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제17권 제2호, pp. 513-540.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2.513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ABCD 역량 분석: 관찰평가를 중심으로*
박미영**, 심수진, 이현주***(한양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21세기 교육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융복합교육을 지향하고 함으로써,
‘자율성’, ‘가교성’, ‘맥락성’, ‘다양성’(즉 ABCD)의 교육원리에 기반을 둔 에너지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2016년 1월에 서울시 소재 H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실
시한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 탐구기반 수업은 중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실험학교
형태로 3일간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문제를 바탕으로 학생들 자신의 일
상에서 출발하여 전 지구적 시각으로 인식을 확장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교과의
지식을 융합한 탐구활용과정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과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안 참여한 학생들의 수행과
성취과정은 융복합교육모델 개발 연구팀의 연구진과 융복합교육에 대한 사전연수를
받은 현장교사의 관찰을 통해 루브릭에 결과가 기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ABCD 역량을 분석한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 주제어: 융복합교육, ABCD 원리, 관찰평가

Ⅰ

. 서 론

급변하고 있는 미래사회에서 학교교육의 융복합적 접근은 21세기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며 학생들에게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준다.
문제해결 상황에서 문제나 이슈를 다양한 관점과 맥락에서 접근하거나, 문제와 관련
되는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해결하는 교육적 노력이 융복합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4S1A3A2044609).
** 제1저자, joel1108@hanyang.ac.kr
*** 교신저자, jessie7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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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유능한 시민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단순히 지
식적인 측면을 넘어서 보다 확장된 능력, 인지적인 측면만이 아닌 정의적 측면의 역
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과 협력 능력이 특히 강
조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은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knowledge), 기술(skills), 전문성(expertise)과 같은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DuFour & DuFour, 2010). 특히 융복합교육에서 학생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취과정과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의 핵심역량의 성취도를 파
악하고, 융합의 단위와 맥락 고려한 즉, 평가의 방법도 융복합적이고, 획일적이지 않
고 그 시기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한 범교과적인 관점에서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방
법이 필요하다(Gordon et al., 2009). 또한, 융복합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당면해 있는
사회적 쟁점 중심으로 재구성되거나 여러 교과 내용들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
며, 학습 내용은 구성 혹은 재구성의 방법에 따라 학습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기
존의 학습보다 고정적이지 않고 유연한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적응 가능한 지식을 구성하거나 생성하는 학습이 융복합교육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선경 외, 2013).
최근 교육부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교
교육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교육부, 2015;
박미영 외, 2015)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
으로 개혁하길 기대하는 융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관심은 사회적
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함께 학교현장에
서 융복합교육의 실행도 증가하고 있다(문종은 외, 2014; 유병규 외, 2014; 정재원,
2015). 이에 융복합교육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융복합 프로
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확신과 신뢰, 평온함과 안전감을 느끼며 독창적인 모험심
을 발휘할 수 있는 수용적이며 자유로운 학습 공동체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분과적 지식에 의존한 단편적 사고를 넘어 확산적 사고, 종합적 사
고, 통합적 사고에 몰입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융복합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실세계 맥락에서 등장하는 쟁점
에 대한 능동적 탐구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사회 시민으로 요구되는 합리적 문제해
결 역량, 소통 역량 의사결정 역량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인류의 공생과 공영을 위
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실
생활 맥락에서 관심주제를 선정하여 능동적인 탐구를 통해 동료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수업을 실행하였다. 또한, 융복합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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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지식 구성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관찰평가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행과 성취과정을 살펴보
고자 관찰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ABCD 원리의 관점으로 분석한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 이론적 배경

D

1. ABC

원리와

융복

합교육

최근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미래사회의 구성원에게 폭발적
으로 증가하는 양의 지식과 정보를 선별하고 해석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
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으로 이
루어진 다원화 사회에서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그 복잡성으로 인한
이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과 더불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역시 미래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핵심적 역량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융복합교육은 학생의 삶과 유리된 파편적 지식 전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의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모든 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학습경
험을 제공하여 교육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풍부한 방식으로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모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차윤경 외, 2014).
융복합교육은 지식융합현상의 인식론적 규범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과 문화에 의해
설정된 경계를 해체하고 다양한 지식체계를 통합·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
을 탐색하고 의식의 변환과 혁신을 추구하며 다양한 배경과 관점의 공존을 지향하는
교육적 실천이다. 융복합교육은 교과 체계 안에서 지식을 연계하는 기존의 통합교육
과정과 차별화되며 교과, 인간, 세계 사이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학습자가 주체적으
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여 공공의 지식을
창출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융복합교육은 다양한 주체 사이의 대화적
관계에 기초하며 삶의 역량으로서 창의성과 민주적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실현 방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함승환 외(2013)는 융복합교육을 “교과 내·외
적 주제나 개념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습 내용 요소를 학생에게 의미 있는 실세계 맥
락과 연결 지어 자신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진 타자와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을 둔
능동적 학습경험과 민주적 지식 생산을 촉진하는 교육적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이러
한 융복합교육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확장하여 차윤경 외(2016)는 융복합교육의 핵심
적 원리로 자율성(Autonomy), 가교성(Bridgeability), 맥락성(Contextuality), 다양성
(Diversity)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ABCD 원리’를 제안하였다. 즉, 융복합교육은 학생
의 자율적 탐구,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의 자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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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학생이 삶의 맥락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탐구를
촉진하며 다양한 학문, 교사, 학생 각각이 제안하는 다양한 관점 사이의 대등하고 민
주적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적 실천이라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성은
학습자를 학습의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고 자율성을 촉진하여 자율적 탐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가교성은 학습자를 지식의 창의적 통합자로 보는 것으로 교과 간의 경
제를 허물고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경험을 촉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맥락성은 학
습자가 자신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생활 맥락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학습 환
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성은 학습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교
수활동과 평가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BCD 기반 융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구체적
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양한 교과의 지식을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에너지 문제’라는
쟁점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와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하
는 문제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적 탐구를 통한 문제해결과 다양한 관점사
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2.

융복

찰평

합교육에서 관

가

융복합교육에서 관찰평가는 융복합교육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평가이다(박영
석, 신혜원, 2016). 이는 융복합교육 활동 평가도구를 능동성, 다양성, 통합성, 맥락성,
협력성의 다섯 가지 평가기준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각 항목의 세분기준별로 5단계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여 관찰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관찰평가 근거에 대한 상세
한 기술과 해석에 있어서 평가자의 평가 점수의 편차, 관찰 이미지의 주관성, 서술에
서 형용사의 강도 구분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융복합교육 평가에서 ‘관련내용 분야의 결합’, ‘과정의 강조’, ‘학습의 맥락’, ‘집단적
상호작용’, ‘역량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평
가기준 설정에서도 융복합 교육의 목표 및 원리와 일관성을 갖도록 ‘능동적 참여’,
‘다양성 이해’, ‘협력적 수행’, ‘맥락성 활용’, ‘통합적 추구’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평가
항목도 제시하였다(차윤경 외, 2014)). 특히 융복합의 정의나 융복합 방식이 다양하며,
융복합 실행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융복합교육에서 평가의 방법
및 기존 평가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
찰평가가 융복합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융복합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평가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찰은 수업이 진
행되는 동안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비공식적 증거수집의 과정이
며, 비형식적 평가의 방법 중 하나이다. 학생의 행동 관찰을 통해 그들의 몸짓,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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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에 주목하며 몸짓, 제스쳐, 표정 등 행동과 겉모습으로 드러나며, 음성신호와 함
께 전달된다. Heritige(2013)는 이러한 관찰의 과정을 ‘증거수집 전략’이라고 명명하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학습이 전개되는 지에 대한 정보라고 하였다.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며, 학생들 그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재미있어하고 집중하는지, 반응
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증거들은 언어적인일 수도 있고, 비
언어적일 수도 있고, 순간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관찰을 통해 학생의 학습의 변화와 성장, 태도, 수행과정, 참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업 토의과정에서 학생의 참여성향, 모든 조에서 보이는 대인관계를
기술, 질문에 대한 방응의 정확성,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능력, 학생의 관심정도, 대답
을 통한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Nilsen,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학습과정에 대한 변
화와 성장, 태도, 수행과정, 참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관찰평가 루브릭을 구성하였다. 관찰평가 루브릭은 위하여 학생들의 ABCD 역량이
관찰자의 상세한 기술과 해석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

평

가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월에 3일간 서울시 소재 H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실시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인 “융복합 창의 인재 학생 캠프” 수업에 참여하였던 중학교 1학년 6
명과, 2학년 8명의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일대의 중학교 1,000여 곳에 프로그램 진행 전 한달 동안 각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
내는 형식으로 H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직접 공모를 하였고,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3일차로 구성된 융복합 창
의 인재 학생 캠프 프로그램에 14명의 학생은 전 일정에 참석과 수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찰 평가 대상 학생은 중학교 1학년 6명과, 2학년 8명 총 14명이며 수업
은 참여 학생들의 학년과 무관하게 조별로 나누어 구성되었고 한 조는 3명 혹은 4명
의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나.

평

가자

에너지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한 평가자는 연구원과 현장 교사로 구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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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원의 경우 H대학교의 융복합 교육모델 개발연구단의 연구원들로 2011년부
터 융복합 교육의 원리와 적용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동시에 연구 결과의 현장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평가에 참여한 현장 교사는 ‘에너지 프로그램’ 학생 캠프가 진행되기 일주일 전 H
대학교에서 동일한 연구진이 실시한 융복합 교사 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
로 구성되었다. 이 연수는 ‘융복합 교육 전문성 함양 직무연수‘로 온/오프라인 20시간
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융복합 교육의 평가를 온라인 사전강의
로 수강하였고 오프라인 참여연수에서 융복합 평가의 원리와 방법을 설계해 보고 융
복합교육의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 등장하는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협력적으로 탐색
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평가자는 학생들의 관찰평가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3인의 현장교사들이고, 중학교 교사 2인과 고등학교 수석교사 1인으로 구성되었
다. 이들은 에너지 프로그램이 진행하기 전에 연구진과의 사전 점검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해 이해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척도를 구분하기 위
한 사전회의를 실시하여 타당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 절차

너

가. 에

지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바탕
으로 에너지를 생산․소비 하는 행위를 전 지구적 시각에서 생각해 보고 함께 살아
가는 구성원들의 삶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
의 프로그램이다. 또한, 급속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에너지의 문제가 한 나라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
상생활 속에서 인식하는 에너지 문제를 다양한 쟁점으로 제기하여 좀 더 넓은 시각
을 가지고 전 지구적인 문제로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으며 더불어 에너지 문제를 통한 세계시민사회의 보편적 원리인 ‘인권’, ‘정의’, ‘평화’
에 입각하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의 지식을 창의적으로 융합한 탐
구활용과정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과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함양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본 에너지 프로그램은 ABCD 원리에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에너지, 나 우리 그
리고 세계“를 주제로 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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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너지 프로그램과 ABCD 원리
자율성(Autonomy)은 “에너지”라는 핵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자율
적으로 확장하고 스스로 찾아보며 탐구하는 활동으로 반영되었다. 수업 단계 상 자기
소개 단계에서부터 캠프 활동 내 에서의 규칙정하는 활동, 사고의 확장을 위한 에너
지 나무의 마인드맵 작성 및 분류 활동, 확장된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조별 탐구주제
를 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논의와 자료 수집과 분류 정리, 마지막으로 완성된
조별 결과물의 발표 방법의 선정에도 자율성이 부여되었다.
가교성(Bridgeability)은 에너지와 연결된 다양한 요소를 연결 하고 참여자 개개인
의 견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에 반영되었다. 에너지 나무에서의 마인드맵의 작
성과 분류 그것을 기준으로 한 지역사회, 우리나라, 세계로의 사고의 확장, 핵심주제
도출을 위한 탐구 활동과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결과물의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핵심원리로 작용하였다.
맥락성(Contextuality)은 에너지라는 관심주제와 학생들의 탐구문제를 관련짓고 해
결방안을 찾아가는 데 반영되었다. 마이드맵 작성과 분류의 과정, 마인드맵의 확장
과정에서 중심주제와 탐구 문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주제와 탐구 과정
이 학생들이 도출해놓은 결과물에 나타나도록 하는 데 반영되었다.
다양성(Diversity)은 “에너지”라는 큰 주제에 맞는 다양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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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양한 탐구 방법과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실험학교에
서 처음 만나는 중학생 14명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탐구주제에 맞는 다양한 탐구 활동
을 진행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일련의 전 과정에서 반영되었다. 구체적인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과 적용한 절차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절차
절차
계획

연구내용
연구주제 설정 및 연구계획 수립
(학생프로그램 주제 설정 및 계획 수립)

문헌연구

에너지 쟁점을 통한 융복합교육 탐구

프로그램 개발

중학생을 위한 ABCD 원리에 기반을 둔
에너지 프로그램 모형 개발

전문가 검토

현장교사, 연구원

프로그램 적용

에너지 프로그램 운영

평가

모둠별 결과물, 학생 소감문, 학부모 소감문, 관찰평가

너

나. 에

지 프로그램 적용

본 연구의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은 실험학교 형태로 3일간 운영되었으며 하루에
5차시(7시간) 씩 15차시(20시간) 의 활동으로 이루어 졌다. 1일차 1차시에는 ‘자기소
개, 약속 만들기’ 활동으로 에너지 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2
차시에는 ‘에너지란?’ 활동으로 에너지에 대한 마인드맵 작성 활동으로 통해 학생들
의 다양한 관심주제를 정리해 보고, 3차시에서는 이전 시간 진행 했던 마인드맵을 확
장하고 - 우리 동네, 우리나라, 세계와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 - 인터넷을 활용하여
관련이슈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조사하여 생활 속 경험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
시켜 개개인의 관심 있는 탐구 주제와 문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4차시와 5차시에
걸쳐 설정된 개인별 탐구주제를 조원들과 공유 하고 조원들이 함께 탐구할 범위와
주제를 정하여 탐구문제를 설정하고 자료수집의 계획하도록 하였다.
2일차에는 조별 관심주제로 설정된 탐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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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보고서의 개요를 작성하였다. 1일차에서 계획되었던 자료수집 기준에 따라 충
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각 조별로 수집된 자료를 비교 보완하는 활동으로 진행 했
다. 또한 탐구 주제별로 전문가와의 인터뷰 활동을 통해 조별탐구에 자문을 구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끝으로 결과도출을 위한 자료 정리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3일차에는 에너지에 대한 조별 주제탐구 활동에 대한 정리와 결과물을 만들어 발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탐구결과물은 UCC, 뉴스, 신문, 포스터 등의 자유로운 형태로
도출되었다. 끝으로 조별 발표를 통하여, 에너지에 관련된 탐구결과를 공유하고 반성
과 성찰을 통한 동료평가가 이루어졌다.

찰평

3. 관

가도구

에너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관찰평가는 H대학의 융복합교육모델 개발 연구
팀의 연구진과 융복합교육에 대한 사전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장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진 5인의 경우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이전 개발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였으며 융복합교육의 배경과 ABCD 원리, 관찰평가기준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현장교사 3인은 학생캠프 이전 융복합교육 교사연수 과정을
이수한 현직 교사들로서 에너지 프로그램의 사전 점검 활동에도 함께 참여 했으며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교육을 받은 상
태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관찰평가 루브릭은 다음 <표 2>와 같다. 이는 차윤경 외
(2014)에서 제시한 융복합교육 활동 관찰 평가도구를 에너지 프로그램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관찰 평가자들은 자율성, 가교성, 맥락성, 다양성의 ABCD 역량 4가지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관찰평가 기준과 항목을 활용하였다.
첫째, 자율성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 정도가 어떻게
성취되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스스
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정도가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설정
되었다. 둘째, 가교성은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찾아내고, 다양한 참여자와의
집단 구성원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이다. 또한.
협력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과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활동과 체험에 기
초한 탐구와 표현을 나타내고, 융복합 에너지 주제가 어떠한 맥락과 관련되는지 구분
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다양성은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
한 해석과 이해에 대한 개방의 정도를 나타내며 또한, 융복합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경험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견해와 입장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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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관찰평가 루브릭
역량

자율성
가교성
맥락성
다양성
종합 의견:

평가 항목
•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 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 기대가 높은가?
• 스스로 계획하고 조정하며 실행하는가?
•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연결 지어 접근하는
가?
• 다양한 참여자의 견해를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작업하
였는가?
•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가?
• 학습내용을 삶의 맥락과 관련지어 접근하는가?
• 서로 다른 맥락(개인/지역/세계사회적)을 구분하고 근
거를 밝히는가?
• 다양성에 대해 얼마나 열린 태도를 보이는가?
•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잘 이해하여 활용하는가?

평가 결과
/5
/5
/5
/5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1일차 수업의 단계별로 관
찰자에 의해 성취와 수행이 관찰평가 루브릭에 기록되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에너지, 나와 우리 그리고 세계”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의 적용과정 3일 동안 연
구진 5인과 현장교사 3인이 각각의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와 교육
이 진행 된 상태에서 관찰평가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1학년 6명과, 2학년
8명의 학생 14명을 3명 혹은 4명씩 4개조로 나누어 3일차 수업을 진행했으며 평가자
들은 그날의 평가대상 조를 선정 하고 수업이 진행 되는 동안 밀착관찰을 통해 수업
의 진행 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태도, 수행과정, 토의 내용 등을 세세히 관찰하여 루
브릭에 기록되었다. 수업일자별 학생별로 구분된 총 72장의 관찰평가지가 회수되었고
수업 일자별 학생별로 분류 하여 ABCD 원리에 맞춘 학생들의 태도 변화와 성취를
관찰평가의 분석기준으로 삼았다.
관찰평가지는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평가의
결과를 탐색하는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관찰평가 도구 상에 나타난 평가자들이 서술
한 텍스트가 주요 연구 자료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 자료의 일반적 속성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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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words)’의 형태를 가지며 즉 “긴 텍스트(text) 형태의 언어”를 일컫는다(Miles &
Huberman, 1994, p. 9).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자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으로, 모든 질적 연구는 연역적 보다는 특수한 것에
서 일반적인 것으로 진행되는 귀납적 정보 처리를 특징으로 하고(Hatch, 2002), 잘
수합된 질적 자료의 강점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
건들에 초점을 맞추며 자료가 풍부하고 전체성이 있어 실제 맥락에 뿌리내리고 있는
생생한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s)”1)을 제공한다(Miles & Huberman, 1994, p.
10). 본 연구의 자료는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관찰평가지에 평가
자에 의해 서술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질적 자료이므로 기본적으로 귀납
적 정보 처리 과정을 따르도록 하며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함으로써 자료
내에 주제들 혹은 패턴들을 규명하고, 분석하고, 보고하고자 한다(Braun & Clarke,
2006).
해석적 현상학적 분석(IPA,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과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은 자료 안에 패턴들을 찾지만 이론적으로 매여 있는 반면, 주제
분석에서는 연구자들이 근거이론의 암시적인 이론적 기여에 반드시 동참할 필요까지
는 없다(Braun & Clarke, 2006).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이론을 생성하기 위한 목적
이라기보다는 그 기저에 가려져 있는 의미 있는 주제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주제
분석이 더 적절하게 여겨지며 특히 King과 Horrocks(2010)가 Langdridge(2004)와
Braun과 Clark(2006)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주제 분석의 기본 체계가 융통성과 명료
성을 함께 담보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따르기로 한다. 주제 분석 과정은 1단계-설
명적 코딩, 2단계-해석적 코딩, 3단계-지배주제들을 거치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King
& Horrocks, 2010, p. 153).
본 연구는 관찰평가지에 서술된 평가결과와 종합의견을 주제 분석의 과정을 거쳐
해당 주제들과 관련한 발췌문을 직접 인용하면서 생생하게 맥락을 제시하여 깊이 있
게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3인들 간에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하여 관찰평가결과를 의견에 대해 다각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개개인별
로 자료를 기술/설명하는 단계로 흥미로운 부분을 강조하고 간단한 설명을 달면서
코드를 정의내리고, 2단계는 앞서 기술한 설명적 코드들을 덩어리별로 묶고 그 의미
를 해석하면서 자율성, 가교성, 맥락성, 다양성의 범주와 연관된 전체 자료에 해석적
코드를 적용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표하는 이론적, 실제적 입장에서 해석적 주
제들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자율성, 가교성, 맥락성 그리고 다양성 역량의 각 하위 범
1) ‘심층 기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며 이 용어는 원래 Geertz(1973)가 주창하였고 질적 연구
자들이 연구 현상과 맥락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다(King & Horrock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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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핵심 주제들을 이끌어내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Ⅵ

.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행과 성취결과를 자율성, 가교
성, 맥락성 그리고 다양성 역량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율

1. 자

성

율

가. 자

성의 양상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 자율성은 크게 네 가지 양상으
로 나타났다. 비록 관찰자가 모두 똑같은 잣대와 한 사람의 시선으로 관찰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72건의 학생 관찰 기술은 단계와 정도에 따라 1) 적극성, 2) 수동성, 3)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4) 소극적 자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자율성의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능동적 참여와 자기 기대, 스스로 계획 및 실행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첫째, ‘적극성’의 범주에는 “적극적”, “스스로”, “능동적”, “주도적”, 그리고/또는 “먼
저”라는 핵심어들과 관련 역할을 충실히 인지하고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총 51건
으로 7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중에 가장 지배적인 것은 ‘적극적 역할 수행’으로
67%가 해당되었으며 학생들은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고 각자 역할에 맞게 스스로 조정하며 실행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4%는 적극적이기는 하나 어떤 면에서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좀 약하게 비
치거나 수줍어하는 성격을 나타낸 사례이다. 상대적으로 강한 적극성이 관찰된 학생
들의 경우, 관찰결과 (1)에서처럼, 자신이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자기 기대가 담
긴 의지를 보이고, (2), (3), (4)에서 보이듯이, “스스로” 역할을 정하고 해야 하는 일
을 찾아서 하는 등 역할을 정하고 역할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것에 일관된 능동적 자
율성과 함께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었다.
(1) 자신이 먼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하겠다고 한 일을 열심히 해냈
다. (학생 A, 관찰자 1, 3일차)
(2) 조장을 맡아서 조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면서 주제와 관련하여 다
양한 가지를 넓혀 가는 호기심 왕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 B, 관찰자 2, 1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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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위기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함. 조이름과 구호를 정할 때 의견을 물어
보고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 보려 노력함. 스스로 발표자의 역할을 맡음. (학
생 C, 관찰자 3, 1일차)
(4)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찾아내서 하는 모습을 많
이 보였다. (학생 D, 관찰자 1, 2일차)
(5)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지는 않음. 하지만 말할 기회를 주면 큰 목소리로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앎. (학생 E, 관찰자 4, 1일차)
(6) 가위 바위 보로 조장이 되자 곧 수용함. 조원 재범에게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
는 경향, 주어지는 일만함.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음. 마지막 시
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함. (학생 A, 관찰자 5, 1일차)

둘째, ‘수동성’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보단 다른 매개체에 의해 자극을 받아 움직
이게 되므로 이러한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6건의(8%) 사례가 있었는데, (5)와 (6)에
서 관찰된 대로, 먼저 하지는 않지만 가위 바위 보를 통해서나 누군가(조장) 기회를
주거나 하면 수용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참여하였다. (6)의 경우는 처음에 조장 역할
을 정한 것은 완전히 자의라고 볼 수 없고 조장 역할 수행도 다른 조원에게 의존하
는 수동성을 보였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지막 시간에는 적극성을 보여주어 초
기의 수용적 태도를 거쳐 나중에 자신감을 갖고 자율성으로 발전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생 H의 경우, 관찰교사는 여러 차례 주저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적
절한 타이밍”에 의견을 제안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적극적 성향과는 다
르게 반응하는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의견 발표를 할 때 스스로 ‘타이밍’이
라는 원칙에 따라 절제하며 가장 적당한 때를 활용하는 것으로써, 먼저 앞서기보다
다른 동료들의 의견을 받아 때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며, 이는 학생 F가 자신
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보다 다른 이의 의견에 편승하여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사례와도 비슷한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찰된 행동에 대해 관찰 교사
는 “뛰어난 능력”이라고 서술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이는 기존의 계량(수)화된
평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교육적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고무적
인 동인(動因)이 될 것이다.
셋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율성 정도의 변화’는 8건(11%)을 차지하는데, 1일차에
서 3일차까지를 거치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가 보인 것을 포함한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획하고 조정하며 실행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함과 동시에 대부분은
(6)과 (7)의 경우처럼 자율성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는데, 즉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혹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르게 자율성이 향상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 변화는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꾀’를 낸다거나 (8) 끝까지 지
속적으로 자율성을 보여주지 못한 사례이다. 그러나 관찰평가지에는 그 본질상 무엇
이 그러한 변화들을 이끌어냈는지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긍정적 변화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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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찰과 후속 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관
찰 평가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위해서는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 것
인지 지침을 갖는 게 필요해 보인다.
(7) 초반에는 이 학생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서 이 토론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원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자율적으로 주제
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 I, 관찰자 2,
1일차)
(8) 자신의 역할을 잘 하기는 하나 중간에 살짝 꾀를 내는 듯 한 모습을 보여서
아쉬웠다. (학생 A, 관찰자 1, 2일차)
(9)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자기 기대가 높아 보이지도 않음. (학생 E, 관찰자 4, 2일차)

마지막으로 관찰된 양상은 자율성이 가장 약하게 드러난 것으로 ‘소극적 자세’를
들 수 있는데, 가장 적은 사례(5건: 7%)를 포함하며 적극적이지 않다고 서술되어 있
기도 하다. 역할을 정할 때부터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낯을 가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한 관찰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관찰된 학생들 중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비적극적이지만 특정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집중력을 보이기도 하고 참여를 꾸준히 보
인 사례도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선택적 소극성 혹은 선택적 적극성이 될 수 있겠다.
율

나. 자

할

성의 발현: 소통과 역

율

별 자

성

자율성 관찰평가에서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서 포착될 수 있었는가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은 ‘소통’ 자율성과 ‘역할별’ 자율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소통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협동 학습으로 모둠 과업을 수행
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다음 항목인 가교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관찰 평가자들은
자율성 관찰에서 이 부분을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었다. (10)에서는 경청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11)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고 상대의 의견을 조
율함으로써, 그리고 (12)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임으로써, 자
율성이 그 중에서도 소통을 위한 자율성이 발현된 걸 알 수 있다. (14)의 경우는 조
장으로서 자발적으로 역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을 보였으며 조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10) 친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발표한 내용을 수정함. (학생 J, 관찰자 6, 2일차)
(11) 처음보다 점점 더 자신의 할 일을 스스로 찾아 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친구
에게 정확히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의 의견에 합의점을 잘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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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G, 관찰자 1, 3일차)
(12)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약간씩 자신의 생각
을 덧붙여 대화하는 능력이 뛰어남. 장시간 과제에 집중함. (학생 F, 관찰자 7, 3일
차)
(13) 기사작성에서 침착하면서 성실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임. 기사배치 문구 수
정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함. (학생 K, 관찰자 8, 3일차)
(14) 자신이 먼저 조장을 한다고 했고 마지막 평가지 작성 때까지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상대와의 소통을 하고자 했다. (학생 A, 관찰자 1, 1일차)
(15) 자료 수집을 미리 못했으나 현장에서 자료를 찾고 필요한 정보를 재구성하는 능력
이 뛰어남. 프레지로 결과물을 작성하는데 주도적인 모습을 보임. (학생 I, 관찰자 8,
2일차)

이렇듯 학생들의 자율성은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었는데,
(13), (14), (15)는 각각 다른 역할에 대한 관찰 결과이며, 이러한 역할 수행의 기저에
는 평가 항목에서 제시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조장은 솔
선수범의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자료조사자는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내용을 고려하고 글 쓰는 학생은 항상 메모를
하며 그 역할 대로 맡은 바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수행하였다.

속

다. 지

가능성

자율성에 대한 관찰평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중요 요인으로 발견된 것은 ‘지
속가능성’ 여부였으며 17건의 사례가 해당되었다. 이에 대해 관찰평가 교사들은 “지
속적으로”, “끈기 있게”, “끝까지” 등을 언급하며 자율적 모습이 얼마나 나타났는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4), (15), (16)의 사례들은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역량과 역할 등에 따라 다
르게 비쳐진다. 위의 발췌문 (12)와 (13)에서도 “장시간” 과제에 집중한다거나 지속적
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관찰된 행동을 발견할 수 있다.
(14)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먼저 찾아 제시하는 통찰력을 지속적으로 보임.
(학생 L, 관찰자 7, 3일차)
(15) 수줍어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함. 문제해결에 대한 자기 기
대가 높은 것 같지는 않지만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학생 H, 관찰자 4,
1일차)
(16) 자신의 맡은 바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조원들과 일 분
배에 적극적이었다. (학생 C, 관찰자 8, 3일차)
(17)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스스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모습은 좋으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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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무리가 아쉽다. (학생 F, 관찰자 8, 2일차)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례들이 관찰선 상에 오르기도 하였는
데, 위의 (8)의 경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중간에 꾀를 내는 모습이 포착되어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므로 온전하게 자율성이 발휘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7)
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볼 때, 앞에 서술한
능동적 자율성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율성
에 대해 관찰하고 판단하는데 지속가능성이 간과될 수 없는 중요 요인임을 암시한다.
2. 가교성
가. 주제 연결

가교성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첫 번째 평가항목에 주어졌던 “에
너지 주제를 다양한 요소로 연결 지어 접근”하는 양상으로, ‘주제 연결’의 대 범주에
다양화, 확장․심화, 방향성의 가지들이 관찰사례에서 여러 모양으로 드러났다. 대부
분의 학생들은 주제 연결을 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수행하였으나 9건(13%)의
관찰 사례에서 학생들이 주제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18)과 (19)
는 이에 대한 예시로 주제에 접근할 때 큰 범위로 인해 어려움을 보이거나 주제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개인 주제로 머물렀던 사례이며, 이외에도 탐구주제에서 다소 벗
어나거나 주제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찾지 못하거나 주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제의 범
위를 축소하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협업하여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8) 주제접근에 어려움을 보이다가, 범위가 좁아지자 잘 접근해 나감. 친구의 의
견을 주의 깊게 들음. (학생 K, 관찰자 8, 1일차)
(19) 첫날 정보 수집을 맡았던 개인주제에 주로 머무는 경향이 있었음(연계해서
확장해 나가기보다). (학생 F, 관찰자 3, 2일차).
(20) 활동마다 친구들과 협력하고자 함. 탐구주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 어려
움을 보이고 있으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적절하게 분류하게 됨. (학생
B, 관찰자 8, 3일차)
(21) 확산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범주로 확장시키는 능력이 뛰어남. 참여
가 저조한 모둠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함. (학생
B, 관찰자 8, 1일차)
(22) 에너지와 관련하여 교통수단이라는 주제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주제에서
여러 측면의 방향에 관심이 많았다. (학생 D, 관찰자 1,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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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탐구문제에 대해 심화된 학습을 하고자 노력함. 자기
중심적이기는 하나 점차 친구들과 의견을 교류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짐.
(학생 I, 관찰자 8, 2일차)
(24) 중간 중간에 자칫 주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커다란 틀에서 많이 벗어날 수
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학생 역시 그 방향을 올바르게 지적하며 가끔
씩 상기시켜주며 조의 주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 끔 협력적으로 작
업하였다. (학생 I, 관찰자 2, 1일차)

반면에, 주제 연결의 건설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다양화’로서 평가항목의
‘다양한 요소’의 연결과 맥을 같이 하며 다양성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21)은 (20)
과 동일한 학생을 관찰한 결과인데 날짜와 활동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생 B는 1일차에서 주제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뛰어난 확산적 능력을
보여주었고 3일차에서 주제를 분류하는데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1일차와 3일차에 공
통적으로 모둠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협업하고자 하는 ‘관계의 연결’을 보여주었다. 다
양화는 곧 두번째, 확장 및 심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2)의 경우 에너지 주제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주제를 넓히고 있고, (23)은 흥미 요소가 가미되어 심화
학습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소통의 교류를 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교성 요소는 학생들이 주제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
면서 다양하게 확장하고 심화해나가는 것인데, 이는 바로 세 번째, ‘방향성’과 직결된
다. (24)는 (23)과 동일 학생이면서 다른 평가자의 관찰 사례인데, 주제 가교성이 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타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J는 조원들이 주
제 맥락을 “선뜻” 잡지 못할 때 말로 “정확히 짚어주며” 방향을 인도하기도 했다(관
찰자 7 , 2일차). 모둠에서 ‘조타수’가 없다면 주제는 길을 잃은 채 연결되어 발전되
지 않아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나. 협력적 관계의 연결

가교성에 대한 관찰평가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적 주제는 ‘협력적 관계의 연
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평가항목의 ‘다양한 참여자의 견해를 이해하고 협력적으
로 작업’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 평가항목인 ‘이견 및 갈등 조정과 대안 제시’
측면으로 이어져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이견 및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적 작업을 하였는데, 특히 설득하고 조정/조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
며 합의점을 찾기도 하였다. 가교성 측면에서 이러한 관계의 연결을 중시하여 협업을
강조하고 이를 관찰평가에 적용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양적 평가에서는 간과되
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의 관찰사례들을 보면, (25)에서 학생 D는 풍부한 사전배경지식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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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대안을 제시하였고 (26)과 (27)에서는 실제 자료와 적
절한 근거로 조원들을 설득하여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25) 에너지에 대한 사전배경지식이 굉장히 많았고 묵묵히 다른 조원의 의견을 자신
의 의견과 잘 연결했으며 자신이 아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학생 D, 관찰자 1,
1일차)
(26) 갈등상황이 없이 다른 친구의 의견에 추가 및 대안 제시함(오전). 결과물 작
성 시 글씨 포인트에 대한 이견 대립발생 - 실제 써 놓은 자료의 크기를 토
대로 설득함. (학생 G, 관찰자 5, 2일차)
(27) 조원들의 많은 의견 중 실행 가능한 의견을 채택하고 적절한 근거로 조원들
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 L, 관찰자 8, 3일차)
(28) 각기 다른 자료들을 통합하여 탐구문제의 답을 얻고자 노력함. 친구의 의견
과 자신의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조율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노력함.
(학생 K, 관찰자 8, 2일차)
(29) 조원학생들과 의견을 조율해 웹툰 동영상을 만들자는 의견으로 합의하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 (학생 C, 관찰자 8, 3일차)
(30) 참여자들의 견해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작업을 하나 가끔 안하려고 하는 모
습이 보였다. 그러나 상대의 의견을 잘 듣는 편이다. (학생 A, 관찰자 1, 2일
차)

더불어, (28)의 경우 이견을 조율하는 모습, 그리고 (29)는 조율하여 하나의 합의점
을 찾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외에도, 학생 F의 경우, 일 분배에 있어 “공
평하고 평화롭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지만(관찰자 8, 2일차) 반대로,
의견의 갈등이 있을 때 학생 M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관찰자
7, 3일차). 한편, (30)의 경우는 협력적이지 못했던 사례의 경우로 관찰된 것인데 의
견 수용은 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관계의 협력적 연결을 보여주지 못했던
관찰사례는 3건(4%)으로 소수였으며, 위 사례처럼 협력의 지속성이 부족하거나 경청
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활동에 관심을 갖지만 산만한 경우였다.
3.

맥락

성

가. 개인 관심사와

삶 맥락
의

에너지 프로그램 관찰 평가에서 학생 주체가 에너지 관련 지식을 자신의 개인 관
심사와 실제 삶/생활과 연결 짓는 것을 맥락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게 가장 많이 목
격되었고 이는 흥미 유발로 이어져, 융복합 주제인 에너지 프로그램의 학생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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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이었음이 발견되었다. ‘에너지와 나, 우리, 세계’
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특히 ‘운동’이라는 구체적인 개인 관심사 맥락과 가
장 많이 연결 지었으며(31), 이외에도 학생 I 처럼 “의사라는 진로”(32)와 “교통수단
이라는 생활 밀접한 부분”(학생 G)과 같이, 학생 자신의 생활과 친숙하게 가까운 주
제어(33)로 맥락화시키기도 하였다.
(31) 운동에 관심이 많아 자신의 관심사를 에너지와 관련시켜 이해하고자 하였으
며 높은 흥미도를 보여줌. (학생 K, 관찰자 8, 2일차)
(32) 인간의 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의사라는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지
어 더 적극적으로 탐구하고자 함. (학생 I, 관찰자 8, 2일차)
(33) 운동, 뇌, 기억력 등 자신의 삶과 가까운 주제어로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음 (학생 B, 관찰자 8, 2일차)
(34) 에너지 문제와 우리 생활 속 현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배경지식이
풍부해 보임. (학생 J, 관찰자 7, 2일차)

맥락성의 견지에서 특이점은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적 측면에 대한 관찰이 함께 기
술된 점이다. 이러한 서술적 평가는 숫자로 대표하는 양적 산출에서는 찾아볼 수 없
는 관찰평가의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특징으로 사료된다. 위 (31)과 (32), (34)에서는
“높은 흥미”와 “깊은/많은 관심”을 나타내었음을 언급했고, (33)에서 평가자는 학생
B가 자신의 삶과 연결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흥미’ 관련해서
는 여러 번 서술되어 있으며 그밖에 “진지한” 및 “적극적” 자세처럼 태도에 대한 관
찰도 발견되었다. 역으로 맥락을 확장하는 데 있어 소극적 태도를 보인 몇 몇 경우도
있었다. 학생 E를 비롯한 세 명의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관련성을 찾
는 것에 관심이 부족한 거 같다는 보고가 있었는데(관찰자 4, 2일차), 이는 내용 자체
에 대한 관심도의 영향임을 관찰지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학습 내
용을 삶의 맥락 속에서 개인 관심사와 경험과 연결 지으며 흥미를 일으키게 되고 적
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맥락성 관찰평가 항목과 일맥
상통하고 융복합교육적으로 학생 중심의 유의미한 학습 경험 촉진 측면에서도 충분
히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관찰평가자들은 “개인 관심사”, “삶과 연계” 혹은 “현실 삶의 맥락”, “경험”이라는
키워드로 학생들의 맥락성을 서술하며 맥락화의 출발선을 알게 해주었고 이를 확장
하여, 평가지의 항목에 충실하게 지역 및 세계 사회 맥락으로 발전시켰는지 여부를
기술하였다. “개인, 지역, 세계사회적 맥락을 구분하고 근거를 밝히는지”에 관한 평가
항목에 대해, 학생 L의 경우 “에너지 낭비 사례를 개인, 지역, 세계사회적으로 구분하
고 근거를 완벽히 밝혀주었다.”는 관찰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3건(18%)에 대해서는
세계사회적으로 맥락을 확장하지 못했다고 직접적으로 보고하였다. 학생들은 학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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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세계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
평가항목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지 않고 다른 특징적 부분, 즉 예를 들어, 개인 삶의
맥락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 사례들이 많고 세계사회적으로 구분하고 확대했는지 알
수 없었던 건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는 서로 다른 평가자들의 시각 및 기술 차이와
학생들의 행동 집중성의 차이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실제 관찰평가를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나.

맥락

화

맥락성과 관련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이상으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앞 절에
서 나타난 개인 관심사와 삶과 연결된 맥락이었고 이는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맥락화
해나가는 출발선으로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맥락화를 진행해나가는 단계에서는 어
떤 요소들이 나타났을까? 공통적으로 학생들은 먼저 맥락을 이해하고 구분하여 범주
화할 수 있었으며 개인에서 지역, 세계사회로 확장함은 물론 구체적 사례들을 나타내
기도 하였다. 반대로 이러한 맥락화의 여러 요소들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 사
례들도 관찰되었다. (34)에서 학생 N은 2일차에 이르러 맥락 차원을 이해하고 구분하
기 시작했으며 (35), (36)에서는 1일차에서부터 맥락의 의미를 이해하고 범주화하며
구체적 예시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6)과 (37)에서 학생 C는 다른 관찰자와 다른
일시에 다른 초점의 관찰행동이 발견되었는데 삶의 맥락에서 출발해 지역과 세계사
회로 맥락을 확대하며 맥락성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34) 학습내용이 맥락 차원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하기 시작함. (학생 N,
관찰자 4, 2일차)
(35) 맥락의 의미를 이해하고 범주적 사고에 활용합니다. (학생 M, 관찰자 6, 1일차)
(36) 물낭비에 관련한 사례(샤워를 오래하는 친구, 물을 틀어놓고 하는 양치 등)
를 구체적으로 제시. (학생 C, 관찰자 3, 1일차)
(37) 삶의 맥락과 관련지어 생각하여 지역사회, 세계사회적 맥락에 따라 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려 한다. (학생 C, 관찰자 8, 2일차)
(38) 맥락부분에 있어서 다른 조에 비해 조금 접근방식이 포괄적이고 구분이 명
확하지 않은 편이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견을 잘 조율하여 원래의 학습
내용과 삶의 맥락의 구분이 가능했다. (학생 K, 관찰자 2, 1일차)
(39) 에너지 낭비가 연령층과 관계가 있는지를 주제를 확장할 정도로 삶의 맥락
과 가장 잘 접근했으나 구체적이지 못해 아쉬웠다 (학생 F, 관찰자 8, 2일
차)
(40) 학습내용을 삶의 맥락과 연결시키는 것을 쉬워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아이
디어를 냄. (학생 H, 관찰자 4, 1일차)
(41) 나에서 세계로 환경 확대되는 방법을 제안하지 못함. (학생 H, 관찰자 6,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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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맥락화를 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이 관찰된 학생들도 있었는데, (38)에서
학생 K와 그 모둠은 초반에 접근방식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이견들을 조
율하며 팀웍으로 학습내용을 맥락화하여 구분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는 협동학습의 혜
택이기도 하다. (39)에서는 에너지 주제를 확장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삶과 관련
해 구체화시키는 점에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또한, (40)에서는 1일차에 맥락화하는데
어려움이 보이지만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적극적인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해당 학생
H는 1일차에서 3일차까지 다섯 건의 관찰사례에서 두 번은 맥락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40, 41) 세 번은 잘 해나가고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즉, 삶과 나에서 세계로
맥락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워했지만 2일차에서 서로 다른 관찰자가 맥락을 잘 이해
하고 삶과 연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으며(관찰자 4, 관찰자 7) 마지막 3일차에는 위
(40)의 관찰자 4 가 학생 H가 학습 내용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볼 때, 3일간에 걸쳐 맥락성의 측면에서 삶과 연계하는 부분이 향상되었
으나 아직 세계사회로 확장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다양성
가. 수용성과 개방성

관찰된 평가결과에서 발견된 다양성의 기본 요소로 ‘수용성’과 ‘개방성’을 꼽을 수
있었으며 평가항목의 ‘열린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용성과 개방성 중에 무엇
이 더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두 요소는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는 바탕이 되
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으로 수용성과 개방성이 없이는 다양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이다. 수용성의 바탕 위에 학생들은 다양한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받아들여 목적에 맞게 적용을 하면서 발전시켜나가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
서 개방적인 사고와 태도가 함께 작용을 하여 다양성이 보다 확실히 설립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선별적 수용성 혹은 편향성의 태도를 보인 소수의 학생들도 있었는
데, 즉 교수자가 제시하는 대로만 활동을 하고 이미 친숙한 견해만 활용한 사례로,
엄밀히 볼 때, 이는 다양성 기반의 수용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뛰어난 수용성
이 관찰되었으나(학생 A)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기술한 사례가 있는데
(관찰자 5), 다른 관찰자는 해당 학생이 “상대와 자신의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함으로써(관찰자 1),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입장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입장과 조율하여 합의점을 도출해낸 다양성이
발휘된 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발췌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수용성과 개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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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나타났다. (42)의 사례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다양한 견해에 대한 수용성을
보여주며 존중과 경청이 관찰되었다. 또한 친구와 선생님뿐 만 아니라 자료를 수용하
는 모습도 나타났다(43).
(42)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학생 F, 관찰자 6, 1일차)
(43) 도서관의 많은 자료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수용하려 하며 이뿐만 아니라
옆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려 한다. (학생 C, 관찰자 8, 2일차)
(44) 친구와 선생님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임.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남. (학생 B, 관찰자 8, 2일차)
(45) 다양한 견해에 열린 태도를 보이며 다른 의견을 수용함. (학생 F, 관찰자 3, 2일차)
(46)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열려있고 그러한 의견들이 탐구 맥락에
잘 맞아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앎. (학생 H, 관찰자 4, 2일차)
(47) 다양한 의견에 대해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이고, 의사소통도 원활한 편임.
(학생 E, 관찰자 4, 1일차)

개방성 측면에서는 (45)에서 열린 태도와 수용성을 함께 나타내고 있고 (46)에서는
개방성이 있는 기본적 태도에 맥락 파악 능력까지 더해진 것이 보인다. (47)은 (45),
(46)과는 조금 다르게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였다고 기술하여 상대적 평가를 나타
냈으며 의사소통 측면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성의 요소들은 다음 절에서 다
양성의 활용 항목으로 이어져 발현된다.
나.

창

점 출

의적 문제 해결과 합의

도

다양성을 잘 활용하는지에 관한 평가항목은 제시된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잘 이해
하는 것뿐 만아니라 “다양한 의견, 방면, 관점, 자료, 정보, 조사”로 다채롭게 기술되
었다. 수용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학생들은 또래 친구 및 선생님, 전문가들의 견해 및
의견을 수렴하고 주제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다양
한 자료/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수정하
기도 하면서, 결국엔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종합하여 합의점에 이르거나 창의적
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갖고 있는 다양성이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어
떻게 적용되었는지 다음 발췌문에 나타나있다.
(48)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다양한 견해의 입장을 잘 존중한다. 가장
활용하는 것에 관심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 F, 관찰자 8, 2일차)
(49) 초기에에 낯가림이 심해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소 자신의 생
각을 피력하지 않거나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
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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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입장도 잘 이해해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 K, 관찰자 2, 1일
차)
(50) 주제와 관련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틈나는 대로 검색함. (학생 D
관찰자 5, 2일차)
(51) 자신의 의견을 개선시키면서도 친구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적절하게
조율하는데 노력을 보임. (학생 B, 관찰자 8, 3일차)
(52) 모둠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물을 잘 정리함. (학생 C, 관찰자 7, 2일차)
(53) 상대와 다른 입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꾸준히 나타내면서 합의점을 잘 찾
았다. (학생 G, 관찰자 1, 3일차)
(54) 교사 조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며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함. (학생 J,
관찰자 6, 2일차)

(48)에서 학생 F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활용”하는 데 관심을 나타냈으며, (49)
에서 학생 K는 활용은 못하고 무조건 수용만 할 것 같다는 관찰자의 선입견을 깨고
타인의 견해도 활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50)에
서는 “더 많은”, 다양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검색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51), (52)와 (53), (54)에서는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조율을 해서 정리를 잘 하고 합의
점을 이끌어내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Ⅴ

점

. 결론 및 시사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나와 우리 그리고 세계” 라는 주제의 융복합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취와 수행에 대하여 관찰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ABCD
역량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주제
를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탐구해 나갔으며,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
소를 연결시키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주제별로 구성된 모둠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의 견해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탐구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의 관심주제에서 출
발하의 자신의 맥락과 관련짓고 문재해결방안을 탐색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서로
다른 에너지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에너지 탐구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결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쨰, 융복합교육의 원리인 자율성이 에너지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주제를 능동적으로 선
정하고 창의적으로 문제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학습자의 수동적 태도를 융복합교육의 접근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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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견 및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적 작업을 하였는데, 특히 설득하고 조정/조율하고, 대안
을 제시하였으며 합의점을 찾기도 하였다. 이는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그 복잡성으로 인한 이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과 더불어 사회의 지속가능
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융복합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음 보여주는 것으
로 에너지 프로그램에서 관찰평가를 통해 의미충실하게 드러났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맥락성에 있어서는 학생 주체가 에너지 관련지식을 자신의 개인 관심사와
연결 지음으로써 맥락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많이 목격 되었다. 이는 학습
자의 학습동기와 흥미유발로 이어져 학생 중심의 교육적 효과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다만, 세계사회로 확장시키지는 데는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대부분 관찰되어, 향
후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시에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넷째, 융복합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 관찰을 통해 수
행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융복합역량의 확대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융복합교육은 학습자의 태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
며, 협력적 작업을 통해 이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개발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실생활 맥락을 연결 짓는 학습 환
경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인식하는 융복합원리는 독립
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탐구기반 학습은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충실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교수법과 함
께 진행되면 학생들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
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게 함으로써 다양성의 원리도
실현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융복합교육에서 평가에서 관찰의 근거로 제시한 범주들을 후속연구에서는 관찰에 근
거한 증거들을 정량화하고 융복합역량에 대한 하위역량을 세분화하는 평가준거로 융
복합 평가 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ABCD 원리를
관점으로 학생들의 성취가 관찰되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학생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고 다양성이 인정되고 창의성이 계발되는 교육, 소통과 협력을 통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해서는 학생이 ‘무엇을 잘 할 수 있고, 무엇을 더 노력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절대적인 목표와 비교하여 알려 줄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기술
할 수 있는 준거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융복합교육에서 평가는
개별화를 강조하고, 학생 성장의 양과 질을 확인하는 개인을 존중하는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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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향후 융복합교육의 실천과 프로그램 운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쟁점의 맥
락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의 맥락에서 확장하여 지역사회
와 세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서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나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을 위해서는 교사의 융복합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겸비하고 학생들의 융복합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수 역량을 갖춘 교사교육 프로
그램이 함께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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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poses a Yungbokhap education as an alternative education for the
21stcentury. Anenergy program based on the ABCD (‘Autonomy’, ‘Bridgeability’,
‘Contextuality’, and Diversity’) principle was developed and applied. In January 2016 a
class based on research titled, “Yungbokhap Energy Program”, had been held in the
College of Education at H University located in Seoul for three days with 14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energy problem, this program aimed to lead students to
start from their own daily life and expand students’ perception to the global perspective.
It also aims to cultivate students’ creative problem solving through research-utilizing
processes that combine knowledge of various subjects and cultivate their democratic
decision-making capacity. During the course of the program, the students’ performance
and achievement processes were recorded at Rublic via the observation of the research
team of the convergent education model development and on-site teachers who had
completed the training of the convergent educ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ase of the ABCD competency analysis of students who participate in
“Yungbokhap Energy Program”.
Key words: Yungbokhap education, ABCD principle, observ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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