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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융합인재교육(STEAM)의 목표 에서 볼 때,본 연구에서는 ‘역량’이 

STEAM의 목표를 설정하고 STEAM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단하 다.이를 해 기존의 STEAM 로그램을 

‘역량’ 심으로 분석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학습자가 배양

할 수 있는 역량을 알아보고자 한다.그러나 기존에 발표된 역량 분석틀

은 일반 인 학습이나 시민생활 반에 한 것이므로,융합인재교육

(STEAM)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는 합하지 않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기존의 발표된 여러 역량 분석틀을 비교․분석하여 융합인재교육

(STEAM)에 합한 역량 심 융합인재교육(STEAM)분석틀을 고안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향후 학교 내에서 큰 패러다임으로 자

리할 융합인재교육의 정착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STEAM 로그램을 개발하는 직 교사들이나 

교육 문가들에게 융합인재교육(STEAM)의 목표를 ‘역량’수 으로 설

정하여,개발의 용이성을 도모하는 기  자료로써의 역할과 앞으로 우리

나라의 융합인재교육(STEAM)이 성공 으로 정착하기 한 연구의 방향

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역량 틀에 련된 

자료를 수집․선정하 다.선정된 역량 련 틀을 분석 거에 따라 하

역량을 정리하 고,그 특징에 따라 분류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융

합인재교육(STEAM)에 합한 역량 심 STEAM 분석틀을 고안하 다.

한 분석틀의 완성도를 검하기 하여 직 교사와 문가에 의해서 

개발된 STEAM 로그램의 분석을 실시하 다.STEAM 로그램은 한

국창의재단에서 운 하고 있는 홈페이지(www.scienceall.com)에서 수집

하 으며, ․ ․고 학교 별로 각 10개씩,총 30개의 로그램을 표

집하 다.개발한 역량 심 STEAM 분석틀과 STEAM 로그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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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자료는 과학교육 문가 3인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

도를 높 다.

역량 심 STEAM 분석틀 개발을 해 선정한 역량 분석틀은 총 6개이

며,각각의 분석틀에서 요소를 추출하여 비교 과정을 거쳤다.분석과정을 

토 로 STEAM을 통한 교육으로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 범주화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며,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량 심 STEAM 분석틀은 STEAM 로그램을 통해 과학과 기술을 

심으로 하는 모든 학교교육에 해 흥미와 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STEAM 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동안 WaysofWorking,Waysof

Thinking,ToolsforWorking의 요소가 유기 으로 맞물려 STEAM 역량

을 증진시키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에는 지식

과 기술,능력을 총 하는 융합 인 역량(Convergence)을 키울 수 있게 

된다. ,STEAM을 통해 미래의 진로에 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진로

탐색에 한 역량을 키울 수 있고,궁극 으로는 과학기술의 능력을 가

진 세계 이고 융합 인 인재로서의 성공 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미래를 한 가치 있는 삶을 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심 STEAM

분석틀은 ①Interest,②WaysofThinking,③WaysofWorking,④Tools

forWorking,⑤Convergence,⑥Career의 총 6개 역량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 심 STEAM 분석틀을 이용하여 ․ ․고등학교의 STEAM 로

그램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의 이 높아질수록 흥미에 한 항목은 

빈도가 낮아졌고,ToolsforWorking(정보  ICTliteracy:정보처리능

력)에 한 빈도도 감소하 으며,융합요소의 빈도도 으로 감소하

다.이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입시와 련하여 꼭 학습해야 하는 

교과목의 내용과 결합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

와 심이 낮은 주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 인 문제의 발로이며,

ToolsforWorking의 낮은 빈도 역시 제한된 수업시수 안에서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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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다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과 같은 ICT를 이용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융합의 요소 한 등학

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확연하게 감소되었다.이것 역시 여러 과목을 

배워야 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도 한 련이 있다고 단된다.

그러나 WaysofThinking,WaysofWorking의 경우 STEAM의 학습

거  창의  설계,감성  체험 등의 향으로 ․ ․고등학교에서 

모두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한 STEAM 로그램에서는 진로와 련

된 내용은 그 반 비율이 히 낮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는 등학교 수 에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와 요소를 찾

아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수업을 해 필요한 다양

한 ICT요소,정보 등이 제시되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다양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통해 융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융합이 내포된 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마지

막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이 과학기술에 한 흥미를 높이고 궁극

으로는 이공계 활성화에 목 을 두고 있는 만큼 STEAM 로그램에서 

진로와 련된 내용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 연구를 통해 얻

어진 결과는 향후 학교교육에서 큰 패러다임으로 자리할 융합인재교육의 

정착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STEAM 로그램을 개발하는 직 교사들이나 교육 문가들에게 융

합인재교육의 목표를 ‘역량’수 으로 설정하여,개발의 용이성을 도모하

는 기  자료로써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융합인재교육(STEAM)이 성공

으로 정착하기 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STEAM,융합인재교육,역량,Competency,분석틀,

STEAM 로그램 분석  

*학  번 :2003-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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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다가오는 미래는 지식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로,과거 농업시 에서 산

업시 로의 변화보다 산업시 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의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과학기술의 속한 발달은 그로 인해 생되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발생시키고 있다.기하 수 으로 늘어난 지식과 정

보는  세계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인출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굳이 모든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지 않더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수많

은 데이터 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추출하여 문제를 창의 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기반 사회의  다른 특징은 과거 분과 으로 발달해오던 여러 학

문들이 서로 간의 융합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과학기술과 술,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등 융합의 상은 다양한 역 사이에서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융합’은 미디어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지

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가장 향력 있고, 심 있는 키워드가 되었다.

이러한 시  맥락에서 최근 다양한 교육정책과 문헌에서 융합교육을 

새로운 교육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창의 이고 감성

인 융합인재 육성을 해 2011년부터 융합인재교육(STEAM:Science,

Technology,Engineering,Arts,Mathematics)을 도입하 다(교육과학기

술부,2011).정부는 지난 2010년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한민국’업무보고서를 통해 창의  인재 육성을 한 STEAM을 제안

하 다.이후 창의  과학기술인재 국을 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

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을 발표하 다.보고서에서 경제발  패

러다임의 근본  변화에 따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에 한 창조  과학

기술인력의 기여가 증 되며,선진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과학인재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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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 다.특히 미국의 경우 STEM 분

야를 집 으로 투자하고, ․ 등 수학과 과학 교사 양성  수학․

과학교육에 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이에 한 체계

 응이 필요하며,창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인재강국을 구

하는 비 을 제시하 다. 추진과제로 ․ 등 교육에서는 과학기술

에 한 이해와 흥미,잠재력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융합인

재교육(STEAM)의 강화를 주장하 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과학에 한 흥미는 OECD에서 실시하는 PISA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세계 55 (57개국 )를 기록해 이론 심

의 주입,암기식 교육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미경 외,2006).

 TIMSS2011결과에 의하면,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학에 한 

태도 항목에서 수학에 한 자신감  흥미가 각각 49 와 50 (50개국 

)을 차지하 으며,과학에 한 자신감  흥미 역시 50 와 47 로 

나타났다.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과 과학에 한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외,2013).이와 같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과 과학에 한 지식  항목에서는 높은 수를 얻고 있으나 흥미와 

즐거움에 한 수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와 련하여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에 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  방식을 재구

조화 할 필요성을 역설하 다.특히 주입식․암기식의 학습내용을 폭 

경감하고,계산력 주의 수학교과에서는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고,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story-telling기법을 도입한 교과서를 개

발할 계획이다.  이론 주 던 과학교과는 실험탐구를 확 하고,기

술․가정 교과에서는 첨단기술과 생활 착형 기술 심으로 개편하는 방

향을 제시하며,창의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강화를 주장하 다.

교육부(과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은 2011년부터 STEAM 선

도 그룹을 육성하여 지원하고 있다.STEAM 리더스쿨(연구 시범학교:

2011년 16개교 ⇒ 2012년 80개교로 확 )에서는 체 수업의 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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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재편성하도록 하고,

교사연구회(2011년 47개 ⇒ 2012년 170개로 확 )는 STEAM 문가와 

함께 장 용 가능성이 높은 STEAM 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학교 장에서 학생들에게 STEAM을 실시할 교사들을 상으

로 STEAM 이어니어,입문,기 ,심화의 각 단계 별로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창의  인재육성을 한 STEAM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융합’과 더불어 학계에서 큰 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역량’이

다.학교에서는 교과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해왔고,학생들이 이러한 교

육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 다.그러나 21세기 사회에서 학습자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해 학교는 ‘무엇’을 습득하도록 교

육해야 하는가?그에 한 해답은 바로 역량이다.‘역량’이란 21세기 사

회에서 개인이 성공 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OECD,2003;소

경희,2007)이며,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요한 요소로 인

정하여 미래 사회를 비한 교육으로 역량기반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

다.우리나라 역시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국민의 지 역량과 학습역량

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여러 연구기 에서 역량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한국교육개발원, 2002～200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서울 학교 BK21역량기반 교육 신 연구사업단,2006～2012;한

국교육과정평가원,2007～2009). 의 지식은 학문  맥락이 아닌,좀 

더 범 하고 탈학문 인(transdisciplinary)사회․경제  맥락에서 창

출(Gibbons,1997)되며,지식기반사회에서는 특정 분야에 한 내용지식

을 넘어서서,살아가면서 하게 될 막 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

활용하고,이를 토 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소경희,2006).이러한 시 ․상황  맥락에서 창의  융합인

재교육(STEAM)은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될 STEAM 로그램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기에, 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역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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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정책 하에 ‘융합인재교육(STEAM)’은 빠른 속도로 학교교육

에 도입되고는 있지만,그 실천을 한 교육 여건에 한 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박 주,2012;이선경,황세 ,2012).창

의  융합인재교육의 철학  배경이 명확하지 않고,STEAM에 제반 인

식이 미흡한 교사들이 다수인 학교 장에서 STEAM 수업을 진행하기에

는 어려운 이 많다.특히 일부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발명 

수업이나 제작 수업, 는 인성․융합교육으로 혼동하거나 발명교육으로 

련지어 이해하고 있었다(한혜숙,이화정,2012).따라서 융합인재교육

(STEAM)이 기존의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수업이나 발명 수업 등과의 차

이 에 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인 근거와 안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STEAM 교사연구회와 STEAM 리더스쿨에서 다양한 

STEAM 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나,한국창의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에서 제시한 STEAM 학습 거(틀)과 STEAM 학습 거의 

하  요소(체크리스트)이외에는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북이 제시되지 않

고 있어 일선의 교사들이 학교 상황에 맞는 STEAM 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충,2012;손연아,2012;신 ,2012;

이효녕,2011,2012;한혜숙,이화정,2012).

융합인재교육(STEAM)의 목표 에서 볼 때,본 연구에서는 ‘역량’이 

STEAM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STEAM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단하 다.이를 해 기존의 STEAM 로그램을 

‘역량’ 심으로 분석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학습자가 배양

할 수 있는 역량을 알아보고자 한다.그러나 기존에 발표된 역량 틀은 

일반 인 학습이나 시민생활 반에 한 것이므로, 융합인재교육

(STEAM)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는 합하지 않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여러 역량 틀을 비교․분석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에 합한 

STEAM 역량 분석틀을 고안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향후 

학교교육에서 큰 패러다임으로 자리할 융합인재교육의 정착에 큰 이정표

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STEA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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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개발하는 직 교사들이나 교육 문가들에게 융합인재교육의 목

표를 ‘역량’수 으로 설정하여,개발의 용이성을 도모하는 기  자료로

써의 역할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융합인재교육(STEAM)이 성공 으로 정

착하기 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2.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장에서 실행될 융합인재교육(STEAM) 로그램

을 개발할 때,학습자의 ‘역량’을 학습의 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제 

하에 STEAM 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규명할 것

이다.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 다.

1.융합인재교육(STEAM) 로그램의 역량을 분석하기 한 효과 인 분

석틀은 무엇인가?

2.역량 심 융합인재교육(STEAM)분석틀로 STEAM 로그램을 분석

한 결과는 어떠한가?



-6-

3.용어의 정리

융합인재교육(STEAM)

과학기술에 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교육과학기술부,

2011)이며, 창의  설계(Creative Design)와 감성  체험(Emotional

Touch)을 통해 과학기술과 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  지식,과정,본

성에 한 흥미를 높여 창의 이고 종합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백윤수 

외,2012)

역량(Competency)

역량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표 국어 사  검색,2013)이며,

거에 따라 우수한 성과 창출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  속성이다

(Spencer& Spencer,1993).OECD의 DeSeCo보고서에 따르면,역량은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요구들을 개인의 심리․사

회  특성들을 동원하여 성공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Rychen&

Salganki,2003).본 연구에서의 역량은 OECD의 역량 정의에 좀 더 가까

우며,‘다양한 상이나 문제를 효율 으로 혹은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의 총체’로 정의한다.이는 

․ 등학교 교육을 통해 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 이고 보편 이며 

공통 인 능력을 의미한다(이 우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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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창의  융합인재교육 확산  보 을 

해 홈페이지(www.sciecneall.com)에 탑재되어있는 STEAM 로그램을 

분석 상 로그램으로 선정하 으며,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갖는다.

첫째,본 연구에서 분석 상은 연구자가 수집한 로그램  총 30개(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각각 10개씩)를 표집하 으므로, 재 실행되

고 있는 STEAM 로그램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로그램을 실행하는 수업에 참 하지 않고,문서화된 자료들을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 으므로,실제 수업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반 하지 못하여 실제 구 되는 STEAM 로그램과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셋째,STEAM 로그램에 한 분석은 연구자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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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융합인재교육의 개념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12)

Ⅱ.이론  배경

1.융합인재교육(STEAM)

가.융합인재교육(STEAM)의 정의  개념

융합인재교육(STEAM)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공계 기피 상을 

극복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 으

로 실시된 교육이다.특히 PISA(Program forInternational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andScienceStudy;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등

의 결과에서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 수 은 세계 상 권이지만 

그에 반해 과학,수학 학습에 한 태도  흥미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이기도 하다.‘융합인재교육’이라고 명

명된 STEA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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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융합인재교육(STEAM)학습 거(틀)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12)

Mathematics의 앞 자를 따서 만든 조어로,이를 통해 교과 간의 연계

성 부족  실생활과의 괴리,문제풀이  암기 주의 수업,학생들의 

흥미 하 등과 같은 문제 을 보완하고 창의성,인성  감성 교육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도하 다(이효녕,2013).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에 

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  사고와 문제해결력

을 배양하는 교육이며,학습자가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해 설계 기반의 학습이나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생성하

고,창의 으로 설계하며 더불어 사는 인성,즉 사회  감성을 발달하도

록 하는 것이다(백윤수 외,2012)

융합인재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이론  근거를 정립하기 하여 교육과

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융합인재교육 실행방향 정립을 한 기

연구’를 추진하 고,이 연구의 결과로 [그림 Ⅱ-2]와 같이 융합인재교

육 학습 거(틀)을 도출하 다.STEAM의 기 은 과학,수학,공학,기

술, 술  2개 이상의 교과 혹은 요소를 포함하되 과학기술에 한 흥

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상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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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 세부 설명

STEAM 교육 

목적
융합인재양성 ․융합형 인재 양성 목적에 부합하는가?

STEAM 교육 

개념 

학생흥미증진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도록 설계되었

는가?

실생활 연계 ․실생활속의 과학기술과 연관된 주제인가?

융합적 사고력 

배양

․학생의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도록 프로그램이 설

계되었는가?

STEAM 

교육 

활동

준거

상

황 

제

시

상황 제시 ․전체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상황을 제시 하였는가?

자연스러운 

융합

․과학과, 수학, 기술, 공학, 예술 교과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설계되었는가?

창

의

적 

설

계

학생 중심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었는가?

아이디어 

발현

․프로그램에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상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는가?

자기 문제화
․학습자가 학습 주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 하도록 수

업이 구성되었는가?

학습 방법
․개념을 교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고 활동을 통해 학

생이 깨우치도록 설계되었는가?

과정, 활동 

중심
․결과보다 과정이, 지식보다는 활동이 강조되었는가?

다양한 

산출물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다르게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는가?

협력 학습
․동료, 교사, 다양한 도구와의 협력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감

성

적 

체

험

Hands-on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hands-on)을 통하여 열정

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성공의 경험 ․학습자가 성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새로운 도전 

요소

․연계된 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설계되었는

가?

자기 평가
․학습자가 스스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는가?

<표 Ⅱ-3>융합인재교육(STEAM)의 세부요소

출처:백윤수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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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융합인재교육(STEAM)수업 유형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12)

시,창의  설계,감성  체험이라는 STEAM 학습 거 틀을 포함해야 

한다. ,학생이 문제 해결 필요성을 구체 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창의  설계를 통해 

학생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공 경험의 감성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학습 거(틀)과 융합인재교육(STEAM)의 세부요소<표 Ⅱ-3>

는 융합인재교육의 장 용을 한 가이드라인이자 로그램의 단 

기 으로 활용될 수 있다(조향숙 외,2012).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안한 STEAM 수업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

 수 있다.첫째,교과 내 수업형,둘째,교과 연계 수업형,셋째,교육과

정 재구성형이 그것이다.교과 내 수업형은 하나의 교과 수업 시간에 그 

교과와 연 된 다른 교과의 내용을 연계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형태이고,

교과 연계 수업형은 하나의 주제를 심으로 다양한 교과를 연계하는 수

업형이다.두 교과의 차이는 내용 결합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다.마지

막으로 교육과정 재구성형은 학교 밖 교육인 비형식 교육으로,학교교육

과정을 넘어선 조 은 유연한 형태로의 교육 로그램의 변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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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에 해 2013년 융합인재교육 교사연구회 오리엔테이션에 참

석한 한 교사는 STEAM이 “실제 교육과정을 통해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

움이 다소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방과 후 력 수업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자료 개발 

주의 활동보다는 깊이 있는 STEAM에 한 본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 다(김순강,2013).

나.융합인재교육(STEAM)의 흐름

1)통합교육과정

우리나라의 융합인재교육(STEAM)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교

육의 형태는 아니다.특히나 로그램의 내용 구성면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 교과를 합쳐 교육을 하는 통합교육과정의 발  형태라고 볼 수 있

기도 하다.통합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은 교과 역에 구애됨 

없이 이들을 횡단하여 일정한 기 에 따라 학습내용  경험을 선정,조

직하려는 교육과정이다.교육내용이 통합되면 개개인의 인격도 통합될 

것이며,나아가서 사회도 구심 을 심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가정에 그 

이론  근거를 두고 있다.그런데 학습내용  경험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교육과정이 나타나게 된다(서울 학교 교육

연구소,1995).Dewey(1938)는 교과 내용은 과거로부터 축 된 지식과 

기능의 체계들로 구성되며,학교의 주요 과제는 그 체계들을 새로운 세

에 달하는 것이라고 하 다.교육에서의 통합(integration)은 진보주

의와 함께 주요 쟁 으로 등장하 고,학습자의 경험과 교육과정의 통합

을 심으로 학습자가 분 된 생각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

법이다.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과 문제

는 수학,과학 등과 같은 교과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교

육에서 학습자가 이를 종합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다.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분리된 교과를 가르치기보다 통합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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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흥미로운 실생활 문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강충열, 순,2009;이 만,2001).

Ingram(1979)은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을 구조  근과 기능  근으

로 구분하고 있다.  구조  근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양 /질  통

합으로 구분되며,양  통합은 그 하  유형으로 합산  통합과 기여  

통합으로 나뉜다.  질  통합은 융합  통합과 종합  통합으로 구분

된다.기능  근은 내재  근과 외재  근으로 나뉘며,내재  

근은  흥미,활동,탐구,경험 심으로 분류되고,외재  근은 귀납

,연역  통합으로 구분된다.

곽병선(1983)은 교육내용 구조에 따라 체  근,부분- 면  통합,종

-횡  통합,다학문-간학문-탈학문으로 구분하 다. ,교과통합의 유

형을 학습요소에 따라 주제 심 통합,문제 심 통합,기 기능 심 통

합,탐구 심 통합,경험 심 통합,표 활동 심 통합 그리고 흥미 심 

통합으로 나 었다.마지막으로 수업 운 의 형태에 따라 통합의 날,융

통성있는 시간표의 운 ,집단 교수제로 구분하 다.

,Drake(1993)의 경우 학문이 연결되는 방식,통합의 정도에 따라 다학

문  통합, 간학문  통합, 탈학문  통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Jacobs(1989)는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을 통합의 정도에 따라 학문기 ,

학문병렬,다학문,간학문단원,통합일,완 로그램으로 분류하 다.마

지막으로 Fogarty(1991)는 교육과정의 통합 유형을 단일 교과 내의 통합,

교과 간 통합,학습자 내  학습자 간의 통합의 3가지로 구분하 다.단

일 교과 내의 통합은 그 방법에 따라 분 형,연결형,동심원형으로 구분

되고,교과 간 통합은 계열형,공유형,거미 형,실로 꿴형,통합형으로 

나뉘며,학습자 내  학습자 간의 통합에는 몰입형,네트워크형이 있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여러 교과가 

경계 없이 통합한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특히 김진수(2011)는 앞서 

설명한 학자들이 발표했던 통합유형과 배건(1997),이상갑(2001),배선아

(2009)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STEAM 큐빅 모형’(CubicModel)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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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2)STEM

STEM은 1990년 에 미국 NSF(NationalScienceFoundation)의 보고

서에서 처음 등장하 으며(Bybee,2010),이 정책 용어를 만든 사람은 

JudithRamaley로 알려지고 있다(Maes,2010).미국은 베이비붐 시 에 

태어난 많은 노동자들이 은퇴를 하고 있고,이공계에 한 학생의 선호

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수 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과학기술 분야를 공하는 학원생들의 국 은 반 이

상이 국과 한국,인도에서 온 학생들이었으며,9.11테러 이후 이들의 

귀국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이탈 속도는 더욱 더 가속화되었다.따라서 미

국에서는 미래 과학기술력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해 과학기술의 

교육 정책을 면 수정하게 되었다.Obama행정부에서는 교육 Agenda

로 ‘EducatetoInnovate’를 제시하 고,이는 STEM 교육을 가속화하기 

해서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함양시키는 것이 목 이라고 하

다(김진수,2011). 한 미국의 STEM 교육 강화는 OECD에서 주 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에서 수학과 과학 분야의 성 이 매우 조

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미국 국가과학 원에서는 과학기술 련 문

가 24명으로 태스크포스 을 구성하 고,2007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한 교육의 일환으로 미국 경쟁력 강화법(AmericaCOMPETESAct)을 제

정하 다.미국의 STEM 교육은 학생들의 수학,과학 교과에 한 국제 

학업성취도 향상,과학교사의 문성 계발,여학생과 소수민족의 이공계 

진출 장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Sandersetal.,2006;백윤수 외,

2012 재인용).2010년  미국 의회는 ‘미국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

(AmericanCOMPETESReauthorization)’을 채택하여 국가과학기술 원

(NSTC)의 STEM 교육분과 원회(CoSTEM)에서 ‘연방 STEM 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 에 있다(김진수,2012).



-15-

다.STEM과 STEAM

미국과 국 등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STEM은 과학기술  

수학 등에 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높

은 수 획득,그리고 궁극 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 으로 두고 

있다.이러한 STEM와 우리나라의 STEAM의 차이 은 외형상으로 보았

을 때,‘A’요소의 유무일 것이다.‘A’는 Arts의 약자로 융합인재교육 시

행 창기 우리나라에서 이를 술 교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학

교 교육에서 술 교과로 표할 수 있는 것이 미술과 음악이었고,

STEAM 로그램에 반드시 5가지의 교과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 많은 교사들이 각 요소의 한 융합을 어려워하 다.결국 

STEAM 로그램의 기 단계에서 각 교과 간의 어색한 연계나 융합이 

나타났다. 컨 ,A요소로 노래를 부르고,찍은 사진을 티셔츠에 사

하고,그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식이었다(조향숙 외,2012).그러나 김

진수(2012)와 이효녕(2013)에 따르면,‘A’는 넓은 의미에서 FineArts에 

해당하는 미술과 음악 교과,LiberalArts에 해당하는 사회,역사,지리 

등의 인문 교과,LanguageArts에 해당하는 언어 과목이 있고,Physical

Arts의 체육과 무용 교과, 재는 Technology로 분류된 PracticalArts의 

실과가 있다.이처럼 Arts는 학교교육에서의 모든 과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STEM에서 표면상 Art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의 다양한 교과와 연계되어 있으며(이효녕,2013),상호간의 

의견을 교류하는 활동은 STEM 교육이 훨씬 더 많았다(나상훈,2013).백

윤수(2011)는 외국의 STEM과 우리나라의 STEAM은 발생 배경,동기,추

구하는 교육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우리나라의 융합인재교육은 여타의 

STEM/STEAM과는 차별성 있게 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STEM과 STEAM의 궁극 인 목표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6-

2.역량

가.역량의 정의

역량이란 ‘환경과 효과 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White,1959)으로 이

는 ‘타고 난(innate)’것이 아닌,길러지고 학습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윤정일,김민성,윤순경,박민정,2007).역량과 련된 용어들이 혼

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핵심 역량,작업기 기능,기 기능 등으로 번

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련 용어로는 corecompetence,coreskills,

keycompetence,enablingskills,genericskills,essentialskill,necessary

skills,enterpriseskills등을 들 수 있다(정철  외,1998;이 우 외,

2008재인용).기업을 심으로 인 자원개발,직업교육훈련,그리고 학

교교육분야까지 사회  역에서 ‘역량강화’ 는 ‘역량 심’이라는 문

구를 흔히 볼 수 있으며,역량운동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역량이란 용어

가 화되었다(조 연,김재 ,2007,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에서 재

인용).일반 으로 역량은 ‘직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게 하는 개인 인 

내 (잠재 )인 특성’으로 McClelland(1973)에 의해 인 역량의 개

념이 정립되었다.McClelland는 통 인 학업성취도가 직무성과나 삶의 

성공을 측하지 못하며 한 인종소수자,여성 등에서는 편향되어 있다

고 주장하며(Adams,1996)역량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특히,그는 ‘지

능 검사에 한 역량 검사의 우 성(Testing forCompetenceRather

ThanIntelligence)’이라는 논문에서 통 인 의미의 지능 검사보다 개

인이 수행하는 직무에서 실제의 성과로 나타나는 역량평가가 더 의미 있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역량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며,통일된 개념정의는 없는 

것이 실이다.즉,역량의 개념에 한 공통 인 정의가 부족하고,각 

조직마다 유사한 내용의 역량을 다르게 명명한다거나,유사한 이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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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역량의 정의

White(1959)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McClelland

(1973, 1993)

실제 수행상황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평범

한 수행자와 구분되는, 우수한 수행자의 특성

Klemp(1980)
직무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는 개인의 

잠재적 특성

Boyatzis(1982)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탁월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

McLagan(1982)
직무나 역할 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

력 특성

Spencer &

Spencer(1993)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 등의 개인의 내적인 특성

Parry(1996)

직무에 있어 중요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 역할이나 책

임 등에 영향을 주는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일종의 군

으로, 기준에 의해 측정가능하고 훈련이나 개발을 통해 개

선될 수 있는 것

Mirabile(1997)
특정 직무에서의 뛰어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특성

Athey &

Orth(1999)

뛰어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및 조직의 지식, 기술, 

태도, 행동으로 관찰 가능한 수행의 형태로 표현된 능력이

며, 해당 조직이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

도록 하는 능력

OECD(Rychen & 

Salganik, 2003)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 실천적 기술

을 가동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

<표 Ⅱ-1>역량의 일반  개념

량을 상이한 내용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Brundrett,2000,김종인 외,

2006에서 재인용).

출처:윤정일 외(2007)에서 수정

 표에서와 같이,학자에 따라 역량의 개념이 상이하며,역량과 핵심 

역량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체로 역량과 핵심 역량은 조

직 내에서 개인이 업무의 성과를 나타내기 한 특성이나 능력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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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융합

인재교육(STEAM)의 과정과 결과로 배양할 수 있는 역량에 을 맞추

며,학습자(학생)의 성공 인 미래 삶을 한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 이

고 보편 이며,공통 인 능력의 성격을 견지한다(이 우 외,2008).

나.역량의 특징

속히 변하는 사회에 응하기 한 능력인 역량은 그 변화에 

응하는 개인 인 능력을 표 하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윤정일 외,

2007).역량에 한 심이  세계 으로 확산되는 데 반해 역량의 개

념은 각 나라마다,각 상황마다 다른 의도나 목 을 가지고 사용되어 왔

다(Hoffman,1999;윤정일 외,2007재인용).그러나 공통 으로 역량이

란 과제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행 련 능력이고,구체 인 맥

락에서 작용하며,가시 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태도와 같은 비가시

인 측면도 포함하는 총체 인 능력이다.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역량이 

교육과 경험을 통해 배양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정일 외(2007)는 역량의 특성을 총체성,수행성,맥락성,학습가능성으

로 명명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 다.첫째,총체성이란 역량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찰가능하고 드러나기 쉬운 부분뿐만 아니라 가치,태도 등의 

심층 인 특성까지 포함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이에 해 소경희(2006)

는 역량의 개념이지식이나 인지 ․실천  기술과 같은 인지  차원과 

태도,감정,가치 동기 등과 같은 비인지  차원도 포 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 다. 한 역량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종합 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둘째,수행성이란 이미 획득된 능력의 상태뿐 아

니라 실제 수행 상황에서 가동되어 과제나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의 측면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셋째,맥락성은 역량이 특정한 맥락에 따라 달리 

작동된다는 것이다.이는 ‘지속 으로 구성되는 맥락과 맞물려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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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맥락 이고 즉각 인 성격을 띤다(손민호,2006).마지막으로 

학습가능성이란 역량은 선천 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닌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수행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어 한 개인의 내면에 체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정일 외,2007)

다.역량 틀

OECD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수행하 던 DeSeCo 로젝트는 역량

에 한 새로운 개념을 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경 학이나 직업교육

에서 사용되어 오던 역량이 평생교육과 연결되어 개인의 성공 인 생활

과 행복한 사회를 유지하기 하여 모든 사람이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하

는 능력을 의미하게 되었다.그리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미래 학습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발표하 고,우리나라 역시 많은 연구기

에서 역량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기존에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역

량 틀 에서 표 인 역량 틀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1)DeSeCo(DefinitionandSelectionofKeyCompetencies)

OECD 회원국들은 의무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사회의 온 한 일

원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조사할 목 으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 로그램(PISA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Assessment)을 실시하 다.PISA의 기본 계획과 보고 방법은 각

국의 정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고,지식의 암기 정도를 알아보기 한 

시험이 아닌,다양한 주제 역에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

석하고 추론하며 효과 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련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PISA는 학습자들의 평생학습을 제하고 있으며,학생들의 교

과능력  범교과(cross-curricular)역량과 함께 학생들의 정서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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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thinking

and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Acting autonomously

- ability to defend and asser one’s right, interests, 

responsibilities limits and needs

- ability to form and conduct life plans and personal 

projects

- ability to act within the big picture/the larger context

Using tools interactively

- ability to use language, symbols and text interactively

- ability to use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eractively

- ability to use (new) technology interactively

<표 Ⅱ-2>Keycompetenciesforasuccessfullifeandwell-functioningsociety

고려하고 있다. 한 해당 국가들은 주요 학습목표의 달성 추이를 정기

으로 검하기도 한다.PISA의 평가는 읽기,수학,과학,문제해결 분

야에서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 으며,학생들

의 성공 인 삶이 다양한 역량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제

가 바탕이 된다.

OECD에서는 ‘성공 인 삶과 살기 좋은 사회를 실 하기 해서는 어

떤 역량이 필요한가?’에 한 질문에 한 해답을 얻기 해 DeSeCo

로젝트를 진행하 다.이를 통해 핵심역량을 선별하고,청소년  성인의 

역량 수 을 국제 으로 비교 측정하는 조사를 강화해  수 있는 충실

한 개념  틀을 제공할 목 이었다.스 스가 심이 되어 진행된 로

젝트는 PISA와 연계하여 이루어졌고,틀을 만들어내기 해 다양한 분야

의 문가와 이해 계자,그리고 정책 분석가가 공동으로 참여했다.이 

로젝트는 나라와 문화에 따른 가치와 우선순 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세계의 경제와 문화가 안고 있는 보편 인 문제와 공통 가치도 

함께 악하여,가장 요한 역량을 선정하기 한 기  정보로 삼았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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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ing in socially heterogeneous group

- ability to relate well to others

- ability to cooperate

- ability to manage and resolve conflict

출처:Rychenetal.(2003)

DeSeCo 로젝트의 역량은 ‘자율 으로 행동하기’,‘도구를 상호작용

으로 활용하기’,‘이질 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의 세 가지 범주로 개념

화하 다.

첫 번째,자율 인 행동 역량은 큰 그림 안에서 행동하는 능력,인생계

획과 자신의 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능력,자신의 권리, 심,한

계와 필요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으로 나  수 있다.두 번째,상호작

용 인 도구 활용 역량은 언어,상징,텍스트를 상호작용 으로 활용하는 

능력,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 으로 활용하는 능력,테크놀로지를 활용

하는 능력으로 구분되며,마지막으로 이질 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역

량은 타인과 계를 잘하는 능력, 동하는 능력,갈등 리와 해결 능력

으로 구분할 수 있다.

2)Key CompetencesforLifelong Learning(European Reference

Framework)

유럽연합(EU:EuropeanUnion)은 유럽에 치한 27개국을 회원국으

로 1993년 창립되었다.EU는 국가 경쟁력과 고용능력(employment)을 

한 평생학습 뿐만 아니라,사회  포용력(socialinclusion),능동  시민

의식(activecitizenship)과 개인의 성장을 한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있

다(EuropeanCommission,2001;최돈민,2009재인용).유럽연합을 창립

한 목 은 무엇보다 먼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

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 을 진하는 것이다.아울러 공동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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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Communication in the mother tongue

Communication in foreign languages

Mathematical competence and basic compete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Digital Competence

Learning to learn

<표 Ⅱ-3>AEuropeanReferenceFramework

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국제무 에서 유럽

의 이해를 제고하기 함이다.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 국

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유․안 ․정의’를 공동의 

역으로 확  발 시키고자 한다.기존의 통합 성과인 공동체법  행

의 집 (acquiscommunautaire)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발 시키는데 창

립 목 이 있다(외교부,2010.9;네이버 지식백과,2013).이처럼 통화의 

단 를 통일하고,단일시장을 형성하며,국가의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지

게 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하나의 거 한 연합국가로 변모하 다.때문에 

학습자들이나 근로자들의 이동이 과거보다 쉬워지고,그 수가  증가

함에 따라 학업성취나 업무숙련에서 표 화된 기 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된 유럽의 사회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한 

핵심 략으로 평생학습을 그 면에 내세우고 있다.평생학습은 노동능

력과 숙련격차를 해소하는 데 매우 요한 기 를 제공하며,이를 통한 

일자리 획득은 미숙련자와 실업자의 사회  배제를 막는 가장 훌륭한 안

정장치이다.따라서 EU는 각 국가와 부문들의 다양성을 존 하면서 개

방 이고 유연한 력 계와 화를 통해 평생학습 략을 추진하고 있

다(최돈민,2009).유럽의회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세계화에 응하

기 하여 평생학습을 한 핵심역량(Key CompetencesforLifelong

Learning:AEuropeanReferenceFramework)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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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nd civic competences

Sense of initiative and entrepreneurship

Cultural awareness and expression

연도 연구 주제 연구 내용

2007년 미래 사회 진단 �미래 사회의 특성(안) 진단

<표 Ⅱ-4>3년간 연구 내용

출처:EUCommunities(2007)

EU에서 제안한 핵심역량에는 모국어 활용 의사소통,외국어 활용 의사

소통,수학 역량과 과학  공학에서의 기  역량,디지털 역량,학습력,

사회와 시민 역량,기업가 정신,문화  인식과 표  등이 포함된다.

3)미래 사회 한국인의 핵심 역량

OECD의 DeSeCo 로젝트 이후,세계 많은 나라에서 역량을 심으

로 교육과정을 개편하 다.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이후 지식기반사

회에 필요한 국민의 지  역량과 학습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이에 한 육성의 필요성을 가조하 으며,이와 련된 연구들

을 지속 으로 수행해 왔다(이 우 외,2008).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시 에서 특정 분야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규명에 주안 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미래 사회에서 핵심 역량의 역과 요소를 규명하는 것에 한 

종합 인 연구는 미흡하 다고 평가하 다.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속 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핵심 역량기반

의 국가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3년간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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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
및 핵심 역량의 

영역 설정

�미래 사회의 특성(안)의 타당성 검증

�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영역(안) 설정

�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영역(안)의 타당성 

검증

2008년

(2차년)

핵심 역량 영역 

및 요소의 설정

� 초․중등학교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역량

(안)설정

� 고등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역량(안) 설

정

�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안) 설정

�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안) 설

정

� 미래 사회 한국인의 핵심 역량 영역 및 요소

(안) 설정 및 타당성 검증

 미래 사회 한국인의 핵심 역량 영역(안)의 

타당화

 미래 사회 한국인의 핵심 역량 영역 및 

요소 확정

� 핵심 역량 영역(요소)이 국가 교육과정 구성

에 주는 시사점 도출

2009년

(3차년)

핵심 역량 기반 

국가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

� 핵심 역량 관점에서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의 목표 및 내용 분석

� 교육과정 설계에서 핵심 역량 영역 및 요소

의 반영 방식 탐색

�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의 방

향 탐색

� 핵심 역량 기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

계(안)

출처:이 우 외(2008)

2007년도(1차년도 연구)연구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한국 사회의 특징을 진단하고,그에 따라 미래 한국인이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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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영역 하위요소 정의

창의력

창의적 사고기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과 같은 인지적 능력

창의적 사고 성향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중력, 자발

성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

문제해결능력

문제인식
해결할 문제를 확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

기

해결 방안의 탐색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

해 내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해결 방안의 실행

과 평가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평

가하기

논리적 사고력 연역적, 귀납적 과정을 통해 사고하기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기준이나 근거를 갖고 현상을 분석

<표 Ⅱ-5>미래 사회 한국인의 핵심 역량

할 핵심역량의 역(안)을 9개로 설정하 다.설정된 핵심 역량의 역

(안)은 갈등조정능력,문제해결능력,의사소통능력,정보처리능력,시민의

식,창의력,다문화이해능력,자기주도  학습능력,삶의 향유능력 등이었

다.2차년도 연구에서는 ․ 등학교 교육,고등교육,직업세계,평생학

습사회 등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역  요소를 추출하여 1차년도 연

구에서 구안한 핵심 역량 역(9개 역)을 수정․보완하고,궁극 으로

는 미래 사회 한국인의 핵심 역량 역  요소를 설정하는 데 그 목

이 있다.핵심 역량을 설정하기 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설문 조사,

델 이 조사  NGT와 문가 의회,원고 용역,세미나, 동 연구 등

이다.마지막 3차년도 연구에서는 1,2차년도 연구를 통해 설정된 핵심 

역량을 기르는데 합한 ․ 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일차 인 목 이 있다.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 연구에서도 여

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며,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래의 표와 같이 10개의 역량이 미래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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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가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말하기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로 표

현하는 능력

듣기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여 잘 들어주고 공감

하는 능력

쓰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효과적

으로 글을 쓰는 능력

읽기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

하는 능력

정보처리능력

정보 수집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

별하는 능력

정보 분석
수집된 정보를 비교, 분류, 종합하여 그 가

치를 평가하는 능력

정보 활용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활용 

및 생성하는 능력

정보 윤리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요구되는 윤

리의식

매체활용능력 다양한 매체를 선택, 활용하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용적

인 태도

협동 공동의 목적을 위해 타인과 협력하는 태도

갈등 관리
가등을 의미 있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태

도

관계형성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능력

리더십 타인을 선도하고 이끄는 능력

자기관리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발견하여 명확한 삶

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역할 의식을 발전

시키는 태도

여가 선용
여가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유익하

게 즐기는 능력

건강관리 생활에 필요한 체력을 보존하고 건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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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합리적 

경제생활

합리적인 소비 생활과 더불어 재정(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기본생활습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생활 습

관 및 태도를 형성하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자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계획․관

리․실행하는 능력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수

행하려는 태도

준법정신
법이나 사회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려는 

의식

환경의식
환경 보존을 위해 자신의 소비습관,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태도

윤리의식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음을 지향하려는 

태도

봉사정신 사회 또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

국제사회 문화

이해

우리문화 이해
우리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이해하고 계

승․발전시키는 태도

다문화 이해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 존중하는 태

도

문화 향유 능력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유

하는 태도

국제사회 이해
국제 사회의 여러 현상 혹은 문제들을 다

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외국어 소양
국제화 사회의 상호 소통에 요구되는 외국

어 문해 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진로개발능력

진로인식
진로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

진로탐색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

하는 능력

진로설계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진로를 설정

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기초학습능력 기초적 읽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기초적인 학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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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쓰기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기초학습

능력

수리력
계산하기, 수와 도표를 읽고 이해하는 기

초 수리력

[그림 Ⅱ-4]21세기 학습자의 핵심 역량과 지원 시스템

출처:P21(2009)

출처:이 우 외(2008)

4)P21Framework

미국의 21세기 비를 한 국가조직인 ‘21세기 역량 의회’(The

Partnershipfor21stCenturySkills)는 새로운 로벌 경제 환경에서 학

생들의 성공을 한 새로운 비 을 개발하 고,그 결과물인 ‘21세기 학

습자 역량’을 그림과 같이 제시하 다.

이 틀은 학생들이 21세기에 성공 으로 일하고 생활하기 해서 익 야 

할 역량1)(skills),지식(knowledge), 문 지식(expertise)을 포함하고 있

다.이는 내용지식(contentknowledge),특정 역량(skills), 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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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ise),그리고 소양(literacies)을 조합한 것이다. 의회는 21세기 핵

심 주제들이 어,읽기 는 언어학,세계 언어, 술,수학,경제학,과

학,지리학,역사학,시정학을 포함해야 함을 언 하면서 좀 더 높은 수

의 지식을 이해하기 해서는 21세기에 한 간학문 인 주제들을 엮

어 제시해야 함을 주장하 다.간학문 인 주제는 국제 이해(타 문화 이

해  인식), 융 지식( 융,경제,경   기업에 한 소양),시민 소

양(시민 참여,지역사회 서비스,윤리,사회정의),건강 소양(공공 보건,

양, 방 의학 등),환경 소양(에 지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한 생

태학  이해)등이 있다.

한 이 틀에서 핵심 교과  21세기 주제는 21세기에 가장 많이 요구되

는 세 가지 유형의 역량에 둘러싸여 있다.첫 번째는 4Cs로 나타나는 학

습과 신 역량,두 번째는 정보,미디어,정보통신기술 역량,세 번째는 

생활  직업 역량이며, 특히 학습과 신 역량(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역에서 4C(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andCreativity)를 한 교과의 간학문  근을 강조한다.

21세기 역량  첫 번째 유형은 비  학습 역량과 신에 을 둔

다.이 유형에는 1)비  사고와 문제해결능력,2)의사소통  력,3)

창의성과 신의 3가지 역량이 포함된다.

비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은 21세기 학습에서 가장 기 인 능력이

다.오랜 기간 동안 학교 장에서 요한 교육목표의 순서로 여겨져 오

던 학습목표분류학의 순차  학습방식이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 이지 않

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순차 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정에서 동시에 나타나게 되며,창조와 용,

1)skills는 기능,기술로 번역되지만,본 논문의 ‘Partnershipfor21stCentury

Skills’부분에서는 ‘역량’으로 번역하 다.Trilling,B.&Fadel,C.의 단행본 21st

CenturySkills-Learningforlifeinourtimes의 한국어  제목을 21세기 핵

심역량 – 이 시 가 요구하는 핵심스킬로 번역한 것처럼 Skills를 ‘역량’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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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분석,이해,평가가 모두 잘 설계된 학습 활동과 로젝트 과정에

서 함께 사용되어 학습 결과의 효과성을 높이고,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

과거에도 교육을 해서는 기본 인 의사소통력은 필수 요건이었다.그

러나 스마트기기의 발달에 따른  시 에서는 더욱 폭넓고 깊은 수 의 

개인  의사소통능력과 동능력을 필요로 한다.높은 수 의 의사소통

과 력을 포함하는  학습 로젝트는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매우 

좋은 방법이다.끊임없이 변화하고 발 하는 기술과 사회의 환경  요구

로,창의성과 신은 21세기 역량 가운데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창의성과 신은 질문과 인내심,새로운 아이디어에 한 개

방  태도,높은 신뢰,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는 태도를 키우는 학습 환

경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이는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으며,일반 인 평가체계가 아닌 특정한 분야에서 창의력의 다양한 측

면을 평가할 수 있다.비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의사소통과 력,창

의성과 신은 21세기에서 우리의 학습과 일,생활을 한 세 가지 필수

요소다.

21세기 학습자들은 미래의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사고하고,배우며,의

사소통하고, 력하며,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이와 함께,폭발

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미디어,정보통신기술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21세기에는 모든 사람의 정보 리터

러시가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효율 이고,효과 인 정보에 근하여 평

가하고,정보를 활용하고 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미

디어를 이용해 메시지를 달하는 방법,나에게 맞는 미디어를 선택하는 

방법,효과 인 메시지를 생산해 내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 역시 요하

다.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메시지 달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특정 

매체를 이용한 메시지 제작,미디어 메시지가 에게 갖는 향력을 

뜻한다.정보통신기술(ICT)역시 21세기 역량 역량의 핵심 수단이다.정

보통신기술 리터러시는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학습에 잘 활용할 수 있

는 소양을 뜻한다.21세기의 학생들은 기성세 보다 더 능숙하게 정보통



-31-

신기술을 다루지만,그들은 이러한 기술이 복잡한 학습 과제 는 창의

 과제에 용될 수 있는지 도움을 필요로 한다.세 가지 디지털 리터

러시(정보,미디어,ICT)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정보와 미디어,통신

기술이라는 지속 으로 확 되는 도구를 운 하고 리하는 데 필수 이

다.

마지막으로 생활  직업의 역량 측면에서 21세기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능력은 유연성  응력,진취성과 자기주도성,사회   다문화  상

호작용,생산성  책무성,리더쉽  책임감이 있다.

유연성과 응력은 자신에 한 비 , 상치 못한 차질,실패까지도 받

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이며,진취성과 자기주도성은 문제에 

착했을 때 서로에게 의존하거나 가하지 않고,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등의 능력을 말한다.21세기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작은 세계

가 되어가고 있고,이 때문에 문화 ,사회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

는 것,  이를 이용하여 더 창조 인 아이디어와 문제해결방법을 찾아

내는 능력 역시 요해 질 것이다.목표 수립과 달성,일의 우선순  선

정,시간의 효율  활용 모두 일과 학습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이다.업무와 학습에서의 로젝트는 21세기의 일에서 매우 

요한 단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따라서 생산성과 책무성은 모든 21

세기 학생과 교사가 학교와 직장,일상생활에서 정공하는 데 필요한 

요한 역량이다. 한 로젝트  안에서도 개인의 리더십, 원 간 

조,그리고 공통의 비 을 향한 반 인  내 동이 매우 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2012).

21세기 학습 체제인 21세기 인보우를 보면,학습의 내용과 역량 이외

에 기   평가,교육과정과 지도, 문성 개발,학습 환경의 지원 시스

템을 알 수 있다.이러한 지원 시스템은 21세기 학교와 학습 사회를 건

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21세기에 만들어 지는 기 은 학생들이 각 학문 역에서 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스킬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는 것이며,이러한 기 이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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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좌우해 왔다.과거에는 이러한 기 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객 식 시험이었다면,21세기에 들어서는 각 학문 역에

서 주요 개념에 집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21세기  주제와 학제 간 이

슈를 활용해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학습을 제고할 수 있는 실 세계의 

문제에 을 맞추어야 한다.

행의 평가는 좋은 수를 얻기 해 필요한 지식을 잘 암기하는 데에

만 을 맞추어 왔다.그러나 21세기를 비하여,기존의 평가 방식과 

확연하게 다른 평가로 환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두되어 왔다.기본

인 지식이외에도 고차원 인 사고 능력,이해력,역량 등을 통합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평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21세기에 합한 

교육과정과 지도는 교육 시스템을 수정하여 수업의 50%를 로젝트로 

진행하게 하는 형태이다.이러한 수업이 진행되면, 달된 지식은 훨씬 

더 높은 연 성을 가지고,심도 깊은 지식을 축 하게 될 것이며,21세기 

역량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21세기 역량의 습득에 한 성공 여부는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교사들에게 유능한 21세기형 교사가 되는 방

법을 수해 주는 성공 인 문성 개발 로그램은 경험을 강조하고,

문 인 조사에 따른 결과물을 참고하며, 동 활동을 활용한다. ,학

생과 교사가 함께 작업하는 내용이 있으며,지속 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학교의 개선과 발  등 모든 측면에서 통합된다.마지막으로 

21세기의 학습 환경은 학교의 건물,교실 등 시설의 설계,학교 운 ,학

사 일정,교육과정  활동,교육기술 인 라,교사와 교직원의 모임,학

교 문화,지역사회 참여,교육 시스템의 리더십과 정책 등의 요인들에 의

해 결정된다.

5)AssessmentandTeachingfor21stcenturySkills(ATC21S)

세계 으로 많은 나라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해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한 다양한 교육 신이 시도되고 

있다.그 에서도 호주 연구 (TheUniversityofMelbourne)이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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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세계 다양한 교육 정책 문가들과 다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21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육(AssessmentandTeachingof21stCentury

Skills) 로젝트’가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다.세계 으로 지식 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역량을 키워주는 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나,여 히 지필

고사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 공감하는 세계 교육

문가 250여 명과 인텔(Intel),시스코(Cisco),마이크로소 트(Microsoft)

와 같은 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ATC21S의 평가도구는 확정되거나 공개된 것

은 일부분이지만,다음 두 가지의 략 인 평가도구 개발 방향은 설정

되어 있다.첫째,컴퓨터화 평가 방법(Computer-AssistedTesting;CAT)

을 사용한다.이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력을 높이고 많은 학생의 평가를 

하기 한 보다 편리한 도구를 제고하기 해서 Web3.0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로그램을 학생 개개인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둘째,질

 평가의 공식 교육평가화이다(Ibid:91).이는 맞고 틀림의 이분법 인 

채 이 아니라 더 넓은 폭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을 부각시켜 질  평

가의 장 을 역설한다.따라서 다양한 수 의 학습을 평가하기 해서는 

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류성창,2012).

ATC21S에서는 2009년부터 3년간의 연구 결과로 력  문제해결 역량

과 정보문해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신  평가방법을 개발하 다.이 

결과는 2015년부터 PISA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된다.ATC21S는 그동안 OECD 등에서 연구하 던 역량 개념을 발

시켜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사고방식,직무방식,직무수단,생활방

식의 4개의 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Griffin,P.etal.,2011).이 

틀에서 제시한 10가지의 역량은 일반  사고는 물론 직업세계에서 요구

하는 역량과 생활세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통합 으로 근한 것이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세계 으로 공통되는 21세기 창의  인재상은 창

의  사고(Creativethinking), 업(Cooperation),인성 형성(Character

building)의 3C를 포함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라고 할 수 있다(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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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인재상 관련 역량 요소

창의

(Creativity)

창조와 

혁신을 

- 창의력

- 문제해결력

<표 Ⅱ-7>융합인재의 핵심 역량  요소 

Category Skill

Ways of Thinking

w Creativity and innovation

w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

w Learning to learn, metacognition

Ways of Working
w Communication

w Collaboration(teamwork)

Tools for Working

w Information literacy(includes research on 

sources, evidence, biases, etc.)

w ICT literacy

Living in the world

w Citizenship – local and global

w Life and career

w Personal & Social responsibility – including 

cultural awareness and competence

<표 Ⅱ-6>21stCenturySkillsFramework

외,2013).

출처:ATC21S(2010)

6)4C-STEAM

미래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은 다양한 분야에 한 융합의 문성

과 창의성을 지니고 삶을 즐기며,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인재이다.

미래의 인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이 요구되며,융합인재교육

(STEAM)에서 지향하는 핵심 역량을 창의(Creativity), 소통

(Communication),내용융합(Convergence),배려(Caring)의 4C라고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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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인재

- 문제확인능력

- 정보수집능력

- 정보분석능력

- 의사결정능력

- 평가능력

소통

(Communication)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 언어적 소통

- 시청각적 소통

- 학문적 능력

- 글로벌 소통 능력

- 소통하는 태도

- 협력하는 태도

내용융합

(Convergence)

융합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인재

- 다양한 지식의 이해

- 다양한 지식간의 연결성 및 연관성에 

대한 이해

- 새로운 가치적 관점의 융합지식의 창

출

- 융합 지식의 활용

배려

(Caring)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인재

- 자기애

- 자신감

- 자아정체감

- 자아효능감

- 타인을 위한 배려

- 타인 존중

- 다문화 이해

- 감성(SEL)

출처:백윤수 외(2012)

3.융합인재교육(STEAM)에서의 역량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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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STEM STEM-A STEAM 4C-STEAM

개 과학기술에 대한 STEM+예술을 통 예술을 도입하여 내용 지식과 경험

<표 Ⅱ-8>STEM,STEM-A,STEAM,4C-STEAM의 비교 

인재이며,이를 한 핵심 역량은 창의성과 의사소통력이다. 한 사

회에는 학문 분야의 역을 넘나드는 융합 이고 창의 인 사고를 하는 

통섭 인 인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특히 창의 인 인재는 ‘경계를 넘

나드는 사람’(Pink,2006)이며,미래 사회 인재의 6가지 요소로서 설계,

스토리,조화,공감,의미를 제시하 다. ,Gardener(2009)도 미래에는 

제된 마음,조합하는 마음,창조  마음,존 하는 마음,윤리  마음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 다.미래 사회는 타인과 소통하고 삶을 즐

기는 창의성과 융합  문성을 지닌 인재를 필요로 하며,이를 해서

는 타인에 한 배려와 존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한 융합 

능력이 필요하다(백윤수 외,2012).

가.선행 연구

1)백윤수 의 4C-STEAM

융합인재교육(STEAM)은 창의성(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내용융합(Convergence),배려(Caring)의 함양을 추구하는 4C-STEAM이

다.4C-STEAM은 창의  설계와 감성  체험을 통해 과학기술과 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  지식,과정,본성에 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

이고 종합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백윤수 외,2011)

재 과학기술 련 교육계에서 언 되고 있는 여러 STEM/STEAM의 

유형이 있으며 이는 각각의 개념 ,구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를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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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적

특

징

성취도 향상 및 

흥미와 유의미성

을 높이기 위하여 

공학적 사고 및 

소양 함양

한 STEM 소양 증

진

STEM 관련성 확

대

의 융합을 통한 

4C : 창의성

(Creativity), 소통

(Communication), 

내 용 융 합

(Convergence), 배

려(Caring)

구

성

적

특

징

w 인간 가치 추구

를 위한 문제해

결, 기술적 설계

활동 관점의 ‘공

학’ 개념 포함

w STEM을 위해 

Arts 분야를 포

함하여 교육을 

할 수도 있음

w The STEM -A 

미션: 예술 몰입

을 통한 STEM 

교육 확장

 

w Arts의 범위는 

예술, 경영 및 

인문․사회 등의 

모든 분야. 즉, 

S, T, E, M에 포

함되지 않은 다

른 모든 학문 분

야로 확장 가능

w STEAM 개념 +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강조

출처:백윤수 외(2011)

4C-STEAM은 감성  체험(EmotionalTouch)과 창의  설계(Creative

Design)가 핵심 인 역할을 한다.첫째,감성  체험은 학생이 학습에 

한 정  감정을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학생이 학습과정에

서 학습에 한 흥미,자신감,지  만족감,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한 동기 유발,욕구,열정,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  의미를 발견하

는 선순환 인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을 의

미한다(백윤수 외,2011).이것은 그동안의 학습과정에서는 생략되었던 

요소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의 당 성에 하여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뜻하게 된다. 한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유기 으로 융합하는 것으로 학습과정에서 다양한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둘째,창의  설계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지식,제품,작품 

등과 같은 산출물을 구성하기 하여 창의성,효율성,경제성,심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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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 하여 최 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인 과정이며,

이는 시  요구에 부합하는 종합 인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백윤수 외,2011).

2)김성원 외 4인의 Ewha-STEAM

융합인재교육을 한 이론  모형인 Ewha-STEAM 융합모형은 창의․융

합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지식,핵심 역량과 융합요소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김성원,정 란,우애자,이 주,2012).김성원 외(2012)는 

창의․융합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지식과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 융

합인재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 다.핵심 지식이란 창의․융합형 인

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지식을 의미하며,여러 학문을 연계하는 교과

기반 통합 개념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학문을 융합하기 해 요구되

는 각 학문의 본성에 한 이해와 같은 소양 지식으로 나  수 있다.핵

심 역량이란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역량으로,각 교

과를 기반으로 하되 여러 학문 역에 이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과기반 통합역량과 미래 사회에서 새로움을 창조하고 지속가능한 발

을 이끌어 나가기 해 요구되는 창의․인성 역량으로 나 어 제시하

다.

 융합인재교육을 한 교육과정을 운 하거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융합 요소를 도출하 다.첫 번째 요소는 융

합의 단 로서 학교 장의 수업 운  방식을 고려하여 개념/탐구과정.

문제/ 상,체험활동의 세단계로 나 었다.두 번째 요소는 융합 방식으

로 서로 다른 교과목을 어느 정도 융합할 것인가에 한 것이다.융합 

정도에 따라 다학문 ,간학문 ,탈학문  융합으로 분류하 다.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융합 맥락이며,개인  맥락,지역 사회  맥락,세계  

맥락의 세 단계로 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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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Ewha-STEAM 융합모형

3)선행 연구 논문

박 석 외(2012)는 학교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융복합교육의 

황과 향후 효과 이고 발  실행을 한 제언을 해,2011년 STEAM

교사연구회에서 개발한 자료를 융복합목표,융복합수 ,융복합맥락의 측

면에서 다각 으로 분석하 다.융복합목표를 첫째,교육목표체계와 둘

째,핵심역량으로 분석하 다.그  핵심역량으로 분석하는 데 용한 

분석틀은 OECD의 DeSeCo핵심역량 체계 다.OECD DeSeCo핵심역

량 체계를 용한 교육목표 분석결과,도구활용역량의 빈도수가 가장 높

았으며,그 다음이 집단 상호작용역량,자율  행동역량 범주의 순서

다. 체 으로 STEAM의 정책을 잘 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몇몇의 항목에서는 보완하고 수정을 거쳐야 할 단계도 있었다.특히 주

어진 키트를 활용한 만들기 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테크놀로지

를 활용하는 능력에 한 부분이 낮은 빈도를 보 다. 한,모둠활동을 

통해 력하는 능력은 잘 반 되고 있었으나 갈등 리와 해결능력에 

한 부분은 미진한 역으로 드러났고,이를 해서는 이견을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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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 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주미경,문종은,송륜진(2012)도 학교 수학교육을 개선하기 한 융복

합교육 방안을 탐색하기 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융복합교육 

로그램 사례를 검토하 다.특히,국내의 수학교과 련 융복합교육 논

문을 검색하여 총 174편의 논문을 수집하여,이를 학교 과 통합 상 교

과분포,그리고 교육  목표별로 분류하 다.그 에서 교육  목표에 

따른 분류는 통합요소에 따라 교과 외 이슈 심과 교과 내용 련 주제 

심으로 나 고,흥미와 동기  심 등의 ‘교과역량’과 교과 외 인 

‘핵심역량’을 규정하여 통합의 교육  목표로 분류․분석하 다.그  

STEAM 교육은 다섯 역 사이의 균형 있는 통합이 어려우며,좀 더 조

화로운 통합을 해서는 분과 인 실행을 지양하고 진정한 의미의 융합

이 실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민희와 임해미(2013)는 수학사를 기반으로 STEAM PBL 로그램을 개

발하고,수학  가치를 포함하는 수학  태도변화를 악하기 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수업 실행 에 학생들의 담화,행동을 심으로 융

합  지식 형성과  21세기 역량 변화를 분석하 다.역량을 분석하기 

한 분석 틀은 Stanley(2011)에 의해 제시된 ‘21세기 역량’이며,이를 수업 

내용과 형태에 맞게 수정하 다.21세기 역량 분석틀은 력,표 ,비

 사고와 문제해결의 3가지 범주와 11개의 구체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수업 분석 결과,학생들이 원 간의 력,의사소통과 표 ,비

 사고를 토 로 문제해결을 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었고,수업을 통

해 수학  가치를 포함한 수학  태도의 정  변화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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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사 및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방법 및 대상 설정

⇩

역량 분석틀 자료 및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수집

⇩

분석 준거 및 방법 설정

⇩

역량 중심 STEAM 분석틀 개발

⇩

분석틀을 이용한 STEAM 프로그램 분석

⇩

결과 분석 및 결론 도출

[그림 Ⅲ-1]연구 차

Ⅲ.연구 방법

1.연구 차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역량 분석틀에 

련된 자료를 수집․선정하 다.선정된 역량 련 분석틀에서 거에 따

른 하 역량을 추출하 고,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 다.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에 합한 역량 심 융합인재교육

(STEAM)분석틀(이하 역량 심 STEAM 분석틀)을 고안하 고,개발한 

역량 심 STEAM 분석틀을 이용하여 STEAM 로그램을 분석해 보았

다.개발한 역량 심 STEAM 분석틀과 STEAM 로그램의 분석 결과 

자료는 과학교육 문가 3인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 다.본 연구의 체 인 연구 차는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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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관 발표

1
Definition of Selection and Key Competencies

(DeSeCo)
OECD 2003

2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European Reference Framework)

European

Communities
2007

3 미래 사회 한국인의 핵심역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4 P21 Framework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

5
Assessment and Teaching for 21st 

Century Skills
ATC21S 2010

6 4C-STEAM 백윤수 팀 2012

<표 Ⅲ-1>STEAM 역량 분석틀 개발을 해 선정된 역량 틀

2.STEAM 역량 분석틀 개발

융합인재교육(STEAM) 로그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을 분석하기 

한 STEAM 역량 분석틀을 개발하기 해 기존에 발표된 역량 틀을 수

집하 다.

가.STEAM 역량 분석틀 개발을 한 문헌 조사

국회도서  사이트(www.nanet.go.kr)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트

(www.riss.kr)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competency,competence,역량,

skills등을 입력하여 검색된 여러 역량 틀 ,6개의 틀을 선정하 다.

선정된 역량 분석틀은 부분 성공 인 미래의 삶을 해 학습자(사회

인)가 습득해야 할 역량을 담고 있다.역량 심 STEAM 분석틀 개발을 

해 선정한 역량 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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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한국과학창의재단 운  STEAM 사이트

OECD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수행하 던 DeSeCo 로젝트는 역량

에 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발하는 계기가 되었고,평생교육의 개념과 

결합되어 교육학계에서도 역량에 한 심이 증폭되었다.따라서 2003

년을 기 으로 그 이후에 발표된 여러 분야의 역량 틀  교육과 련된 

역량 틀을 선정하 다.

나.STEAM 역량 분석틀 개발 

STEAM 역량 분석틀 개발을 해 선정한 6개의 역량 틀의 역량의 정의

와 하  역량을 분석하여 역량군  하  역량을 추출하 다.문헌 자료

에서 추출된 역량은 총 106개 으며,이를 matrix로 유사한 역량을 묶어 

비교하 으며,그 결과를 범주화하 다. 한,3명의 과학교육 문가와 

함께 STEAM과의 련 여부에 따라 역량을 취사선택하 으며,추가 으

로 필요한 역량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삽입하 다.

다.분석 상 STEAM 수업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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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STEAM 역량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할 STEAM 수업 로그램

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 하고 있는 사이트(www.scienceall.com)에

서 수집하 다.사이트에서는 STEAM 수업에 필요한 수업지도안을 학년,

과목,단원별로 나 어 제공하고 있으며,교사인증의 과정을 거친 

후,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STEAM 수업 로그램은 한 일 

문서로 제작되어 있고,그 형태는 교수학습지도안 양식이다.교수학습지

도안 내용 구성은 1)주제  제작의도,2)학습 목표(내용/과정),3)

STEAM 과목 요소,4)STEAM 단계 요소(상황 제시/창의  설계/감성

 체험),5)차시별 계획 총 표,6)평가계획,7)차시별 교수학습과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연구자는 교수학습지도안의 항목 에서 1),2)

그리고 4)항목을 으로 살펴보고,STEAM 역량 분석틀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과학을 심으로 한 총 191개 로그램( , ,고등학교 로그램)  

각 학교 별로 10개씩,30개를 표집하 다.표집의 방법은 무작  선정

(단순 무선표집)이었으며,선정한 로그램은 <표 Ⅲ-2>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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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순서 프로그램 제목

초등

1 달로 떠나는 여행

2 좋은 에너지, 건강한 지구, 행복한 우리

3 2025년 한국 달 탐사 프로젝트

4 우리의 몸

5 아슬아슬 전기미로 만들기

6 건강, 채소의 색깔을 봐

7 별빛 속으로

8 나만의 스포츠 음료 만들기

9 세상을 품은 인형극

10 과학을 품은 달

중등

1 음식물과 열량

2 지구사진 촬영 프로젝트

3 나침반 없이 방향 찾기

4 꿈을 향해 날아라

5 빗물 저장 장치 만들기

6 청진기 만들기

7 펫트병으로 뗏목 만들기

8 간이 후레쉬 만들기

9 간이 정수기 만들기

10 공포영화 특수분장사 되기

고등

1 아름다운 건축물(실버타운 건설하기)

2 나무로 보는 창덕궁

3 수질 조사

4 재활용품을 이용한 빛나북 만들기

5 우주선을 잡아라

6 자가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7 GPS센서를 이용한 하천의 길이 측정

8 에어로켓

9 윷놀이 속에 들어있는 과학

10 그네뛰기의 과학

<표 Ⅲ-2>분석 상 STEAM 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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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 방법

개발한 STEAM 역량 분석틀은 역량 요소를 범주화하여 크게 6개의 역

량군의 항목을 나타내었다.STEAM 수업 로그램의 교수학습지도안을 

면 히 검토하여 그 내용 에 STEAM 역량이 나타나면 1,해당 내용이 

없으면 0로 표시하 으며,반복 으로 STEAM 역량이 나타나더라도 

복은 인정하지 않았다.2)

분석한 로그램은 각 학교 별로 등학교 10개, 학교 10개,고등학

교 10개,총 30개 으며,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각 학

교 의 로그램을 분석하 다. 로그램에서 6개의 STEAM 역량 요소

가 나타나면 체크를 하 으며,후에 이를 1로 환산하 다. 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최소 0에서 최  10까지이며,6개의 역량마다 1～10으

로 표시하 다.

2) 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수학습지도안 안의 내용 속에 역량 요소가 

반복 으로 여러 번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1이상의 숫자로 표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이는 척도로 나타내었을 때,역량의 요소가 여러 번 나타난다고 해서 

그 지 않은 로그램보다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더 효과 이라고 보기 어렵

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로그램 내에서 특정 역량의 요소가 발

견되었을 때는 1,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0으로 분석하여 그 객 성을 높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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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악하기 용이하도록 그래 를 이용하 다.결과의 가시

성을 높이기 해 선택한 그래 의 종류는 radarchart3)이다.

3) 이더 도표(RadarChart)는 어떤 측정 목표에 한 평가항목이 여러 개일 

때 항목 수에 따라 원을 같은 간격으로 나 고, 심으로부터 일정 간격으로 동

심으로 척도를 재는 칸을 나 어 각 평가항목의 정량화된 수에 따라 그 치

에 을 찍고 평가 항목 간 을 이어 선으로 만들어 항목 간 균형을 한 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표이다.여러 측정 목표를 함께 겹쳐 놓아 비교하기에도 

편리하다.특히 신문,잡지 등에서 많이 쓰이는데, 를 들어 여러 제품의 품질

을 평가하기 해 견고성,사용편의성,가격,디자인,고객서비스 등의 항목을 

두고 이를 10단계로 수를 매기고 이를 이더 도표로 만들어서 보면 각 제품

의 장단 과 균형을 쉽게 알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더의 표시장치와 닮아서 

이더 도표라고 하며, 이더 차트(radarchart), 이더 그래 (radargraph)

는 스 이더 차트(spiderchart)라고도 한다( 키피디아,2013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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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역량 심 STEAM 분석틀 개발

2011년부터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해 미래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목 으로 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극 으로 시행하고 있

다.이를 통해 배양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이고,  어떠한 범주를 가지

는지 알아보기 하여 기존에 발표된 역량 틀을 바탕으로 STEAM에 

합한 역량 심 STEAM 분석틀을 개발하 다.

기존의 역량 틀을 통해 역량 요소를 추출하여 비슷한 역량을 묶어 범주

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기존의 역량 틀은 일반 인 시민생활을 해 개

발된 것이어서 STEAM의 특징 인 요소를 반 한 STEAM 역량 분석틀

을 고안하 다.

가.역량 틀에서 추출한 역량 요소 분석

6개의 역량 틀에서 각각 추출한 역량들은 총 106개로,이들을 matrix에 

나열하여 비슷한 역량들을 범주화하 다.그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역량을 나타내는 단어는 competencies,competence,skill,capability,

capacity,ability등으로 다양하지만,결국 역량이란 지 능력,인성(태

도),기술 등을 포 하는 다차원 (multidimensional)개념의 능력을 나

타내는 개념이다.Moore(2002)나 윤정일 외(2007)가 설명한 것처럼 

competence와 competency그리고 competencies가 지칭하는 의미가 각

각 다를 수도 있지만,본 연구에서는 그 의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competency’로 통일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6개의 역량 틀 에서 2008

년 발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미래 사회 한국인의 핵심 역량’을 기

으로 비슷한 의미의 역량들을 나열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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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Co

(2003)
EU(2007)

미래사회 한국인의 핵심 

역량(2008)

P21

(2009)

ATC21S

(2010)

4C-STEAM

(2012)

Competencies Competences 역량 하위요소 Skills Skills 역량

창의력
창의적 사고기능 Creativity

& innovation
Creativity 창의

내용

융합

창의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문제인식

problem

solving

problem

solving
창의

해결 방안의 탐색

- make

 Judgement

 and

 Decision

해결 방안의 실행

과 평가

decision-mak

ing

논리적 사고력
- reason

  effectively

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Use language, 

symbols and 

text

interactively

Communicatio

n in the 

mother

tongue

의사

소통

능력

말하기

Communication cleary Communication 소통
듣기

쓰기

읽기

Use

K n o w l e d g e 

and

i n f o rma t i on 

interactively

Digital

competence

정보

처리

능력

정보 수집 Information Literacy

창의 & 

소통

정보 분석
- access and evaluate 

information

정보 활용
- use and manage 

information
Information literacy

<표 Ⅳ-1>6개의 역량 틀을 비교한 역량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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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윤리

내용

융합

Use

t e c h n o l o g y 

interactively

매체활용능력

ICT literacy

- apply technology

 effectively

ICT literacy

Social

competence 대인

관계

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소통 & 

배려

Co-oper a t e ,   

 work in

 teams

협동
Collaborate 

with Others
Collaboration

Manage and

 resolve

 conflicts

갈등 관리

Relate well to  

 others
관계형성

- interact effectively 

with others

리더십

Leadership

- guide and lead 

others

Form and

 conduct life

 plans and

 personal

 project

sense of

initiative

자기

관리

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 manage goal and 

time

배려여가 선용

건강관리

합리적 경제생활

기본 생활 습관

Leaning to

learn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be self-directed 

learners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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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within

 the big

 picture

civic

competences
시민

의식

공동체의식 Accountability

Citizenship 배려

내용

융합

Defend and

 assert right,

 interest,

 limits and

 needs

준법정신

환경의식

윤리의식

봉사정신

Cultural

awareness and

expression

국제

사회

문화

이해

우리문화 이해

배려

다문화 이해
- work effectively in 

diverse team

Personal & social

responsibility

문화 향유 능력

국제사회 이해

Communicatio

n in foreign

language

외국어 소양

entrepreneursh

ip

진로

개발

능력

진로인식

Career 창의진로탐색

진로설계

기초

학습

능력

기초적 읽기

소통
기초적 쓰기

mathematical

competence
수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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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STEAM Competency추출 과정

6개의 역량 틀을 <표Ⅳ-1>와 같이 비교하여 공통 으로 나타나는 하

역량을 체크하 다.이러한 과정을 토 로 STEAM Competency의 안

을 작성하 다.

핵심역량의 범주화  세부 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만,연구자나 문가들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사한 요소들이 

핵심역량으로 추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재윤 외,2010;이근호,곽

순,이승미,최정순,2012재인용).OECD의 DeSeCo 로젝트와 EU

Competences에서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언 되지 않았으나 융합인재

교육(STEAM)에서는 창의  인재 양성을 목 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을 요한 요소로 고려4)하고 있기 때문에 STEAM Competency에 포함

하 다.의사소통능력과 정보처리능력, 인 계능력과 자기 리능력,시

4) 융합인재교육(STEAM)은 창의  설계(Creative Design)와 감성  체험

(EmotionTouch)을 통해 과학기술과 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  지식,과정,

본성에 한 흥미를 높여 창의 이고 종합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백윤수 외,20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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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STEAM Competency  하  요소

민의식은 6개의 모든 역량 틀에 공통 으로 나타난 요소 다.그  의사

소통능력과 정보처리능력, 자기 리능력은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STEAM Competency에 넣었으며, 인 계능력은 ‘력’으로 명칭을 바

꾸어 포함하 다.시민의식과 국제사회문화 이해의 역량은 둘을 합하여 

‘로벌시민의식’으로 변경하 으며,진로개발능력 역시 ‘진로  직업’으

로 그 명칭을 바꾸어 STEAM Competency에 편입하 다.  ‘개인정서

능력’은 기존 역량 틀에는 없었으나 STEAM에서의 요도를 고려하여 

신규로 추가하 다.개인정서능력이라 함은 STEAM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흥미,호기심  성취감과 성공에 한 기쁨과 실패의 경험,이를 

극복하고 재도 하여 다시 성공에 이르는 일련의 감정 등을 모두 포함한

다. ,3R’s5)로 나타나는 기 학습능력(기  읽기,기  쓰기,수리

력)은 STEAM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아닌,기존의 여러 가지 학

습  경험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며,읽기와 쓰기는 의사소통능력

에서도 복되기 때문에 STEAM 역량 분석틀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5)학교교육에서의 3R’s는 Reading(읽기),wRiting(쓰기),aRithmetic(셈하기)을 

뜻하며,기본기능 심(basicskills-orientated)학습 로그램의 토 (foundation)

가 된다( 키피디아,2013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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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Competency는 [그림 Ⅳ-2]와 같이 총 9개로 규정하 으며,그 

성격에 따라 3개의 카테고리로 묶어 범주화하 다.이는 핵심 역량을 

심으로 교육과정을 개 한 많은 나라에서 제시한 문서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핵심역량 구성요소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제시할 경우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과 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이 우 외,2009)때

문에 핵심역량 구성요소들을 다시 범주화하여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요컨 ,핵심역량을 포 하는 범주만을 강화하여 제시함으로써,핵심역

량 측면에서 교과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는 각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

여 핵심역량의 범주를 구성하는 하 요소를 자율 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이근호 외(2012)는 국가수 에서는 핵심역량을 구성

하는 범주만 제공하고,각 범주 별로 어떤 핵심역량이나 기능을 교

수하고 학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 학교나 교과,교사의 몫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이 우 외(2009)는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수들을 (1)개인  역

량,(2)학습역량,(3)사회  역량의 3개 범주로 재구조화하 다. ,

이근호 외(2012)역시 이 우 외(2009)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되,최근 강

조되는 창의․인성  측면을 강조하여 (1)인성  측면을 별도의 역으

로 분류하고,그 밖의 역을 (2)지  역량과 (3)사회  역량으로 분류

하 다.21세기 능력의 평가와 교수(ATC21S,The Assessmentand

Teachingof21stcenturySkills)에서도 21세기의 Skill10가지를 (1)사고 

방식,(2)작업 방식,(3)작업 도구,(4)세상 속의 삶이라는 4개의 범주

로 구분하 다.허희옥 외(2011)는 21세기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크게 세 가지 역으로 분류하 다.첫째는 기 능력 역,둘째,인성 

역,셋째는 경력 역이다.본 연구에서는 ATC21S의 연구 성과를 수

용하되,4가지의 범주 ,3가지(WaysofThinking,WaysofWorking,

ToolsforWorking)를 채택하 다.그리하여 STEAM 역량을 크게 Ways

ofThinking,WaysofWorking,ToolsforWorking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 다.WaysofThinking의 범주에는 창의력,문제해결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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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STEAM CompetencyforLife

 사고력,개인정서능력과 자기 리능력이 포함되고,WaysofWorking

에는 의사소통능력과 력,그리고 ToolsforWorking에는 정보처리능력

이 포함된다.시민의식과 진로  직업 역량은 ATC21S에서는 세상 속의 

삶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었으나,본 연구에서는 범주로 묶지 않고 개

별 인 역량으로 나타내었다.

특히 직업교육은 통 으로 인문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혹은 덜 

유능한 사람을 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Pring,1995;소경희,

2008).그러한 이유로 직업  진로교육은 직업능력의 계발을 목표로 하

는 특성화고교나 취업을 앞둔 고등학교 단계에서만 이루어졌다. 한 

속한 테크놀로지의 발 과 국제시장  노동환경의 변화는 개인에게 

과 다른 형태의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은 학문지향성을 고수하면서 직업세계의 요구를 간과

하고 있다(송경오,박민정,2007).오늘날의 사회에서 직업은 모든 사람의 

삶에 요하며,따라서 직업교육은 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소경희,2008).이는 직업교육이 ‘직

업을 얻기 한 교육’이 아니라 ‘일에 한 교육’으로 범 하게 재개념



-56-

화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Lewis(1998)는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미

래의 삶에 잘 비된 사람이 되기 해 일반교육을 통해 일(진로)에 

해서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미국의 STEM 교육은 학생들

의 수학,과학 교과에 한 국제 학업성취도 향상,과학교사의 문성 계

발,여학생과 소수민족의 이공계 진출 장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 으로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한 이공계 인력확보에 있는 만큼 

STEM Competencies에서는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s), 능력

(Abilities)뿐만 아니라 일의 가치(WorkValues),일에 한 흥미(Work

Interest)와 STEM 련 직업(Occupations)도 함께 요한 요소로 고려하

고 있다.6)이소 (2013)은 그의 석사학  논문에서 미래형 과학교실을 

디자인하는 STEAM 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진로지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 미래의 직업과 

련하여 직  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에게 어울릴 직업에 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강조한다.창의  설계와 과학 탐구 기반의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은 과학,수학,기술/공학 련 직업 선택에 정

인 향을 미친다.이는 직업 선택의 가장 요한 요인이 성과 흥미

이고,학교 수업을 통한 과학,수학,기술 교과의 흥미 유발이 직업 선택

에 큰 향을 미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

로그램 개발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이 은,2013).

6)CenteronEducationandtheWorkforce,GeorgetownUniversity에서 발간

한 STEM(ExecutiveSummary),American InstituteforResearch에서 발간한 

CenterforSTEM Education and Innovation:21st Century SkillsforAl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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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STEAM CompetencyFramework

나.STEAM 역량 분석틀 고안

창의 이고 융합 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해 학교 

장과 비형식 교육기 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STEAM 로그램을 통

해 어떠한 역량 키울 수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기 해서 STEAM 역량 

분석틀을 고안하 다.앞서 설명한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만든 STEAM

역량 분석틀은 [그림 Ⅳ-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분석과정을 토 로 STEAM을 통한 교육으로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 어

떻게 범주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며,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량 심 STEAM 분석틀은 STEAM 로그램을 통해 과학과 기술을 

심으로 하는 모든 학교교육에 해 흥미와 심(Interest)을 가질 수 있게 

되고,STEAM 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동안 WaysofWorking,Ways

ofThinking,ToolsforWorking의 요소가 유기 으로 맞물려 STEAM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에는 

지식과 기술,태도와 능력을 총 하여 융합 역량(Convergence)을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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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STEAM을 통해 미래의 진로에 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진로탐색(Career)에 한 역량을 키울 수 있고,궁극 으로는 과학

기술의 능력을 가진 세계 이고 융합 인 인재(Citizenship)로서의 성공

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59-

학교급 순서 프로그램 제목

STEAM 역량

흥

미

W

T

W

W

T

W

융

합

진

로

초등

1 달로 떠나는 여행 ✔ ✔ ✔ ✔ ✔

2 좋은 에너지, 건강한 지구, 행복한 우리 ✔ ✔ ✔ ✔ ✔

3 2025년 한국 달 탐사 프로젝트 ✔ ✔ ✔ ✔

4 우리의 몸 ✔ ✔ ✔ ✔ ✔

5 아슬아슬 전기미로 만들기 ✔ ✔ ✔ ✔ ✔

6 건강, 채소의 색깔을 봐 ✔ ✔ ✔ ✔

7 별빛 속으로 ✔ ✔ ✔ ✔

<표 Ⅳ-2> 등학교 STEAM 로그램의 STEAM 역량 분석

2.STEAM 수업 로그램 분석

재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에 한 흥미를 고취시키고,창의  인재

를 육성하기 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로

그램을 통해 학습자는 미래를 한 가치 있는 삶을 비할 수 있도록 하

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연구자는 개발한 STEAM 역량 분석틀을 이용

하여 직 교사(교육 문가)에 의해 개발된 STEAM 로그램을 분석하

다.

가. 등학교 STEAM 로그램

분석 상은 등학교 로그램 10개이며, 로그램에서 나타난 역량을 

<표Ⅳ-1>와 같이 나타내었다. STEAM 역량은 ①흥미(Interest), ②

WT(WaysofThinking),③WW(WaysofWorking),④TW(Toolsfor

Working),⑤융합(Convergence),⑥진로(Career)총 6개 요소이다.각각

의 로그램에서 STEAM 역량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체크하는 방

식으로 분석하 으며, 로그램의 분석 결과는 <표 Ⅳ-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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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만의 스포츠 음료 만들기 ✔ ✔ ✔ ✔

9 세상을 품은 인형극 ✔ ✔ ✔ ✔

10 과학을 품은 달 ✔ ✔ ✔ ✔ ✔ ✔

10개의 로그램  흥미 역량은 8개의 로그램에서 나타났고,

WT(Ways of Thinking) 역량은 9개, WW(Ways of Working)와 

TW(ToolsforWorking)역량은 10개 모두에서 나타났다.융합 역량은 7

개의 로그램에서 나타났으며,진로에 련된 역량이 드러난 로그램

은 단 2개뿐이었다.이를 radar그래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5] 등학교 STEAM 로그램 분석 결과 그래

10개의 로그램 ,6가지 역량이 모두 나타난 로그램은 ‘10.과학을 

품은 달’로 등학교 5학년을 상으로 개발된 로그램이며, 련 과목

은 과학,미술,수학이다.수업지도안을 살펴보면,오랜 역사 속에 인간에

게 많은 향을 끼친 달은 꽤나 친숙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달의 공



-61-

[그림 Ⅳ-6]STEAM 역량 분석틀을 이용한 등학교 로그램 분석

과 자 에 따른 달의 상변화 등에 한 이해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

발하여 달을 보다 친숙한 상으로 변모시키기 해 로그램을 구성해

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문채 이나 동 상을 통해 달의 실제 모습에 근하게 하고,달과 

련된 이야기 음악 등을 통해 달에 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우선으

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 다.동 상을 불 때 단순히 호기심과 흥미에 그

치지 않고 달에 한 궁 증,주제,정보 등을 끌어낼 수 있는 한 발

문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있다.백과사 ,스마트폰,인터넷을 

통해 달에 한 정보를 조사하고,‘스텔라리움’이라는 로그램으로 달의 

하루를 찰한다.달에 한 스토리텔링과 달의 이동 샘 북과 달 월령

 만들기,moontown건설하기,월면구 만들기 등을 통하여 창의 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 다. 한 달 탐사와 련된 이

야기를 통해 우주비행사,로켓 문가,우주항공 문가 등의 진로교육까

지 의도할 수 있다. 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역량 요소에 해 간략하게 

표시하면 [그림 Ⅳ-6]과 같다.

흥미 역량은 interest로 나타냈고,창의력,창의  설계,개인정서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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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순서 프로그램 제목

STEAM 역량

흥

미

W

T

W

W

T

W

융

합

진

로

중등

1 음식물과 열량 ✔ ✔ ✔ ✔

2 지구사진 촬영 프로젝트 ✔ ✔ ✔ ✔ ✔ ✔

3 나침반 없이 방향 찾기 ✔ ✔

4 꿈을 향해 날아라 ✔ ✔ ✔ ✔ ✔

5 빗물 저장 장치 만들기 ✔ ✔ ✔ ✔

6 청진기 만들기 ✔ ✔ ✔ ✔

7 페트병으로 뗏목 만들기 ✔ ✔ ✔ ✔ ✔

8 간이 후레쉬 만들기 ✔ ✔ ✔ ✔

9 간이 정수기 만들기 ✔ ✔ ✔

10 공포영화 특수분장사 되기 ✔ ✔ ✔ ✔ ✔ ✔

<표 Ⅳ-3> 학교 STEAM 로그램의 STEAM 역량 분석

WaysofThinking에 해당되며(회색), 동과 소통은 WaysofWorking

에 해당된다(군청색).정보,ICT는 ToolsforWorking에 해당되며(주황

색),진로교육과 Convergence역량은 그 로 표시하 다.

나. 학교 STEAM 로그램

분석한 학교의 STEAM 로그램은 총 10개이고,앞서 서술한 등

학교 STEAM 로그램과 같은 방법으로 6개의 STEAM 역량에 하여 

분석하 다.분석의 결과는 <표Ⅳ-3>와 같다.

학교 로그램에서의 STEAM 역량 ,흥미는 7개 로그램에서 

WT(WaysofThinking)와 WW(WaysofWorking)는 모든 로그램에서 

나타났으며,TW(ToolsforWorking)는 9개의 로그램에서 나타났다.그

러나 융합 역량은 등학교보다 은 5개의 로그램에서 나타났고,진

로 역량은 2개의 로그램에서 나타났다.이 결과를 radar그래 로 나

타내면 [그림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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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학교 STEAM 로그램 분석 결과 그래

학교 10개의 로그램 ,6개의 STEAM 역량이 모두 나타난 로그

램은 2개 으며,그  2.지구사진 촬  로젝트에 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그림 Ⅳ-9]와 같다.지구사진 촬  로젝트는 학교 3학년을 

상으로 개발된 로그램이며, 련된 과목은 과학,기술,국어이다.주

제  제작 의도는 학생들의 카메라에 한 높은 심으로 인해 카메라

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구과학에 해 흥미와 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기 함이다. 로그램을 통해 지구 밖 기권,카메라의 

촬 기법,GPS등 과 같은 학습내용을 포함하고,실제 제작과 체험을 통

하여 항공우주기술에 한 흥미와 심,직업에 한 탐색도 경험해 볼 

수 있다. 한,자신의 활동을 기사로 작성하여 실제 기사를 제보하도록 

하여 과학 문기자의 역할을 체험해보고,이로 인한 성취감을 갖도록 한

다.

수업의 시작은 이러하다.MIT와 충남 학교의 학생들이 지구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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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실제 인터넷 신문에 실린 로젝트 기사

촬 한 내용을 소개하고, 련 뉴스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학교 학

생들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한다.디지털 카메라와 GPS의 원리

를 이해하고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여러 번 반복하여 능숙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모형 인공 성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 으

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학생들 스스로가 사  자료  정보

를 조사하여 인공 성을 구상하고,설계한다. 한 교사가 제시한 실험용 

kit가 아닌 학생 스스로 인공 성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크기,수

량 등을 악하고,비용을 계산하여 재료를 직  비한다.이는 제시된 

kit를 가지고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창의  산출물이 제작될 

수 있으며,창의 이고 독창 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좋은 과정이다.마

지막으로 학생들이 로젝트에 해 과학 잡지,신문기사를 작성하면서 

육하원칙을 이해하고,정확한 사실(팩트)에 기반을 두어 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한 기사를 작성 후 직  제보할 수 있도록 하

다.



-65-

[그림 Ⅳ-9]STEAM 역량 분석틀을 이용한 학교 로그램 분석

학교 STEAM 로그램의 역량 련 상세 분석을 살펴보면, 로젝트

를 진행하며,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에 해서 탐구하는 지구과

학에 한 학문 인 흥미는 물론 우주를 탐사하는 우주선,인공 성 등

의 공학 인 심도 유발할 수 있으며,간이 인공 성의 가장 핵심 기계

인 카메라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공 에 띄울 우주비행체까지 ICT기술

과 이에 한 정보 조사를 해야 하는 ToolsforWorking의 역량이 나타

난다. ,실제로 간이 인공 성을 만들면서 항공우주기술 분야를 직․간

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진로교육의 역량도 키울 수 있다.각 모둠

마다 각기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들을 찾아 모

둠만의 특별한 인공 성을 창안하는 과정에서 창의 인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WaysofThinking의 역량이 길러질 수 있으며,그룹별로 아

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동과 소통의 

역량인 WaysofWorking의 역량이 발견된다.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

과 역량을 통해서 미래사회에 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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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융합역량도 배양할 수 있다.

다.고등학교 STEAM 로그램

역량 심 STEAM 분석틀로 10개의 고등학교 STEAM 로그램을 분

석한 결과는 <표Ⅳ-4>과 같다.

학교급 순서 프로그램 제목

STEAM 역량

흥

미

W

T

W

W

T

W

융

합

진

로

고등

1 아름다운 건축물(실버타운 건설하기) ✔ ✔ ✔ ✔ ✔ ✔

2 나무로 보는 창덕궁 ✔ ✔ ✔

3 수질 조사 ✔ ✔ ✔ ✔

4 재활용품을 이용한 빛나북 만들기 ✔ ✔

5 우주선을 잡아라 ✔ ✔ ✔ ✔

6 자가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 ✔ ✔ ✔

7 GPS센서를 이용한 하천의 길이 측정 ✔ ✔ ✔ ✔

8 에어로켓 ✔ ✔

9 윷놀이 속에 들어있는 과학 ✔ ✔

10 그네뛰기의 과학 ✔ ✔ ✔

<표 Ⅳ-4>고등학교 STEAM 로그램의 STEAM 역량 분석

10개의 로그램  흥미 역량이 나타난 로그램은 5개이다.이는 앞선 

등학교와 학교의 로그램에서 나타난 빈도보다 훨씬 낮은 크기이

다.WT(WaysofThinking)역량은 9개,WW(WaysofWorking)역량은 

10개로 나타났으며,TW(ToolsforWorking)역량은 7개로 나타났다.융

합의 역량은 2개로 나타났으며,진로에 한 내용은 단 1개의 로그램

에서만 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로그램에서 나타난 역량별 결과를 

radar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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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고등학교 STEAM 로그램 분석 결과 그래

고등학교 로그램  6개의 역량이 모두 나타난 로그램은 1.아름다

운 건축(실버타운 건설하기)이다.이 로그램은 고등학교 2학년을 상

으로 설계되었으며, 련 과목은 수학,과학,기술,미술,언어,사회이다.

로그램의 개발자는 STEAM 로그램에서 수학의 역할은 기 인 연

산 수 의 도구  교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 하면서,수학 내

용에 심을 두면서도 다른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STEAM 로그램을 

설계하 다.단순히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노인복지 정책의 목표

가 구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복합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목표를 달성하기 해 다양한 교과 지식

을 바탕으로 각자 창의성을 극 화시켰다.실제로 어르신 분들을 직  

만나 면담을 하고 설문을 통해 실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악

하고 고민하여 그 결과를 실버타운 설계에 반 하 다. 로그램에 나타

난 역량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림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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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STEAM 역량 분석틀을 이용한 고등학교 로그램 분석

이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을 체험하고 탐구해 으로써 

수학에 한 흥미(Interest)를 높이고,태도 변화에 정 인 향을  

수 있다.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입시를 한 과목이 아니라 다른 분야

와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문제해결에 한 심(WT)과 

실버타운을 창의 으로 설계하고 그 모형을 만들게 된다(WT). 로젝트 

과정 에서 Sketch-up이라고 하는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좀 더 문

인 건축 설계를 경험해 볼 수 있으며(TW)건축 속에 용된 다양한 수

학과 과학의 원리 등(WT)도 알아 볼 수 있다.  각 모둠별로 여러 정보

를 수집하고 이를 토 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 인 의사소통능력

을 키울 수 있고,서로 동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WW).  실제 어

르신 분들과의 화를 통하여(WW)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말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으며,이를 반 하여 실버타운의 조감도

와 모형을 제작(WT)하게 된다.  발표하는 과정(TW)에서 성공의 경험

(WT)을 느낄 수도 있다. 한 수학을 이용한 여러 가지 건축 기법과 건

축물을 술 으로 표 하는 활동을 통해 융합 역량(Convergence)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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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학교 별 STEAM 로그램 분석 결과 그래

학교급
STEAM 역량

흥미 WT WW TW 융합 진로 평균 빈도 수

초등학교 8 9 10 10 7 2 4.6

중학교 7 10 10 9 5 2 4.3

고등학교 5 9 10 7 2 1 3.4

<표 Ⅳ-5>학교 별 STEAM 로그램에서 나타난 역량의 평균 빈도 수

를 수 있으며,건축분야의 직업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요한 기회(Career)가 될 수 있다.

학교 별로 STEAM 로그램에서 역량을 분석한 그래 를 보면,비슷

한 형태를 보이지만 학교 이 올라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짐을 악할 

수 있다.이는 등학교 로그램에서 고등학교 로그램으로 갈수록 나

타나는 역량을 수가 음을 뜻한다.

<표 Ⅳ-5>와 같이 하나의 로그램 당 나타나는 역량의 수는 총 6개의 

STEAM 역량 , 등학교 4.6개, 학교 4.3개,고등학교 3.4개로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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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역량의 수가 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WaysofThinking과 WaysofWorking의 경우,융합인재교육(STEAM)

의 학습 거 틀에 의거하여 창의  설계의 요소,모둠 별로 진행되는 

활동 속의 의사소통능력과 력의 역량들이 거의 부분 반 되어 있으

므로, ․ ․고등학교 로그램에서 9,10과 같이 높은 빈도를 보인다.

흥미(Interest)의 경우는 등학교 8, 학교 7,고등학교 5로 학교 이 

높아질수록 수치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ToolsforWorking의 경우 

역시 등학교 10, 학교 9,고등학교 7로 감소하 다.이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배워야 하는 교과목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수업 시수의 제한으

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로그램이 설계되었고,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학생 스스로가 인터넷과 여러 스마트 기

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재구성할 기회가 없어 Tools for

Working의 역량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역시 마찬가지 이유

로 융합의 역량도 단순히 로그램의 수업 상황에서만으로 끝나버리는 1

차원 인 로그램 구성이 있었으며,이는 등학교 7, 학교 5,고등학

교 2로 학교 이 높아질수록 역량의 빈도가 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진로 역량은 등학교 2, 학교 2,고등학교 1로 나타

났으며,이는 많은 STEAM 로그램에서 진로 설계  선택과 련한 

교육은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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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창의 이고 융합 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해 필요한 STEAM 역량을 규명하

고,이를 활용하여 역량 심 융합인재교육(STEAM)분석틀을 개발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개발된 분석틀의 완성도를 검하기 하여 학

교 별로 직교사와 교육 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된 융합인재교육

(STEAM) 로그램의 분석을 실시하 다.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1.결론

첫째, ․ ․고등학교의 로그램에서 용할 수 있는 역량 심 융

합인재교육(STEAM)분석틀을 개발하 다.이를 해 역량에 련된 다

양한 문헌 조사와 연구를 하 으며,그  기존에 발표된 역량 틀을 선

정하여 STEAM에 합한 역량 요소를 추출하 다.이를 바탕으로 

STEAM 역량 9개를 추출하 고,3개의 범주와 2개의 역량을 종합하여 

‘미래를 한 삶’을 비한 역량 심 융합인재교육(STEAM)분석틀을 

개발하 다.최종 확정된 역량 심 융합인재교육(STEAM)분석틀은 (1)

흥미,(2)WaysofThinking범주의 창의력,문제해결능력,개인정서능력,

자기 리능력과 (3)WaysofWorking범주의 의사소통능력과 력,그리

고 (4)ToolsforWorking범주의 정보처리능력,(5)STEAM literacy,(6)진

로(Career)의 총 6개의 역량으로 구성된다.

둘째, 역량 심 STEAM 분석틀을 이용하여 ․ ․고등학교의 

STEAM 로그램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의 이 높아질수록 흥미 요소와 Tools

forWorking(정보  ICTliteracy:정보처리능력)에 한 빈도도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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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융합요소의 빈도 역시 7에서 2로 으로 감소하 다.이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입시와 련하여 꼭 학습해야 하는 교과목의 내

용과 결합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심이 낮

은 주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 인 문제의 발로이며,Toolsfor

Working의 낮은 빈도 역시 제한된 수업시수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다보

니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과 같은 ICT를 이용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융합 요소의 확연한 감소 역시 여러 

교과를 배워야 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상 다양한 융합 활동의 과정이 

생략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WaysofThinking,Ways

ofWorking의 경우 STEAM의 학습 거  창의  설계,감성  체험 등

의 향으로 , ,고등학교에서 모두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한 

STEAM 로그램에서는 진로와 련된 내용은 그 반 비율이 히 낮

았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효과 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 로그램

을 진행하기 해서는 등학교 수 에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와 요소를 찾아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수업을 

해 필요한 다양한 ICT요소,정보 등이 제시되어 문제를 해결함에 있

어 다양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진도와 수업시수 

등의 실 인 문제를 해결 방안을 고려하여 좀 더 활발하고 유연한 수

업운 으로 STEAM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수

업을 통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한 융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융합 

요소가 내포된 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마지막으로 융합인재교육

(STEAM)이 과학기술에 한 흥미를 높이고 궁극 으로는 과학기술 분

야로의 인력유입  이공계 활성화에 목 을 두고 있는 만큼 STEAM

로그램에서 진로와 련된 내용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이 연구는 여러 연구 단

체에서 발표한 역량 틀을 비교하여,교육의 틀 안-특히 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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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역량이 어떻게 규정되고,STEAM

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지를 구체 으로 보여주었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이 연구에서 분석의 상으로 선정된 역량 틀은 

일반 으로 학습자(시민)가 성공 인 삶을 살아가기 해 습득해야 할 

기본 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STEAM 역량으로서는 사용하기

에는 수정이 불가피하 다.융합인재교육(STEAM)의 맥락에서 개발․발

표된 4C-STEAM의 경우,역량의 수가 한정 이고,진로  직업에 련

된 역량이 없어 자세하게 역량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이

를 보안하여 역량 심 STEAM 분석틀에서는 STEAM의 상황에 합한 

분석틀을 개발하 다.

이 연구는 교사가 STEAM 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목표

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한 지표로써 사용할 수 있다는 에서도 의의가 

있다.STEAM 로그램의 개발과 련하여 재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STEAM 학습 거(틀)와 체크리스트에 국한되어 있어 교사들이 로그램

을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러한 

에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STEAM 역량 분석틀이 가이드라인으로의 역

할을 하여 STEAM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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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언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본 연구는 개발되어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 로그램을 문서

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 으므로 실제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하

을 때에는 교사의 수업 진행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학생

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따라서 

STEAM 로그램을 통해 배양되는 역량에 해 다각 인 분석을 하기 

해서는 STEAM 로그램을 실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량에 

한 자세한 설계와 분석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국가교육과정에 ‘역량’연계되어 학교교육에서도 교육의 목 으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역량

기반교육과정을 도입하고,역량 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바,우리나라에

서도 교육과정에 극 인 ‘역량’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이,양질의 로

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교사(교수자)의 역량을 신장하기 해 교원 연수 

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특히,국가교육과정이 역량기반으로 변화하

게 되면,그만큼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이 증가하게 된다.역량기반교육과

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처럼 총론과 각론이 복잡한 형태가 아닌 기본 인 

역량만 제시한 간단한 교육과정으로 제시될 것이며,교사는 이를 바탕으

로 본인의 학교와 학 에 맞게 이를 재구성하여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이를 해서는 교원 역시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이러한 변화를 극 수용하기 해서는 재 시행되고 있는 지식 

주의 평가 방법에서 탈피하여 다면 으로 학습자의 역량을 진단․측정

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시스템으로의 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PISA와 같이 구체 인 상황을 제시하고,그 내용 안에서 다양한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 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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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andApplicationof

STEAM Competency

Framework

HyeyooChoi

DepartmentofScience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respecttopurposeofScience/Technology/Engineering/

Arts/ Mathematics (Hereinafter, STEAM), I appraised that

‘competency’asanimportantfactorforsettinguptheobjectiveas

well as developing programs for ‘STEAM’in respect to the

proposition ofSTEAM.By considering this,my research willbe

focused on the‘competency’oflearners which would be able to

developthroughSTEAM,basedontheanalysisof‘competency’of

previousSTEAM programs.

However,thepreviousframeworkisnotsuitabletobeappliedtothe

circumstancesof‘STEAM’inparticular,duetothefactthat,it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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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swithinthescopeofcommon studiesorgeneralciviclife.

Therefore,thepurposeofmy research istodesign framework of

competency which applicable for STEAM, through the critical

comparison and analyses of the various precedents of

analysis-frameworks.The outcome ofresearch shallcontribute to

settleSTEAM intotheeducationalfieldsasa milestonein near

future.Furthermore,this study can take accountofan effective

material to current teachers or education specialists who are

developing the programs for STEAM for their convenience of

developmentbyassistingtoestablishthegoalbasedoncompetency.

Inmydissertation,Ihavecollecteddatathoroughlyandchoosethe

selectivematerialsrelating to competency framework by literature

investigations and considerations ofpriorstudies.Iarranged the

lowercompetencyaccordingtocriteriaofanalysisandclassifiedthe

competency framework as the character of selected framework.

Throughout the process I invented an framework for STEAM

focusingcompetencywhichissuitabletoSTEAM.Atthesametime,

IanalyzedthisframeworkbythepriorSTEAM programswhichare

developedbythecurrentteachersandspecialist,inordertorevise

thedegreeofcompletionofframework.STEAM programsreferredto

the website of Korea Foundation for the Creativity

(www.scienceall.com)and gathered thirty (30)programs,each ten

(10)bytheschoolclass.Ireinforcedthereliabilityandvalidityofthe

studythroughseriesofreviewsanddiscussionsalongwiththree(3)

specialists of science education. Total six (6) framework for

competency were selected for the developmentofframework of

STEAM andthey werecomparedby theextractionofeleme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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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framework.Accordingtoresultsofanalysis,Iexaminedhow the

competencyisabletobecategorizedthroughtheSTEAM education

andtheresultsarefollowing;

Framework for STEAM focusing competency can elevate the

interestandattentionforallschooleducationconcerningthescience

andtechnologybytheSTEAM program.Inaddition,itwouldaffect

toimprovetheSTEAM competencythatorganicallyengagingwith

elements of‘Ways ofWorking’,‘Ways ofThinking’,‘Tools for

Working’ under the processing time of STEM program.

Consequently,these elements can develop the convergence which

whollymanagestheknowledge,skillsandabilities,aswellasraised

theabilitiesforcareerexplorationbySTEAM.Ultimately,itleadsto

liveinasuccessfullifeasatalentedgloballeader,whocapableto

thinkinscientificliteracy.

Framework for STEAM focusing competency consists of six

elements indicating ‘①Interest,②Ways of Thinking,③Ways of

Working,④ToolsforWorking,⑤Convergence,⑥Career’inorderto

preparethevaluablelifeforfuture.

TheresultsofanalysisforSTEAM programsintheschoolincludi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using the

frameworkforSTEAM focusingcompetencyareasfollow.

As the schoolyeargoes higherfrom elementary schoolto high

school,thefrequencyofinterestcurvedroppedaswellasToolsfor

Working (Information& ICT literacy). Moreover,thefrequency of

Convergencewasdecreasedsignificantly.Inotherwords,studentsare

obligedtomakeachoiceforthetopicwithouttheirinterestsothe

classshouldbeprecededwiththeessentialsubjectforentering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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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inthehigherclass.Furthermore,low frequencyofToolsfor

Workingmeansthatstudentsdonothaveenoughopportunitiesfor

voluntarilyobtainingtheinformationbyusingICT suchasinternet.

Inaddition,IoverseethatthedecreaseoffrequencyofConvergence

thatwouldbecloselyrelatingtothecurriculum inthehighschool.

However,thefrequencyofConvergenceWaysofThinking,Waysof

Working,itmakeshighfrequencyamong theallschoolunderthe

influence ofinventive design and emotionalexperience.STEAM

programs,in particular,the ratio of the content for carrier is

incrediblylow.Inordertoovercometheseproblems,itis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scontain the issueand substances which

keepingstudents’interestduringtheclass.Togetherwithvariousthe

programsmethod,namely providing ICT elementsand information

shouldbeutilizedforresolvingtheproblems.Additionally,programs

involving theconvergencemustbedeveloped in ordertomakea

rigidprogram ofcompetency forconvergenceby varioustypesof

classes.AsultimatepurposeofSTEAM istoraisingthesubject’s

interestandrevitalizeascience-engineering,theSTEAM programs

shouldbealsocombinedwiththecareerrelatedprograms. Iassure

thatoutcomeofdissertationwillcontributetosettheconvergence

educationfortalentedindividuals.Itcanbealsoessentialreferences

totheteachersandeducationalspecialistswhoaregoingtodevelop

program further,aswellasvitalmaterialstosuggestthedirection

towardssuccessfulsettingSTEAM 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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