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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를 활용한 융합 교과목의 개발*
조대현
본 연구는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새로운 지식 창출
을 유도할 수 있는 지식 융합 교육 환경, 즉 합리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목표하는 융합 교과목의 개발을 주
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융합의 의미, 특히 학습자 중심의 과정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실제 교
과목 개발에 있어서는 ‘개념도’(Concept Map)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융합적 환경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최종 연구
결과물은 본 연구자에 의해 실제 교육환경에 적용, 운영 중에 있다.
* 검색어: 융합, 학습자 중심교육, 개념도, 의식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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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양성을 목표하는 융합 교과목의 개발은 본 연구
자가 이론적으로 진행해 온 ‘융합’(Convergence) 및 ‘개념도(Concept Map)’ 관련 선행연구들을 배
경으로 하는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 한국음악교육학회(KMES) 여름학술대회에
서의 구두발표를 필두로 하여 ‘음악 중심 융합교육과 이를 위한 전제조건’(2013), ‘음악 중심 융합
교육의 구현을 위한 제언’(2014), 융합교육(2015) 등의 연구는 통합에서부터 시작된 융합에 대한
교육철학적 정의와 함께 학습 및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실제적 이해 등을 고찰함으로써,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까지 비교적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목표하는 개념도를 활용한 융합 교과목의 개발은 ‘개념도’가 갖고 있는 교육공학
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융합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로서, 융합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적 이해를 이론적 근간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념도를 활용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육설계를 통해 앞서 발표한 연구에서 강조한 학습자 중심의 결과물, 즉 학습자가 주
체가 되어 도출되는 융합의 결과물을 목표하는 융합 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 본 연구는 2014년 경상대학교 기초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융·복합 교과목 개발을 목표로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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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교육을 이해하는데 있어 전제되는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융합 교과목 개발을 위한 개념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개념도를 활용한 융합 교과목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 융합교육의 이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융합 교과목 개발의 이론적 토대는 본 연구자에 의해 기 발표된 융합
관련 선행연구(2010; 2011; 2013; 2014; 2015)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목표하는 융합 교과목 개발의 주요 이론적 배경으로 ‘융합 및 융합교육에 대한 정의와
목적’, ‘융합교육의 유형’ 및 ‘융합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1. 융합 및 융합교육의 정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융합’이란 개념은 18세기 초 영국의 물리학자 더햄(W. Derham)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라틴어 ‘convergere’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함께(together)라는
의미의 ‘con’과 ‘vergere(to bend)’가 결합된 본 용어는 ‘한 곳으로 수렴함’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통합하자는 의미의 통섭(Consilience)과 혼용되기도 한다
(조대현, 2015).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융합은 흔히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 하나로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통합, 통섭의 개념과 비교할 때, 융합은 분명
이와는 구별되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아래의 <표1>은 흔히 혼용하여 사용하기 쉬운 융합과 통
합, 그리고 통섭에 대한 차이를 학자들의 정의를 인용하여 비교·정리한 것이다.

<표1> 융합과 통합, 통섭에 대한 정의 비교(조대현, 2014)
통합
Integration

통섭
Consilience

융합
Convergence

물리적으로 합친 것으로 진짜
로 섞이지 않은 상태

원래의 학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들 간에 잦은 소
통을 하는 것

화학적으로 진짜로 합쳐져 원
래 형태가 하나가 되면서 전
혀 새로운 것이 되는 상태

민경찬
(2009)

물리적인 연합의 성격으로 둘
이상의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

생물학적인 변신의 성격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이 모여 새
로운 개체로 변화 되는 것

화학적인 섞임으로 녹아져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

김진수
(2011)

서로 다른 학문을 물리적으로
일부분만 통합하는 것

-

구분
최재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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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의 내용에서 우리는 통합의 개념이 통섭이나 융합에 비해 앞선 개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
게 된다. 표에서 인용한 세 학자 모두 2개 이상의 대상을 물리적으로 결합한 것을 통합이라고 정의
하는 반면, 통섭과 융합은 잦은 소통을 통해 생물학적 변화(통섭)를 겪게 되고, 종래에는 화학적으
로 새로운 하나(융합)가 되는 통합적 환경 이후의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조대현, 2014).

[그림1] 융합의 과정(조대현,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융합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통합적 환경과의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사고와 이를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그
림1), 교육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융합적 환경, 예를 들어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
고 예술을 포함한 인문·사회적 감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인교육으로써의 융합교육 환경을 제공함
으로써 학습자의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조대현,
2015).

2. 융합교육의 목적
과학 중심으로 시작된 STEAM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
성하는데 있어 ‘과학적 방법’(신명경, 2013)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은 STEAM 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 걸쳐있는 교집합으로써, 이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범학문적 사고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생성을 목표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STEAM 교육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 능력으로 과학적 방법의 습득을 목표한다고 할 수 있다
(조대현, 2013). STEAM 교육이 목표하는 세부 내용은 <표2>와 같이 개인, 사회, 교육, 국가적 관점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정리할 수 있다.

<표 2> 과학 중심 STEAM 교육의 목표
관점

-

개인

-

·

세부 내용

개인의 창의 인성, 지성과 감성의 균형 있는 발달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능력 함양
창조적 협력 인재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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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

교육

-

국가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 향상
합리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형성
대중의 과학화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사회 구성
융합적 지식 및 과정의 중요성 인식
교육과정의 유연성
학습자 중심의 수평적인 융합적 교육 수립
과학 효능감과 자신감, 과학에 대한 흥미 등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과학기술 및 융합인재 양성
이공계 기피 현상을 최소화하여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 수 확대

그러나 다양한 학문적 융합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목표는 이와 큰
차이를 보인다. 김광웅(2011)은 한 우물을 깊게 팜으로써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외골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최재천(2010)은 다양한 학문 영역 간의 소통과 교
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조대현(2013)은 융합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 입장에서
의 학습, 즉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융합교육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과학적 방법만을 활용한
융합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입장과 관점, 혹은 상이한 배경에서 발생하는 결과
물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융합교육에서는 핵심역량(4C), 학문 간의 ‘소
통’(communication)과 ‘배려(caring)에 의한 ‘창의’(creativity)적인 ‘내용융합’(convergence)으로 강
조하고 있다(조대현, 2015).

[그림2] 융합교육 목적의 변화(조대현,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융합교육은 특정한 영역의 학문적 역량 강화만을 목표하는 것
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각 학문의 독립된 전문적 지식들이 서로 만나 뭔가 가능성 있는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들어 가는 교육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조대현, 2013), 이는 무에서 유를 창
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고 조화로운 결과물을 도출하는 ‘융합적
사고의 형성’을 목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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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교육의 유형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적 환경에서 통섭을 거쳐 융합에 이르는 융합교육의 과정적
특성은 그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통합적 환경과의 작용에 대해 과정
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과 이러한 과정을 교육적으로 적용하는데 용이한 ‘적용에 따른
구분’이 그것이다(조대현, 2015). 이러한 구분은 사고의 주체, 즉 학습자와 교사로 구분되는 상이한
주체 간의 차이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통합방법에 따른 구분
통합적 환경과의 작용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과정적 유형의 발생은 바로 통합방법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 Drake & Burns(2004)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적 구분은 학문의 통합 방식 및 연계
정도에 따라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 통합’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에
따른 구분 요소인 다학문적 통합(multidisciplinary integration)이란, 독립된 개별 학문이 하나의 주
제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유도하는 유형으로,. 한 교과를 중심으로 적
용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퍼거티(Fogarty, 1991)의 통합 유형 중 ‘거미줄형(주제 중심형)’
과 비교할 수 있다.
통합방법에 따른 두 번째 요소는 간학문적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tion)이다. 이는 두 개 이
상 복수의 학문 분야에서 공통된 개념이나 내용이 동일한 탐구 방식이나 탐구 수준을 통해 동일한
논리 구조 속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종합을 유도하는 경우로, 학문 내용의 구별이 가능하고, 상이한
학문 또는 교과영역을 조합하는데 있어서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퍼거티(Fogarty,
1991)의 통합 유형 중 ‘공유형/통합형(개념 중심형)’과 비교된다.

[그림3] STEAM 통합모형(김진수, 2011)
세 번째 방법은 탈학문적 통합(extradisciplinary integration)으로, 이는 특정 교과 혹은 학문보다
주제 중심으로 학문과 교과가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구조이다. 자유로운 표현 활동이나 문제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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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의 중심 요소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유형이며, 따라서 학문 간 경계를 없애고 학습자의
관심과 배경 및 수준에 의한 새로운 영역으로 통합이 장점이다. 그러나 다수의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학문 간 구별이 쉽지 않으며 교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전제된다. 퍼거티(Fogarty,
1991)의 통합 유형 중 ‘몰입형(문제해결 중심형)’과 비교할 수 있다.

나. 적용방법에 따른 구분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발생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과는 달리 적용방법에 따른 구분은 선행조직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교사 관점에서의 구분방법이다. 따라서 이는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융합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가능한 한 다양한 통합적 환경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용 방법에 따라
의 방법,

①통합

②대상, 그리고 ③통합요소에 따른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진수(2011)는 이를 X, Y,

Z 축으로 이루어진 3차원적 큐빅 모양으로 제시하였다.

[그림4] 큐빅 모형(김진수, 2011)
학문 간 통합의 방식을 의미하는 X축은 이미 앞에서 소개한 다학문적 통합과 간학문적 통합,
그리고 탈학문적 통합, 즉 통합의 방법에 따라 구분되며, Y축은 대상에 따라 학교 급(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별 구분을 통해 융합교육의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Z축은 통합의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융합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X1과 Y1, 그리고 Z1
조합의 경우 다학문적이고 활동중심적인 초등학생 대상의 융합 모형을 의미하고, X3-Y3-Z3의 예
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탈학문적이고 문제중심적인 융합의 형태를 뜻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X, Y, Z축의 이러한 상이한 요소 간의 조합은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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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합교육의 전제조건
오늘날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시대적 요구 속에서 융합교육은 많은 시도와 변화를 겪었으며, 적
어도 명목상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융합교육의 외형이 내실화를 통해 앞에서 언급
한 융합의 정의에 부합하는 융합교육 환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전제되어
야 할 것이다(조대현, 2010; 2011; 2013; 2014).
첫째, 융합의 ‘과정’과 ‘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융합에 대한 학
자들의 정의는 학습 및 발달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의 ‘과정’(Prozess: Gruhn, 1998)과 그 맥을 같
이 하고 있다. 이는 사전지식으로 인한 고착(fixation: Roediger, 1991)이 일어나지 않은, 또는 실존
하는 물리적 그 자체가 아닌 그 어떤 존재에 대한 나로부터 의미 부여된 사고의 결과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대상, 현상 또는 상황에 대해 나만의 의미 있는 연상코드(code)를 부여함으로
써 특별한 의미의 ‘그 무엇’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상코드는 나의 주관적 배경(현상
학적 장: Rogers, 1951; 개별적 기본경험: Elschenbroich, 2001)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나에게만 의미 있는, 남과는 구별되는 나만의 결과물이다. 이때 이러한 결과물은 창의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융합교육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융합되어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융합의 결과물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융합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융합의 주체가 학습자일 때, 그리고 그 작업의 과정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융합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융합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인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 A가 B라는 환경을 만나 무엇인가 새로운 AB를 도출하기 위해서
는 타인과는 구별되는 학습자 A만의 개인적 인성이 온전히 존중되어야한다. 우리는 흔히 인성교육
에 대해 언급할 때 ‘사회적 인성’의 발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올바른 인성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대 교육이 추구하는 창의·인성교육과는 다른
모순된 생각이다. 창의적 사고는 남과는 다른 개개인의 인성이 발현되었을 때 도출되기 때문이다
(Piaget, 1975).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융합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별적 인성의 바탕 위에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학습 및 발달심리학적 배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충
분히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융합교육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시대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전인교육 차원에서의 인문·사회적 감성까지 함양한 창의적 융합인재의 양성을 목표하는 것으로서,
분절된 지식이나, 경험이 배제된 의미 없는 형식지(explicit knowledge)의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의 융합적 이해를 통한 ‘종합지’(synosia)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제되는
것이 다양한 교육적 방법의 개발과 연구이다. 지난 세기가 교과목이나 장르별 수직적 체계에 의한
주지교육을 중시한 반면, 21세기 교육은 수평·통합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자
들 또한 지식에 대한 정의를 인간의 삶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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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영, 학습자와 지식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학습자 중
심 교육’이고, 이에 대한 교육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배경들이 오늘날의 다 학문적이고 간 학문적
이며, 심지어 탈 학문적인 융합교육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Ⅲ. 개념도 활용 융합 교과목의 개발
1. 개념도에 대한 이해
가. 개념도의 정의

개념도란 특정 대상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우리의 사고를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단계, 예를 들면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know
that)에서 새롭고 특정한 단계, 즉 방법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know how)으로 유도하기 위
해 위계적으로 도해화한 것(조대현, 2010)을 말하며, 메릴(Merrill, 1992)의 단위요소전개이론
(Component Display Theory)을 거시적 교수학습과정에 확대 적용한 정교화 설계이론(Reigeluth,
1983)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정교화 설계이론은 어떤 지식이나 현상의 이해를 위해 전체적 윤곽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체계적인 세부화 과정으로의 유도를 통해 이미 제시되었던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으로 발전시
켜 나가는 설계이론이다. 즉 주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골자에서부터 점점 복잡하고 풍
부한 형태로 확대, 발전시켜 학습자로 하여금 더 많은 연습과 반복,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합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요소 간의 관계와 중요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도록 도와
주는 한편, 교수자에게는 교육과정에 있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임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의 흐름
(Stream of Consciousness)을 제공한다(조대현, 2010). 즉 앞에서 설명한 학습자 중심의 경험과 학
습이 가능하게 되며, 이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학습자 중심의, 그래서 남과는 차이나는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자는 개념도의 역할이 오늘 날 강조되고 있는
융합교육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 융합 교과목 개발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
였다.

나. 개념도의 기능

ㆍ

현재 개념도는 노박과 거윈(Novak Gowin 1984)의 초기연구 이후, 개념도의 구성절차, 개념도
작성용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수업설계에서 개념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선행조직자로써
개념도를 활용하는 방안 및 효과, 학습내용을 개념도로 제시했을 때의 교수효과, 학습자가 개념도
를 스스로 구성, 수정, 부분 완성했을 때의 효과, 개념도를 협력학습에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활용
했을 때의 효과, 개념도를 학습자의 지식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활용하는 방안 및 그 방안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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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에 대한 연구 등 폭넓고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의미와 역할이 다루어지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융합 교과목 개발을 목표하는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의 다양한 사용 영역 중 선행조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수자 관점에서의 개념도의 활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개념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조대현, 2010).
첫째, 개념도는 교육과정의 도구로써, 학습에 나타나는 주요 개념 간의 위계적 구조와 관계를 보
여줄 수 있다. 이는 논리적 사고의 흐름을 유도한다.
둘째, 개념도는 선행조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교과준비 단계에서 교사에 의해 계획된 개
념도는 교사의 교육적 실제에 논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도입단계에서 교수자가 제시한 학습 단원에 대한 개념도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유도하여, 개별적 요소에 대한 의미부여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도입단계에서 학습자에 의해 구성된 개념도는 도입 자료의 설계와 개별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환경이 이루어지게 한다.
다섯째, 개념도는 메타 인지적 교수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개념도를 구성하는 동안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수정 및 첨삭을 가능하게 하여 본인의 교수학습 전후의 과정을 스스로 확인하게 한
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해 다시금 고려하게끔 하고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긍정적인 자존감을 확립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2. 개념도 활용 융합 교과목의 개념
앞에서 언급한 융합 및 개념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융합 교과목의 주요 개념 및 내용
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5]는 주요 개념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① 학습자 중심의 융합적 이해의 과정은 먼저 ‘직접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 직접적인 경험
이란 개념적 이해에 상반되는 말로서, 자신의 물리적 감각기관을 활용한 신체적 경험을 의미
하며, 광의적으로는 자신의 현상학적 장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험이라 할 수 있다.

② 자신만의 현상학적 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과정, 즉 의미 부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강숙
은 그의 책 ‘음악의 이해’(2001, 16)에서 “음악이라는 말을 사람들과 같이 쓰고 있으나, 실상
그 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중략) ... 경우에 따라서는 음악을 이해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음악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문화인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말하며 ‘직접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이에 따른 이해의 결과를 갖게 하는 직접적인 음악경험을 뜻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습득하게 된 간접적 경험의 결과물을 가리킨다. 즉 전자에서 말하는
직접적 경험이 자연스럽고 능동적인 2차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③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인성이 바탕이 된 사회적 인성으로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
며, 또한 이러한 발달은 본 연구에서 목표하는 남과는 다른 현상학적 장을 형성하게 하고, 나
아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결과물을 도출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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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위계형 개념도에 나타난 융합 교과목의 주요 개념 및 관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내용을 통해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꿈과 미래를
주제로 다루는 융합 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 과목명 및 목적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융합 교과목은 ‘꿈을 비추는 네 개의 거울(Four Mirrors reflecting Your
Dream)’로서, 이는 상이한 관점으로 이루어진 학습자 중심의 환경 제공을 통해 마지막 거울인 학습
자 자신의 거울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교과목이 담고 있는 주요 요소 간의 관계 및 교수방향은 학습자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그림6]
의 방사형 개념도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6] 방사형 개념도에 나타난 강의 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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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를 통해 목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강의는 학습 및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자기탐색과 자기발견의 과정을 통해 학
습자 스스로가 도출하는 창의적인 자기이해의 결과물을 목표한다1).

② 학습자의 융·복합적 사고의 형성과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자기관리 및 목표 실행 능력의 함양
을 추구한다.

③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다양한 관점의 환경적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관점을 거울에 비유,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④ 궁극적으로 본 강의는 학습자 개개인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미래의 나’를 계획하며, 이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4. 강의운영방법
본 강의는 융합 교과목이라는 취지에 따라 세 명의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교수들에 의해
Co-Teaching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 체계 면에서, 본 강의진은 주차별 매 수업에 참석하고 수업은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러
나 당일 주제와 내용에 따른 책임 강의는 담당교수를 정해 진행하게 하며, 공동 운영 교수들
은 질의 및 토의, 모둠활동 등에 Co-Work 하게 된다. 해당 주차 담당교수는 전공 및 수업내용
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내용적으로 본 강의는 크게 4개의 Session으로 구분, 운영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ssion 1: 거울 속의 나

– 교수자 1

‘나’를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 거울인 ‘거울 속의 나’는 ‘미래의 나’를 설계하기에 앞서 현재의 ‘나’
를 찾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이때 현재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과거로의 여행’이 제시되
고, 여기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을 기초로 자신만의 ‘꿈의 모양과 색’을 찾아가는 과정 중심 문제해결
활동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과정은 학습 및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설계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체험
적 활동과 실제적 예를 동반한 이론적 이해 속에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주위 환경과 능동적으
로 작용하는 효율적인 자기탐색과 자기발견의 결과물로써, 주관적인 행위적 의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단계적 목표를 지향한다. 교수자 1의 관점에서 비추는 거울이기에 본 과정에서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
의 기회와 음악적 사례가 제시된다.

1) 이러한 목표 아래, 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 이는 학생들
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경험과 사고에 의해 도출되는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물
이 본 강의에서 기대하는 융합 과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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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타자(他者)의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

– 교수자 2

본 Session에서는 꿈·미래·개척이라는 삶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인
물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삶에 현재 ‘나’의 모습을 투영시켜 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학습자는
본 강의를 통하여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강화시키게 되며, 또한 외압에 굴하지 않는 양심 있고 올바른
주체적 삶에 대한 의식들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연결점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본 과정은 사학과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다.

Session 3: 우리의 거울

– 교수자 3

본 Session에서는 ‘우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는 고유한 것의 중요성과 이와는 다른 주변 환
경과의 조화로움을 이해하게 되며, 나아가 조화 속의 새로움을 추구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삶의
모양과 색’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더불어 이를 자신의 사명으로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과정을 동료들
과의 소통 속에서 경험한다. Session 3는 미술교육과 교수에 의해 제공되는 과정이다.

Session 4: 내(우리)가 만드는 미래의 거울

– 학습자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공학적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나’와
주변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전략적으로 분석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개인별 Life Road Map을 작성, 자
기 마케팅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본 도구는 본 강의가 목표하는 최종 결과물의 도출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때 모든 결과물의 주체는 학습자 자신이 된다.

② Co-Teaching을 통한 내용적 융합을 위해, 본 강의진은 본 교과에 사용할 교재를 공동 개발하
고자 시도하였다. 이때 상이한 전공 영역 간 융합적 요소 및 가능성에 대한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준비는 융합적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③ 본 교과가 목표하는 학습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이해의 결과물은 상이한 관점을 가
진 본 강의진에 의해 공동 평가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영역만을 강조하여 생기는 학문적 편
중을 예방하고, 대학생에게 필요한 기초 교양 교과목으로서의 목적을 담보하며, 나아가 본
교과목이 목적하는 학습자 중심의 융합적 결과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강의준비 및 운영방법을 통해 본 강의진은 다학문적이고 간학문적인 수업 환경을 제공함
으로써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도출하는 ‘탈학문적 결과물’을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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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융합의 과정

5. 교수·학습 전략

–

–

교수자 관점에서의 융합교육의 설계과정은 ‘분석단계 설계단계 실행단계’ 등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분석단계와 설계단계는 교수자의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실행단계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협업단계라 할 수 있다(조대현, 2015).

가. 분석단계
교수자의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분석단계에서는

①교육과정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②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주제와 범위, 내용 등을 결정한다. 본 과정은 학습자의 내적통제신념에
의해 발생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목표하고, 이러한 자발적 신념은 자연스런 사고의 흐름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준비단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강의 주제 및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성별, 나이, 전공 등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꿈’을 주된 내용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는 모든 학생들의 내적동기 및 과정 중에서 요구되는 통제신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
대한다.

[그림8] 분석단계의 과정
나. 설계단계

①융합 환경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자연스러운 융합을 유도하는 구조화 작업을 한다. 구조화 작업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②
다양한 융합의 유형 중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③자연스러운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매개 환경을 구성한 후, ④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작성한다. 목표 설정 및
설계단계는 실제 융합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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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작성 시 교과 이외의 본연의 융합교육적 목표와 평가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즉 학습
자 중심의 목표 설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주제와 내용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하고 경험하게 하고자 서로 상이한 세 개의 거울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 관점에
서의 새로운 사고와 경험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림9] 설계단계의 과정

다. 실행단계
교수자가 주체가 되는 분석 및 설계단계와는 달리 실행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고 교수자
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행단계는 ‘상황제시’ - ‘창의적 설계’ - ‘감성적 체험’으로
구분된다.

[그림10] 실행단계의 과정
첫째, ‘상황제시’는 자연스런 융합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초기과정으로 융합, 또는 융합의 가능성
이 내재된 주제 ‘꿈’이 제시된다. 이때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적절한 상황(환경)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창의적 설계’의 단계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계획
을 스스로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수행과정을 설계하는 종합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과정이
실제 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한 학기 강의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학습자 개개인이 본 강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점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능한 비 획일적이고 완성되지 않은, 즉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강의소개
가 필요하다.
셋째,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경험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발생하고, 개인, 타인 및 공동체와
의 관계, 자연과 문화 등의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이 이루어진다. 즉 본 연구자가 개발한 수업 자체를 의미하며,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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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하고 이를 통한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과 자기 중심의 융합적 사고를 도출, 긍정적인 감성
적 체험으로 인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6. 융합 교과목 강의 계획
실제 강의는 한 학기 15주 동안 주 1회 2시간씩 진행되며, 이를 위한 주간 강의 계획은 <표3>과

–

–

같다. 전체 흐름은 앞에서 언급한 ‘상황제시 창의적설계 감성적 체험’을 따르고 있다. 실제 강의
시에는 앞에서 언급한 융합 환경 제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교수자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며, [그림11]
과 같은 사고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표 3> 주간 강의계획
주 전략

거울 속의
나1

2
3
상황
제시1

타자(他者)의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

5
거울 속의
나2

6
7
8

창의적 내가 만드는
설계 미래의 거울 1

9
10
11
12

13

강의내용

활용
강의방법 기자재

강좌 오리엔테이션 및 담당 교수 소개, 모둠 구성

1

4

Session

상황
제시2

우리의
거울
거울 속의
나3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자기주도적
학습

신화화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연설: 바른 삶에
대한 소명의식
불멸의 전설 카롤루스 마그누스에 대한 기억:
열정을 통하여 유럽을 건설한 삶의 노정

발표/토론
일제학습

컴퓨터
프로젝터
오디오

권력 앞에서 양심을 수호한 마틴 루터의 선택:
역사를 새롭게 열어갔던 수도승의 용기
체험학습/
토론

내 꿈의 모양과 색
Life Road Map

자기주도적
학습

개인 Life Road Map 작성하기(과제1 제출)

자기주도적
학습

‘우리의 것’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일제학습

미술을 통한 창의적 사고

체험&실습

생각의 차이, 꿈을 이룬다.

토론

심리학으로 보는 ‘나와 꿈’의 상관관계

창의적 내가 만드는
Life Road Map Marketing
설계 미래의 거울 2

모둠별 ‘Life Road Map’ Marketing 하기 1
감성적 우리가 만드는
체험
미래의 거울 모둠별 ‘Life Road Map’ Marketing 하기 2
15
(과제2 제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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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학습/
토론

컴퓨터
프로젝터
모둠별 토론 오디오
모둠별
발표
모둠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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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위계형 개념도에 나타난 융합적 사고의 흐름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식 융합 교육 환경, 즉 합리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목표하는 융합 교과목의 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먼저 융합의 의미,
특히 학습자 중심의 융합교육에 대해 그 과정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실제 융합
교과목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노박과 거윈의 ‘개념도’를 활용, 본 연구가 목표하는 창의적 학업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융합 교과목의 명은 ‘꿈을 비추는 네 개의 거울(Four Mirrors
reflecting Your Dream)’이며, 대학 신입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둘째, 융합 교과목 ‘꿈을 비추는 네 개의 거울’은 상이한 관점으로 이루어진 학습자 중심의 환경
제공을 통해 마지막 거울인 학습자 자신의 거울을 발견,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셋째, 융합 교과목 ‘꿈을 비추는 네 개의 거울’은 ‘직접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고 능동적인 ‘사
고’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는 남과는 다른 학습자 자신만의 ‘고유한 의식구조’의 형성을 주된 내용
으로 한다.
넷째, 이를 위해 융합 교과목 ‘꿈을 비추는 네 개의 거울’은 ‘거울 속의 나’, ‘타자(他者)의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 ‘우리의 거울’ 등 상이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통합 환경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통합 환경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도출되는 ‘내가 만드는 미래의 거울’로의 융합을 목표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융합 교과목 ‘꿈을 비추는 네 개의 거울’이 교육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자의 융합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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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후속연구로써, 아직 현장
에서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추론적 결과임을 밝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한점이 다양한
관점에서의 새로운 현장 연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족한 연구이나 현대 사회가 요구하
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있어 작은 디딤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musikpaed_cho@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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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Subjects Using a Concept Map

Dae Hyun Ch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subjects which aims to ha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knowledge convergence which can break down walls between studies, and
attract the creation of new knowledge according with the needs of the times seeking creative talent with
problem-solving skills, that is cultivation of talented people with rationality and creativity. For this, first,
the meaning of convergence, especially the learner-centered proceptive meaning was considered. Also,
for the actual development of subjects, by utilizing a ‘concept map,’ an attempt was made to produce a
better converged environment. The final results of the research is appling in actual educational
environments by this researcher.
KEY Words: Convergence, Learner-Centered Education, Concept Map, Stream of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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