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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에는 학문 분야의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를 하는 통섭적인 인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필수적인 융합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교육에서 수학․과학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 개혁으로 STEM 교육이 태동하였다. 또한,  STEM

에 예술영역을 추가하여 탄생한 STEAM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

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TEAM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융합 교육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해왔으며, 융합 교육을 받는 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수학을 중점으로 하는 융합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개념이 과학적/수학적으

로 어떻게 발달해나가는지 알아보고 학생들이 개념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서 어떠한 상호작용의 유형이 나타나며, 상호작용과 개념 발달과의 관계

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NASA가 제공하는 Space Math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

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천체의 둥글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수정 · 보완하였다. 프로그램을 투입하

기에 앞서,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식과 개념을 조사하기 위한 설

문지를 개발하여 투입하였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도 똑같은 설문지

를 투입하였다. 수업은 촬영한 뒤에 모두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천체의 둥글기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발달은 천체의 

둥글기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 인식부터 시작하여, 둥글기에 대한 정의 

확인, 조건 확인을 통한 수학적 표현으로의 연결, 수학적 표현 만들기, 

특징 분석을 통한 과학적 개념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인다. 이러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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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과정을 통해 둥글기에 대한 개념은 융합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둘째,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제안형, 의존형, 대립

형, 협력형이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과 개념발달을 연결시켜보면 제안형, 의존

형, 대립형 모둠의 경우, 수업 전과 후 모두 ‘둥글기’에 대한 정의확인

단계에 그쳐 개념 발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나, 협

력형 모둠의 경우, 수업 전 ‘둥글기’에 대한 정의에서 수업 후 둥글기

에 대한 수학적 표현으로 개념이 수학적으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융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융합적으로 발달시켜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날수록 개념 발달이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STEAM교육, 융합, 개념 발달, 상호작용, 천체의 둥글기

학  번 : 2011-2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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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거듭 변해오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람이다. 즉, 

현대사회에는 학문 분야의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통섭적인 인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오늘날

의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문제, 

질병 등 인류의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색다른 방식으로 

이종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 역량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김왕동, 2011).

 그래서 국제적으로 필수적인 융합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교육에

서 수학․과학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 개혁으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이 태동하였다(이효녕 외, 

2011; Sanders et al., 2011). 김진수(2008)는 STEM 교육을 과학, 수학, 

공학, 기술 등 과목의 흥미도와 학생들의 기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대

안적 교육이며 더 나아가 여러 교과에서 활용이 가능한 맥락적 지식 및 

실생활 문제해결력의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STEM에 예술(Arts)영역을 추가하여 탄생한 STEAM은 Yakman이 최

초로 새로운 융합 교육의 형태로 제시한 용어로, STEAM교육이 많은 

학문들을 걸쳐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교육의 틀

이라 주장하였다.  STEAM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

성하는 교육이다(백윤수 외, 2011).

 그러나 아직까지 STEAM에 대한 연구와 적용은 생소한 편이다. 현재 

North Carolina 대학의 예술과학대학에서는 ‘ARTStem’의 이름으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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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STEM 교육을 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Rhode Island 대학의 

디자인 스쿨에서는 ‘Bridging STEM to STEAM’이라는 이름으로 예술

가, 과학자, 연구자, 교육자들이 모여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교사협회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예

술, 수학 교육 자료를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CSTA, 2009), 그 결과물을 중등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중점추진과제로 과학기술

-예술융합의 융합인재교육(STEAM)을 설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자산인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

재의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러한 맥락에서 STEAM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데, 융합인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이나(김성원, 

2011; 김진수, 2011) 융합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이효녕 외, 

2012; 신영준 외, 2011),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

(오정철 외, 2012; 이학용, 2012; 박영숙, 2007)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들은 대부분 융합 교육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왔으며, 융합 교육

을 받는 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수학을 중점으로 하는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개념이 과학적/수학적으로 어

떻게 발달해나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학습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른이나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며(Roth, 1965), 

학생들이 동료나 교사와의 토론과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합의된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

어진다고 본다(Driver et al, 1994). 따라서 학생들이 개념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의 유형이 나타나며, 상호작용과 개념 발달과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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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천체의 둥글기에 대한 과학․수학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여 학생들이 ‘둥글기’에 대한 개념을 수학적/과학적으로 어떻

게 발전시켜나가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상

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과학․수학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천체의 둥글기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은 과학적/수학적으로 어떻게 발달하는가?

2. 학생들이 과학적/수학적 개념을 발달시키는 과정에는 어떠한 상호작

용 유형이 나타나는가?

3.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과 실제 개념 발달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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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통합교육과 융합교육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 제 4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통합 교육이 

처음 출현하였으며, 현재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바른 생활, 슬

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통합교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

서는 각 교과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분과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방담이, 2011). 그러나 점차 통합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통합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능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권낙원, 2005). 

 ‘통합’은 무엇인가를 결합하는 것을 뜻하며, ‘통합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종래의 분리되어 각기 다른 시간에 가르치던 교과를 어떠한 형태로든 결

합하여 같은 수업시간 내에 가르치는 의미를 갖게 된다(이영만 외, 

2006). 

 그러나 ‘통합교육’이외에도 ‘통합교과’, ‘교과통합’, ‘교육과정통합’, ‘통합

교육과정’, ‘통합적 학습’, ‘통합적 수업’, ‘교과의 통합적 수업’, ‘교육과정 

재구성’등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며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 별 차이

가 없으나,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통합’이라는 용어와 함께 ‘융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과 ‘융합’이라는 용어에 대한 

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통합교육

 ‘통합’의 정의에 대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통합’에 대해 어떠한 ‘과정’으로 정의하거나 ‘부분과 전체 내

에서 맺는 관계’에 초점을 두어 정의내리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Dressel(1958)은 ‘통합’이란 ‘어떠한 상태’ 및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

는데, 이 때 ‘어떠한 상태’는 완전함 및 전체성의 도달을 의미하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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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집단 모두가 노력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이고, ‘과정’이라 함

은 변화하는 환경 안에서 역동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다(권낙원, 

2005, “재인용”). 

 이경섭, 최병옥, 강현석(1994)은 ‘통합’이란 하나의 큰 전체 속에 있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이 서로 관련을 맺게 하는 수단이라고 하였고, 배

선아(2009)는 English & English(1958)의 정의에 근거하여 ‘통합’이란 부

분들을 전체 속으로 융합시키는 과정 및 보다 높은 수준의 단위를 산출

해 내는 것이며, 부분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유기체의 상태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의 의미에 근거하여 통합교육과정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보면 통합교육과정(교과)은 교과목들을 분리시키는 경계가 없어지고, 개

별적으로 구분되는 교과목들이 사라지는 교육과정 조직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 정의된다. 즉, 시․공간 및 내용 영역에 있어서 각기 다른 학

습 경험들이 상호 관련되고 의미 있게 모여 전체로서의 학습이 이루어지

고, 인간의 성향 변화가 가치를 가지는 과정이다(김재복, 2000). 

 통합교육과정은 그 관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Ingram(1979)은 통합의 구조, 질과 양, 기능의 내․외적인 면을 포괄적으

로 고려하여 통합 교육을 구조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적 통합은 구분하였다. 구조적 통합은 교과 내용을 통합하는 방식으

로 다시 양적 통합과 질적 통합으로 구분되는데, 양적 통합은 교과 및 

학문의 구성 요소를 단순하게 배치하여 각 요소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합

산적 통합과 기여적 통합으로 나뉜다. 또한, 질적 통합은 교과나 학문의 

요소들이 재구성되어 좀 더 통일성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융

합적 통합과 종합적 통합으로 나뉜다(이경민 외, 2009). 합산적 통합이란 

둘 이상의 과목들이 과목의 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목 내용의 상관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가르치는 방법이다. 기여적 통합은 각 과목들이 기여

할 수 있는 공통적 요소를 필요로 하며, 상호관련을 가지고 통합하는 형

태이다. 융합적 통합은 어떤 연결 원칙, 공통적 문제, 상호관심영역에 기

초를 두고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기능적 통합은 과목들을 묶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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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학습영역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흥미와 필요, 또는 사회의 

기능 및 문제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탐구하거나 표현하

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 중심의 통합 형태이다(노용, 2005).

 2) 융합교육

  이병욱(2011)은 융합(convergence)이 서로 다른 사물을 옥여 하나로 

합하는 것으로 디지털 융합이라는 용어로 기술에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등을 모두 활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신동희(2011)는 현재 통용되는 융합의 정의를 크게 네 가지로 구

분하고 있는데, 첫째, 학문 간의 협동, 협업관계로 이해하는 경우로서, 학

제로 이해하는 경우, 둘째,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혼합, 합성을 의미하는 

퓨전(fusion)으로 이해하는 경우, 셋째, 수렴의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 넷

째, 분화 학문의 장벽을 넘어선 총체적 이해, 지식의 통합을 지향하는 통

섭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분야에서의 융합이란, 기존의 여러 학문을 결합

함으로써 새로운 교과를 창조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경섭

(1991)은 과목들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융합교육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교과 간에 관련되는 요소를 새로운 교과로 조직하여 융합시킴으로써 성

립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융합이란, 서로 다른 교과의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각 교과

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재조직하는 교육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3) 통합교육과 융합교육

  김성숙(2011)은 Ingram의 정의에 기초하여 융합교육과 통합교육의 차

이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통합교육은 대체로 두 개 이상의 교과들을 단

순히 나열하는 합산적, 기여적 통합 방식이었으나, 융합교육은 교과들을 

한데 섞어 포괄적으로 혼합시키는 융합적 통합의 방법을 지향한다고 하

였다. 융합교육은 교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성질을 알 수 없는 새로

운 창의적 결과가 도출된다. 이 때, 융합교육은 통합교육의 일부로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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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합교육 융합교육 비고
상호

관련성
A +B ⇔ C

A × B ⇒ C + α

(α=창조적 결과물)

두 교과

를 각각 

A와 B

라고 했

을때

차이점

- 기여적, 합산적 통합 

즉 양적 통합이다.

- 통합의 정도가 약하다

- 과정과 결과가 서로 

환원적이다.

- 통합교육은 융합교육

을 포함한다.

- 융합적 통합 즉 질적

통합이다.

-통합의 정도가 강하다

- 과정과 결과가 서로 

비환원적이며 창조적 

결과물이 도출 될 수도 

있다.
공통점 -전인교육과 자아실현이라는 목표가 같다.

<표 Ⅱ-1>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의 비교

위개념이다. 이들은 모두 인지적 지식에서 더 나아가, 정의적 및 신체적

인 면에서의 균형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전인적인 인격발달을 추구하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고 하였다.

 <표 Ⅱ-1>은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2. STEAM 교육

 

 STEAM은 융합교육의 한 형태로써,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예술(Arts)의 약어로 기존의 

STEM교육에 예술(Arts)를 추가한 것이다. Arts를 추가시킨 이유는 인

간은 언어적 행위 없이 지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교양 교육 없이 발전을 

이해할 수 없고 손으로 혹은 육체적인 행위 없이 사물에 관한 실제적 지

식을 얻을 수 없으며 순수미술 없이 과거의 기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Maes, 2010).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STEAM 교육은 미국이나 영국의 STEM 교

육에 예술(광범위하게는 인문학까지 포함)활동을 덧붙여 Arts를 추가하

여 기존의 STS(Science, Technology, Society)의 확장된 개념으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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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학의 사회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중요시한 것이다(최정훈, 2011).

 Yakman(2008, 2010)은 STEAM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학문이 각각의 규준과 실제에 

따라 다른 분야를 포함하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통합 교육과정을 계획

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가 우선적인 분야가 되거나 모든 분야가 일방적으

로 혼합되는, 교수학습의 실제에 포함되는 통합교육이다(김정아 외 3인, 

2011, “재인용”).

 Yakman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에 관한 정의와 각 학문에 포함

되는 하위 영역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 내용

은 <표Ⅱ-2>와 같다. 각 영역이 포함하는 하위 요소들을 구분하려 노력

하였으며, 이때 STEM과 예술 교과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Yakman, 2008;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

 좀 더 자세한 정의를 위해 Yakman(2008)은 <그림 Ⅱ-1>과 같은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STEAM 교육은 평생

교육부터 세부적 학문의 내용 분류까지 그 레벨을 정하고 있다.  

STEAM 피라미드의 가장 낮은 단계인 ‘Content Specific’은 교과의 내용

이 세부적으로 학습되는 수준의 교육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적인 연

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엄격하게 

깊이 연구하게 된다. 연구는 같은 분야 또는 다른 분야 간에 팀을 이루

어 수행될 수 있다.이는 고등교육과 그 이상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다.

 보다 높은 ‘Discipline Specific'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학문의 분야

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데, 이 때 다른 과목들은 상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과목이 된다. 이 단계는 한 교과 영역의 학습만을 고집하는 것

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다루되 중심이 되는 분야에 대해 깊이 학습하도

록 하는 것이다. 이는 중등교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세 번째 단계인 ‘Multi disciplinary’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특정 

학문들의 영역에 대해 배우고,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알게 된다. 실제로 연관성을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authentic) 단원을 구성하는 것인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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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의 미 하위 영역

과학 

(S)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영향

을 받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Rutherford &  

Ahlgren, 1989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 재인

용)”

생물학, 생화학, 화

학, 지구과학, 물리학 

및 우주과학, 생명공

학 & 생체의학 등

기술 

(T)

“인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을 충족시키기 위

해 자연 환경을 변용한다든가 기술을 혁신하

는 것 또는 인간이 만든 것(ITEA,2000; 한국

과학창의재단, 2011,재인용)”

농업, 건축(물), 통신

(수단), 정보, 제조업, 

의학, 힘 & 에너지, 

생산과 수송

공학 

(E)

“연구, 발전, 디자인‧발명 또는 일정 제한 하

에 이루어지는 디자인(Wulf, 1989;한국과학창

의재단, 2011, 재인용)”

항공우주공학, 건축공

학, 화학공학, 토목공

학, 컴퓨터공학, 전자

공학, 환경공학, 유체

공학 등

예술

(A)

언어 예술

(Language 

Arts)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이 사용

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관한 것

(Paterson, 2007; 한국과학창의재

단, 2011, 재인용)”

교육, 역사, 철학, 정

치학, 심리학, 사회

학, 신학 등을 포함

하는 미술, 언어예술 

& 교양, 체육

체육

(Physical)

“인체공학적인 움직임을 포함한 

규범 및 행위 예술(NASPE, 2004;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재인용)”
교양과 

사회과목

(Liberal 

and Social)

“교육, 역사, 철학, 정치학, 심리

학, 사회학, 기술학, 과학·기술·

사회(STS) 등을 포함한 것(한국

과학창의재단, 2011, 재인용)”

미술

(Fine

 Arts)

“미학, 그리고 문명 초기 기록의 

가르침에서 유래하는 가장 오래

되고, 지속가능한 문화적인 편린

(Mishook, J.J., &  Kornhaber, 

2006; 한국과학창의재단,2011, 재

인용)”

수학

(M)

“수, 상징적 관계, 정형화된 양식, 모양, 불확

실한 것과 추론에 관한 연구(AAAS,1993& 

NCTM,1989;한국과학창의재단,2011, 재인용)”

대수, 해석학, 확률, 

기하학, 수와 연산,  

추론 & 증명 등

<표 Ⅱ-2> Yakman이 제시한 각 영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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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STEAM 피라미드

는 수업을 설계할 때 테마교육(themed education)을 쉽게 활용할 수 있

다. 이 때, 테마에 집중되지 못한 분야들은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

나, 모두 그럴 필요는 없다. 또한, 모형에서 STEM과 A(Arts)를 구분하

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STEM이 핵심 분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예술의 각 분야는 점점 더 가치가 떨어졌

기 때문이다. 그러나, Yakman은 이에 대해 예술을 제외한 교육은 학생

들이 현실적 맥락과 관련된 이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계의 교육은 현재의 과도기적인(transitional)및 중학교 

교육에 적합하다고 한다.

 네 번째 단계인 ‘Integrative’은 계획된 통합으로 STEAM 교육으로 나

타내어진다. 이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교수(teaching)

에 의해 넓은 영역의 분야와 이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공부하게 된다. 교사들은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가르

치거나, 한 주제에 대하여 넓은 시야를 포함해 가르칠 수 있다. 교사팀은 

학생들이 다른 특정 분야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 그들의 

전문지식의 분야의 범위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따

라서, Yakman은 이러한 STEAM의 통합적 수준(integrated)의 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에 가장 적합하나, 모든 수준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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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가장 높은 단계는 ‘평생교육(Life-long)’으로서, 전체론적인 관점과 연관

된다. 이는 인간이 의도되지 않고 피할 수도 없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

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는 인간의 내․외
적인 면에 즉,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이 교육은 

개개인의 관점이 각기 다르므로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전해질 수 없다(박

형주, 2012).

  이와 같이 모형에서 제시된 내용과 체계를 보면 STEAM 통햡 교육에 

의하여 전인교육의 측면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진

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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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교육의 필요성

  

 과학교육자들은 교사는 학생들이 개념을 단순히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는 수학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쉽게 연관 지을 수 있는 실제 세

계의 맥락에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덕주(1997)는 실제 세계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면 교과의 

구분을 강조하는 분과적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와 교과를 연결시키는 교

육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했다. 실제 세

계의 모습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보

다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지식 및 다양한 해결방법의 적

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과

된 교과보다는 다방면의 지식 및 탐구방법이 보다 용이하게 동원 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 즉 융합교육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의 목표는 하나의 현상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을 이해하도록 지식을 통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

고 있는 실제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으며, 즉, 

분과된 학문은 개인이 자신의 지식 구조를 확립하는 방식에도 맞지 않

고, 지식이 적용될 사회적 문제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Jacobs(1989)는 통합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반영하기 쉬우

며, 교과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교과학습과 생활과의 

연관성을 높여 교과학습의 의미를 삶과 관련 지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며,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

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Drake(1998)는 교과들 속에 포함된 중복된 

내용들과 중복된 기능들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적 교육

내용들을 배울 시간을 확보하여 교과들을 생활과 관련 지움으로써 실제

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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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개요 

Ⅲ. 연구 방법

1.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수학의 융합을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적인 개념과 과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발

달시켜나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전체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NASA가 제공하는 space math의 자

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천체의 둥글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수정 · 보완하였다. 프로

그램을 투입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식과 개념을 조

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투입하였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도 

똑같은 설문지를 투입하였다. 수업은 촬영한 뒤에 모두 전사하여 분석하

였다. 전체적인 연구 개요는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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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NASA Space Math 홈페이지

2. 프로그램 개발

1) Space math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NASA에서 제

공하는 Space math이다. Space math는 NASA에서 탐사한 실제 자료들

이나 신문 기사와 같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내용들을 수학과 

연관시켜, 과학에서 어떻게 수학이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이다. 

Space math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질문은 두 가지로, 어떻게 수학이 

과학에서 사용되는가(How is mathematics used in science?)와 어떻게 

간단한 수학이 최근의 (과학에서의) 발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How does simple math help students to understand recent   

discoveries?)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

그램의 방향과 비슷하다. 또한 Space math에서는 학년(수준)별로, 주제

별로 자료들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료를 찾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과 같이 과학․수학을 중점적으

로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매우 유용한 자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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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2009 개정 교육과정 – 초등 과학 

2) 주제선정

 실제 학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2009 개정 과학 교육과

정을 살펴보면 <그림 Ⅲ-3>과 같다. 

 

 그 중 천문학과 관련된 주제는 지구와 달, 지구와 달의 운동, 태양계와 

별인데, Space math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지구와 

달의 운동 단원에 나오는 지구와 달의 둥글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지구와 달의 둥글기에 관한 내용은 지구와 달이 

둥글다는 것을 알고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교육과정 내용에서 좀 더 발전시켜 5~6학년군

의 태양계와 별 단원과 연계해 다양한 천체들의 둥글기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지구와 달을 비롯한 둥근 천체뿐만 아니라 둥글지 않은 천

체들도 존재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모양을 가진 천체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둥근 정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통해 ‘둥글기’를 계산해 

보고, ‘둥글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과

학․수학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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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Ewha-STEAM 모형 

3) 프로그램 개발

 과학․수학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할 요소들을 선정하고 개

발 방향을 고려하기 위해 김성원 외(2012)가 개발한 Ewha-STEAM 모

형을 살펴보았다. Ewha-STEAM모형은 <그림 Ⅲ-4>와 같이 핵심 지

식, 핵심 역량, 핵심 요소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래 융합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지식,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 융합인재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

는 세 가지 융합요소를 도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교과기반 통합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선정하였는데, 교과기반 통합 역량은 각 교과를 기반으로 

하되, 여러 학문 영역에 전이되어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역량을 의미한다(김성원 외, 2012). 김성원 외(2012)는 <표 Ⅲ-1>과 

같이 교과별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교과기반 통합 역량은 각 

학문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STEAM 융합의 중심적인 축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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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요소 영역 세부요소

Science

탐구과정

Arts

제작
과학적 지식 발상과 구상력

근거에 기반한 논증 재료와 용구의 

선택과 활용력문제해결력

매체와 방법의 

활용력

Technology

원리와 과정의 탐구

최적화
원리의 적용력시스템의 개선

표현력방법과 수단의 개선

Mathematics

계산기술적 문제해결
측정제작과 평가
추론

Engineering

요구조사
패턴과 관계설계

기호화모델링
논리와 이론화시작품 제작

문제해결테스트와 피드백

<표 Ⅲ-1> 교과별 역량

 이러한 교과별 역량들이 본 프로그램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둥글기’수업

에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표 Ⅲ-2>와 같이 고려하였다.

영역 세부 요소 적용 내용

SCIENCE

탐구과정
1.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의 모

양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크기, 

질량, 구성 물질에서 찾아낼 수 

있다.

2. 다양한 천체들의 물리적 특성을 

찾아 이를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과학적 지식

근거에 기반한 논증

문제해결력

MATHEMATICS

계산과 측정 1. 얻어진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여 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찾아 이론화할 수 있다.

2. 둥글기(roundness)를 정의하여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3. 산술평균을 이용하여 크기를 나

타낼 수 있다.

추론

패턴과 관계

기호화

논리와 이론화

문제해결

<표 Ⅲ-2> 둥글기 수업에 적용한 교과별 역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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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프로그램 개요

 이러한 역량들을 기반으로 <그림 Ⅲ-5>와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다.

 ‘문제 정의’ 단계는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과정으로 평소 행성 등의 

둥근 천체만 익숙한 학생들에게 둥글지 않은 여러 천체들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천체의 둥글기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모델 개발’

단계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과정으로 둥글기가 

다양한 천체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둥글기’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개발하고 ‘둥글기’를 숫자로 표현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단

계이다. 이때 제공되는 단서는 천체의 긴 쪽과 짧은 쪽의 반지름으로 학

생들은 모둠별 논의과정을 통해 이를 개발하게 된다. ‘자료 수집’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둥글기와 평균크기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개

발한 둥글기의 수학적 표현을 이용해 둥글기를 계산하고 주어진 긴 쪽과 

짧은 쪽의 반지름을 이용하여 평균 크기를 계산하여 나타내게 된다.  ‘자

료 해석’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자료 수집단계에

서 계산한 둥글기와 평균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하고 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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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파악하는 과정이다. 또한, 평균 크기이외에 둥글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질량 값을 주고 이를 분석 한

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평가하는 과정

으로 각 모둠별로 계산한 값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공유하여 하나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4) 파일럿 테스트

 개발된 프로그램은 적용하기 전,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수정․보완하였

다. G 영재원 20명을 대상으로 1차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우

선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다. 모델 개발 단계에서 교사의 도움 없

이 학생들 간의 논의를 통해 수학적 표현을 형성하다보니 처음 논의단계

에서 학생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아 논의가 길어져 

자료 해석단계는 모둠별로 진행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진행되었다. 또

한 둥글기를 계산하기 위해 주어진 자료들은 행성, 위성, 소행성을 포함

하여 18개의 천체들인데, 짧은 쪽과 긴 쪽의 길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

여 그래프로 나타낼 때 한 번에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제공하는 자료의 수를 축소하고자 크기가 큰 행성들을 제외하고 둥글기

의 다양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을 선택하여 총 6개의 자료들을 선별

하였다.  또한, 자료 해석단계에서 제공하는 질량 값의 범위가 너무 광범

위하고 시간도 부족하여 질량 요소를 제외하였다.

3. 수업 과정

 

 1차 개발된 프로그램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초등학교 정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1차시 수업으로 수정․보완되었다. 

 문제 정의단계에서 교사는 천체의 둥글기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학생

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 6개의 천체사진을 보여주는데, 토성의 위성인 

테티스, 하이페리온, 디오네와 목성의 위성인 아말티아,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 소행성인 아이다가 그것이다<표 Ⅲ-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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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네(560km) 하이페리온(205×130km) 테티스(530km)

아말티아(130×85km) 아이다(56×24km) 포보스(14×11km)

<표 Ⅲ-3> 수업에서 제공되는 천체자료

 모델 개발단계에서 학생들은 모둠별 논의과정을 통해 둥글기에 대한 수

학적 표현을 개발하는데, 이때 여기서 목표로 하는 표현은 ‘나누기’를 이

용하여 둥글기를 구하는 것이다. 즉, 긴 쪽과 짧은 쪽의 비율을 이용하는 

것으로 짧은 면 : 긴 면의 비율로 정할 수 있다. 완벽하게 둥근 상태는 1

이 되며, 둥글기 수치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위, 아래 또는 옆으로 긴 형

태를 갖게 된다. 이 경우 둥글기 수치는 1보다 클 수 없다.

  6개 천체의 둥글기와 평균 크기를 계산하고, 평균 크기가 둥글기에 영

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를 이용해 둥글기와 평균 크

기를 비교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균 크기가 클수록 둥글기가 둥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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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지 구성

 

 학생들의 수업 전․후의 둥글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발달해나가는지 

알아보고자 둥글기의 개념과 관련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4문항으로 본 프로그램에서 포함하고 있는 개념들을 얼마

나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들로 <표Ⅲ-4>와 같이 구성되어 있

다. 

관련 개념 문항 질문

천체의 모양
태양계에서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들이나 소행성

들의 모양은 어떠한가?

둥글기의 수학적 표현
두 물체가 얼마나 둥근가 하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은?

둥글기의 과학적 개념
어떤 물체가 둥근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둥근 모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표 Ⅲ-4> 설문지 구성 내용

 먼저, 천체의 모양에 관한 질문으로 천체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둥글기의 수학적 표현에 대한 질문으로 

둥글기를 구하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 둥글기의 과학적 개념에 대한 질문은 둥글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모두 개방형 질문들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

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과학 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

인 현직 초등 교사 1인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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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수학․과학 연관성에 대한 인식

5. 연구 참여자

 

 본 프로그램은 서울시 소재의 S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의 48명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을 진행한 초등학교는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서울의 다른 초등학생들에 비해 선행학습이 비교적 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 성취도도 낮은 편이었다. 수업을 적용한 A반과 B반은 5학

년 6개 학급 중 과학 성적이 높은 편이었으며,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업 태도가 좋은 편이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설문지는 김영미(2003)가 개발한 수

학교과와 과학교과 간의 연관성에 관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학생들의 과학과 수학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그림 Ⅲ-6>과 같이 

나타났는데,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은 편이

었으며 수학과 과학의 연관성에 대해 대부분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과학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관련된 수학 지식 또는 과학 지식을 

배운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속력에 대한 것을 언급하

며 과학과 수학의 연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

학과 과학을 같이 배워야 한다는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학생들

은 과학에 수학이 나오는 것은 인식하였지만 수학에 과학이 나오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혹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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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과학교육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과학교

육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교사로, 현재 과학전담교사로서 학생들을 가

르치고 있다.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실험

이나 탐구활동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진행하여 

수업의 목적이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6. 자료 수집 및 분석

 둥글기에 대한 개념 발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수업을 캠코더 

한 대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모둠별 논의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보이스

레코더를 이용해 각 모둠별 논의 과정을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수업 중 학생들이 사용한 학습지는 수업 후 수집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와 수업 중 활동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모둠별 논의 과정은 의견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모둠별 상

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정원영(2010)의 상호작용 요소구분을 사용

하였다. <표 Ⅲ-5>와 같이 상호작용 요소는 행위 요소로 크게 질문, 응

답, 의견 제시, 의견 받기로 구분하였고, 의도 요소에 따라 질문은 확인, 

요청, 제안, 응답은 동의, 반박, 회피, 설명으로 의견 제시는 설명, 감정 

표현, 제안, 정보 제공, 의견 받기는 동의, 반박, 보충, 요청, 보류로 구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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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요소
뜻

행위 요소 의도 요소

질문

확인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의 의견을 기반으

로 하여 상대방의 확을 구하는 질문

요청 부가적인 설명이나 정보, 의견 등을 요구하는 질문

제안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는 질문

응답

동의 상대방의 질문에 동조하는 응답

반박 상대방의 질문에 반대하는 응답

회피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피하는 반응

설명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의견이나 근거를 덧붙

여 설명하는 응답

의견 제시

설명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
감정표현 긍정 혹은 부정의 개인적인 감상을 제시

제안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안

정보 제공
전시물이나 선지식 등으로부터 얻은 객관적인 사

실이나 정보를 제시

의견 받기

동의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는 긍정적 반응

반박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부정적 반응

보충
상대방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보충하

는 반응

요청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반응

보류
소극적인 반응이나 화제전환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미룸

<표 Ⅲ-5> 사회적 상호작용 분석 기준: 상호작용 요소 



- 25 -

Ⅳ. 연구 결과

1. 둥글기에 대한 개념 발달 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천체의 ‘둥글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내보고, 이를 그래프를 통해 과학적 개념과 연결하여 어떠한 개념에 

대해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융합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

록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면서, ‘둥글기’에 대한 개념이 과

학적, 수학적으로 어떻게 발달해나가는지 교사의 발문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다 이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교사는 먼저, 학생들에게 지구와 달을 비롯한 여

러 행성들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한다. 이에 학생

들은 ‘우주에 있다’, ‘태양계에 있다’, ‘둥글다’와 같이 공통점을 찾아내는

데, 교사는 ‘둥글다’라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렇다면 태양계에 있

는 모든 천체들이 다 이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와 같이 발문

하여 학생들이 현재 천체의 모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학생들이 이전에 접해왔던 천체들은 대부분 행성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천체는 둥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교사는 둥근 정도가 각기 다른 위성과 소행성 6개

의 사진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둥근 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둥글지 않

은 천체들도 있으며, 여러 가지 모양의 천체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행성 이외의 소행성, 위성 등과 같은 

다양한 천체들의 모양이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교사는 이

러한 문제 도입을 통하여 천체의 ‘둥글기’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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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특징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오늘 수업은 

다 둥글다라는 그런 내용에다 초점을 잡고 한 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데, 

그렇다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다 이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

을까요?

학생: 네

교사: 확실해요?

학생: 아니요,

교사: 그러면 (웃음) 아니에요? 

학생: 네

교사: 그러면 좋아요, 너무 잘됐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게 돼서 너

무 기쁜데, 그러면 둥글지 않은 천체들 중에 어떤 천체들이 있는지 그 

외에 여러분에게 유명하지 않은 천체지만, 의젓하게 이 천체들도 모두 

태양계의 가족들이거든요. 한 번 보여줘 볼게요.

       (중략)

교사: 그러면 이 행성들이 6개가 서로 다른 점은 뭐죠?

학생: 모양이 달라요 

교사: 모양이 다르고?

학생: 크기가.. 크기가 달라요

교사: 둥글기라는 것은 어떤 걸 둥글기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학생: 둥근..  둥근 정도

교사: 둥근 정도, 또?

학생: 어.. 모나지 않고 

교사: 모나지 않고?

학생: 원.. 완벽히 동그랗게?

 

2) ‘어떤 걸 둥글기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둥글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후,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사는 학생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둥글기에 대한 정의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둥글기(Roundness)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물체의 가장자리나 모서리의 날카로운 정도’로 나타나 있다. 학생들도 

이와 비슷하게 ‘둥근 정도’ 또는 ‘모나지 않고 완벽히 동그란 것’ 등과 같

이 둥글기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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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어.. 원이란 말을 했는데. 원에 좀 가까운 완벽하게 원에 어느 정도 가

까운지를 인제 토의를 해야 되요. 그러면 그 둥근 정도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따 시간을 줄 테니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는 딱 2가지 밖에 없죠? 뭐죠?

학생: 짧은 쪽 긴 쪽

교사: 짧은 쪽의 길이와 긴 쪽의 길이만 나와 있죠?

학생: 네

교사: 그래서 짧은 쪽과 긴 쪽의 길이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둥근 정도를 숫자

로 이렇게 구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지 한 번 생각해보구요. 지금 바로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둥근 정도를 숫자로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

지 의논을 하고 결정이 되면 선생님을 불러요.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보

고 계산해라, 그러면 그 때 계산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할 때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이좋게 의논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둥글

기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 

3) ‘어떻게 하면 둥글기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학생들의 둥글기에 대한 정의를 확인한 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앞에서 

보여준 6개의 천체들에 대한 둥근 정도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다. 이때, 교사는 각각의 천체에 대한 짧은 쪽의 길이

와 긴 쪽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둥글기’를 구하

도록 제시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둥글기에 대한 정의를 주어진 조

건을 이용해 수학적 표현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모둠별 논의과정을 통해 ‘둥글기’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형성

해 나가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 의견은 곱하기 또는 곱한 후 2를 나

누는 방법을 이용한 ‘둥글기’ 구하기이다. 학생들 대부분은 특별한 근거 

없이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교

사는 곱하기를 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근거

를 들어, 학생들의 의견을 기각시킨다.



- 28 -

학생: 내가 얘기할게, 둥근 정도를 알려면 긴 쪽 곱하기 짧은 쪽을 

교사: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숫자가 어떻게 되요?

학생: 커져요

교사: 숫자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둥근 정도를 간단한 숫자로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 방법 말고 다른 걸로.

학생: 선생님 여기에서요, 디오네 같은 거, 긴 쪽에서 짧은 쪽을 빼면 0이 되

니까 

교사: 어..

학생: 0이 완벽히 떨어지는 거고

교사: 어.. 뺐을 때?

학생: 네, 205에서 이걸 뺐을 때, 역시 하이페리온 같이 좀 길고 좀 못생긴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교사: 그러면 좋아, oo이가 한 방식대로 하면 완전히 둥근 거는 0이 돼. 

학생: 네

교사: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둥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

페리온 같은 경우 빼면 얼마가 나오죠?

       (중략)

교사: 그러면 뺀 숫자가 작을수록 둥근 건데, 하이페리온과 아이다 같은 경우 

뭐가 다 작어?

학생: 아이다

교사: 아이다가 더 작은데 지금 보니까 아이다가 더 

학생: 커요

교사: 둥글지 않지? 그런 문제가 나네. 한번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또 다른 의견은 빼기를 이용한 둥글기 구하기이다. 이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의 경우, 긴 쪽의 길이와 짧은 쪽의 길이가 같은 천체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긴 쪽과 짧은 쪽의 차이가 적을수록 둥글게 나타내기 

위해 빼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긴 쪽과 짧은 쪽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천체들의 경우 실제 둥

근 정도와 빼기로 구한 둥글기 순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이를 지

적하여 다른 의견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방법인 나누기를 이용한 둥글기 

구하기이다. 이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곱하기, 더하기, 빼기

를 이용한 방법이 교사에 의해 기각되자 사칙연산 중 남은 하나인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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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나누기... 나누기 같은데

교사: 나누기로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생: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나누면요, 

교사: 나누면?

학생: 디오네가 1인데요. 테티스도 1이구요. 근데 걔네 둘이 제일 둥글어서

교사: 제일 숫자가 크지 않고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학생: 네

교사: 좋아요, 그럼 계산기 주겠습니다.

기를 제시하거나 빼기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긴 쪽

과 짧은 쪽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 둥글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용해 나누

기를 제시하게 된다. 교사는 각 모둠에서 나누기가 의견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왜 그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한다거나 그 의견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학생들에게 ‘한 번 계산해볼래요?’와 같은 권유를 

통해 그 의견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둥글기’라는 개념을 정의확인단계에

서 수학적 표현 단계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둥글기’라는 과학적인 개념

을 수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은 단편적으로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4) 둥글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학생들이 논의를 통해 둥글기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형성한 후, 교사는 

주어진 짧은 쪽과 긴 쪽의 길이를 이용하여 각 천체의 평균 크기를 구하

도록 하고, 평균 크기와 둥글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리게 하였

다. 그래프를 그리고 난 후, 교사는 규칙성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 그룹

을 짓게 하고, 특징을 찾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크기

가 큰 천체들은 대체적으로 둥글고, 크기가 작은 천체들은 둥글지 않다

는 패턴을 발견하고, 어떠한 천체가 둥글기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 이상

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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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점찍은 거를 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한 번 나

눠보세요. 그래가지고 묶어보세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룹

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번 묶어보세요. 

       (중략)

교사: 그러면 이쪽에 같은 것끼리 모여 있고 요쪽에 모여 있는 이렇게 두 부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면 A그룹에 속해 있는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 

학생: 둥글어요

교사: 둥글기가 크고, 크기는?

학생: 작은 것과 긴 것의 크기가 커요

크기가 커요

교사: 아, 짧은 쪽과 긴 쪽의 크기가 같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그걸 둥글기로 

나타냈잖아 그지? 그니까 둥글기가 둥글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다?

학생: 크기가 크다

교사: 크기가? 크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게 A그룹이고, 그렇다면 B그룹에 있

는 저 천체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학생: 작고 울퉁불퉁하다

교사: 둥글기가 큰 것들은 크기가 어떻다? 크기가?

학생: 크다

교사: 크다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 큰지 한 번 알아볼까요?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야 둥근 쪽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그래프를 보면

학생: 500

교사: 500, 즉 평균 크기가 500km이상은 되야 둥근 축에 들어갈 수 있다라

는 걸 알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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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둥글기에 대한 개념발달과정

<그림 Ⅳ-1>은 개념 발달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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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a: 근데 여기 자료를 이용해야 되잖아, 제대로....

학생c: 그니까 

학생b: 이거 수학으로 해결하는 거잖아, 

학생a: 나눗셈으로 하자 나눗셈

학생b: 나눗셈? 그래. 덧셈, 뺄셈은 아니지?

학생a: 나눗셈.. 곱셈은 아닐 거야. 

학생c: 그니까, 그니까.. 음....

학생b: 곱셈은 아닐까?

학생a: 나눗셈.... 곱셈으로 할까? 

학생b: 그게 더 쉽자나

2. 모둠별 상호작용 유형과 개념 발달

 위에서 살펴 본 개념발달과정 중 ‘둥글기’에 대한 수학적 표현 형성과정

은 학생들의 모둠별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둠별로 

각기 다른 상호작용의 유형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1) A-1모둠: 제안형

 A-1 모둠의 경우, 학생들은 하나의 의견이 제시되면 반박이나 보충 등

을 통해 제안된 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

라 여러 의견을 동시에 제시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의견을 제시할 때

에도 어떠한 근거를 들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 등을 통해 무작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처음에 학생 a가 나눗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자, 학생 b는 우선은 

a의 의견에 동의한 후에 덧셈, 뺄셈은 아니지? 라는 질문을 통해 덧셈과 

뺄셈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학생 a는 곱셈은 아닐 거야라

는 표현을 통해 다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학생 b는 반대로 곱셈

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 a, b의 의견들은 타당한 근거

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닐까?, 이건 아니지? 와 

같이 의문형으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시된 의견을 뒷받침해 줄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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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a: 아 그럼 4로 하면 되잖아, 140이 나오잖아

학생c: 근데 작은 숫자를 만들어야 돼.

학생d: 더하면 작게 나오잖아

학생c: 더하면 또 너~무 작게 나와

학생a: 그런가? 무슨 소리야 더하면 더 크게 나오잖아

학생b: 아니지 더해가지고 나누면 되지. 

학생d: 더해가지고?

학생b: 생각을 하자 쫌,

학생d: 너 좀 하세요.

학생a: 니 의견은 뭐니?

학생b: 내 의견은 다 숫자를 더해서 나누는 게 나의 의견이야

학생c: 몇으로 나눠?

학생b: 6, 6. 6으로 나누면 돼.

학생a: 내가 얘기할게, 둥근 정도를 알려면 긴 쪽 곱하기 짧은 쪽을 

교사: 긴 쪽하고 짧은 쪽을 곱하자 이 뜻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숫자가 어떻게 되요?

학생c: 커져요

교사: 숫자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둥근 정도를 간단한 숫자로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 방법 말고 다른 걸로.

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 합의된 의견은 짧은 쪽 곱하기 긴 쪽을 통해 둥글기를 구하는 

것으로, 학생b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 졌다기보다는 

계속된 의견 제시 속에 권위 있는 학생의 의견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곱하기를 이용해 둥글기를 구하는 의견은 교사의 개입을 통해 

기각되었는데, 교사는 숫자가 너무 커진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합의된 의

견 대신 다른 방법을 촉구하였다. 여기서 교사는 직접적으로 대안을 제

시하지 않고, ‘간단한 숫자로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와 같이 방향을 제시

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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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숫자들이 너무 커지니까 어느 정도를 나타낼 때 숫자가 너무 크면 불편

할 거 같애. 그래서 곱하기 말고 어떤 게 방법이 있을까?

학생b: 아, 더해서 4로 나누는

교사: 4로 나누는 이유는 있나요?

학생b: 아니요

교사: 없죠? 그러면 지금 두 수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야

학생b: 약분

학생c: 나누기

학생b: 약분 약분 약분

교사: 그래 약분이라는 건 뭐죠?

학생d: 나누기

학생b: 나누는 거요

교사: 나누는 거 한 번 해볼래요 그러면? 나누기 한 번 해볼래요?

 교사의 개입 이후 학생들은 숫자가 커지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의견

을 제시하였다. 학생 a는 곱한 다음 4로 나누는 의견을, 학생 b는 더한 

뒤에 6으로 나누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후 그 의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A-1모둠의 계속된 담화를 살펴보면 학생 a, b

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학생 a와 

b는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 c와 d는 ‘더해가지고?’와 같은 질문

이나 ‘근데 숫자를 작게 만들어야 돼’와 같은 반박으로 주로 학생 a와 b

의 의견에 대해 소극적으로 의견 받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다시 교사의 개입을 통해 의견을 합의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나

온 나누기 방법 역시 학생 b에 의해 근거 없이 제시된 의견이다. 학생들

은 숫자가 커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 의견들이 모두 교사에 의해 

기각되자 사칙연산 중 사용하지 않은 ‘나누기’를 방법으로 제시하였고, 

교사는 그 의견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채택하여 담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A-1모둠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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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A-1모둠의 둥글기에 대한 개념발달

 

<그림 Ⅳ-2> A-1모둠에서 제시된 의견

 

 <그림 Ⅳ-3>은 A-1모둠 학생들의 수업 전과 수업 후의 둥글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수업 전 학생들의 천체의 모양에 대한 인식은 ‘모두 둥글다’ 또는 ‘동그

랗다’로 천체의 모양이 여러 가지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수업 

후에도 마찬가지로 다 동그랗다와 같이 개념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

여준다. 또한 둥글기에 대한 개념발달을 살펴보면, 수업 전에는 ‘굴려서 

나타낸다’, ‘재본다’와 같이 둥글기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

지만, 수업 후에도 ‘약분을 한다’로 대답한 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공으로 

표현한다’와 ‘서로 비교해 본다’와 같이 수업 전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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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e: 야, 이거 한 번 나누기 2 해볼까? 그럼 둥근 정도가 나올까? 아, 모르

겠다. (선생님을 부르며)선생님 나누기 2요.

교사: 다시, 뭐라구요?

학생g: 나누기 2요

교사: 어떻게 나누기 2?

학생e: 평균 크기에서 나누기 2

교사: 평균 크기에서 또 2로 나눈다?

학생e: 네

교사: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 같애?

학생f: 더 작아져요

교사: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크기가,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들은 크

기가 작은 거잖아. 근데 크기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숫자가 좀 단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생f: 반올림

학생h: 나누기

교사: 나누기? 어떻게 나누기? 아, 나누기 2를 한다

학생e: 곱하기 2

학생f: 더하기 2

교사: 한 번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2) B-5모둠: 의존형

 B-5모둠의 경우, A-1모둠과 비슷하게 의견 받기보다는 의견 제시에 치

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의 의견이 제시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 논

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교사를 통해 검증받고, 교사가 개입되지 않

으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어떤 학생이 제시된 

의견에 대한 의견 받기를 할 때에도 교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모습이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 학생 e는 근거 없이 단순한 추측을 통해 ‘나누기 2해볼까?’와 같

이 평균크기에서 2를 나누어 둥글기를 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다른 학생들과 그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것 없이 곧바로 교사를 불러 

교사에게 제시된 의견이 맞는지 확인 받고 교사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생 e의 의견에 대해 교사는 크기에 따라 숫자가 다양

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요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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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 반올림해서 나누기 2하면 되잖아

학생e: 나누기 2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누기 하면 소수점이 더 늘어나

학생f: 280나와, 나누기 2하면

학생g: 만약에, 500

학생h: 야, 야 12.5 나누기2는 

학생g: 이건 숫자가 단순하니까 그런거고, 

학생h: 아니 선생님이 그게 아니래잖아.

학생f: 그럼 뭔데?

학생h: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선생님이 아니래잖아

학생e: 그니까 나누기 2

학생h: 나누기 2 아니야 그치?

학생g: 선생님이 나누기 2 아니래

학생e: 나누기 5?

학생g: 그래

교사: 자, 말해봐.

학생h: 선생님 근데요, 꼭 나누기가 2가 아니어도 되죠?

교사: 네, 2를 나누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이 값하고, 이 둥글

기 값하고 이 둥글기 값이 같아져야 되죠? 왜냐하면

학생e: 아, 긴 쪽 나누기 짧은 쪽

교사: 어, 긴 쪽 나누기 짧은 쪽? 한 번 해볼까? 그면 한 쪽에다가 한 번 써

봐, 그게 맞는 지 틀리는지 선생님은 몰라, 긴 쪽 나누기 짧은 쪽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뭐도 해보면 좋겠어요? 

학생f: 짧은 쪽 나누기

교사: 짧은 쪽 나누기 긴 쪽도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두 개 다 해보고 여러

분이 좋은 걸로 한 번 선택해봐.

 

 그 후, 학생들은 숫자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학생 f는 평균 크기를 반올림하여 나누기 2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이때, 학생 h는 학생 f의 의견에 반박하게 되는데, 어떠

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 반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

라잖아’와 같이 교사의 권위에 의존하여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학생 

g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B-5모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받기는 대부분이 교사의 권위에 의존

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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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B-5모둠에서 제시된 의견 

<그림 Ⅳ-5> B-5모둠의 수업 전후의 개념 발달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나누기’라는 결론에 도달하긴 하였지만, 이 역시 

교사와의 논의를 통해 이끌어낸 것이다. 처음에 학생 e가 숫자를 단순화

하기 위해서 나누기 2 대신에 나누기 5를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다시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바로 교사와의 논의로 이어졌고, 교사는 짧은 쪽

과 긴 쪽의 길이가 같은 테티스와 디오네의 둥글기 값이 같아져야 한다

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에 학생 e는 긴 쪽 나누기 짧은 쪽이라는 추측

을 하게 되고, 교사가 그 의견을 채택하여 논의가 마무리되게 되었다. 

B-5모둠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그림 Ⅳ-4>와 같다.

 

 

<그림 Ⅳ-5>는 B-5모둠의 수업 전후 둥글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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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i: 100이 가장 둥글다고 치고,

학생l: 560이 제일 크다 해야지

학생i: 아, 그게 아니고

학생j: 평균 크기가 그런데

학생i: 아, 둥글기, 둥글기, 둥글기, 100까지 가고

학생j: 근데.. 야 근데

학생i: 가장 둥근 게 100, 그 다음에 가장 안 둥근 게 0

학생j: 그 이거 할 때, 선생님이 그거 하는 거 정해서 하랬는데

학생k: 우리끼리 정해야 되 이거는.

학생i: 정했잖아, 이미. 100이 가장 둥글고 0이 가장 안 둥근 거 완전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는 거 

 수업 전 학생들의 천체의 모양에 대한 인식은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둥글다’였고, 한 학생만이 ‘다 다르다’로 천체의 모양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업 후에도 마찬가지로 ‘둥글다’와 ‘여러 가지 

모양이다’로 개념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둥글기에 대한 

개념발달을 살펴보면, 수업 전에는 ‘굴려서 나타낸다’, ‘잘 모르겠다’와 같

이 둥글기에 대한 정의단계에 그쳤지만, 수업 후에도 공으로 둥근 정도

를 알 수 있다와 같이 개념발달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 학생의 경우 과학시간에 배운 것이라고 답하긴 했지만 정확하

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개념발달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3) B-1모둠: 대립형

 B-1모둠의 경우, 의견 제시와 의견 받기가 번갈아 일어나며 활발한 상

호작용이 일어나긴 하지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둥글기의 수학

적 표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본래의 주제에서 벗

어나 문제 자체의 해석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합의되지 않고,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

다고 주장하는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다시 주제로 수학적 표현에 

대한 논의에서도 여전히 학생 간의 대립관계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자신의 의견을 밀어 붙이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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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k: 어떻게 할래? 그럼 그걸 구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계산으로

학생i: 안 구해, 외형을 보고 하는 건데, 모양을 보고 하는 건데

학생k: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 우리가 그 식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학생i: 100이 제일 둥글구요. 0이 제일 둥글지 않은 걸로 정해서

교사: 그러면 어떻게?

학생k: 계산을 해야 되는거죠?

교사: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학생i: 디오네가 제일 둥그니까요.

학생k: 거봐

교사: 디오네만 둥근 게 아니라 디오네하고 테티스가

학생k: 계산을 우리가

학생 이게 젤 크니까, 이건 100, 그리고 이건 또 85, 90

교사: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계산해?

학생i: 이 평균을 해서, 평균이 더 큰 쪽으로... 

학생k: 선생님 저희가

교사: 계산을 해야 되요.

학생k: 거봐, 

학생i: 곱하기 100씩 하면 되잖아

교사: 곱하기 100?

  

 학생 i는 제일 둥근 정도를 100, 제일 둥글지 않은 정도를 0으로 놓고 

비교하여 순위를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때 학생 j와 학생 k가 학

생 i의 의견에 반박하게 되는데 의견 자체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 즉, 학생 i는 둥글

기를 표현하는 데 숫자를 사용하긴 하지만, 수학적 표현은 구하지 않았

는데, 이를 학생 j와 학생 k가 수학적 표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학생들은 교사를 불러 자신들의 

의견을 확인받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교사는 명확하게 누구의 의견이 

맞는다고 판단해주지 않고, 계산을 해서 둥글기를 구해야 한다는 피드백

만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의 논쟁 자체는 해결되지 못하였

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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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j: 계산을 해야 된다고, 식을 정해야 되 식.

학생l: 어떻게?

학생k: 그게 아니라 

학생i: 내 말 좀 들어봐

학생j: 얘로 이걸 더하고 이걸 빼던가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야돼.

학생i: 저기 있잖아, 봐봐. 똑같이 지름이 이렇게 똑같으면은 그럼 완전하게 

둥그렇잖아. 그럼 100이고 또 하이페리온 130 이렇게 되 있으면은...

학생l: 그럼 그건 몇으로 할껀데?

학생k: 아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니까

학생i: 그럼 한 50, 40 그 정도 되겠지

학생k: 그 말이 아니고 선생님 말은 우리가 더하기를 하던가, 빼기를 하던가, 

나누기를 하던가 560을 더하고 560을 더하고 빼기 560을 하고 여기서 

뭐 나누기 2를 해서 이게 나오는 거

학생l:
(동시에)니는 이상한 말 하고 있잖아.

학생i:

학생k: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학생i: 아니 무슨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아주 

학생k: 이걸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야.

  

 이에 학생들은 다시 ‘100을 기준으로 구한다.’와 ‘식을 구해야 한다.’의 

두 의견으로 나누어 대립하게 되는데, 학생 i와 l은 ‘100을 기준으로 구

한다.’는 입장으로, 교사의 ‘계산을 해서 둥글기를 구해야 한다’는 피드백

을 참고하여 짧은 쪽과 긴 쪽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둥그니까 100으로 

나타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반면 학생 j와 k는 ‘식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학생 I와 l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둥글기를 임의로 정하는 것

이 아니라 정확한 식을 만들어 둥글기를 구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그

러나 학생 i와 l은 학생 j와 k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무

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대립되게 되며, 각자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여 논쟁을 해결하려

고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밀어붙이

는 논쟁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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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i: 만약에 이게 100이면 여기가 이렇게 되 있고, 또 여기가 50, 50치고

요. 40, 30, 20

교사: 그래, 그래

학생i: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식을 만들재요.

교사: 어, 그러니까 요거를 이걸 이용해서 이 값을 나타내야 되.

학생i: 그러니까요.

교사: 한 번 해봐

학생i: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교사: 아니, 니 말도 안 틀린 거고, 얘 말도 안 틀린거야. 그거를 식으로 나

타낼 수 있어야 돼. 식으로라기보다는 숫자가 딱 나와야 돼. 예를 들어

서 디오네랑 테티스 같은 경우는 둥글기 값이 어때 지금?

학생i: 그니까 이건 똑같으니까 이건 100이고요.

교사: 근데 왜 꼭 100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학생i: 아, 저희 기준 만들었어요.

교사: 아, 그거는 안되는 게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조건이 뭐냐면, 선생님의 

조건은 요 숫자를 이용해서 둥글기 값이 나와야 돼.

 

 이러한 논쟁은 교사의 개입으로 중재되는데, 학생 i가 기준을 100으로 

하여 나타낸다고 의견을 이야기하자, 교사가 둥글기 값은 주어진 조건, 

즉 긴 쪽과 짧은 쪽의 길이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사의 정보 제공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 i와 l의 의

견은 기각이 되고, 학생 j와 k의 의견이 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학생 

j와 k의 의견은 식을 만들자는 근본적인 측면의 의견이지, 어떻게 식을 

만든다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의 논의에서는 소극적인 모습

을 보인다. 또한 학생 i와 l은 자신들의 의견이 교사에 의해 기각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도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였

고, 학생 j와 k는 식을 만들자는 의견이 맞긴 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식

을 만들지에 대한 의견은 잘 제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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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i: 그럼 곱하기로 하자 차라리.

학생k: 곱하기로 하자고? 560 곱하기 560?

학생i: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지, 쉽지. 야 계산기 줘봐.

학생l: 560 곱하기 2?

학생i: 그니까 디오네는 2540

학생k: 지금 식이 어떻게 된거야? 식이?

학생j: 이거 둘이 곱해가지고 곱하기 2

학생i: 야, 하이페리온은 53300 나왔는데?

학생l: 미쳤냐? 야.. 야.. 이건 쓰지마. 쓰지마

학생i:
아, 당연하지 이거 130 곱하기 205 이렇게 나온 거를 곱하기 2했으니

까 당연히 이렇게 크게 나오지

학생l: 그럼 하이페리온은

학생i: 아, 맞아. 적을수록 동그란거야. 그래 그럼 53100

학생k: 야, 지금 지금 식이 어떻게 되는 건데?

학생j: 봐봐, 이거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거야

        (중략)

학생l: 야, 잠깐만, 이거 에바야. 

학생i: 왜?

학생l: 아이다가 하이페리온보다 더 찌그러졌는데

학생j: 한 번 다 계산해봐. 그 다음에 얘기하자.

학생l: 더 커 하이페리온이. 이거는 숫자, 숫자가 큰 데로 나오는 거야. 저거, 

틀린 거야, 니 계산. 아이다가 더 커야 되 그면.

 논쟁이 중재된 후에 제시된 의견은 학생 i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긴 쪽 

길이와 짧은 쪽 길이를 곱한 후에 다시 곱하기 2를 하는 것이다. 이 의

견에 대해 다른 학생들은 별다른 반박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l이 사진에서 보여 지는 둥글기 순위

와 식을 통해 계산한 둥글기 순위가 맞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학생 i의 

의견에 반박하게 되어 기각된다. 그 후에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

여, 의견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끝나게 된다. B-1모둠의 경우 

논의의 상당 부분을 ‘식을 만들어야 된다’와 ‘아니다’를 합의하는 데 할애

하면서 둥글기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만드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림 Ⅳ-6>은 B-1모둠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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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B-1모둠에서 제시된 의견

<그림 Ⅳ-7> B-1모둠의 개념 발달

B-1모둠의 수업 전․후 둥글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살

펴보면 <그림 Ⅳ-7>과 같다.

 

 B-1모둠의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 전․후의 개념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천체의 모양의 경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둥그런 모양이라고 

응답하였고, 둥글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념 발달 과정 중 둥글기에 

대한 정의단계에서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 학생의 경

우에는 모둠 내에서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식을 만들어서 계산한다’로 개

념이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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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o: 디오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쪽하고 긴 쪽이 같으니까

560 560하면 완전.. 어.. 어떻게 하지?

학생m: 나눠? 아니야 나누면 소수점이 나와

학생o: 이걸 1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 1이 나오고 이건 딴 거 나오겠지

학생m: 맞아, 확률은 무한대야

학생o: 이게 이걸 1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1이 나오고, 이건 1 점 몇몇 나

오겠고,

학생m: 근데 크기 상으로 보면 이게 디오네가 제일 커

학생o: 그치

학생m: 그 다음에 테티스가 커

학생o: 그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둥근거야

학생m: 그런가?

학생o: 이거를 1을 기준으로

학생m: 야 포보스봐라

학생p: 숫자가 적을수록 둥근 정도가 적은거 같은데?

4) A-4모둠: 협력형

 A-4모둠의 경우, 한 학생이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 의견에 대해 동

의하거나 반박을 통해 의견 제시와 의견 받기가 잘 일어나고, 의견이 제

시될 때에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제시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

습을 보여준다. 또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 모둠원들끼리 협

력하여 주어진 조건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 후에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

면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처음에 학생 o가 짧은 쪽과 긴 쪽의 길이가 같으니까 둥글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자 학생 m이 나누자는 의견을 보충했다가, 바로 나누면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인다. 그러나 학생 o

는 나누자는 의견을 주장하면서 1을 기준으로 하여 둥글기를 나타내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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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m: 일단 계산 방법을 찾아야 해

둥근 걸로 치면 지금 디오네랑 테티스가 짧은 쪽하고 긴 쪽하고 길이

가 같기 때문에 제일 둥글어

학생n: 얘네가 제일 둥글고

학생o: 근데 이거 기준이 뭐

학생n: 기준이 짧은 쪽과 긴 쪽의 크기 아닐까?

학생m: 그니까

학생n: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둥글기가 

학생o: 둥글기가 적은거지

학생m: 포보스를 1로 기준으로 한다면 숫자가  

학생n: 동환이 말이 맞는 거 같은데?

학생m: 낮을수록 불완전한 건데?

학생o: 그러면 1명씩 다 말해보자

학생m: 둥글기가 0이면 아예 둥글다는 거 아니야?

학생o: 0이면 둥글기가 없다는 뜻 아닐까?

학생m: 아예 둥글지 않는다는 건가?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둥글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기 전에 조건에 대한 해석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먼저 학

생 m은 사진을 보면서 디오네와 테티스가 긴 쪽과 짧은 쪽의 길이가 같

기 때문에 제일 둥글다는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학생 n은 학생 m의 

해석을 토대로 짧은 쪽과 긴 쪽의 크기가 둥글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학생 m이 이에 동의하여 학생들은 긴 쪽

과 짧은 쪽의 차이를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학생 n은 ‘긴 쪽

과 짧은 쪽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둥글기가 작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학생 m은 ‘포보스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학생 o

는 논의를 중재하여 각자 돌아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를 제안하

였다. 그래서 학생 m의 경우, 다시 ‘긴 쪽과 짧은 쪽을 빼서 0이 되면 

둥글다’라는 의견을 제안하게 되는데, 학생 o는 숫자가 0이기 때문에 아

예 둥글기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어 학생 m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학생 m 역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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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m: 이거 두 개를 빼면 둥글기가 나오지 않을까?

학생o: 그럼 이건 0이잖아,

학생n: 그럼 이건 0이고, 이것도 0이고

학생o: 이건 마이너스잖아, 아하, 긴 쪽이 더 기니까 긴 쪽에서 짧은 쪽 빼야 

하나?

학생p: 긴 쪽에서 짧은 쪽을 빼면 되나? 

학생m: 그치, 긴 쪽이 더 기니까

학생n: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학생m: 포보스는 둥글기가 3이지

학생o: 그럼 이건 0이잖아

학생m: 0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둥글다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학생o: 나는 1을 기준으로 이걸 나눠가지고

학생p: 야, 지금 학생m 말대로 숫자가 낮을수록 둥근거 아니야? 봐봐, 저기 

봐봐, 아이다랑 포보스 봐봐, 포보스는 약간 둥글둥글하니까 둥글기가 

3이잖아

교사: 너희는 어떻게?

학생m: 저희는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 수록요, 둥글기가요

학생n: 아니 짧은 쪽과 긴 쪽의 차이가 적게 날수록 둥글어요. 

교사: 차이가? 그러면 빼준다?

학생m: 네, 긴 쪽에서 짧은 쪽을 빼요

교사: 어.. 그러면 디오네나 테티스 같은 경우는 0이니까 완벽하다, 원이다

학생m: 네

        (중략)

교사: 그러면 아이다가 더 둥글까요? 저 그림 보면? 아이다하고 하이페리온

하고, 하이페리온이 숫자가 더 크지? 

학생o: 네

교사: 그러면 아이다가 더 둥글어야 되잖아, 너희들 말이 맞다면.

학생m: 그렇죠.

교사: 근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아닌 거 같은데

학생o: 저는 1을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이 두 개를 나눠서 

교사: 나눠서?

학생o: 1이 가장 둥글고, 소수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학생 m은 계속해서 빼기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다른 모둠원들

은 그 방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계산해보면서 학생 m의 의견에 대해 논

의를 이어나간다. 이 때, 학생 p가 해석한 조건에 대한 정보와 둥글기로 

나타낸 값이 일치함을 들어 학생 m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A-4모둠은 빼

기에 대한 의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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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너는?

학생p: 저는 이거 포보스를 1로 기준으로 해서 

교사: 포보스를 1로 기준으로 한다.

학생p:
그래서 높은 거는 1로 기준으로 했으니까 1,2,3,4 이렇게 점점 넓혀

갔고

교사: 그럼 그 포보스는 얼마나 둥근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데?

학생m: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나봐요.

교사: 그 방법을 알아야 되요. 근데 너희 모둠은 진짜 맘에 드는 게 생각들

을 많이 하는 거 같애. 혹시 너도?

학생n: 생각했는데, 크기가 다르니까 긴 쪽에서 반지름 있잖아요. 그니까 반

지름끼리 곱해가지고 나오는 걸 

교사:
그래 그 얘기도 다른 조에서도 좀 나왔는데, 곱해서 하는 거는 이 숫자

들이 이게 세 자리잖아, 세 자리 세 자리 곱하면 여섯 자리 나오겠죠?

학생n: 네

교사: 그러면 이 둥근 정도를 나타내기에는 숫자가 너무나?

학생n: 커요

교사: 그치? 그래서 오늘은 OO가 제시한 의견대로 한 번 너희 모둠 해볼래?

<그림 Ⅳ-8> A-4모둠에서 제시된 의견

 그러나 결국 교사의 개입으로 빼기를 이용한 방법이 기각되고, 각 학생

마다 앞에서 기각된 자신의 의견들을 제시하게 된다. 곱하기를 이용한 

의견과 포보스를 1로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은 숫자가 너무 커진다는 것

과 근거부족의 이유로 기각되고, 학생 o가 처음에 제시한 나누기를 이용

한 의견이 채택되어 논의가 마무리된다. <그림 Ⅳ-8>은 A-4모둠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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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모둠 A-4의 개념발달

 <그림 Ⅳ-9>은 모둠 A-4의 둥글기에 대한 개념이 수업 전․후에 어떻

게 발달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모둠 A-4는 앞의 세 모둠과는 다르게 개념발달이 잘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천체의 모양 같은 경우, 수업 전에는 ‘다 둥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업 후, 천체의 모양이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인식하

여 ‘다 다르다’, ‘울퉁불퉁한 것도 있다’와 같이 응답하여 학생들이 천체

의 둥글기가 다르다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둥글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수업 전에는 둥글기에 대한 정의 단계에서 ‘모서리가 

있는지 살펴본다’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업 후에는 수학적 

표현으로 발달하여 ‘짧은 쪽과 긴 쪽을 나눈다’는 개념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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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과학․수학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

과 수학적 개념이 어떻게 융합적으로 발달해나가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여 개념발달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NASA에서 제공하는 

Space math 자료를 이용하여 ‘천체의 둥글기’를 주제로 하는 융합 프로

그램을 개발해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천체의 둥글기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발달은 천체의 둥글기가 서

로 다르다는 문제 인식부터 시작하여, 둥글기에 대한 정의 확인, 조건 확

인을 통한 수학적 표현으로의 연결, 수학적 표현 만들기, 특징 분석을 통

한 과학적 개념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인다.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해 

둥글기에 대한 개념은 융합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둘째,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제안형, 의존형, 대립

형, 협력형이 나타났다. 제안형의 경우, 학생들은 제안된 의견에 대한 논

의 없이 서로 다른 의견들만 제안하는 양상을 보였고, 의존형의 경우, 의

견이 제시되면 교사와 함께 논의하여 의견을 기각하거나 합의하는 모습

을 보이고,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할 때에도 교사의 권위에 의존하여 반박

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대립형은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여, 의견 

합의가 잘 일어나지 않고 각자 다른 의견이 대립되어 결론이 잘 도출되

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양상을 보였고, 협력형은 

의견 제시와 의견 받기가 활발히 일어나 모둠 간의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일어난 경우로,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주어진 조건을 

협력하여 해석한 후, 그러한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

박하는 등 모둠원들 모두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과 개념발달을 연결시켜보면 제안형,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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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대립형 모둠의 경우, 수업 전과 후 모두 ‘둥글기’에 대한 정의확인단

계에 그쳐 개념 발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나, 협력

형 모둠의 경우, 수업 전 ‘둥글기’에 대한 정의에서 수업 후 둥글기에 대

한 수학적 표현으로 개념이 수학적으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학생들의 개념 발달이 

잘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과정

은 구성원들이 이러한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능력 발달로 이어지

며, 과학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인 이해를 돕는다

(Sandoval, & Millwood, 2008). 또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 원리, 또는 

문제해결과정에 관한 교실 담론,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생

각, 사고 또는 문제해결과정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다른 학습 참여자

들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그들에게 질문을 하며, 그리고 질문에 대해 자

신의 수학적 사고를 정당화하면서 모호했거나 오류를 포함한 수학적 개

념이나 원리를 분명히 하고, 학습 참여자 간의 수학적 지식을 공유하는

데, 이 과정에서 학습 참여자의 수학적 개념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강

현희, 2008).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구성원 

각 개인의 지식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학습이란 학생들에게 단순히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과학 지식을 내면화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고 보는 사회문화적 관점과도 일치한다(Kumpulainen & Wray, 2002).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개념을 발달시

켜나가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융합된 다양한 요소들을 배우면

서, 하나의 요소에 치우쳐서 개념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하나의 개념에 대해 발달시켜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실세계 

현상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을 다양한 형태로 융‧복합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는 융합교육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융합 교육에 대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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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실제 수업에서의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융합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1차시 수업만을 이용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념 발달 과정이나 패턴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천체의 둥글기를 

포함하여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뒤 학

생들의 과학적 개념과 수학적 개념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다면 더욱 유의

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사전․사후 개념 발달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

이 정의확인단계에서 그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수업 때 보여준 학

생들의 모습과는 달리, 논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념이 실질적으로 내

면화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떠

한 것이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융합 프로그램은 STEAM교육 중 과학과 수

학에 중점을 두어 개발한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에 

엑셀을 추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과학, 수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들이 함께 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기를 제언한다.

 넷째, 학생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볼 수 있었

는데,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중점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융합적인 개념 발달을 확인하

였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나 이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제언한 여러 후속 연구를 통해 융합 교육이 좀 

더 질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학생들이 융합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발

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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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Mathematical/Scientific 

Concept in Elementary Students, Throug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tegrated Mathematical/Scientific Program

Ko Hyun Ji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outstanding individuals 

with integrated capabilities and creative thinking skills, who can span 

over multiple fields of studies, is becoming greater and greater. As a 

means to train such talented people with converging 

scientific/technological knowledge, a educational reform to ensure 

internal stability was carried out, and STEM education was 

introduced to the world.

 In addition, STEAM, which is STEM with Art, is a form of 

education that trains people to develop STEAM Literacy,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with a creative, general approach, and increase the 

understandings, knowledge and processes of various fields related to 

science. 

 In this context, active research on STEAM education is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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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most researches focus on the educational program itself and 

there is not enough study on the students who go through STEAM 

education. Therefore, this report will attempt to develop a general 

program focusing on mathematics and science, examine how students 

develop their mathematical/scientific abilities through the program, 

and study on the types of interactions that students show and fin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actions and the students' 

understandings.

 To carry out the research, we have developed a program on the 

roundness of astronomical object for 5th grade elementary students, 

using the data from NASA's Space Math, and modified the program 

through a pilot test. Before carrying out the program, we did a 

survey on the students' cognition and knowledge. The same survey 

was carried out after the program was finished. All classes were 

filmed and transcribed afterwards.

 The results show that the understanding process of students begin 

from realizing that the astronomical object have different roundness 

and moving on to learn the definition of roundness, mathematically 

express roundness through checking conditions, creating mathematical 

expressions, and finally understand it scientifically by analyz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This process allows the students to develop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roundness.

 Secondly, the types of interactions that the students showed were 

mainly four: suggestive, dependent, oppositive, and co-operative.. 

 Thirdly, a cross reference of the students' interactions and the 

knowledge development shows that the suggestive, dependent and 

oppositive groups did not properly develop a full understanding of the 

notion, only finishing at the stage of learning the definition of 

roundness. On the other hand, co-operative groups math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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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roundness after the program.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students develop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a concept through integrated programs, 

and that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social interactions, and that there 

is a close link between the interactions and understandings of the 

students. The more active the social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the 

better they understand a mathematical/scientific concept.

keywords : STEAM,  Concept development, Social Interaction, 

Roundness

Student Number : 2011-2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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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과학과 수학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이 평소 수학과 과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연구

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설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번호를 솔직하게 선택하여 ●표 또는 ○√ 표 하세요.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년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3. 이름:

4. 평소 과학 수업을 좋아합니까?

① 매우 좋아한다. ② 약간 좋아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5.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평소 수학 수업을 좋아합니까?

① 매우 좋아한다. ② 약간 좋아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7.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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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학과 과학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관련되어 있다. ② 관련되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관련이 없다.   ⑤ 전혀 관련이 없다.

9.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과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을 활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1.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경험인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12. 어렵거나 잘 모르는 과학 내용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 데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3.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ex,속력의 개념을 몰라서 속력과 관련된 수학문제를 풀 수 없었다)

14. 수학을 잘 하는 것이 과학을 잘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5.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63 -

16. 과학을 잘 하는 것이 수학을 잘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7.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 과학을 공부하기 전에 관련된 수학 지식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9.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관련된 과학 지식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과학 수업 시간에 관련된 수학 지식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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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24. 없다면,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을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25. 수학 수업 시간에 관련된 과학 지식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6.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27. 없다면,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을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28. 수학과 과학을 같이 배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9.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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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개념 발달 설문지

1. 태양계에서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들이나 소행성들의 모양은 어떠할까요? 

2. 우유곽과 TV 리모콘이 얼마나 둥근가 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어떤 물체가 둥근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5. 어떤 물체가 둥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 66 -

천체 이름
크  기

둥글기(둥근 정도) 평균 크기
짧은 쪽 긴 쪽

디오네 560 560

하이페리온 130 205

테티스 530 530

아말티아 85 130

아이다 24 56

포보스 11 14

[부록 3] 학생 활동지

※ 다음은 위의 그림에 있는 6개의 천체들에 대한 자료를 보고 정리한 표이다.

【1】 위에서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천체의 둥근 정도와 평균크기를 어떻게 나타

내면 좋을지 토의해 보자.(모둠별 토의)

수학으로 해
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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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서 계산한 둥글기와 평균 크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프로 나타

내어 보자.

【3】 위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이유

를 말해보자

【4】 각각의 부분에 해당하는 천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5】 천체가 둥근 모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 

그래프를 보고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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