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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및 예술의 융합을 위한
융합교육 이론

김진수

1)

1)

요약

전통적인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개별 전공 분야가 가지는 학문자체가 중요하였다 그러나 세
기가 되면서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널리 퍼지고 있다 학문을 융합하게 되면 첨단
과학기술 제품을 더욱 잘 개발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는 융합 학문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안목
을 심어줄 수 있다 통합교육보다 넒은 의미를 갖는 융합교육은 미국에서 년부터 본격 시작되었
고 한국에서는 년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되고 있다 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통
합교육에는
교육이 있고 융합교육으로는
교육이 있다 이러한 융합교육은 년에
김진수에 의하여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다 뒤이어 한국의 교육부에서는 년에 초등학교부터 고등
학교까지 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정책을 도입하였다 지난 년동안 국내에서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하여
교육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및 예술의 융합을 위한
융합 이론 및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융합교육 이론은
대학교 및 유치원에서의 융합교육과 연구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어 융합 교육
융합이론 수정된
큐빅 모형
교육 통합 교육
Abstract
Traditional discipline-centered curriculum focused each discipline area itself. But, the converging
movement of several disciplines are widely spreading from the 21st century. If several disciplines are
converged, it will be easy to develop the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colleges will be able to supply to
many students the perspective with wide latitude. Convergence education which is a broader sense of the
integrative education was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2005. In Korea, since 2011 the convergence
education has been operating at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level. The integrative STEM education and
the convergent STEAM education were started either of them in the United States. These STEM and
STEAM educations were first introduced in Korea by Jinsoo Kim in 2007. Subsequ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n government adopted a STEAM education policy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everal research articles were published about the STEAM education by some domestic researcher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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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4 years. In this paper, I introduce the STEAM education theories and models for converging of
Humanities·Sociology, Science·Technology, and Arts disciplines. These STEAM education theories will be
able to use for education and research of college level and kindergarten education.
Keywords : Convergence education, convergent STEAM theory, modified STEAM cubic model, STEM
education, integrative education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 년전부터 융합 통합 융복합 통섭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정확한 의미
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융합은
또는
이고 통합은
이고 통섭은
로서 영어의 표현도 다르지만 그 의미도 다
르다 통합 교육이란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내용이나 요소들을 서로간에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교
육을 하는 방식이고 반면에 융합교육이란 서로간에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교육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통합교육은 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원래 세까지의 통합교육으로는 교육 및
교육이 있었다 교육은
과학
및 기술
이 사회
에서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통합교육 방법이며
교육은 수학
과학
기술
을 통합하는 교육 방법이다 미국
에서는 년에 전국적인 교육개혁이 실시되었다 그 이유는 년에 러시아 구 소련 의
우주선 발사 성공 때문이었으며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다 그로부터 여년 뒤에 다시 등장한 것이 교육 및 교육이다 미국의 과
학교육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는 통합교육은 우리나라의 과학교육계에서도
세기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세기에는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기기 등이
개발되면서 공학
분야를 중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을 통
합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통합교육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정부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미국의
에서는 년에
교육전공
을
교수가 개설하였고 지금은 미국 내의 많은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생인
은 년에 세계 최초로
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김진수는
년에
에 연구교수로서 년간 연구하는 동안에
교수의 수업 및
등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교육 및
교육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진수
는 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교육을 소개하였고 한국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년에
처음으로 초 중등학교를 위한
교육 정책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초 중등교육을 위한
융합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논문 및 단행본 등
이 발표되고 있다 반면에 유아교육 및 대학교육에서는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
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수년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통합교육은 교육학적
이론 배경이 없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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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학교육에서도 융합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연구된
융합교육 이론이 초 중 고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의 명칭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므로 대학 수준에서는 유사 과목으로 대체하
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학교육과 유아교육 등에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및 예술의 서로 다른
학문 분야를 융합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융합교육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융합교육
융합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 교육계 산업계 사회 등의 여러 분야에서 융합이란 단어를 사
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에 관련된 문헌들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도 하여 여러 대학에서는 유사한 학과들을 합쳐서 융합학부로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학의 융합학부로 운영되는 많은 학과 및 전공을 살펴보면 진정한 학문적 융합이라기 보
다는 통합 또는 연계전공 정도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즈음에 국내에서 융합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가 출범하였으므로 앞으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학문
분야를 융합하여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즉 그림 과 같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및 예술 분야의 학문을 융합하여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인문사회

예술

그림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및 예술의 융합

이 장에서는 융합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간단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특히 국내외에서 융합교
육으로서 학문적 연구가 된 것은
교육이므로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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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은 미국의
및
교육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
야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를 융합하여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융합교육 이론으로서
의 융합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융합교육 이론은 년부터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
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대학교 및 유아교육 수준에서는 아직 연구가 별로 되고 있지 않다
미국 정부와 교육기관 등에서는 통합 교육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미국
의
이다 그녀는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을 위한 융합교육 이론을 연구하였으며 그림
와 같은 피라미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피라미드 모형은
교육의 용어에 예
술 까지도 추가하여
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제시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
학의 학문적 내용 요소는 피라미드 모형의 아래 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그림 세계 최초의

교육 모형

융합교육
이 장에서는
융합교육에 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이론을 고찰하고 분석하여 기
술하고자 한다 한국에
융합교육 및
통합교육이 처음 소개된 것은 년 김진수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년부터 초 중등학교를 위한
교육 정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대학 교수들에 의한 이론들이 많이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의 연구자
들에 의하여 발표된 주요한
교육이론을 표 에 나타낸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166

Copyright

2016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5, May (2016)

교육이 소개된 년 당시에는 미국의 통합교육 정책이
교육이었기에 국내에도
교
육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였으며 교육부에서 년에 공식적으로 정부 정책을
교육으
로 발표한 이후부터
융합교육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수는 처음
발표한
교육 논문에서는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즉 각 교과에 관한 미국 학술기관에서 제시한 표준의 내용에서 본성
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
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배경 등을 포함하여 한다고
교육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
였다 이하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이론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국내의
년도

교육에 관한 주요 이론
연구자
김진수
김진수
백윤수 외 명
김진수
최유현 외 명
이효녕 외 명

이론
교육이론 도출 모형
통합 모형
큐빅 모형
절차 모형
모형
교과별
유형
융합교육과정 모형
과학탐구 기반
교육모형

참고문헌

년부터 김진수가 발표한
교육의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가지로는
통합 모
형
큐빅 모형
절차 모형 교과별
유형이 있다 이들 이론적 모형은 전문학
술지 등에 게재된 것이며 년도 김진수의 저서
교육론 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
다 이 중에서 년에 발표한
큐빅 모형은
년에 유치원 교사들의 연수를 통하여
수정된 이론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을 통하여 정식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즉 그림 은 수
정된
큐빅 모형
이라고 부른다 원래
큐빅 모형은
년에 발표하였는데 당시에는
교육의 학교급 범위를 초 중 고 대학교로만 하였는데
년에 이 큐빅 모형의 축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수정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모형을 사용하
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융합교육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큐
빅 모형은 그림 에서와 같이 창의성의 캡슐로 둘러싸고 있으므로
융합교육을 할 때 항
상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창의적 설계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큐빅
모형의 축은 학문의 통합 방식에 따라 연계형 통합형 융합형으로 나누었고 축은 학교급에 따
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누었고 축은 통합 요소에 따라 활동 중심
주제 중심
문제 중심
탐구 중심
흥미 중심
경험 중
심
기능 중심 개념 중심
원리 중심
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
어 이 큐빅 모형을 대학교의 수업에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림 의 큐빅모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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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같이 차원의 각 요소를 선정하여 융합교육을 위한 수업자료 개발 및 적용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이 큐빅 모형으로부터 융합수업을 위한 출발점은 연계형 대학교 활동중심
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수업자료 개발과 적용 및 평가를 체계적으
로 하기 위해서
절차모형을 개발하였는데 는 준비
는 개발
는 실행
는 평가
의 머리글자이다

그림 수정된

Z1
Y4
X1

그림 융합교육을 위한

큐빅 모형

연계형 (X1)
대학교 (Y4)
활동중심 (Z1)
큐빅모형의 적용 예

백윤수 등은 여러나라의 과학 기술 교육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융합교육은 미래
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다양한 분야의 융합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의 흥미 창의
성 감성 등 올리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한국형 융합인재교육의 유형으로서
유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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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유형은 우리나라의 융합교육에 시사점을 주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 란 융합적 지식 및 개념 형성
과 창의성
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
하고 배려
의 머리글자이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실증적 차원의 것이
아니고 연구팀의 아이디어와 토론으로 도출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융합교육은
교육은 창의적 설계
와 감성적 체험
을 통해 과학기
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
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과학기술 교육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형에 대하여
을 비교하였다
최유현 등은 창의적인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
여 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하였고 도출한 연구결과로서
융합교육과정 모형은 융
합 교과 교육목표 가치와 지향 대상과 환경 접근유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그림
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모형이다
이효녕 등은 과학탐구
기반의 통합적
교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에 관한 각종 문헌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교육이 과학 교과 중심으로 수행
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수학 교과의 과정과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리하여 그림 과 같이 통합적
교육 모형을 내용 요소
와 문제해결
과정
의 두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과학적 탐
구를 기반으로 상호연계되어 있다 이 모형에서는 과정 요소에 제작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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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학탐구 기반의 통합

교육모형

한편 여러 연구자들의
교육 이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소이 등은
교육을 위
한 기술 교과에서의 수업설계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합적 수업 설계 모형에 관한 문
헌 연구를 하였고 내용 분석을 거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과로서
교육에서 기술 수업 설계를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서
수업통합 이론은 학습자 중심 협동 중심 활동 중심에 기초하며 간학문적 접근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하며 평가는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김성원 등은
융합인재교육
을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서
융합모형을 차원적으로 제안하였
다 이 모형은 융합 교육에서 필요한 핵심 지식과 핵심 역량을 도출한 것이다 핵심지식
이란 융합교육에서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기반의 통합 개념
과 소양 지식으로 나누고 있다 핵심 역량
이란 교과기반의 통합역량과 창
의인성역량으로 나누고 있다 융합요소는 융합 단위 융합방식 융합맥락으로 나누고 있다 김
왕동은
의 이론을 근거로 과학기술의 창의성과 예술의 창의성 사이에 상보성이 있음
을 제시하였다 즉 과학은 예술을 예술은 과학을 상호간에 촉진시킨다는 것이며 과학은 예술에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하고 예술은 과학의 발전에 창의적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박현주
등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업의 준거틀을 제안하였다 준
거틀은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내용의 융통합으로 구성하였다 이재영은
융합교육에서 통섭과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창의인성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창의와 통섭의 논리가 인간 삶의 양상을 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사고와 전략을 논의하였다 사고는 창의적
사고 비평적
사고 배려적
사고이며 전략은 사고를 바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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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으로서 융합
소통
통섭
을 의미한다 이연승
은 누리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합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유아교육의
특성과 유아의 흥미 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방향은 융합적 소양 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창의적인 융합인재를 양성하려면 유아교육현장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할 때 유아들이 어떠
한 현상 및 사물에 대하여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부터 년 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분석해
보면 유치원과 대학교 수준에서의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논문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므
로 이제부터 유치원과 대학교육의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학교급에 따른 국내의
학위 논문
전문학술지 논문

유치원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수
초등학교

중학교

년
고등학교

대학교

계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융합교육의 이론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세기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및
교육은 확산 중에 있다 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교육은 년부터는 교육부의 교육 정책에 의하여 초 중 고등학교의 수업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융합교육은 유아교육 및 대학교에서는 연구 및 적요이 매우 미미
한 실정이므로 이제부터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대학에서의 주
된 통합교육이라 하면 동일한 학문 분야 및 유사학과들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는 서로 다른 학문 분야로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및 예술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유아교육 및 대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교육에 관한
융합 교육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 학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전공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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