 사용한 프로그램이 123편으로 집계돼 전체 197

편 중 6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을 사용한 프로그램은

57편(28.9%), 세 영역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17편(8.6%)이었다. 이를 통

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미술의 내용을 중 한 가지 영역만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표현활동(그리기, 만들기)에 치우쳐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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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2] 미술내용영역 활용수별 분석

내용영역별로 미술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5-9-3]와 같다. 내용

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체험영역과 감상영역은 '중간 수준'를 한 프

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체험영역의 54.5%, 감상영역의

52.5%), 표현영역은 '낮은 수준'의 빈도가 97회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50.5%).

미술활용도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모든 활용도 영역에서 표현영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정도의 차이가 보였다. '높은 수준'인 경

우에는 표현영역이 51.9%, 감상영역이 34.6%, 체험영역이 13.5%이고, 간

접적 영역에서는 표현 57.6%, 감상27.1%, 체험 15.3%로 비교적 영역간의

비율차이가 심각하지 않았던 반면, '낮은 수준'는 표현영역이 83.6%를

차지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이는 미술이 부가적으로 사용될 경우

표현활동 위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즉 아래 [그림 5-9-3]에서

나타나듯이 미술이 학습한 내용을 산출물(주로 공작활동)로 옮기는 과정

에서 단순 표현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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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9-3] 미술내용영역별 미술활용도 빈도

발행 편수
미술활용도

직접적 간접적 부가적

체험 33(14.2%) 7(21.2%) 18(54.5%) 8(24.2%)

표현 192(35.0%) 27(14.1%) 68(35.4%) 97(50.5%)

감상 61(50.8%) 18(29.5%) 32(52.5%) 11(18.0%)

[그림5-9-3] '낮은 수준' 예시

(김현정 외, 2013, p. 209, 차시별 계획표 중 일부)

내용영역의 활용빈도가 발행연도, 교육대상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

기 위해 세분화시켜 분석했다. 모든 연도에서 표현영역의 활용빈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표현영역, 감

상영역, 체험영역 순으로 활용순위가 나타났다. 교육대상과 내용영역 간

의 관계도 이전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세 가지 내용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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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프로그램에서 표현영역의 활용비중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5-9-4] 미술내용영역별 발행연도와 교육대상 빈도

발행 

편수

발행연도(2011~2016) 교육대상

11 12 13 14 15 16 초등 중등 고등

체험

33 0 2 9 6 10 6 26 7 0

(14.2

%)

0.0

(%)
6.1 27.3 18.2 30.3 18.2 78.8 21.2 0

표현

192 5 20 52 35 52 28 135 34 23

(35.0

%)

2.6

(%)
10.4 27.1 18.2 27.1 14.6 70.3 17.7 12.0

감상

61 0 1 14 15 23 8 41 11 9

(50.8

%)

0.0

(%)
1.6 23.0 24.6 37.7 13.1 67.2 18.0 14.8

[그림5-9-4] 미술내용영역별 발행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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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논문은 학술지에 실린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융합인

재교육의 실제와 동향을 이해하고, 미술교육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융합인재교육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된 반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분석

해 수량화한 연구는 부재했다. 특히 미술교과는 융합인재교육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내

KCI 등재(후보)학술지에 발표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논문 222편을

분석했다.

분석방법으로 내용분석법을 사용했다. 내용분석법은 양적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넓은 범위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융합인재교육의 양적인 측면(빈도, 백

분율)과 질적인 측면(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을 함께 탐구하는 본 연구

의 방향에 적합하다. 하지만 원천자료 자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분석결과와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우며, 자료 분

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의 한계점에서 본 연구자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KCI 등재 혹은 등재 후보지 게재 논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류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다. 이는 어디선가 개발됐고, 개발 중인 새

롭거나, 독창적인 시도들을 포함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의 전체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 동향으로 일반화

시킬 수 없으며 주류 학자들의 동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이 충분히 많이 수집되어야

하는데, 연구마다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제

시하지 않은 연구들도 많아, 조밀하고 정밀한 분석준거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연구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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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준거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질적인 정보보다는 양적인 정보

를 얻는 데에 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점은 개별 프로그

램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 연구를 대상으로 1차 분석한 결과 국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

램 연구 빈도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고 2014년을 제

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연구의 증가율은 차츰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연구 빈도가 전년도인 2015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와 2016년의 연구빈도 감소원인을 파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교육대상별 분석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초등학생 대상으

로 설계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융합인재교육동향을 분석한 논문 대부분의 결과와 일치한다. 유일

하게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는 기술학을 중심으로 융합인재교육의 프로

그램을 분석한 김미숙(2014)의 논문이다. 김미숙(2014)의 연구에서는 중

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10개

의 논문에서 초등학생 대상 연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시스템의 차이에서 찾고 있으며, 본 연구자도

그 원인이 학급 담임제와 교과 담임제라는 학교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증명되더라도 여전히 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이와 같은 교육대상별 연구 빈도 차이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융합

인재교육의 확산 및 정착 방법을 고안하는 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점

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융합유형에 따라 분석을 시도했다. 융합유형이란 교과 간의 융

합방식을 의미한다. 연계형은 다학문적 통합 또는 ‘빌려오기’식 통합으로

한 교과를 중심으로 다른 교과들이 동원되는 융합방식이다. 통합형은 두

교과 이상이 서로 공통적으로 다루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찾아내 새로

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간학문적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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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형은 사회와 삶에서 주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거나 학습하기 위해 여

러 교과가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융합유형이다. 이러한 각기 다른 융합유

형에 따라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연계형이 전체 프로그램의 55%에 달

했으며, 융합형은 34.2%, 통합형은 24%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융합인재교육의 두 가지 큰 목적인 1)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증

진과 2)융합적사고력과 문제해결력 개발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증진을 달성하고자 할 때 접근하기 좋은

유형이 과학 또는 기술중심의 연계형이고,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융합형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통합형의 경우 기존의 교육과정을 모

두 분석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하고, 교과 간에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과 기능, 태도 등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잘 활

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계형 중에서는 과학중심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문·예술영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융합요소별

활용빈도는 인문·예술영역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인문·예술영역이 주로

과학과 기술의 이해와 흥미증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과학이 중심교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융합인재교육의 등장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은 애초에 미국의 STEM과

STEAM교육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공계, 특히 국내에서는 과학교과

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점차 융합인재교육의 목표가

융합적사고력을 가진 인재로 확장되면서 인문·사회·예술분야 중심의 연

구들이 활발해지고 있어 앞으로 중심교과로 활용되는 교과의 종류와 비

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업차시별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 5~10차시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해 아직 중장기 프로그램보다는 짧은 기간 실험적으로 적용하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적되었듯이 융합인재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프

로그램 적용 기간이 짧을 경우 효과 검증의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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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기 때문에 장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효과분석도구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사전-사

후 검사(137편)였으며, 전문가검증(121편), 사후설문지(79편), 면담(40편),

없음(18편), 지도(참관)교사평가(21편), 산출물(17편), 학생소감문(8편), 자

기평가(4편)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개발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연구가 12편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지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한 논문이 72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한 논문이 63편으로 2순위를 차지했으며,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한 논문이 57편으로 3위를 기록했다.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한 논문이 10편, 5~6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논문이 2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 프로그램의 63.5%가 효과검증의 신뢰성과 타

당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분석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1차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연도별 동향

은 연구 빈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에 처

음으로 감소했고, 2015년에 다시 회복되었으나 2016년에는 또 다시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대상은 초등학생대상이 압도적이며, 융합유형은

연계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중 과학중심의 연계형이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융합요소는 인문·예술요소가 가장 많았으며, 수업차

시는 6~10차시가 주류를 차지했고, 효과분석도구로는 사전-사후검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며, 두 가지 이상의 분석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6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로 미술을 포함한 프로그램 197편을 분석했는데 미술을 포함한 프

로그램은 전체 분석프로그램 222편의 88.7%를 차지했으며, 인문·예술요

소의 90%를 차지하여 선행연구결과처럼 미술이 융합인재교육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발행연도, 교

육대상, 융합유형, 융합요소, 수업차시, 효과분석도구를 분석준거로 삼았

고, 미술의 활용도와 미술 내용영역, 효과분석요인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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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발행연도, 교육대상, 융합유형별 동향이 전체 프로그램 동향

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프로그램의 90%가 미술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두 분석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

해된다. 이는 역으로 미술을 포함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이 전체 융합

인재교육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

미하기도 한다.

융합요소 중 과학요소가 미술과 가장 빈번하게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미술을 제외한 기타 A요소가 미술과 융합되는 빈도도 점차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A요소 중에는 언어가 79회로 가장 미술과

함께 자주 사용되었고, 사회, 음악, 도덕, 체육, 역사, 종합예술, 초등통합

교과,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분석도구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방법별 순위는 1차 분석과 동일

하게 나타났으나 1차 분석대상보다 2차 분석대상이 효과검증실행비율이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의 복수 적용 비율도 1차 분석대상

에 비해 2차 분석 대상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술활용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낮은 수준'이 50.8%로 가장 높았고,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순을 기록했다. 미술의 세 가지 내용영역인 체

험, 감상, 표현영역 중에서는 표현영역이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

으며, 세 가지 내용영역을 모두 활용한 프로그램은 8.6%에 불과한 것으

로 집계되었다.

미술포함 프로그램에서 교육효과분석 요소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태도(정의적)영역이었으며, 미술중심 프로그램의 경우 태도영역을 검증요

인으로 삼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미술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

램 구성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흥미, 태도, 인식과 같은 정의적

영역을 교육효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2차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미술포함 프로그램은 전체 융합인재교육프

로그램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미술은 융합인재교육 프로

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활용수준은 낮은 경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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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임을 알 수 있다. 즉 학습내용과 목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

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학습한 뒤

이 소프트웨어로 어떤 산출물을 제작할 때 화면구성의 미적인 측면을 고

려한다던가, 과학에서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기계를 창작할 때 자기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첨가하는 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술의 낮은 활용도는 자연스럽게 미술의 세 가지 내용

영역인 체험, 감상, 표현영역 중 표현영역의 활용에 치중되는 결과를 낳

았다. 표현영역도 미술의 다양한 기법이 동원되기 보다는 크레용이나 싸

인펜 등 이미 익숙한 재료를 활용한 그리기, 만들기 활동이 대부분이었

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에서 학습자는 미술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

다기보다 기존에 배운 미술 지식과 기법, 태도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

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차례에 걸친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인

재교육 연구에서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수업

개발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학교급 간의 교육환경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방과 후 수업, 창체, 자유학기 등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된 만큼 과학과 수학을 포기한 중·고등학생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융합인재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학습부담 감소를 위해 통합형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연계형, 통합형, 융합형 융합유형 중 통합형

프로그램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연구개발이 각 분야

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만들기 보다는 한 두 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개발

하는 빈도수가 반 이상을 차지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통합형 프로그램

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한 명의 개발자가 수행하기에는 벅차다. 이러한 통합형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곧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여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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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꼭 통합형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높은 수준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

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Fogarty는 교

사연구단체의 적정 구성원을 4~7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내 교사문화

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두 교사간의 교육과정설계 및 교수법을 평가

하고 논의하는 데 소극적이며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정선, 2000; 김병찬, 2003;

오영재, 2010). 최근 자발적으로 교사연구회, 수업컨설팅 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와 학교행정가는 이러한 교사간의 협력 연구

를 지원해 양질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세 번째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이 미술요소를 포함하고 있

지만, 그 활용방식이 피상적이다. 또한 미술의 세 가지 내용영역 중 표현

영역에만 활용빈도가 높은 것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미술이 학습내용의

이해를 돕는 제작과정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활동이 구색 맞추기로 포함된 경우가 많다. 게다가 디자인과 만들기

활동은 창작이라기보다 공작에 가까워 기술·공학 분야의 설계하기, 제작

하기 활동과의 차이를 찾기 어렵다. 교과간의 효과적인 융합을 위해서는

각 교과의 특성과 강점을 더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미술

교육이 융합인재교육에 미술교육답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미술

과 미술교육에 대한 이해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술교육

계에서는 타 교과를 전공한 교사와 연구자에게 미술교육의 효과와 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타 교과

전문가가 프로그램 개발 중 미술 분야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창구

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융합인재교육이 등장한지 7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융합인재교육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정부에서도 제 2차 과학기술인재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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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원 기본계획에 이어 제 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여전히 융합교

육에 대한 지원을 명시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하지만 아무래

도 2016년 학술지에 발표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전년 대

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감소이다. 이러

한 예측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소개한 박한숙(2015)

의 말처럼 돌풍처럼 왔다간 여러 교육이념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융합인재교육은 우리 교육계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일지도 모른다. 과거 STS교육운동, 거꾸로 수업, 열린교육의 전철을 밟

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계, 정부, 학교의 관심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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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캠프를 위한 미술과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디자인 연구

¡ 한국조형교육학회 2015

김형숙
ICT기반 인터랙티브 아트 STEAM프로그램 개발: 

고등학교중심
¡ 한국무용과학회 2015

김형숙
예술작품을 활용한 과학, 예술 융합형 STEAM 

프로그램 개발: 초등 중심으로
¡ 한국예술교육학회 2015

김혜란
연구논문 :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에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3

김혜란

PRIDE 융합인재교육 원리에 따른 초등 

과학교육에서의 과학탐구능력과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5

김효정

중학생을 위한 디자인 창업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미술과 과학교과의 통합수업을 중심으로 -

¡
한국일러스트레이

션학회
2015

김효정

트렌드 예측 방법론을 통한 미래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식품과학 주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회
2016

김효정

미술교과 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이 중학생의 

과학,직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3D프린터를 활용한 식품디자인수업을 중심으로-

¡
커뮤니케이션디자

인학회
2016

나원영
언플러그드 컴퓨팅을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

한국실과교육

연구학회
2016

남윤정 STEAM 교육을 위한 로봇 콘텐츠 개발 ¡
한국산업

정보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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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

구과학

교육학

회

과학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STEAM 활동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대한지구

과학교육학회
2015

대한지

구과학

교육학

회

스마트 기기 활용 설계 기반 STEAM 프로그램이 과학 

흥미도와 융합인재소양에 미치는 효과

대한지구

과학교육학회
2015

류재만 미술 감상 중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초등미술

교육학회
2015

맹준희 스마트교육기반 STEAM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기술

교육학회
2014

문성환
RoS 모델 적용을 통한 실과중심의 로봇활용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실과

교육학회
2012

문승환
해양생물을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6

문외식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초등학교 

STEAM학습모형
한국정보교육학회 2013

문종은 중학생의 프로젝트 기반 융복합교육 학습 경험 이해 ¡
학습자중심교과

교육학회
2014

문찬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지게차 모형`` 만들기의 

창의적 STEAM 수업자료 개발
¡ 한국직업교육학회 2012

박남제
모의해킹 놀이 활동을 통한 초등 정보보호교육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정보교육학회 2016

박남제
라인트레이서 로봇을 활용한 초등 저학년의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방법
한국정보과학회 2013

박병열
중등 과학 영재학생들의 시스템 사고력 향상을 위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한국영재학회 2014

박소정
중학교 전자 기계 기술 단원에서 활용할 오토마타 

만들기 STEAM 수업자료 개발 및 적용
¡ 한국기술교육학회 2012

박애리

나 

연구논문 : STEAM 프로그램이 초등영재학생의 

과학적 의사소통능력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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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과학 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이 아동의 

열전달 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5

배덕현
스마트교육 기반의 교량모형만들기 STEAM 

프로그램이 흥미도와 융합인재소양에 미치는 효과
¡ 한국기술교육학회 2014

배선아
기술기반 STEAM 교육이 중학생의 기술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대한공업교육학회 2011

배진호

연구논문 :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초등과학수업이 창의적 사고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한국초등과학

교육학회
2014

배진호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초등과학수업이 과학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과학

교육학회
2013

배협
중학교 발명수업에서 STEAM 통합교육 적용을 위한 

롤링볼 만들기 수업자료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2

상은영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융합(STEAM)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실과교육학회 2016

서영호
초등학생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예술 영역 교과 

중심의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한국수산해양

교육학회
2016

석문주 음악 교과 중심의 초등 STEAM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4

석현희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의 '전통 기술의 이해'단원 

STEAM 교육을 위한 수업 자료 개발 연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2

성영훈
STEAM 기반  스토리텔링 로봇활용교육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정보교육학회 2015

성진선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브랜드

디자인학회
2015

손주민
STEAM의  PDIE모형을 적용한 특성화고 건축디자인 

프로젝트 수업 사례 연구
¡ 한국기술교육학회 2012

손준호
천문 STEAM 프로그램에서 코티칭의 활용이 초등과학 

영재학생의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
¡ 한국지구과학회 2014

송재원
Thinking maps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한국초등교육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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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미
기술 · 가정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입기’단원 

STEAM 교수 · 학습 과정안 개발과 적용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5

신승기 앱인벤터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한국콘텐츠학회 2015

신재한
인형극을 통한 예술중심 STEAM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학습자중심

교과교육학회
2013

심규헌
아두이노를 활용한 STEAM 커리큘럼 설계, 적용 및 

효과 분석

한국컴퓨터

교육학회
2014

심세용
중학생의 기술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아두이노 

활용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한국기술교육학회 2016

안재홍
연구논문 : 아나모픽 착시예술을 활용한 초등 과학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한국초등과학

교육학회
2015

양소영
각 교과 간 핵심 내용 연계에 따른 초등학교 3,4 

학년군 음악과 중심 융합 교육 방안 탐색
¡ 한국음악교육학회 2015

양은주
음악-과학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개발: 

대중음악 악기 제작과 앱 작곡을 중심으로
한국예술교육학회 2015

양정순

친환경 미생물(EM)을 주제로 한 STEAM 기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환경소양 및 EM 관련 환경지식에 

미치는 영향

¡ 한국환경교육학회 2013

양지혜
생물 사이의 에너지 흐름을 주제로 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한국생물교육학회 2014

오동주
과학기반 심화융합영재 프로그램이 초등 과학영재의 

창의적 사고활동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한국초등

과학교육학회
2016

오정철
크레용 피직스를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
¡

한국지식정보

기술학회
2011

오정철
스크래치를 활용한 STEAM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학교 6학년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

한국컴퓨터

교육학회
2012

오지향
융합인재교육(STEAM)의 중등 음악수업 적용 및 

사례연구
¡

학습자중심교과

교육학회
2014

오지현
정보·통신 관련 융합인재교육(STEAM)이 초등학생의 

직업 인식에 미치는 영향
¡

한국실과교육

연구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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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전기전자기술 단원에서 활용할 

‘뮤직 로봇’의 STEAM 수업자료 개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2

유미현

"영화공작소" 과학,예술 융합형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초등학생의 과학 진로지향도, 

진로인식 및 창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6

유선경
STEAM 기반 로봇 학습이 초등 정보영재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3

유제정

연구논문 : 뇌 기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초등과학영재와 초등일반학생의 창의성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
한국초등과학

교육학회
2013

유현상
학습부진아를 위한 로봇활용 STEAM교육이 

과학흥미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한국실과교육

연구학회
2015

윤마병
연구논문 : 고등학교 융합과학(STEAM) 실험-실습 

프로그램 개발과 과학 캠프 적용
¡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2

윤정교
T-STEAM 프로그램이 기술교과의 흥미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3

은태욱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수경재배기 만들기의 전뇌기반 

E-STEAM 프로그램 개발
¡

한국창의력

교육학회
2013

이두현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지리학 중심 

융합인재교육(G-STEAM) 교수학습 현장 적용 -"독도 

지속가능발전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한국사진지리학회 2015

이두현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한 지리학 기반의 

융합인재교육(G-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녹색 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한국지리학회 2015

이두현

지리학 중심의 융합인재교육(G-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우리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리학회 2015

이두현

지리 교과를 기반으로 한 융합인재교육(G-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적용-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지리환경

교육학회
2014

이명숙
"우리  몸" 단원에서 스토리텔링 활용 STEAM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과학적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
¡ 한국생물교육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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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어린이디자인교육 

학습모형 연구 -STEAM학습준거와 

문제중심학습모형(PBL) 연계를 중심으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회
2015

이민희
수학사를 활용한 융합적 프로젝트기반학습(STEAM 

PBL)의 설계 및 효과 분석
대한수학교육학회 2013

이상균 프로젝트 기반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대한지구과학

교육학회
2013

이상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과학과 STEAM 프로그램 개발 ¡
대한지구과학

교육학회
2013

이상균
지역체험자원을 활용한 STEAM수업이 과학적 태도와 

융합인재소양에 미치는 효과
¡

대한지구과학

교육학회
2013

이성희
STEAM 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 

소양에 미치는 영향
¡ 한국환경교육학회 2012

이승우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초등 수학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효과
한국수학교육학회 2013

이승훈
‘우주탐사’ 주제중심의 로봇활용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한국실과교육학회 2013

이시예

연구논문 : 융합 인재 교육(STEAM)을 적용한 

과학수업이 초등학생의 창의성과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초등과학

교육학회
2013

이영기
‘실과-STEAM-환경’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환경소양에 미치는 영향
¡

한국실과교육

연구학회
2016

이영석
주제중심 프로젝트 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이영은

공학적 설계와 과학 탐구 기반의 STEAM 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과학, 수학, 기술에 대한 흥미, 

자기효능감 및 진로 선택에 미치는 효과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4

이용섭
과학기반 STEAM 천문학습 프로그램이 공간지각능력 

및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

대한지구과학

교육학회
2012

이용섭
과학 기반 STEAM의 ‘날씨와 우리생활’ 학습이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
¡

대한지구과학

교육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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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정

중학생들의 방과 후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 강화 STEAM 지향 과학 교수 

전략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4

이은상
기술교과 정보통신기술 단원에서 STEAM 적용 수업이 

중학생의 기술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효과
¡ 한국기술교육학회 2013

이정선
특수효과를 활용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이정아
미술, 과학 교과의 융복합(STEAM)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조사 및 프로그램 연구
¡

한국디자인

지식학회
2014

이정주
논문 : 산사태에 관한 STEAM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구과학회 2015

이종학
건축을 활용한 초등학교 수학 중심의 융합교육 

수업자료 개발
¡ 한국콘텐츠학회 2014

이지원
LED를 활용한 초등학교 융합인재교육(STEAM)교수 ․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한국현장과학

교육학회
2013

이지윤
스마트 제품디자인 방법론 기반 고등학교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한국디지털디자인

협의회
2015

이진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공감각의 감성적 표현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2013

이창훈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한 초등학교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한국실과교육연구

학회
2013

이철현 실과 교과 중심의 STEAM 융합인재교육 모형 개발 ¡ 한국실과교육학회 2011

임강숙
융합인재교육(STEAM)이 고등학생의 과학탐구능력에 

미치는 효과
¡

대한지구과학

교육학회
2014

임경미
자원과 에너지를 주제로 한 STEAM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한국실과교육연구

학회
2014

임성만
교과대체형 STEAM(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후 학생들의 인식 분석
¡

대한지구과학

교육학회
2014

임유나

이공계 진로의식 신장을 위한 초등 5~6학년용 

설계기반 미래 유망직업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한국과학교육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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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구
특성화고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한국생물교육학회 2015

전미숙
수학 기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 한국수학교육학회 2015

전성균 EPL을 활용한 예술 중심의 STEAM 교육 프로그램 ¡
한국컴퓨터

정보학회
2014

전수련
정보영재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위한 STEAM 기반 

쓰기 활용 전략
¡

한국컴퓨터

정보학회
2012

전재돈
고등학생을 위한 시스템 사고 기반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한국과학교육학회 2015

전진수
페르소나 모델을 통한  UX 디자인 STEAM 활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 한국정보교육학회 2015

정상윤
초등과학영재를 위한  "지구와 달" 단원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3

정성희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융합예술 프로그램 

활용방안
¡ 한국예술교육학회 2015

정유선 스마트러닝 기반 융합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애니메이션

학회
2015

정윤회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초등수학 수업자료 개발 연구 ¡ 한국학교수학회 2013

정진우
중학교 기술교과  "제조기술과 자동화" 단원을 위한 

STEAM 체험활동 과제 개발
¡ 대한공업교육학회 2014

조보람
융합인재교육(STEAM)이 초등학생의 창의성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　
¡

학습중심교과교육

연구　
2014　

조수현
백워드 설계에 기반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2013

지경준
키네틱 아트를 도입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융합에 움직임을 더하다!-
¡

한국초등과학

교육학회
2015

채동현
초등과학교육에서 차시대체형 STEAM 수업 개발 및 

적용
¡

대한지구과학

교육학회
2014

채희인
연구논문 : STEAM 활동이 초등학생의 과학탐구능력 

및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3



- 126 -

최병길
문학-미술-과학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

서울과학기술대학

교 과학문화전시

디자인연구소

2015

최성봉
주제중심 프로젝트 모형을 적용한 해양분야의 STEAM 

교육 설계 및 효과 분석
¡

한국수산해양교육

학회
2013

최영미
주변의 생물을 주제로 한 STEAM 프로그램이 

초등과학 영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생물교육학회 2013

최영미
타임랩스를 활용한 스마트미디어 기반의 "식물의 

한살이" STEAM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
¡ 한국생물교육학회 2016

최영미

인프라그램을 활용한 "식물의 건강 모니터링" STEAM 

수업이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 탐구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생물교육학회 2016

최영미

스마트미디어 기반의 "닭의 한살이"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과학 탐구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초등과학

교육학회
2016

최영미
초등과학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에 대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한국초등과학

교육학회
2013

최영미
연구논문 :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작은 생물" 

STEAM 수업이 초등과학 영재에게 미치는 효과
¡

한국초등과학

교육학회
2015

최영미
환경 복원 STEAM 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 

창의적 문제해결력,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 한국환경교육학회 2016

최영재
실과 정보 영역의 STEAM 교육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실과교육연구

학회
2013

최유현
고등학생을 위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로봇, 

신소재, 우주 탐사를 중심으로
대한공업교육학회 2013

최유현 중학생을 위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한국기술교육학회 2013

최윤진
팽이형 융합인재상에 기초한 초등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2013

최정원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E-textiles를 활용한 STEAM 교육의 효과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5

최현주
첨단기술을 활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적용
¡

한국현장과학

교육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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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형수
A-STEAM 기반 미술표현활동을 통한 창의적사고력 

신장 방안
¡

한국초등미술

교육학회
2016

태진미
초등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구 활용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한국영재교육학회 2016

하주일
융합인재교육 모델로서 과학인형극 프로그램의 

과학선호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효과
¡

한국전시산업융합

연구원
2015

한명재
식물과 동물의 물질 수송을 연계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15

한정혜 초등정규교육과정에서 STEAM을 위한 로봇활용교육 ¡ 한국정보교육학회 2011

한혜련
어린이를 위한 융 ·복합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2013

한혜숙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적용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과 창의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
학습자중심교과

교육학회
2016

한혜숙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동향 분석 및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 한국수학교육학회

　

2013

함성진
융합적사고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생용 CT 기반 

융합인재교육(CT-STEAM) 프로그램 개발
¡

한국컴퓨터교육

학회
2014

허혜연
무인선박을 주제로 한 공학설계기반 STEAM 프로그램 

개발
¡

한국실과교육

연구학회
2015

현동걸 
인터랙티브 아트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흥미와 인식
¡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4

현은령
디자인프로세스를 적용한 STEAM프로그램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가치태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디자인

문화학회
2016

현은령

뉴미디어디자인을 활용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
한국디자인

문화학회
2015

현은령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예술 및 과학기술 융복합 

창의교육의 효과
¡

한국디자인

지식학회
2015

현은령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을 활용한 

과학기술 및 디자인 융합 STEAM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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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and

the Usage of Art Education in STEAM

Education Program

Eunyou Park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udies on the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education program to explain the trend of research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application of fine arts and, based on this explanation,

propose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Since the 2011 Govermental

Briefing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previousl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 number of studies have dealt

with fine arts education in the context of STEAM education in

different aspects. While they have agreed that fine arts is the most

utilized art form in STEAM education,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w fine arts is utilized for it. Thus, an analysis of the STEAM

education program in the scope of art education is called for.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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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s published in either KCI or KCI candidate journals from 2011

to Oct 2016.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wo steps: the first part

dealt with 222 papers on the STEAM program, while the second part

analyzed 197 papers that includes fine arts as study subject. The

criteria for the first batch of analyses were: the year of publishment,

the target of program(grade levels), the type and elements of

convergence, the class period and effects analysis method. The

criteria for the second part consisted of: the year of publishment, the

target of program, the type and elements of convergence, the class

period, the effects analysis method, the effects analysis factors, the

degree of fine arts utilization and the fields of fine arts’ content.

The first par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while the amount of

research regarding the national STEAM program has seen a sharp

rise since 2011, its rate of increase has been declin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the most studied target. 55% of the types of

convergence was multi- disciplinary integration; among them,

science-centered multidisciplinary integration type program was the

most prevalent. Among the elements of convergence (S, T&E, A and

M), Arts were the most utilized; 90% of them was fine arts. 5~10

class period programs were the most common; pretest-posttest design

was the most common tool applied for effects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elements of convergence found that an

astounding 88.7% of the programs included fine arts as an element;

thus, a total of 197 studies among the initial 222 papers were chosen

for the secondary analysis. It showed that the year of publishment,

the target of program, the type and elements of convergence, the

class period and the trends of study results according to ea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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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for analysis were either identical or similar to those found

from the primary analysis. This demonstrates that researches about

programs including fine arts do not significantly diverge from the

main trend of researches about STEAM program.

When the programs were analyzed of their degrees of art

utilization, 50.8% of them were found to be at ‘low’ level. Moreover,

they were mostly predisposed towards expression of art among the

fields of experience, expression and appreciation, thus being unable to

realize the diverse educational effects of fine art and exploited as

either tools of mere diversion or means to produce results. When the

factors of the effects analysis is compared among total programs,

arts-including programs and arts-centered programs, it has been

found that the larger a role fine arts plays, the more often interest

and attitude are selected over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as effects

factors. The results imply that the high ratio of utilization of fine

arts is because it is deemed to be appropriate for stimulating the

interest in scientific technology, one of the educational goals of

STEAM education.

The two-step analysis implies that while researches in Korean

STEAM program has grown in volume, they are skewed towards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cture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need to be developed. Furthermore, the ratio of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programs is lower compared to other

types of convergence. Since they have the advantage of being less

burdensome to learn and less disparate in the levels of utilization

between subjects, these programs should be increased in number.

Lastly, while 88.7% of the STEAM programs include fine arts,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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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is relatively limited. For fine arts to be applied more extensively,

a liaison office for consul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ntents that

prescribes the effects and substance of art education is needed.

Keyword: STEAM education, Research trends, Analysis of program,

Usage of Art education

Student ID: 2016-2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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