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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대상 나노 과학기반 STEAM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과 과학적 포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어

려움과 이를 극복해나가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 분야로 손꼽히고 있는 나노 과학은 과학적, 윤

리적, 사회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

노 과학이 현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으로 미루어보아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목표로 하는 STEAM 프로그램의 주제로

적합하다. 하지만 현재 개발된 나노 과학 관련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실

정이며 교육과정에는 피상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교과서에서 학생 활동으

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나노 과학을 기반으로 한 STEAM 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나노 과학과 같은 첨단과학 STEAM 프로그

램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극복

방안을 첨단 과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교사들과 공유함으로

서 첨단 과학이 과학 수업 안으로 포함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으

며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3차시로 구성된 3개의 모듈과 나노 관련

직업을 알아보는 한 차시를 포함하여 총 10차시로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에 포함된 나노 과학의 내용은 NSTA 지정한 나노 빅 아이디어 중 교육

과정과 연계된 4가지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선별하였으며, 학생들의 관

심을 높이기 위해 실생활 문제와 관련된 수행과제를 각 모듈마다 포함하

였다.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나노 STEAM 프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적 태도의 변화,

과학적 포부, 나노 과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소통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학생들은 나노 지식과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알아내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전후에 나노 과학에 대한 개발자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 조사

를 수행하였고, 회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나노 과학의 내용구성, 소재선

정, 실험개발, 형식 구성 등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STEAM 프로

그램 개발 경력을 가진 개발자들은 회의를 통해 극복방안을 강구하였다.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수업 전략이나 학생들을 위한 가

이드 수준을 알려주거나, 새로운 실험 방법 또는 모의 실험을 고안하는

등 교사가 가진 개인전인 전문성에서 기인한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한 STEAM 학습 준거틀에 맞추기 위해 기존 계획했던 교과 외에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거나 수업 방법의 변화를 통해 타교과 요소를

융합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첨단 과학 기반의 과학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전문 개발자 사이의 협동적 논의는

첨단 과학 기반의 STEAM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나노 과학, STEAM 프로그램 개발, 자유학기제, 어려움과

해소방안

학번: 2015-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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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은 인간 생활의 편의 증진 및 인

류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환경오염, 인

간의 존엄성 경시 등과 같은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킨다. 그러므로 현대사

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이를 바라보는 다각적 시각이

필요하며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의견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필수적이다(Binkley et al., 2010).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의 가장 기반이 되는 역량이 바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다.

이러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중 하

나로 제시되는 것이 STEAM 교육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STEAM 교

육은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3가지 준거를 바탕으로 과학의

흥미도 향상은 물론 문제해결력의 향상까지도 그 목표에 포함하고 있다(박

현주, 2012).

또한 STEAM 교육은 T(Technology)와 E(Engineering)을 포함하면서 과학

과 기술, 공학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기술, 첨단 기술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최정훈, 2011; 교육과학기술부,

2011).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

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과정에도 포함시키는 등 현장과 실제 과학기술과의

괴리를 좁히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다(김영민, 2013).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도 ‘과학’ 교과에 과학과 기술 부분을 상당히 포함하여 반도

체, 초전도체, 그래핀, RFID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에 관련된 과학 내용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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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1), STEAM 정책 차원에서도 첨단 기술

을 활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첨단 과학 기반의

STEAM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첨단 과학 기반의 융합적 과학 소

양을 함양하는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 주도로 2012년부터 매년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3D 프린

터, 웨어러블 기기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20여개의 주제로 400차시 이상 개

발되고 있으며 수많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을 STEAM 교육에 적용한 연구로 김석희(2013)는 Hands-On

센서기반 고도화된 STEAM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

여 과학탐구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에 대한 수용,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

심, 과학자에 대한 직업적 흥미 향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3D 프린터

를 이용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하여 수학적 지식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뿐 아니라 수학의 창의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며 동시에 산업에

적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며(이상구,

2015), 로봇활용 STEAM 수업을 시도하여 전통적 수업보다 수학 학습태도

및 과학학습 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등(박정호, 2012) 다양한 첨

단과학 기반 STEAM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수많은 첨단 과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나노 과학분야는 인간 생활의 발전

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제시된다(Roco, 2003). 나노 과학 분야에서 활동할 인

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2020년까지 나노기술로

부터 파생된 기술과 제품이 매년 10조 달러 이상 세계 경제에 기여할 것이

며(Roco and Bainbridge, 2001), 나노기술 부문을 지원할 나노스케일 과학과

공학에 지식을 갖춘 인력이 거의 백만 명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Roco, 2003). 나노 분야의 SCI논문 게재 수가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우리

나라가 4위(미래창조과학부, 2015)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나노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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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나노 과학 분야의 인력이 앞

으로도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생 수준에서의 나노 과학의 의

미와 필요성에 대한 탐색은 우리나라 나노 과학기술 관련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노 과학에 대한 학습은 외국의 경우 과학관 프로그램에 유아용부터 개발

되어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교수학습국가 센터

(NCLT; National Center for Learning and Teaching) 나노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워크샵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Greenberg, A. 2009). 유럽의 경우도 최

근 들어 나노과학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을

재교육시키고 있다(Ghattas, 201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9 교육과정

에서 중학교 3학년에 첨단 과학의 한 분야로 나노 과학을 언급하는 수준으

로 제시되어 있으며, 나노 과학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

지 않고 있다.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나노 과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교육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교사연수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김현정, 2010) 나노 과학에 대한 교육자료 개

발 및 교사연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노 과학은 생명공학 기술, 정보통신 기술, 인지 공학 등에도 영향을 주는

등 매우 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Simonneaux, 2013) 나노 과학 자체가

갖는 독성이나 오염, 노동 시장에 관련된 주제, 교육, 국가 정책 등 나노 과

학에 관련된 주제들은 매우 광범위하다(Leweinstein, 2006). 즉, 나노 과학은

본질적으로 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나노 과학의 본질을 이해

하는 데는 STEAM 교육방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첨단과학기술을

STEAM 교육에 적용한 연구는 다양한 편이지만(이상구, 2015; 이지원,

2013; 박정호, 2012), 나노 과학 기반의 STEAM 교육에 대한 연구는 나노

과학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최예경(2015)은 초등학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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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나노 다공체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

으며 장낙한(2014)은 STEAM 준거 틀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화학에서 금속

나노입자를 이용한 틴들 효과에 관련된 실험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나노 과학 분야에 대한 교육 자료의 부족은 첨단 과학에 대한 교사

들의 자신감 부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김진화, 2009; 강순민, 2008). 따

라서 나노 과학 관련 교육이 현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나노 과학에 관

련된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할 때 겪는 교사들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공유될 때

나노 과학이 과학 교육의 한 분야로 수월하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나노 과학 기반의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

의 효과성을 보는 동시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어려움과 그

것을 극복해나가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STEAM 준거틀에 맞는 나노 과학을 주제로 하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와 과학적 포부, 나노

과학에 대한 인식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인식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극복 방안을 살펴봄으로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 프로그램 목표에 비추어 타당성 있게 개발되었는지 확인하고 첨단과

학관련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교사들에게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그의 해결 방안을 공유하여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줄이고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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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리

융합인재교육(STEAM)

융합인재교육은 STEAM 교육이라는 용어로 처음 시작하였으며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

이다. 여기서 A는 물리적 예술, 미술, 사회학, 공학, 정치학, 철학, 심리학, 역

사 등 여러 인문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과학기술과 예술을 융합하여 수학

과학 흥미도를 높이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STEAM 교육은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을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고 과학의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융합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

는 교육이다.

나노 과학

나노 과학이란 ‘1～100nm 크기의 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정의된다(Roco,

2003). 또는 우리나라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년 7월)에서는 ‘물질을 나

노 크기(10-9m) 수준에서 조작 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로 정

의하고 있다. 여기서 나노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접두어로서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물질을 뜻할 때 나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노 기술은 원

자나 분자를 조작하여 IT 뿐 아니라 의료, 환경, 에너지, 기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여 가장 기초적인 학문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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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나노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중학교 1학년 대상 STEAM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

서 느끼는 교사들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

을 갖는다.

첫째, 적용 대상 학생들은 처음에 선택 프로그램에서 ‘로봇 만들기 반’과 ‘신

문 만들기 반’을 선택한 학생들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 및 이해를 했음

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에서 제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나노 과학의 일부만 다루고 있으므로 개

발하는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극복방안이 모든 나노 과학의 프로그

램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셋째, 개발하는 교사들이 STEAM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많고, STEAM 교

육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므로 일반적인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비해

한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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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융합인재교육(STEAM)

가. 융합인재교육의 정의

이공계 기피 현상 해결, 과학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도 향상, 이공계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미래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 문제

해결력 함양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2010년부터 초중등 STEAM 교육

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1년부터는 STEAM 교

육을 ‘융합인재교육’ 이라 명명하면서(교육과학기술부, 2011) 세계 교육의 패

러다임인 융합 교육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STEAM 교육이 자리 잡게 되었

다.

STEAM 교육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로 Yakman(2011)은 과학 연구와 예술 분야가 융

합되면 완전히 새로운 교육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A는 물리적 예

술, 미술, 사회학, 공학, 정치학, 철학, 심리학, 역사 등 여러 인문학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공학과 예술이 다른 교과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

였다(Yakman, 2010). Yakman(2008)은 STEAM 교육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

적 지식 구성 능력을 강조하고 실생활 연계, 문제 해결력 강조, 교사의 안내

자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인교육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을 통해 학생들은 각 교과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국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Yakm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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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STEAM 피라미드 

출처: Yakman(2010) 

미국의 STEAM 교육과 우리나라의 STEAM 교육은 과학, 수학에 대한 흥

미를 높여 미래 과학기술인재를 확보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일

치한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한국의 융합인재교육(STEAM)은 기존의 지

식 영역을 통합하여 고차원적 사고력 고취에도 그 목표가 있다는 차이가 있

다(김정효, 2013). 융합인재교육(STEAM)을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를 노이고 과학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

을 배양하는 교육” 이라는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식을 배우는 이유와

실생활 속에서의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력에 그 방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구되는 STEAM 교육은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백윤수 외(2011)는 낮은 과학 효능감과 자신감, 과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함으로서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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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인재상 관련역량요소

창의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 창의력

- 문제해결력

- 문제확인능력

- 정보분석능력

- 의사결정능력

- 평가능력

소통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 언어적 소통

- 시청각적 소통

- 학문적 능력

- 글로벌 소통 능력

- 소통하는 태도

- 협력하는 태도

융합적 지식
융합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인재

- 다양한 지식의 이해

- 다양한 지식간의 연결성 및 연관성

에 대한 이해

- 새로운 가치적 관점의 융합지식의

창출

- 융합지식의 활용

배려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인재

- 자기애

- 자신감

- 자아정체감

- 자아효능감

- 타인을 위한 배려

- 타인존중

- 다문화 이해

- 감성

<표 Ⅱ-3>  4C STEAM의 핵심역량 및 요소 

합적 지식 및 개념형성(Convergence), 창의성(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를 강조하는 4C-STEAM을 제안하였다.

출처: 백윤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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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2012)의 경우 융합인재교육(STEAM)의 달성 목표, 서로 다른 특성

을 지닌 학문영역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어

떤 방식을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Ewha-STEAM’ 모형을

제시하였다. 핵심 지식, 핵심 역량, 융합요소 등 3가지 차원으로 STEAM 융

합 모형을 구성하였다. 핵심 지식은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지식으로 교과 기반 통합 개념과 학문 영역을 융합하기 위한 소양으로서의

지식인 소양 지식으로 구성된다. 각 학문 영역의 본성을 이해하면 학문 간의

본질적인 융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핵심 역량은 공학적 설계 능력을 강

조하면서 정보의 수집이나 창의, 사고력 등을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역량들

로 포함시킨다. 융합 요소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현장 적용 방법에 대

한 논의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의

미한다. 수업 운영 방법에 따라, 융합 방식에 따라, 융합의 맥락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그림 Ⅱ-2] Ewha-STEAM 융합모형 

출처: 김성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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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합인재교육의 특징

융합인재교육(STEAM)은 기존 교육과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험, 탐구, 실험 중심의 수업 방식을 중시하고 지식 학습의 당위성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로 확대

시켜 이를 활용하고 해결해나가면서 융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임동욱, 2015).

STEAM 교육인 것 STEAM 교육이 아닌 것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관련 교과가 연계되고 융합되는 교육

연속저으로 연계되고 이어지는 교육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

체험, 지식활용, 문제 해결 위주의 교육

원리를 깨우치는 교육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문제를 정의하는 교육

학생의 실생활에 연계된 교육

창의적 아이디어가 드러나는 교육

다양한 학습 결과물이 산출되는 교육

학생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 하는 교육

교사가 협력하여 준비하고 실행하는 교육

교사가 안내하는 교육

프로젝트형 교육

문제해결 과정이 강조되는 교육

방법을 찾아가는 교육

주어진 조건에서 실험을 설계하는 교육

입시 시험만을 대비하는 교육

교과별로 분리된 교육

단원마다 분절된 교육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교육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

원리를 전달받는 교육

학문적 개념에 집중하는 교육

주어진 문제에 답하는 교육

학생의 관심이 배제된 교육

학생의 참여가 제한된 교육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

학생이 독립적으로 혼자 학습하는 교육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교육

교사 1인이 책임지는 교육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

강의 중심의 교육

결과가 강조되는 교육

원인을 알아가는 교육

지시을 확인하는 실험 교육

<표 Ⅱ-4> STEAM 교육의 세부 요소

출처: 한국과학창의재단(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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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STEAM 교육은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실생활에

기반을 둔 문제 해결학습을 기본으로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

험] 등의 세 가지 횡단적 학습준거를 갖는다. [상황 제시] 는 학생이 일상

생활 속에서 과제를 발견하고 과제와 과학 원리를 결합시켜 문제에 대한 인

식을 하는 단계이다. [창의적 설계]는 학생 스스로 과학 원리를 발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중간단계로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 중점을 두어서

아니되며, 학생 중심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는 최종 단계로

학습에 대한 흥미, 원과제에 의해 발생한 보조적 과제 설정에 대한 동기 부

여, 학습에 대한 흥미 등을 포함한다(조향숙, 2012).

[그림 Ⅱ-3]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학습 준거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STEAM 교육이 기존이 교육 방법과 다른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고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목적, 개념, 준거에 대한 틀을 마

련하여 기준안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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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 세부 설명

STEAM 교육목적 융합인재양성 융합형 인재 양성 목적에 부합하였는가?

STEAM 교육개념

학생흥미증진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도록

설계되었는가?

실생활연계 실생활속의 과학기술과 연관된 주제인가?

융합적사고력

배양

학생의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도록 프로

그램이 설계되었는가?

STEAM

교육활

동 준거

상황

제시

상황제시
전체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상황을 제시하

였는가?

자연스러운

융합

과학과 수학, 기술, 공학 예술 교과가 자연

스럽게 융합되도록 설계되었는가?

창의적

설계

학생중심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

었는가?

아이디어 발편
프로그램에 학생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상

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자기문제화
학습자가 학습 주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

도록 수업이 구성되었는가?

학습방법
개념을 교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고 활동을

통해 학생이 깨우치도록 설계되었는가?

과정, 활동

중심

결과보다 과정이 지식보다는 활동이 강조

되었는가?

다양한 산출물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모둠별 또는 개인별

로 다르게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는가?

협력학습
동료, 교사, 다양한 도구와의 협력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감성적

체험

Hands-on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성공의 경험
학습자가 성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는

가?

새로운 도전요

소

연계된 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설계

되었는가?

자기평가
학습자가 스스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표 Ⅱ-3> 융합인재교육(STEAM)의 세부요소

출처: 한국과학창의재단(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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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 과학

가. 나노 과학의 특징

나노 기술의 ‘나노’ 라는 의미는 10-9 혹은 10억 분의 1을 의미하는 접두

어로서 1～100nm 에 해당하는 나노 사이즈의 물질이 그 대상이 되는 학문

이다 (Roco, 2011). 나노과학기술은 수 나노미터 [nm]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

기의 물질을 연구하고 이러한 작은 물질을 기초로 여러 구조물을 만들고 구

조에서 관찰되는 독특한 성질이나 기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이다.

나노 기술(NT: Nano Technology)이 21세기 미래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나노기술이 주목받은 것

은 2000년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나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과 함

께, 국가나노기술구상 (NNI: National Nanotechology Inititative)에 5억 달라

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또한 1985년 풀러

렌을 발견해 1996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미국 라이스대 리처드 스몰리 교수

는 20여 년 전 미래는 나노과학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같은 물질이라도 나노 세계에서는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연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흑연도 나노구

조일 때 새로운 특성이 드러난다. 탄소 원자가 2차원 6각형 구조로 수많은

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인 흑연은 어느 정도 전기전도성이 있는 무른

소재이다. 하지만 한 겹의 단층 구조인 그래핀이나 이 단층 구조가 동그랗게

말린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전기전도성이 매우 크고 강도도 무척 강해져 새

로운 신소재고 각광받고 있다.

나노 기술은 IT 뿐 아니라 의료, 환경, 에너지, 기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여 가장 기초적인 학문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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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응용

전자

- 저 생산 비용의 백만 배 이상의 성능을 가는 나노 마이크로

프로세서 소자

- 작으며 용량이 수천 배 이상인 대용량 정보 저장 장치

- 포켓 사이즈의 슈퍼 로봇

재료

- 고강도 소재 및 고성능 촉매

- 나노입자를 이용한 인쇄

- 기계적 가공 없이도 정확한 모양을 갖는 나노구조 금속

의료

- 인체의 질병을 진단 예방할 수 있는 나노센싱 시스템

- 나노구조물을 통한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

- 내구성 및 생체친화력이 있는 인공기관

환경 및 에너지

- 양자태양 전지

- 극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공성 물질

- 자동차의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나노 입자 강화 폴리머

항공우주

- 마이크로 우주선을 위한 나노기기

- 내열, 내마모성을 갖는 나노코팅

- 나노구조 센서

국방 - 무인원격 무기

<표 Ⅱ-4> 나노 과학의 분야와 응용

츨처: 이철호(2013)

나노 과학은 다양한 다른 과학 분야의 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미래의 노

동시장에서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나노 과학분야에서 활동할 인

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필요한 노동력

시장이 다섯 배나 높게 증가하고 있다(Foley and Hersam, 2006). 미국에서

는 2020년까지 나노기술로부터 파생된 기술과 제품이 매년 10조 달러 이상

세계 경제에 기여할 것이며(Roco and Bainbridge, 2001), 나노기술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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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나노스케일 과학과 공학에 지식을 갖춘 인력이 거의 백만 명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Roco, 2003).

나. 융합주제로서의 나노 과학

나노 기술은 우리 산업과 실생활에 유용한 소재, 소자, 시스템을 만드는

과학과 기술물리, 화학, 전자 등 다방면 지식이 동원되는 대표적인 융복합

분야이며, 또한 기초와 응용이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것이 특징이다(이철호,

2013). 융합은 기후 변화나 노화, 신소재, 적정기술과 같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홍성욱, 2012). 이러한 측면에

서 나노 과학은 매우 좋은 융합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수급의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전지구적 문제로 많은 나라들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태양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

효율성이 떨어져 우리는 화석 연료에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나노 과학이 발

달하면서 개발된 나노 태양전지는 플라스틱 포장이나 페인트 등에 포함되어

BIPV 형식으로 전기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화석연료의 의존

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환경오염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이경진, 2012), 나노 과학은 다양한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주 활용되므로 이것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석유를 중심으로 흘러가던

세계 경제의 흐름에 여파가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물 분야에서도 나노 물질은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여러 화장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

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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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에 대해 평가할 수 있

는 비판적 사고력과 적절한 과학지식이 필요하다. 과학적 소양의 핵심적인

측면은 증거를 기반으로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으로 이것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반드시 필요한 소양이다(NSTA, 2012). 이렇듯 나

노 과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며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고 사

람들의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어 융합 주제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Roco(2003)는 NBCI 보고서(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gnitive Science: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에서 이 기술들은 융합되는 경향성을 가지

고 있으며 단순 융합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함양

하는데 그 목표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나노 과학의 자체가 예술과 융합하여 나노아트라는 융합 분야를 창조하기

도 한다. 나노 아트는 나노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예술 분야로 그 역사

는 10 년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초기의 나노 아트는 나노 과학자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나 점차 그 영향이 확대되면서 예술가들이 느끼는 나노기술의 장

단점을 예술로 승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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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나노과학 기반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사

가. 연구 절차

사전 연구를 통해 기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하고 나노 과학

의 빅 아이디어 9가지 중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한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일반적인 선택 프

로그램을 받은 학생들과 비교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

사전 연구

프로그램 개발

실험반 사전검사 통제반 사전검사 

적용 

실험반 사후검사 통제반 사후검사

효과성 분석 및 프로그램 

피드백

[그림 Ⅲ-1]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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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는 서울특별시 U중학교 1학년 학생 47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신문 만들기 반’과 ‘로봇

만들기 반’ 선택한 학생들이었으며 통제반은 동일학교 1학년 학생 5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자유학기제 STEAM 수업 활동은 모둠별 3-4명을 한 모둠으

로 하여 여섯 개의 모둠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일주일에 2차시 총 6주에

걸쳐 프로그램 개발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였다.

2) 개발 절차

이 프로그램은 나노 과학기술의 Big Idea를 기반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고, 학생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개발되었다. 이러한

중점 사항이 개발 교사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개발 교사들의 자료수

집과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 프로그램 방향 설정

STEAM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실생

활 문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STEAM 선택형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현장에서 적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들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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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 단계 내용

사전

연구

프로그램 방향 설정
- 실생활 문제접근

- 자유학기제 적용이 용이

→

Nano big idea 선정
- 9가지의 Nano big idea 중 STEAM 요소 

포함가능여부와 타교과와의 연계성 검토

교육과정 분석

- Nano Big Idea 와 연관성 및 STEAM의 

학습 준거가 적용 가능한 교과 간 통합 요

소를 교육과정 내에서 선별

세부

개발

설정

프로그램 모듈 설정
- 현장 적용성 향상을 위해 3차시 형태의 모

듈 형태설정

→ 수행과제 제시 

- 한 모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행

과제 선정

- 관련 직업을 도출하여 활동제시 및 읽기자

료 제작

평가항목 구체화

- 선 평가항목 제작 후 프로그램 개발방식으

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

- 평가 항목에서 산출물 뿐 아니라 핵심역량

의 함양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려

개발 → 프로그램 개발
- 3차시 형 모듈 3개와 정리 1차시로 구성, 

총 10차시의 프로그램 개발

적용 → 적용 및 피드백

- 선택 프로그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2시간씩 4회에 걸쳐 프로그램 적용

- 적용 시 나온 개선사항 및 학생들의 힘든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수정

[그림 Ⅲ-2] 프로그램 개발 단계 모식도

■ Nano Big Idea 선정

나노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나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전에 먼저 나노 과학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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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제 내용
교육과정

연계성

1
크기와

스케일

크기와 구조 형태(예를 들면, 크기, 스케일, 모양,

비율, 차원)에 관련된 요인으로 물질을 묘사하거

나 그 행동을 예상

원자

분자

세포,

2
물질의

구조

원자, 분자 또는 나노스케일 구조물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나노스케일 조립체와 구조물을 형성

원자

분자

5
크기의존

성질

물질의 성질은 스케일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벌크

물질과 개별 원자나 분자간 전이가 일어나는 동

안, 다른 성질이 나타남

물질의

특성

6 자기조립
나노크기 물질의 조작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

이고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것
없음

7
도구와

기구

탐침형 원자 현미경(SPM)이나 주사전자현미경

(SEM)과 같은 도구와 기구의 발달
현미경

8
모델과

시뮬레이션

나노크기의 표적물질이 극단적으로 매우 작고 복

잡하기 때문에 나노 현상을 설계하고 연구하는데

모형과 시뮬레이션이 유용

원자,

분자모형

9
과학, 기술,

사회

나노기술이 최신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증명하는 기술과 새로운 기

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좋은

기회

STS

<표 Ⅲ-1> Nano Big Idea의 내용과 교육과정 연계성

NSTA에서 보고한 나노 과학의 9가지 Big Idea를 참고하였다(NSTA, 2009).

이 보고서에서 나노 과학 빅 아이디어는 국가 표준 문서(AAAS, 1993;

NRC, 1996)에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제시된 9가지

나노 과학의 개념을 교육과정 연계성과 STEAM 요소 포함 가능성 등 두

가지를 고려하여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4가지 Big Idea 를 선별한 뒤, 그

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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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분석

STEAM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 내용

이 교육과정 안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하고, STEAM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교과의 내용 요소 통합을 통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임유나,

2012). 따라서 Nano Big Idea 와 연관될 수 있으면서 STEAM의 학습 준거

틀을 적용할 수 있을만한 통합적 성격을 가진 주제를 교육과정 내에서 선별

하도록 하였다.

■ 프로그램 모듈 설정

하나의 주제로 10차시가 모두 연결되어 있을 경우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

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의 모듈로 구

성하였다. 이때 각 모듈은 큰 주제에서는 연관성을 갖도록 개발하지만 모듈

간의 소재나 활동내용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 수행과제 제시 및 관련 직업 도출

하나의 모듈은 3차시로 구성되며 하나의 수행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융합

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STEAM 교육프로그램 설계원칙(한국과학창의재단, 2012)에 따라 문제 상황

및 실생활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행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와 비슷한 해결과정을 거쳐야 하는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고 그

직업에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평가 항목 구체화

STEAM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낮추는 원인중의 하나는 평가 방법의 불확

실성에 있다(손연아 외, 2014). STEAM 교육은 통합적 활동에 중심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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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평가 부분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이 연구

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교사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로 평가 항목을 구체

화함으로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은 총 10차시로 구성하였다. 한 주제로 3차시를 구성한 모듈이 3개

이므로 총 9차시를 구성하였으나 선택 프로그램이 2차시씩 진행되는 학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짝수 차시로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직업 관련

1차시 활동을 추가 개발하였다. 또한 1차시 직업 관련 활동은 3차시용의 모

듈을 적용한 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쉽도록 직업 카드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적용 및 피드백

프로그램의 적용 시기가 이미 학교에서 선택 프로그램의 계획 및 학생 배

정이 모두 마친 시점이었으므로 이미 구성되어 있던 ‘신문 만들기반’ 과‘ 로

봇 만들기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적용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하여 ‘나노 과학 STEAM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미리 설명하고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과 수업 진행상 겪었던 어려움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자료로 다시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적용은 오리엔

테이션 시간을 포함하여 총 11차시로 일주일에 2차시씩 총 5주간에 걸쳐 적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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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 STEAM 효과성 설문지

본 연구의 효과성 분석에 이용한 검사지는 STEAM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

및 현장 활용도 향상 기본연구(박현주, 2014)에서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였

으며, 정의적 영역으로 수학/과학 흥미도, 배려와 소통,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 44문항 5지 선다형으로 분석 시 신뢰도 계수가 낮은 수학

/과학 자아 개념은 제외하였고, 수학/과학 흥미는 신뢰도 계수를 낮게 만들

었던 특정 문항 한 개씩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수학/과학 학습 동기는 신

뢰도 계수가 .6 근처이고, 하위 범주에 속한 문항 수가 적어 개별 문항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목표인 이공계 진로에 대한 의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적 포부(김은숙, 2014)를 조사 하였다. 비교집단

으로 동일 학교 동일 학년 학생 50명에게 사전 사후 동일 설문을 실시하였

다.

범주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계수(cronbach α)

수학 흥미 1,2,4,5
4

(3번제거)
.745

과학 흥미 6,7,9,10
4

(8번제거)
.868

배려 11, 12, 13, 14, 15 5 .808

소통 16, 17, 18, 19, 20 5 .873

수학 학습동기 21, 22 ,23 3 .515

과학 학습동기 24, 25, 26 3 .685

수학 자기효능감 27, 28,29, 30 4 .918

과학 자기효능감 31, 32, 33, 34 4 .917

과학적 포부 39,40,41,42,43,44 6 .876

<표 Ⅲ-2> 검사지 사전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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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과학 프로그램 인식 설문지

나노 과학 STEAM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노 과학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설문은 프로그램의

흥미도와 목표 도달도, 수행과제에 대한 유용성, 나노 과학에 대한 관심 등

의 선다형 11문항과 수업의 흥미에 대한 서술형 4문항으로 총 18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STEAM 인식 평가지는 교육 전문가 2인과 현장 교육 전문

가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과 극복방안

가. 연구절차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기 전 개발하는 교사들에게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

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4시간에서 6

시간 정도의 총 3회의 회의가 이루어졌고 회의를 녹취한 후 전사하여 회의

도중 개발하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교사들끼리 공유하는 해결방안을 분석하

였다. 개발을 마친 후 사전 모임에서 제시하였던 같은 설문을 제시하고 다시

경험한 어려움을 적도록 하여 개발 과정에서 변화된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개발 과정 자료수집 방법

사전 모임 →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 작성

개발 회의 → 개발 회의 녹취 및 전사・분석

평가 회의 →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설문 작성

[그림 Ⅲ-3]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과 극복방안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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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사는 중학교 과학교사 4명으로 자기소개서를 통

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자기소개서에는 전공, 경력 및 STEAM 교육

경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과학교사로서의 역할 등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는 가치관 대한 질문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A교사의 전공은 물리교육으로 교직경력은 13년이며 현재 중학교 1학년 과

학을 가르치고 있다. STEAM 관련 프로그램 개발 경력은 3년으로 한국과학

창의재단 교육과정 연계 STEAM 프로그램 개발, STEAM 교사연구회 활동

등 다양한 STEAM 교육관련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A교사는 과학교

사의 역할을 과학적인 인식의 틀, 또는 안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여기므로

과학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기,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기, 자신을 포함

한 여러 존재를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보기 등을 수업 시간 활동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B교사의 전공은 화학교육으로 교직경력은 12년이며 다수의 STEAM 프로

그램 개발, 심사, 자문 등으로 활동하였고, 수년간 STEAM 교사 연구회 활

동으로 STEAM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교사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교과 지식 뿐 아니라 다양한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C교사의 전공은 화학교육으로 교직 경력은 12년이며 현재 중학교 3학년과

2학년 과학 수업을 맡고 있다. 3년 전부터 R&D STEAM 프로그램 개발과

STEAM 교사 연구회 활동 등 STEAM 교육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

다. 과학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학 관련 지식을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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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이용해 삶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D교사는 물리교육 전공으로 교직 경력은 7년이며 현재 중학교 1학년과 3

학년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STEAM 프로그램 개발 경험은 없고 교사연수

를 통해 STEAM 교육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과학교사로서의

역할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사고기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

고 과학의 가치와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교사 경력 전공과목 개발 차시

A 교사 13년 물리 4차시

B 교사 12년 화학 3차시

C 교사 12년 화학 6차시

D 교사 7년 물리 3차시

<표 Ⅲ-3>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프로그램은 STEAM 프로그램에 개발 경력이 풍부한 중학교 교직 경력

대체로 10년 이상의 교사 4명이 약 4개월에 걸쳐 수많은 논의를 거쳐 개발

하였으며, 현장 적용 이후 학생들의 설문지 결과와 적용 후 프로그램의 불편

한 점을 고려하여 재수정하여 완성하였다. 나노 과학 기반 STEAM 프로그

램의 개발 과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TEAM 프로그램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개발자들의 첨

단 과학 기반의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STEAM 학습 준거에 대

한 기본 인식, 그리고 STEAM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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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질문

STEAM 학습 준

거에 대한 인식 

� STEAM 준거(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서술해주세요. 

� STEAM 준거별 활동 개발에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

게 해결했습니까?

<표 Ⅲ-4> 개발 교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 질문지

자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회의에 참여하여 개발 교사들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에 대한 논의를

관찰하고 녹음하여 전사 분석하였다. 첨단 과학 기반의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STEAM 학습 준거에 대한 기본 인식은 설문 조사로 알아보

았고, STEAM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발자들이 그 어려

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개발자들 사이의 개발 회의 내용의 녹음 자료 분

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 첨단 과학 기반의 STEAM 프로그램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첨단 과학 기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질문지는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째는 나노 과학 기반 프

로그램 개발에 대한 인식으로 나노 개념이 중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

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STEAM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STEAM 학습 준거에 대한 인식을 분

석하기 위한 질문으로. STEAM 학습 준거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준거를 프

로그램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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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발 회의 참여 관찰 및 회의 내용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시 개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어려움 극복 방안을 조사

하기 위해 중학교용 프로그램 개발 회의에 참여하여 직접 청취하고 녹취한

뒤, 교사들의 대화 중 프로그램 개발 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

을 극복한 방안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총 3회에 걸

친 회의를 통해 분류한 어려움들을 같은 주제들로 묶어 그에 해당하는 해

결방안을 다시 재분류 하여 그 빈도를 함께 측정하였다. 3회에 걸친 회의에

서 1차 회의는 개발자별로 주제 선정과 STEAM 형식, 원고 포맷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차 회의는 개발자들이 개발한 활동 자료 초안을 중심

으로 나노 관련 첨단 과학을 수업에 반영할 때의 수업, 실험, 나노 개념, 원

고 포맷 등에 나타난 어려움을 논의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3차 회의는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거나 새로 개

발한 자료를 이용하여 차시별 내용의 연결성, 차시별 내용과 전체 학습 목

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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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프로그램 개발 결과

가. 프로그램별 개요 및 나노 빅 아이디어

총 10차시로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나노 과학을

설명해야 하므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와 소재로 접근하였다.

하나의 모듈은 3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모듈로 되어 있고, 마지막 차

시는 수업을 마치고 난 후 진로탐색의 시간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듈 1

은 물질의 구조와 관련된 나노 과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잎의 초발수 현

상을 경험하고 실제 나노분말로 샘플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것을 초고층 건물 청소부의 추락사라는

사회적 문제와 연관 지어 이것의 해결방안으로 나노 과학이 활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하였다. 모듈 2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것

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패션 디자인에 나노 과학이 포함되

어 있음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 나노 과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

음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입자의 크기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는 나노 입자의

크기 의존적 성질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서 과학이라는 교과에 대

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모듈 3의 경우 과학, 기

술, 사회라는 BIg Idea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나노 과학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성

과 그로 인한 충돌과 화합의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듈 4

는 이제까지 학습하였던 우리 삶과 나노 기술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미래

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상상해보고 앞으로 어떤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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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 모듈별 수행과제

STEAM 프로그램 개발의 설계 틀에 따라 실생활 연계 부분을 강조하였

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수행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 주안점을 인지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행과제는 모두 사회적 이슈를 토대로 제시되었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

였고 복합적인 과제보다는 일차원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듈 1에서는 고층 빌딩 유리창 청소부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였으며 모듈 2에서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의류에 접목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을 알아보고 디자인적으로 어떻

게 개선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듈 3에서는 나노 기술이 발

달하면서 생기는 장점과 단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단점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윤리적 제반장치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는 과

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행과제는 STEAM 준거 중 상황제시 단계로 구성

하여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제목 수행과제

모듈

1

유리창 청소부의

추락사를 막아라

고층 건물의 유리창 청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

모듈

2

나노기술 의류

디자이너 되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나노기술 활용 의

류로 이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모듈

3

나노기술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새로운 과학 기술로 인한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듈

4

미래의 나노 직

업 구인광고는?

나노 과학기술이 발전한 미래에는 어떤 관련 직업들이

생길 수 있을까?

<표 Ⅳ-1> 모둘별 수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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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TEAM 준거 및 요소 

각 모듈별로 [상황제시]를 두어 각 수행과제를 제시함으로서 학생들로 하

여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명확히 하여 수업의 방향성을 갖고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상황제시]는 나노 과학이라는 단어가 갖는 생경

함을 줄여줄 수 있도록 현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였다. 또

한 창의적 설계에서는 단순하게 디자인하기나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방식의

포괄적인 제시문의 형태 보다는 구체적 예시를 두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

는 과정을 일부분 제공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감성적 체

험]은 하나의 활동으로 구현되기보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상황제시] 나 [창

의적 설계]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태도나 배려의 자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배울 수 있

는 태도를 목표로 정하였으며, 소통과 배려와 같은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

록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 토의나 모둠 활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그림 Ⅳ-1] 개발한 활동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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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목
준거

STEA

M 요소

Nano

big

Idea

모듈

1

유리창 청

소부의 추

락사를 막

아라

[상황제시]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

다.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이런 사

고를 방지할 수는 없을까?

S, T/E

물질의

구조

[창의적설계] 비가 와도 젖지 않고, 표면

이 더러워지지 않는 연잎 효과. 연잎 효

과를 직접 체험해보고, 표면 구조의 특징

을 이용한 제품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본

다. 또한 나노 크기를 기존의 사물과 비

교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생

각해본다.

S, M

[감성적체험] 문학 작품을 통해 노동자들

과의 공감적 체험을 경험하며 공동체 사

회에서 살아가는 태도 및 배려의 마음가

짐에 대해 생각해본다.

S, A

모듈

2

나노기술

의류

디자이너

되기

[상황제시] 요즘에 미세먼지로 인해 방독

면까지 패션쇼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

다.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노

기술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S

크기의

존 성질

[창의적설계] 기존의 의류들이 가지는 문

제점을 건강과 환경적 측면에서 생각해보

고 나노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 설명서를 제작한다.

S, T/E,

A

[감성적체험] 나노 과학기술을 다양한 방

식으로 적용가능함을 경험함으로서 나노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디자인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서 아름다움의 가치

를 공감한다.

A

<표 Ⅳ-3> 각 모둘별 STEAM 학습 준거 및 나노 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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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목
준거

STEA

M 요소

Nano

big

Idea

모듈

3

나노기술

과 함께

더불어 사

는 삶

[상황제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나노 기

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S, T/E

과학,

기술,

사회

[창의적설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결해

보고 싶은 사회 문제를 선정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요소들을 고

려하여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보는 과정을

경험한다.

A

[감성적체험]첨단 과학 기술의 이해를 바

탕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디

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협력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A

2. STEAM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가. 정의적 영역 및 과학적 포부 분석

정의적 측면으로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 자기 주도학습능력 및 소통과

배려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알아보고 과학적 포부의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F검정을 실시하여 통제반과 실험반 모두 등분산 분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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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확인하였다. 사전 실험반과 통제반을 대상으로 과학 수학 흥미, 소통,

배려, 과학 수학 학습동기, 과학 수학 효능감, 과학 수학 자아개념, 과학적

포부 등 총 11가지 항목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에서 두 집단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항목은 없음을 확인하여 동질성 집단임을 가정하

였다. 검사 결과 프로그램 적용 후 실시한 설문 결과 실험집단의 소통(p=.00,

p<.05) 항목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통 항목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는 프로그램이 모둠별 활동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

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 능력의 함양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모둠활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일반적으로 소

통과 배려의 함양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중 소통 부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보아 프로그램에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자세나 태

도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 과학 자기 효능감, 과학적 포부의 경우 일반 수업을 진행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으나 사전에 비해 수업을 실시한 후의 평

균이 조금씩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램에 수학, 과학적 요소 추가, 직업 관련 활동 추가 등의 피드백이 필요

하다.

수학과 과학 학습 동기 부분에서는 학습한 내용이 일상생활에의 필요성과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났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학습한 후 과학 공부나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대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과정과는 완벽히 일치되

지 않아,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평가에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

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적용한 시간이 선택 영역 시간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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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집단

사전 사전

집단간

비교

t(p)

사후 사후

집단간

비교

t(p)
M SD M SD

1
수학

흥미

통제반 10.96 11.26
1.62

(.11)

11.31 10.98
1.66

(.09)
실험반 11.67 9.01 12.5 12.01

2
과학

흥미

통제반 13.72 14.05
0.87

(.38)

13.29 9.83
1.20

(.23)
실험반 13.16 10.17 14.14 13.52

3 배려

통제반 14.78 9.47
-.80

(.42)

15.12 5.63
-1.10

(.27)
실험반 14.11 4.17 14.47 11.83

4 소통

통제반 14.28 6.55
-.52

(.60)

14.15 9.97
2.25

(.03)
실험반 13.67 6.55 15.53 8.20

5

수학

학습

동기

통제반 8.90 4.40
.04

(.96)

8.81 3.71
0.45

(.65)
실험반 8.58 2.77 9.00 3.94

6

과학

학습

동기

통제반 9.13 4.16
.94

(.35)

8.8 4.82
.73

(.46)
실험반 8.80 3.28 9.14 4.00

7

수학 

자기

효능감

통제반 9.00 11.85
1.96

(.059)

9.18 13.55
2.40

(.01)
실험반 10.17 10.79 11.05 13.45

<표 Ⅳ-4> 정의적 영역 및 과학적 포부 분석 결과

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학이나 취업 등 학생 스스로의 진로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함양하는데는 이러한 과학 분야의 STEAM 선

택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적용 시간은 오리엔

테이션 및 설문 시간을 제외하고 총 10시간으로 진로선택이나 과학에 대한

흥미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의 도입 및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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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학 

자기

효능감

통제반 9.25 8.88
1.84

(.07)

9.59 10.45
1.07

(.28)
실험반 10.17 8.89 11.05 13.45

9

자아

개념

과학

통제반 4.98 1.87
.45

(.65)

5.1 1.56
1.01

(.31)
실험반 4.97 1.38 5.38 1.76

10
과학적

포부

통제반 15.83 18.41 .53

(.59)

15.45 21.80 2.62

(.01)
실험반 15.39 20.65 17.29 14.58

나. 나노 STEAM 프로그램 인식조사 분석

나노 STEAM 프로그램 인식조사 분석 문항은 11문항의 객관식 문항과

각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과 프로그램 전체의 개선점,

어려운 점 등을 묻는 주관식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노 STEAM 프

로그램 인식 조사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STEAM 활

동의 목표 도달도, 수행과제를 먼저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설문, 나노 과학

에 대한 이해도 등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학생들은 나노 과학수업

이 다른 수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를 통해 과학이

타 교과와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

을 가졌다. 또한 마인드 맵 그리기나 토의하여 방안 도출해 내기와 같이 학

생 주도적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

어서 수업에 참여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친구들과 토의를 진행하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

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나노라는 용어가 주는 생경함

으로 인해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하였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차츰

이해도가 높아지고 실험이나 미래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나노 과학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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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과학의 정의와 필요성,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분과 나노 과학의 양

면성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나노 과학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려는

프로그램의 개발 의도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모둠활동이 많아서 조원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실험을 하였다.

• 친구들과 모여 서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며 토론하는 것이 좋고 나노가 

신기했다. 

• 나노 과학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활동이 모둠활동으로 진행되어 소통의 중요

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유학기제가 추

구하는 방향으로 타 교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통 능력의 함

양이 이 프로그램만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수업이 진행될수록 더욱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노 과학을 이해하기보다 단편적인 활동

에서 재미를 찾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학생이거

나 소극적인 학생의 경우 이러한 모둠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모

둠의 구성에 따라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 모둠의 의견이 결정되는 일이 발

생하기도 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동료와의 소통이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우리 교육이 소통과 배려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좀 더 노력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의견주장에 따른 조원과의 충돌했다. 

• 나노과학기술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 접해봐서 어색하고 탄소소재의 이

름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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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부분에서 상황제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이 학

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학생들은 초반에 나노

과학에 대해 잘 몰랐으나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양한 실생활의 예와 나노 과

학 관련 직업에 대한 활동, 첨단 나노 과학을 이용한 사례를 다룬 신문기사

를 통해 나노 과학의 필요성과 유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처음엔 아예 몰랐던 나노 과학을 알게 되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나노패턴의 종류, 특징, 장점 등 현재우리 생활에 쓰이고 있는 나노제

품을 알게 되었다. 

• 매일 과학책만 접하다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이 좋았고 우리나라도 

나노기술을 잘 다루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나노 과학 관련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나노 기술이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학생들은 자신감

이 없다고 말하거나 재미는 있지만 나노 과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직업으

로 선택할 수가 없다고 답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로 이공계 진학률 향상이나 나노 과학에 대한 긍정적 직업관 정착

에는 장시간의 단계적인 나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학생들은 수업 시 어려운 점으로 조사, 실습, 만들기 등 수업 시간에 할 것

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반의 정도의 학생들이 이야기하였

으며 이는 교사용 팁을 활용해 현장에서의 적용 시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하도록 보완하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개선점으로 충분한 시간 확보, 난

이도 조절, 재미있는 활동의 추가 등을 꼽아 좀 더 적극적인 학생 주도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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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1] 적용 사진 

분류 질문 평균

STEAM

활동의 목표

도달도

이 수업을 통해 과학과 다른 과목 수업이 밀접히 관련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3.69

이 수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생각하려고 노력
하였으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
을 알았다.

3.76

이 수업을 통해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 능력이 향상되

었다.
3.84

이 수업을 통해 동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3.64

이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3.59

Solve

the Problem

수행 과제를 먼저 읽고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받았는가?
3.75

나노 과학에

대한 이해도

이 수업을 통해 나노 과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4.02

이 수업을 통해 나노 과학이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

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4.07

이 수업을 통해 나노 과학의 발전이 미래 사회에 필요

함을 알게 되었다.
4.24

이 수업을 통해 나노 과학과 관련된 직업이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3.59

이 수업을 통해 나노 과학 관련 직업을 갖고 싶어졌다. 2.75

<표 Ⅳ-5> 나노 STEAM 프로그램 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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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을 통해서 분석한 개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

가. 프로그램 개발의 의미에 대한 인식

나노 과학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이 현실의 과학 발전 속

도를 쫓아가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대응전략의 하나로 이러

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과학기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첨단과학기술에 관련된 소양 함양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데 의

견을 모았다.

이러한 공통적인 생각 이외에 몇몇 교사들은 첨단과학 기반 프로그램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A 교사의 경우 특히 진로와 연관 지어 프로

그램 개발에 의미를 두었다. 첨단과학기술은 현재와 미래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관련 직업에 학생들이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프로그

램은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로 교육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A교사: “앞으로 과학을 전공하거나, 과학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

하는 학생들도 ‘과학’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에게 첨단과학기술을 소개하는 것은 좀 더 실제에

가까운 과학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나노 과학이라는 주제 자체가 교육과정과 연계점이 부족하고 난이도

가 높아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다. C 교사의 경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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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C교사: “나 자신도 나노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지나치게 어려운

정보를 기초 지식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소개하려는 시도가 의미 없

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C 교사의 경우도 개발과 시범 적용을 마치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반응을 경험한 후 첨단과학 프로그램이 갖는 실생활과의 밀접한 연계성으로

인해 교과서에 포함된 지식보다 학생들의 흥미가 더 증가한다고 응답하였으

며 이것은 과학교사가 가져야 하는 책임으로 규정할 만큼 첨단과학기술 기

반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C교사: “내가 첨단과학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과학

과 기술의 사회적 책무이며, 첨단과학기술의 소비자이자 감시자로서 학생

들의 인식을 일깨운다는 것이다.”

나. 첨단과학기술 기반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개발 초기에는 주제가 주는 생소함으로 인해 모든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

었다. 교사들은 첨단 과학 기술 주제가 주는 생경함으로 인해 활동지룰 구성

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가졌고 주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난이도

조절이나 교육 과정 연계를 어려워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서적이나 기존 자료를 참고하려고 해도 비전문가가 참고할 수 있는 서

적이 매우 부족하고 국내에 이미 개발된 나노 과학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활동지에 적합한 사진을 구하는데 있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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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활동지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B교사: “마음에 드는 사진은 저작권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설사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책도 전문가 서적이

많아 나노 기술 전반의 내용을 다룬 책이 거의 없어 참고서적 찾기가 쉽

지 않았다.“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이외에 교사 개별적으로 갖는 어려움은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A 교사의 경우 동영상 자

료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한국어로 된 기초 자료가 부족하여 자료를 검색하

거나 활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생들이 기술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 교재를 개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함께 느끼

고 있었다.

A교사: “ 나노 기술이나 나노소재를 소개하는 동영상의 경우 한국어로

만들어진 동영상은 최소한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준이 많았기 때문에

중학생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을 찾기 힘들었다. 첨단 과학기술의 특징과

장점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니 학생들이 나노 기술에 대한 막연

한 기대감과 기술 만능감에 빠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 중학교 학생

들에게 나노 기술의 한계나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쉬운 일

이 아니다.”

C교사의 경우 첨단과학기술 프로그램 자체가 갖는 한계를 해결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첨단과학기술이 활동지로 구성되고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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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미 첨단이라 할 수 없는 기술이

소개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나노 소재 관련 용어의 통일성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B교사의 경우는 나노에 대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활동 자료나

시각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실험이 많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D 교사의 경우는 장비와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실험을 재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겼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중 모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은 것은 실제 연구진과의 회의, 국외자료, 개발진들과의 회의였다. 연구진

들과의 회의를 통해 암의 유전성 여부나 약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과 나

노 과학에서의 접근 방법 등 이론적 이해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개발 시에

생길 수 있는 오류나 전문 서적 내용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을 해결해

나갔으며 이러한 과정은 프로그램의 일관성 및 새로운 활동의 개발, 다음 차

시를 도출해내는 연결 고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개발진들과의

회의는 프로그램의 활동을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난이도를 조절하

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토의, 토론, 질문 만들기 활동 등 개발진들이

현장에서 활용하였던 교수 방법을 공유함으로서 다양한 교수법이 프로그램

에 녹아들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난이도 조절 및 활동에 대한 교사 조언 등

으로 이어져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별로 개발된 국외 자료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 나노 빅 아이디어를 활용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나노과학 개념을 주제로 선택하기 위해 9가지의

나노 빅 아이디어(NSTA, 2009)를 참고하였다. 나노 빅 아이디어가 가지고



- 45 -

있는 세부 내용이 기존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며 생소한 용어들을 사용하였

으므로 교사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프로그램

으로 구현하는 단계에서 내용의 오류나 부적절한 비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에 따라 다른 어려움들이 부각되었다. 다른 교사

들에 비해 경력이 많지 않은 D교사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빅 아이디어를 학

생 수준의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D교사: “나노의 성질에 대한 교사 본인의 내용적 지식이 부족하고, 이를

대상 학생들이 가지는 내용지식 수준에서 설명하고 체험시키기 어렵다.”

12년 교직 경력이 있는 C교사의 경우는 전체적인 빅아이디어의 흐름을 활

동지에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하였는데 빅 아이디어를 모두

활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활용할 경우 빅 아이디어의 균형감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C교사는 비유나 충분한 보조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

에게 9가지 빅 아이디어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시간적

제한과 여유의 부족으로 구현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C교사: “ 9개의 나노 빅 아이디어들이 어느 정도 동등하나 수준에서 다

루어야 할 큰 개념이라고 볼 때 학생들의 이해를 고려하여 일부 빅 아이

디어에만 치중하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고민도 있다. 다소 무리라 하더라

도 시도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생긴다.”

이와 관련된 어려움은 나노 빅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된 부

분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내용 원리의 이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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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기보다 나노 과학의 활용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흥미

를 이끌어내면서도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분을 강조하여 나노 과학의 필요성

을 부각시키기로 하였다. 교사들 모두 공통적으로 가졌던 내용 이해에 대한

어려움은 나노 과학 연구진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부분 해결하였으며 D교사

는 비교적 경력이 많은 교사 A, B, C와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프로

그램 개발 시에 가졌던 의문이나 구현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라. 교육과정 수준을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에 대

한 인식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주제 자체가 중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의 난이도를 맞추는 것이 교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난이도 조

절의 어려움 이외에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주제에 따라 그 어려움의 내용이

달라졌다. 교사 B와 C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나노 과학기술 자체를

다루어 사용하는 용어가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학생활동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교사 A와 D의 경우는 나노의 특징 자체가 중학교 교

과 내용과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 내용을 프로그램의 흐름상 필수적으로 언

급해야 하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다.

A교사: “ 학생들이 물질의 기본 입자인 원자나 분자를 학습하는 것이 중

학교 2학년이다.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중1 대상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입장이므로 아직 학생들이 물질의 미시적 관점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라는 면이 어렵다. 물질의 특성과 같은 거시세계의 물성에 대한

학습 또한 현 교육과정 상 중2 내용에 해당한다. 물질의 성질에 대한 이

해 없이 사이즈에 의존하는 새로운 물성을 언급하는 데 무리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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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연계의 어려움은 나노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학습 요소를

찾기보다 나노과학이 갖는 다양한 특성 중의 하나를 교과 내용과 연결하였

고 이러한 연결고리는 개발진들과의 회의를 통해 찾아내었다. 중학교 교육과

정과의 상충 부분에 대한 어려움의 해결 방안은 교사별로 상이하였다. A교

사의 경우 나노 과학에서는 물질의 특성이 변한다는 내용을 교사용 팁에 실

어 학생들에게 활동 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교사의 경우는

활동의 주석이나 읽기자료를 이용하여 나노 물질의 특성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를 활용하였다. 용어의 난이도에 대한 어려움 해

결 방법으로 B교사는 개발진 회의를 통해 정해진 난이도 수준으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주석을 달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거나 말

을 바꾸어 서술하는 형태로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D교사의 경우는 중학교 1

학년 프로그램 개발을 맡았으므로,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가 어렵거나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글이나 활동은 모두 제외하고 회의를 통해

다양한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마.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STEAM 프로그램의 상황제시와 창의적 설계 부분에 대해 개발자들은 상

황 제시는 동기유발단계로, 창의적 설계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으

로 인식하였다. 준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는 공통되었으나 그 폭은 조금

씩 다른 부분을 보였다. 상황제시 단계에서, D교사는 상황제시를 일반적인

동기유발 단계라고 생각한데 비해, C교사는 삶에서 겪는 현실속의 문제로서

의 상황제시를 강조하였으며 A와 B교사는 실생활과의 연결에 덧붙여 발산

적으로 창의적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상황

제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으나 교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실생활

연계 및 동기유발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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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 “실생활 속의 문제이면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생각해서 답이 가능한 것이

아닌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

해주어야 한다.“

C교사: “학생들이 삶에게 겪을 수 있는 특정 상황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하는 단계이다.”

창의적 설계 부분에서는 A와 B교사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

정으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발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단계별로 정리하여 실

현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창의적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C교

사의 경우는 창의적 설계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D교사의 경우는 상황제시와 감성적 체험의 연결 고리로서의 창의적 설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창의적 설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개발

교사들은 창의적 설계가 갖추어야 하는 자기주도성, 발산적 산출물, 직접적

인 체험,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 등(김진수, 2015)의 여러 요

소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교사A: “기존에 알고 있었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단계.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이 하

나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

어가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이다.”

감성적 체험에 대한 인식으로 A교사는 성취감을 느끼는 단계로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사 평가 등 평가의 단계를 포함시켰으며 B와 C교사의 경우는

도전의식, 성취감, 즐거움 등의 정서적 체험 그 자체를 감성적 체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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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 D교사의 경우 감성적 체험을 STEAM 대한 학생들의 느낌이라고 생

각하였다.

교사A: “학생들이 설계한 문제 해결방법이 실현되며, 이 과정을 통해 성

취감을 느껴볼 수 있는 단계. 산출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동료와 교

사의 피드백이 더해져서 프로그램 수행 결과물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교사D: “프로그램 전체 진행과정에서 학습한 것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STEAM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과정이다.”

공통적으로 모든 교사들은 감성적 체험이 다른 준거와 달리 활동지에 직접

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활동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이 가질 수 있

는 정서적 태도와 관련된다고 생각하였다. 상황제시가 활동의 동기화에 도움

을 주었다면 감성적 체험은 활동을 유지시키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바. STEAM 준거별 활동 개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개발 교사들은 상황제시와 창의적 설계 부분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

으며 이에 비해 감성적 체험을 구성하는데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하였다.

개발 교사들은 상황 제시는 프로그램의 맥락을 이끌어가는 단계이며 학생들

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준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제시를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상황 제시는 세 가지 STEAM 의 학습

준거 중 가장 먼저 설정되어야 하므로 개발 초기 개발 교사들의 나노 과학

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창의적 설계 부분에서는 난이도 높은 주제로 인해 활동을 구성하는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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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었다. 이뿐 아니라 STEAM 의 특성을 잘 드러낸 창의적 설계가 되

도록 활동지를 구성하는 것 역시 교사들이 갖는 어려움이었다. C와 D교사

는 너무 열린 과제가 되어 학생 참여가 힘들지 않도록 활동의 범위를 조절

하는 것과 제한된 시간 내에 창의적 설계 단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활동

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교사 C: “학생들에게 너무 열린 과제를 제공할 경우 혼란스러워 하고 갈

피를 잡지 못하므로 단계별로 틀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면

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이 어렵

다고 생각한다.”

감성적 체험 준거에서 A, B와 C교사는 상황제시와 창의적 설계가 적절하

게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면 감성적 체험은 자연스럽게 잘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큰 고민 없이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B교사: “상황제시가 잘 되고, 학생들의 수준에서 창의적 설계가 가능하

도록 잘 구성된 프로그램은 감성적 체험 부분을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황제시에 제시된 문제가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협력

적인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 간다면 그 자체만으로 학생들에게 감성적 체

험을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D교사는 감성적 체험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창의적 설계 부분에

서 느끼는 어려움을 답하는 등 감성적 체험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감성적 체험이 다른 STEAM 준거에 비해 정의가 명확

하지 않아 교사들의 이해가 다양하다는 것으로 감성적 체험에 관련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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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나 정의와 범위에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각 학습 준거마다 다양한 해결책이 사용되었다. 상황제시의 난이도 조절은

자동차, 의류 등 친숙하고 흥미로운 소재를 활용하거나 동료 교사들과의 회

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었다. 창의적 설계 부

분에서 A교사의 경우 나노 소재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적 설계 부분에

서 다양한 동료 협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동영상이나 카드

등의 보조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하며 구체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성적 체험 부분에서는 B와 C교사는 큰 고민 없이 창의

적 설계를 구성할 때 협력 활동이 주가 되도록 한다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A교사는 학생들이 직접적 정보 구성자가

되어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수업에 참여도를 높이고 감성적 체험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감성적 체험이 상황 제시나 창의적 설계 부

분과 유기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증가할 수 있

는 구성을 가진 창의적 설계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 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개발 교사들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

나노 관련 첨단 과학 기반의 STEAM 프로그램 개발 교사들이 겪는 어려

움은 크게 형식적인 면과 관련하여 STEAM 준거, 프로그램 형식 관련 어려

움이 있었으며, 내용적인 면과 관련하여 실험, 소재 선정, 내용 구성, 수업

진행 관련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 유형은 프로그램 개발 교사들의 회의 내

용에 나타난 어려움을 찾아 분류한 것이다. 그리고 나노 관련 첨단 과학 기

반의 STEAM 프로그램 개발 교사들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

움을 극복하는 방안은 프로그램 개발 시 겪는 어려움의 유형과 동일하게 분

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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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및 극복 방안

유형
예시 빈도

어려움

상황 제시

구성의 어려움
나노 개념 관련 상황 제시의 어려움 2

4
타 교과와

융합의 어려움

타 교과 개념과 융합의 어려움, 타 교과 소재

발굴의 어려움
2

어려움

극복

방안

상황 제시

제안
다른 색을 만들 방안 질문 1

10

창의적 설계

제안
가상의 무엇인가를 설계하도록 제안 1

감성적 체험

제안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제안 1

art 요소 제안

예상과 다른 결과를 STEAM art 요소로 해결,

실생활 활용이 어려운 소재를 art 요소로 해결,

나노 기술 활용 예술 활동 제안

5

타 교과와

융합 방안

제안

타 교과 교육과정 검토 제안, 기술 및 미술

교과의 특징이 나타날 것을 제안
2

<표 Ⅳ-6> STEAM 준거에 관련된 어려움과 극복방안

STEAM 준거 관련 어려움은 4건으로, 그 어려움에는 상황 제시 구성의

어려움, 타 교과와 융합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상황 제시 구성의 어려움에

는 나노 개념과 관련한 상황을 구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타 교과와

융합의 어려움에는 국어과에서 이용하는 시를 과학 수업과 융합할 때의 어

려움, 타 교과의 소재를 발굴하는 어려움 등이 있었다.

STEAM 준거 관련 어려움의 극복 방안은 10건 나타났으며, 상황 제시 제

안, 창의적 설계 제안, 감성적 체험 제안, art 요소 제안, 타 교과와 융합 방

안 제안 등의 극복 방안이 제시되었다. 상황 제시 제안에는 본 수업에서 나

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색을 만들 것을 이용하여 여러 색을 만들 방안을

학생들이 제안해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창의적 설계 제안에서는 가

상의 무엇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감성적 체험 제안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쓰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art요소 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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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STEAM의 5가지 요소 중 art에 해당하는 요소를 나타내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 또한 타 교과와 융합 방안 제안에서는 타 교과 교육과정을 직접

검토하거나 기술이나 미술 교과와 같이 타 교과의 차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 교과의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어려움 및 극복 방안 유형 예시 빈도

어려움 기존 형식의 불편함
팁 구성방식의 불편함, 팁에 들어갈 내용

구성의 어려움
2 2

어려움

극복

방안

새로운 형식에 대한 추

가 검토 요구
두 활동하기의 연결 형식 추가 제안 3

7
자료 구성 형식 수정

요구

팁에 들어갈 기준 제안, 자료 구성 형식

통일 제안
4

<표 Ⅳ-7>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려움과 극복방안

프로그램 형식 관련한 어려움은 2건으로, 기존 형식이 불편하다는 어려움

이 있었다. 이 어려움에는 본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에서 진행할 교사나 수업

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해 제시하는 팁이라는 형식에 들어갈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할지 어려워하였고, 팁이 교사용 팁과 학생용 팁의 구분되지 않아

작성 방식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그램 형식 관련 어려움의 극복 방안은 7건 나타났으며, 새로운 형식에

대한 추가 검토 요구와 자료 구성 형식의 수정 요구 등이 있었다. 먼저, 새

로운 형식에 대한 추가 검토 요구에는 두 가지 활동의 연결 형식을 새롭게

제안하거나 팁에 들어갈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료를

구성하는 형식에 관한 어려움과 새로운 형식의 제안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형식을 명확히 정하고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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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및 극복 방안 유형 예시 빈도

어려움

실험 재료 확보

의 어려움

고비용, 환경 오염, 교육과정 시기와 식물 재

료 생산 시기의 불일치
3

14

실험 준비의 어려

움
미리 준비한 시약의 변질 가능성 1

실험 진행의 어려

움

실험 시간이 오래 걸림, 실험 종류가 많음, 실

험 안전 확보의 어려움
7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조별로 다른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어려

움, 실험 성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3

어려움

극복

방안

실험 소재 제안
실생활에 적용되는 나노 기술, 경제성, 친환

경, 실험 안전
8

13실험 재료 처리

제안

시기 상 구하기 어려운 재료 처리 방안, 폐시

약 처리 방안
3

실험 과정 제안 나노 용액의 다양한 색 활용 방안 2

<표 Ⅳ-8> 실험에 관련된 어려움과 극복방안

실험과 관련한 어려움은 14건으로 두 번 째로 많은 어려움 유형이었으며,

실험 재료 확보의 어려움, 실험 준비의 어려움, 실험 진행의 어려움, 실험 결

과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실험 재료 확보의 어려움에는 비용문

제나 환경 오염 유발 문제로 인한 재료 변경의 어려움, 식물 재료와 같이 구

할 수 있는 시기와 수업에 사용할 시기가 달라 생기는 재료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실험 준비의 어려움에는 실험에 사용할 시약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경우 시약의 변질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실험 진행의 어려움에는

실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실험 종류가 많아 수업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

할 것이라는 걱정, 실험 안전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걱정 등이 있었다. 실

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는 수업을 진행할 교사들이 학생들의 실험

결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

예상과 다르게 다양하게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

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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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관련 어려움의 극복 방안은 13건으로, 실험 소재 제안, 실험 재료 처

리 방안, 실험 과정 제안 등이 있었다. 실험 소재 제안에는 나노 기술이 실

생활에 적용되거나,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실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험 소재를 제안하였다. 실험 재료 처리 제안에는 수업 시기 상 구하기 어

려운 재료를 처리하여 수업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폐시약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실험 과정 제안에서는 나노 용액

의 다양한 색을 활용할 수 있는 실험 과정이 제시되었다.

어려움 및 극복 방안 유형 예시 빈도

어려움

참고 자료 부족 국문 자료 부족 1

8

학생 수준에 맞는 소재

선정의 어려움

나노 기술이 이용된 소재 선정의 어려

움
1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부족의 어려움

실물 대신 인쇄물 사용 시 흥미 감소,

비슷한 소재의 반복
2

학습 목표에 맞는 활동

소재 선정의 어려움

실생활 관련 소재 및 나노와의 관련성

부족
4

어려움

극복

방안

참고 자료 제안 적절한 자료 출처의 제안 2

8

자료 선정 기준 제안
작아지면 효과적인 활동, 자연에 존재

하는 나노 패턴
3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제안

직접 조작 가능한 표본, 재미있는 게

임 활동
2

학습 목표에 맞는 소재

제안
나노 효과 확인이 가능한 실험 소재 1

<표 Ⅳ-9> 소재선정에 관련된 어려움과 극복방안

소재 선정과 관련한 어려움은 8건이었으며, 참고 자료 부족, 학생 수준에

맞는 소재 선정의 어려움,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부족의 어려움, 학습

목표에 맞는 활동 소재 선정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참고 자료 부족의 경우

는 나노 기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외국어 자료라 국문 자료가 부족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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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 수준에 맞는 소재 선정의 어려

움에는 나노 기술이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학생 수준

에서 이해하기 쉬운 소재를 선정하기 어려워하였다.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부족의 어려움에는 나노 기술이 이용된 실물 소재를 구하기 어려워 인

쇄물로 대신할 때 학생 흥미 유발이 어렵고, 구할 수 있는 소재가 한정되어

비슷한 소재의 반복으로 인한 학생들의 흥미 감소 우려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학습 목표에 맞는 활동 소재 선정의 어려움에서는 사용하는 소재가 학습 목

표인 나노 기술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실생활 관련 소재를 찾지 못하여

학생에게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소재 선정과 관련된 어려움의 극복 방안은 8건이었으며, 참고 자료 제안,

자료 선정 기준 제안,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제안, 학습 목표에 맞는

소재 제안 등이 있었다. 참고 자료 제안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적절한 자료

출처를 제안하는 과정이 있었고, 자료 선정 기준 제안에는 작아지면 효과적

인 활동, 자연에 존재하는 나노 패턴 등 교사들이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에 필

요한 자료의 활동지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

고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제안에는 학생들이 직접 조작 가능한 표본

을 포함시킬 것,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 형태의 활동을 포함시킬

것 등의 아이디어 제안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에 맞는 소재 제안에

는 나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소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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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및 극복 방안

유형
예시 빈도

어

려

움

원리 제시의

어려움
활동과 원리 연결의 어려움 4

35

평가 계획의

어려움

평가 계획에 핵심 역량 구성의 어려움, 도입부

수행과제 구성의 어려움
2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 구성의

어려움

나노 개념 설명의 어려움, 읽기 자료의 양이 많

음, 좋은 질문 구성의 어려움, 샘플 자료의 수준

조절의 어려움, 그림 표현의 어려움, 학생 정서를

고려한 과제 구성의 어려움, 수업의 효율적 진행

의 어려움

13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내용 구성의

어려움

지루한 구성, 비슷한 소재의 반복, 새로운 활동

형식에 대한 아이디어 부족
4

학습 목표에 맞는

내용 구성의

어려움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나노 기술 도입의 어려움,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나노 개념과 융합 어려움,

차시별 연결성 부족, 학생들의 부족한 참여, 학생

들이 자료 구성 의도를 이해 못함, 어려운 실험

은 확인 실험 위주로 진행됨

12

어

려

움

극

복

방

안

자료 구성 기준

제안

학생들이 활동 방향을 정하도록 교사의 평가 기

준 제시, 다른 활동에서의 경험 제안
2

42

학생 수준에 맞는

자료 구성 방안

제안

다른 자료 개발 사례 경험 이용, 타 교과의 수

업 전략 제안,

질문 만들기 전략, 조별 읽기 전략, 비유 활용 전

략, 학생 정서를 고려한 수업 전략,

원리 이해 대신 경험, 팁에 교사용 안내 사항 추

가

17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내용 구성 방안

제안

적정 양의 읽기 자료를 이용한 퀴즈 대회, 정책

대안 작성하기
2

학습 목표에 맞는

내용 구성 방안

제안

해당 학년 교육과정 제시 시점 제안, 핵심 활동

위주로 재구성, 비슷한 활동 반복 지양,

차시별 흐름 고려, 학생 응답 범위 설정,

조별 활동 결과 공유 위한 전략 제안,

21

<표 Ⅳ-10> 내용구성에 관련된 어려움과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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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성의 어려움은 35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이었다. 이 어려움

에는 원리 제시의 어려움, 평가 계획의 어려움,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 구성

의 어려움,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내용 구성의 어려움, 학습 목표에 맞는

내용 구성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원리 제시의 어려움에는 학생들이 참여한

활동에 대한 나노 기술의 원리를 연결 지어 설명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기 어

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가 계획의 어려움에는 이 프로그램의 설계 시 포함

한 나노 핵심 역량을 평가 계획에 어떻게 포함시켜야할지, 수행 과제를 어떻

게 구성해야할지 어려워하였다.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 구성의 어려움은 전

체 중 가장 많은 하위 유형이었으며, 이 유형에는 학생 수준에 비해 나노 개

념이 어려워 학생들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기 어렵거나 읽기 자료의 수준이

높아 학생 수준에 맞게 읽기 자료를 쉽게 구성하는 것의 어려움, 한 차시에

포함된 읽기 자료가 너무 많아 학생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어려움, 좋은

질문을 구성하는 것의 어려움, 상위 교육과정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중학교

수준으로 표현하는 어려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 학생 가정 문제 등과 관련

되지 않도록 자료를 구성해야하는 어려움, 전체 학생들이 수업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학생 흥미 유발을 위

한 내용 구성의 어려움에는 비슷한 소재가 반복이나 지루한 구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지 못할 수 있다는 어려움과 새로운 활동 형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에

맞는 내용 구성의 어려움에는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나노 기술을 중학교 수

업에 도입할 방법을 찾는 것의 어려움, 나노 개념과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적절히 융합시킬 아이디어 부족, 나노 기술과 관련된 어려운 실험은 확인 실

험 위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한계,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로 구성된 차시에

서 나노 기술과 관련된 차시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의 어려움, 교사의 자

료 의도를 이해시키기 위한 구성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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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성의 어려움의 극복 방안은 42건으로 역시 가장 많이 논의된 유형

이었다. 이 극복 방안에는 자료 구성 기준 제안, 학생 수준에 맞는 자료 구

성 방안 제안,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내용 구성 방안 제안, 학습 목표에 맞

는 내용 구성 방안 제안 등이 있었다. 자료 구성 기준 제안에는 학생들이 활

동 방향을 정하도록 교사의 평가 기준의 제시, 다른 활동 개발 경험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료를 구성하는 기준을 제안하는 것 등이 있었다. 학

생 수준에 맞는 자료 구성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는 다른 자료 개발 경험에

서 자료 구성 경험을 이 프로그램 개발에 제안하는 경우와 타 교과의 수업

전략을 활동 자료 해결 전략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등 개발자들이

경험한 수업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는 질문 만들기 전략, 조별 읽기 전략 등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업 기술을 소개하기도 하고 어려운 나

노 원리를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활동을 먼저 구성하도록 제안하는

경우와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참여를 위해 교사용 팁에 들어갈 내용을 제안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내용 구성 방안 제안에는 퀴

즈 대회나 정책 대안 만들기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 내용

을 구성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습 목표에 맞는 내용

구성 방안 제안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중학교 과학 수업과 관련된 자료

임을 고려하여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방안, 나노 기술 관

련 핵심 활동 위주로 활동 자료를 재구성하고 관련성이 적은 활동을 삭제하

여 내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차시별 흐름

을 매끄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안

하는 방안, 조별 활동 결과를 다른 조와 공유하여 더 많은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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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및 극복 방안 유형 예시 빈도

어려움 시간 부족의 어려움
이해 후 적용을 위해 시간 소요, 자료가 많

아 시간 부족
3 3

어려움

극복

방안

시간 내 진행 방안

제안
연차시 학습, 조별 협동 전략 2 2

<표 Ⅳ-11> 수업진행에 관련된 어려움과 극복방안

수업 진행의 어려움은 3건으로 매우 적었으며, 모두 시간 부족의 어려움이

었다. 이 어려움에는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데 시

간이 많이 걸리고, 자료가 많아 정해진 차시 내에 모든 활동을 끝내기에 시

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염려를 표현하였다.

수업 진행 관련 어려움 극복 방안은 2건으로, 시간 내 진행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업을 연속하여 진행하는 연차시 학습 방안을

고려해보거나 조별 협동 전략을 통해 학생들이 활동을 분배하여 진행하여

공유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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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나노 기술 기반 첨단 과학을 중학교 과학 교과에 적용할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

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교사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탐색하여, 추후 개발되는 첨단과학

기반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들과 공유함으로서 그들이 개발할 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로 진행되었다.

나노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프

로그램이므로 되도록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으로 구성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활동 위주

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개발 방향을 정하였다. 주제는 NSTA에서 선정한 9가

지의 Nano big idea 중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면서 여러 교과와 통합할

수 있는 소재를 포함하도록 선별하였다. 이때 적용 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라

는 사실을 고려하여 통합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소재 중 난이도 조절이 가

능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주제가 선정된 후 각 주제를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

서 해결해야 하는 수행과제의 형식으로 활동지에 제시하였으며 현장 적용성

을 높이기 위해 10차시 프로그램을 3개의 모듈로 나누어 분리 적용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중학교 학생 47명에게 10차

시, 약 5주간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 시간에 적용되었다. 나노 과학

STEAM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은 소통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또

한 나노 과학 STEAM 프로그램 인식 검사에서는 나노 과학 STEAM 프로

그램이 나노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미래사회에

나노 과학의 필요성 및 나노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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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식을 심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

이 주를 이루었던데 반해 효과성 설문에서는 소통 이외의 항목에서 유의미

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점으로 나노 과학의 접근을

조금 더 학생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단기간의 프로그램 적용으로는 이러

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추후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적절한 프로그램 적용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에서 나노 과학의 크기에 대한 초점이 학생들

로 하여금 개발된 프로그램이 수학 교과와 연관되어 있다거나 단순한 계산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과학 관련 활동을 더

추가하고 나노의 크기를 짐작해 보는 활동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개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해 탐색한 연구에서 교사들이

갖는 STEAM 준거 요소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비슷했다. STEAM 프로그

램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개발 교사의 경우 초기에는 준거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다른 교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준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 교사들은 나노 과학과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 사이의 거리

감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 초기에는 프로그램 개발의 의미를 찾지 못했으

나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과 첨단 과학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데 이러한 프로

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변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교사들은 나노 과학

에 포함되는 개념이 중학교 학생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익숙하

지 않은 개념을 중학교 학생들 수준에서 쉽게 이해되도록 활동을 제작하는

과정을 어려워하였다. 특히 나노 과학 관련 주제를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과 연관 지어 3차시 정도의 연결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으나, 이 어려움을 전문 서적의 참조와 나노 과학 연구진과의 면담, 국

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해결 하였다. 특히 개발 교사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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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공유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기존 수업에서 경

험했던 교수학습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개발 교사들이 겪은 다양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은 프로그램 회의 과정에

서도 나타났다. 회의 과정에서 드러난 어려움은 크게 STEAM 준거와 관련

된 어려움, 프로그램 형식과 관련한 어려움, 실험과 관련한 어려움, 학생들이

참여할 여러 활동의 소재 선정과 관련된 어려움, 수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

성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 추후 진행할 수업 진행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극복 방안은 제시된 각 어려움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STEAM 준거 관련 어려움에서는 나노 개념이나 기술 자체가 프로그램 개

발 과학 교사들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중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기 때문에 상황 제시를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

램 개발 교사들은 STEAM 준거별로 구체적인 예들을 직접 제안해주거나 과

학과 타 교과를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안해주면서 어려

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프로그램 형식 관련 어려움에서는 계획된 형식

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즉시 반영하

여 교사 팁의 위치나 서술 방법 등의 형식 틀을 본인의 전문성에 기반한 기

존의 수업 방법 등을 참고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실험 관련 어려

움에서는 나노 기술 관련 실험이 기존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새

롭게 개발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실험 재료의 구입 비용이나 구하는 시기 등

의 정보들을 개발 교사들이 직접 알아내야 하는 어려움과 교사들이 충분하

게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 포함된 수업에서 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

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교사들은 나노 기술 관련 STEAM 프로그램 개발이 처음이

지만 기존의 다양한 실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실험 개발 시 고려할 사항,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평가 기준, 실험의 양과 수준, 그리고 실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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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다. 소재 선정 관련 어려

움에서는 참고 자료 부족, 학생 수준에 맞는 소재 선정의 어려움,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부족의 어려움, 학습 목표에 맞는 활동 소재 선정의 어려

움 등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개발 교사들은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다양한 소

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지를 학습 목표에 맞춰 제안하고, 어려운 나노

기술을 쉽게 학습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안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내용 구성의 어려움에서는 프로그램 개

발 교사들이 학습 목표, 수업 내용, 학생, 평가 등 수업을 구성하는 기본 요

소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준, 흥미 등에 관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업 전문성을 구성하는 학습 내용, 학생, 평가 등을 다양하

게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교사들은 포함되는 활동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기준

을 공유하는 경험과 학습 목표에 맞게 자료를 구성하는 방안의 공유를 통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최소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지식 수준에 맞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학

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업 방안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진행 관련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교사

들은 프로그램 내 활동들의 목표 달성을 특정 한 차시 수업 내에서 학습 목

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까지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학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 어

려움을 극복하는 구체적 논의 내용을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

듯이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각에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

고, 교사들의 기존 전문적 경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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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비록 이 연구가 나노 과학 기반의 STEAM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어려움과 극복 방안은 다른 주제의 첨단과

학 기반 STEAM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겪을 수 있

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노 과학에 관련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STEAM 교육이라는

국가적 교육 정책이 효과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STEAM 교육은 교육과정 내에서 개발, 적용되고 있으면서도

T(Technology)와 E(Engineering)를 강조하여 첨단 과학에 대한 적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되고 있는

STEAM 프로그램들이 담고 있는 첨단 과학 지식은 기존 과학 교과서에 담

긴 지식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 경

험이 있는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교사

들과 실제 연구진들과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또한 과학 교과서나 과학 교육과정 자체에 첨단 과학 관련 항목들이 포

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차이를 줄이고, 현대의 과학과 학교에

서 학습하는 과학이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STEAM

교육은 과학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첨단 과학의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

적으로 다루어 실생활속의 과학을 학생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면 STEAM 교육의 역할이 좀 더 분명해지면서 과학에 대

한 흥미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진로나 과학적 태도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변화는 꾸준한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므로 나노 과학에 대한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아부터 고등학생

에 이를 수 있는 단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나노 과학이나

STEAM 교육 모두 학생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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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본 연구와 같은 이러한 수많은 연구

들이 토대가 되어 첨단과학 기반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행복한 인

재들이 육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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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과학 기반 STEAM 수업에 대한 인식 설문

여러분은 첨단 과학 중 나노 과학을 과학 수업에 적용한 탐구 활동에 참여하였습

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 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

로 응답해주세요.

●STEAM 활동의 목표 도달도

1. 이 수업을 통해 과학과 다른 과목 수업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

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2. 이 수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문제를 해결하

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3. 이 수업을 통해 (나노 과학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 능력이 향상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 73 -

4. 이 수업을 통해 동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5. 이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

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Solve the Problem

6. 수행 과제를 먼저 읽고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받았는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나노 과학에 대한 이해도

7. 이 수업을 통해 나노 과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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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수업을 통해 나노 과학이 일상 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9. 이 수업을 통해 나노 과학의 발전이 미래 사회에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10. 이 수업을 통해 나노 과학과 관련된 직업이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11. 이 수업을 통해 나노 과학 관련 직업을 갖고 싶어졌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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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효과

12. 이 수업에서 알게 된 점

13. 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

14. 이 수업에서 힘들었던 점

15. 이 수업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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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수학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 � � �

2 나는 수학 수업에서 흥미로운 것을 배운다. � � � �

3 나는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다. � � � �

4 나는 수학 관련 책을 즐겨 읽는다. � � � �

5 나는 수학 체험전 등의 활동에 관심이 많다.   � � � �

6 나는 과학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 � � �

7 나는 과학 수업에서 흥미로운 것을 배운다. � � � �

8 나는 과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다. � � � �

9 나는 과학 관련 책을 즐겨 읽는다. � � � �

10 나는 과학 축전, 과학관 견학, 답사 등이 즐겁다. � � � �

11
나보다 잘못하는 친구가 있어도 과학 실험이나 활동 기회
를 고루 제공해준다.

� � � �

12
문제를 늦게 풀거나, 과학 실험 진행이 늦는 친구가 있어
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린다.

� � � �

13
과학 실험이나 활동을 힘들어 하는 친구가 있으면 함께 
해결점을 찾거나 도와준다.

� � � �

14
나와 다른 해결이나 과학 실험 결과가 나온 친구들의 의
견을 끝까지 듣는다.

� � � �

15 다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의 의견을 주장한다. � � � �

16
과학이나 수학 관련 주제에 대해 다른 친구들과 생각과 

지식을 교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 � �

항     목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2015년 STEAM 효과성 설문 조사지(전, 후)

학교명   (                 )  학교

학년 반 (     ) 학년 (     ) 반 (     )번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TEAM수업     ① 받은적이 있다         ② 받은적이 없다

본 조사는 STEAM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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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과학 실험이나 활동을 할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

는 친구들과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실험을 수행한다.
� � � �

18
다른 친구들이 실험이나 문제해결의 결과를 이해하기 쉽

도록 정리한다.
� � � �

19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친구들을 잘 설득

한다.
� � � �

20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

은 중요하다.
� � � �

21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나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 � � �

22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하

다.
� � � �

23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다. � � � �

24 과학 공부를 하는 것은 나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 � � �

25
과학 공부를 하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하

다.
� � � �

26 과학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다. � � � �

27
나는 수학 교과서에 있는 가장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자

신이 있다.
� � � �

28
나는 담임/수학 선생님께서 수학 시간에 제시한 가장 복
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 � � �

29 나는 수학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 � � �

30 나는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 � � �

31
나는 과학 교과서에 있는 가장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자

신이 있다.
� � � �

32
나는 담임/과학 선생님께서 과학 시간에 제시한 가장 복
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 � � �

33 나는 과학 숙제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 � � �

34 나는 과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 � � �

35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기만 하면 수학을 잘 할 수 있다. � � � �

36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난다. � � � �

37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기만 하면 과학을 잘 할 수 있다. � � � �

38 과학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난다. � � � �

39
나는 수학, 과학, 공학/기술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생겼

다.
� � � �

40
수학, 과학, 공학/기술 관련 직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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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학, 과학, 공학/기술 관련 직업을 갖는 것은 멋진 일이

라 생각한다.
� � � �

42 나는 과학기술 및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 � � � �

43 나는 과학기술 및 수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 � � � �

44 나는 과학자나, 수학자 또는 기술자가 되고 싶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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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기술 기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인식

1.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서술해주세요. 

2. 첨단과학기술 관련 소재를 이용하여 중학생용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 ‘예’라고 응답했다면 어려움을, ‘아니오’라고 응답했다면 그 이유를 서술해주

세요.

    

- ‘예’라고 응답했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서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첨단 과학 기반의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성실히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연구원 손미현(02-880-7764) 

근무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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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연구에서 활용한 나노 빅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노 빅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중학생용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크기와 스케일, 물질의 구조, 힘과 상호작용, 양자 효과, 크기 의존 성질, 자기조립

구와 기구, 모델과 시뮬레이션, 과학․기술․사회

- ‘예’라고 응답했다면 어려움을, ‘아니오’라고 응답했다면 그 이유를 서술해주

세요.

  

- 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서술해주세

요,

   

4. 나노 관련 소재를 이용하여 중학생용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육과정 

수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 ‘예’라고 응답했다면 어려움을, ‘아니오’라고 응답했다면 그 이유를 서술해주

세요.

    

- ‘예’라고 응답했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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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한 인식

1. 스팀 준거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서술해주세요.

- 상황제시: 

- 창의적 설계: 

- 감성적 체험: 

2. 스팀 준거별 활동 개발 시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서술해주

세요.

- 상황제시: 

- 창의적 설계: 

-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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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TEAM Programs Based on Nano-Science on

Free Semester students' affective aspects and Case Study

on Teachers’ Difficulty and its Resolution in Developing

STEAM Programs

Son, Mihyun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Major in Chem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EAM is an acronym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The Steam education is an attractive science education

method to derive students' scientific interest and to make children

develop creativity and thinking skills. In this research a set of STEAM

Programs based on Nano-Science was designed and developed for

secondary school and its effectiveness was evaluated. This program was

developed by 4 secondary school teachers who had much experience in

developing STEAM program and 2 experts in Nano Science together.

We consider how to have compatibility with National curriculum and how

to include "context for learning' and "Creative Design" as learning factor

of STEAM education. In respect of literacy on Nano science &

technology, we chose 4 big ideas ('size and scale', 'size-dependent

property', 'structure of matter', & 'relevance with sci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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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ciety') among big ideas of Nano science & technology introduced

by NSTA. In order to integrate multiple disciplines under the frame of

STEAM, design of arts and communication on social issues related with

Nano science and technology were considered. We applied the Nano

STEAM programs for 2 weeks to 50 students in junior secondary school.

The effectiveness of the STEAM program and students' recognition

about it is investigated. As a result, we find out that this program had

positive effectiveness communication and students replies were positive in

understanding the knowledge and value of Nano science.

The other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investigating

teachers’ difficulty and its resolution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ano-science based STEAM programs, which shares the progress of

the program development and also confirms its validity. We analysed

the journals written by developers of STEAM program, and observed

the meeting for program developing. Difficulties were found in

configuring contents, selecting proper materials, developing

experiments, and overall format, and they are resolved mostly by

collaborative discussion in developers’meeting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experienced developers had many kids of difficulty in

developing STEAM program based on Hi-Tech, and the collaborative

discussion of experienced developers was very important to develop

STEAM program based on Hi-Tech.

Key words: STEAM programs, Free Semester, Nano science

Student Number : 2015-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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