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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 동 진*・구 덕 회**

< 요 약 >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과학과 IT를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과 IT의 적절한 융합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초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
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 설정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및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하여 총 4
개 주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각 프로그램은 기존 과학과의 영역인 ‘물질, 운동과 에너지,
생명, 지구와 우주’에 속하는 단원 중에서 IT의 적용이 학습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단원을
선정하여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개발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서 실험반과 통제반을 선정하여 두 반의 과학흥미도와 ICT 리터러시에 대한 사전, 사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과
학흥미도와 IT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일부 학생의 실험 결과
는 그 효과를 전체 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융합적 사고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
하는 것은 21세기에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다. 즉, 과학과 IT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진
행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Science IT 프로그램, 융합교육, 스마트교육, 과학흥미도, IT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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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이슈화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사용하
는 스마트폰이나, 미국의 NSF (미국과학재단)가 21세기 미래 테크놀로지의 4대 핵심 축으로서 제시한
NT (Nano Technology), BT (Bio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CT (Cogno Technology)
등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타난 융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Roco & Bainbridge, 2002). 이와
더불어 지난 2～3년 간 교육계에서도 융합교육이 집중조명 되고 있다. 융합교육은 기존의 단편적인 지
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
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융
합인재교육(STEAM)이라는 용어로 융합교육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러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목표는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과 탐구, 실험 중심으로 전환하여 초․중등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
해, 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사회의 변화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다(조향숙, 김훈, 허준영, 2012).
이러한 흐름을 타고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가 최근 2∼3년 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금영충과 배선아(2012)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 교사들이 STEAM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이며, 실제 수업에서 STEAM 교육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의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 수업에서 STEAM을 적용하기 어려
운 까닭으로는 교육 자료 준비의 어려움이나 개발된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부족, STEAM
교육 실현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부족함 등을 제시하였다(금영충과 배선아, 2012). 이런 측면에
서 보다 실질적인 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융합교육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스마트 교육’이 있다. “학습자-학습자, 학습
자-교수자, 학습자-콘텐츠 간의 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참여(Participation), 개방,
공유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전통적 교수․학습 방식을
수평적, 쌍방향적, 참여적, 지능적, 그리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총체적 접근(임희석, 2012)”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스마트교육은 융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
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바로 스마트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참여, 협력, 공유, 개방
의 특징을 가진 웹 2.0 환경이 다양한 학문의 분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융합교육의 목표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신영준 외, 2012)로 진행된 STEAM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시수 모형 연구를 통해 정리된 우리나라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IT가 연계된 프로그램의 수는
총 18개 주제(34차시) 중 2개 주제(5차시) 밖에 되지 않으며, 과학창의재단(2012)에서 연구한 STEAM
교육-IT 분야에 포함된 초등학생용 융합교육의 내용은 융합적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컴퓨터과학
의 내용을 좀 더 실생활과 연관 지어 제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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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과학과 IT를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과 IT를 융합한 교육 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과학흥미도와 IT리터러시 향상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인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
이 고찰하였다.
가. Science IT
김연수 외(2001)는 과학교육이 가지는 특징이 ICT를 과학교과에 이용하는데 적합한 요인이 된다
고 하였다. 이는 과학 교과에서 다루는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IT를 이용하여 제공
할 수 있고, 탐구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IT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고차원적 탐구요소를 학
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교과에서 ICT 활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과
학교과에서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IT 발전을 고려하여 과
학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IT요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과학교과에서의 IT 활용 분야
구분

IT
워드프로세서, 탁상출판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김연수
이철현
권재술
(2001)

통신(communication)
양방향 미디어(interactive media:
CD, Internet, video-disc 등)
변인 통제 도구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활용 분야
자료표현
탐색하기, 가설 세우기, 자료 기록과 표현, 자료 활용과
조직화
전달 시스템의 특성 활용, 자료 입력과 관리
자료 활용과 탐색
변인통제가 된 실험, 외부 장치의 통제
예측하기, 패턴 찾기

자료이력기록(Data-logging) 프로그램 센서의 활용, 자료 모으기와 자료이력 기록
그래픽(Graphics)
Cloud Service and
OSS (Open Source Software)
추가

자료 표현
상호작용 및 공동작업(자료처리), 다양한 자료 표현
자료 활용 및 조직화

스마트 디바이스

유비쿼터스적 학습 환경 제공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가상 실험 및 MBL의 간소화

SNS, SVS

통계, 자료 수집 및 배포(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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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T 기반 과학 수업 모델 비교
일반적 단계

김연수, 이철현, 권재술(2001)

임걸(2011)
목표설정

IT 융합 가능한
학습단원 및 목표
설정

소단원 설정
과학개념 설정
학습 개념 특성을 고려한
수업전략 결정
수업 전략 요소와 탐구 요소
확인

자원확인
스마트러닝 자원
(OPMD / OSMD)
수업환경 선정
(형태별 / 내용별)
수업과정 설계

수업전략과 과학탐구 요소에
IT 요소 추출 및 적합한 ICT 도구 확인과 개발
선정
ICT 환경 설정

수업도구 개발

수업 설계 및 적용
평가 및 피드백

김선회, 남동수,
이태욱(2012)
학습단원 및 학습목표 설정

수업 적용
ICT 적용 수업 점검

평가 및 분석

STEAM 교육 요소 찾기

스마트 교육환경 선정
스마트러닝
(선택형 맞춤형 교육방식)
- 스마트기기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수업 설계 및 적용
평가 및 피드백
협업, 공유를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

다음으로 과학수업에서의 과학수업에서 IT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단순한 자료 제시로서 IT를 활용하는 방법과 둘째, 탐구과정이나 탐구활동 속에서 IT를 활용하
는 방법이다. 이 중 융합적 관점에서의 IT 기반 과학 수업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후자
인데, 이는 IT를 통해 과학 학습을 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이나 탐구방법에 대한 습득과 함께 IT 능력
도 함께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IT를 과학수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IT
기반 과학 수업 모델(혹은 절차)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표 2>와 같이 IT
기반 과학 수업 모델을 비교,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과학 수업에서 IT의 활용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과 학습자
중심의 과학 수업이 되도록 하는 IT의 효과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기존에 제시된 융합교육 프
로그램 모델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 하는 실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나. STEM과 STEAM
융합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실천으로 국외에서의 STEM 교육과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국가 정
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들 수 있다. STEM과 STEAM은 각국의 필요에
따른 발생 배경은 상이하였지만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융합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나상훈, 2013).
STEM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미국 NSF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Bybee, 2010), 기존의 기술교
육에서 MST (Mathematics, Science, Technology) 교육에 공학(Engineering) 내용을 통합하여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과학, 수학, 기술 분야의 과목을 잘 가르치기 위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신영준, 2013). 특히 미국의 경우, 2003년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에서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성적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2007년 미국 경쟁법(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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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S Act)을 제정하면서 STEM 교육을 주요 아젠다(Agenda)로 제시하였다(신영준과 한선관,
2011). 이후에 미국 Virginia Tech에서는 기술교육 전공과정에 진정한 의미의 구체적인 교사교육을 위
한 통합적 STEM 교육 전공과정(Integrative STEM Education)을 개설하였다(Sanders, 2006).
우리나라에서는 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STEM에서 진일보한 개념인 STEAM(융합인
재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2～3년 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STEAM 교육은 기존 STEM 교육에 예술(Arts)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융합개념의 형성보다는 낮은 과학 효능감과 자신감,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킴으로써 과학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한다(백윤수 외, 2011).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추진 업무보고(2010)에서 STEAM 교육을 골자로 하
는 주요 정책을 포함시켰고,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
한 연구로 STEAM 교육을 위한 다양한 모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백윤수 외(2011)의
4C-STEAM 모형과 김진수(2011)의 STEAM 교육을 위한 큐빅모형, 김성원 외(2012)의 Ewha-STEAM
융합 모형 등이 대표적이다. 각 모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STEAM 교육 모형 비교
STEAM 교육모형

핵심역량

4C-STEAM 모형
(백윤수 외, 2011)
Convergence
Creativity
Communication
Caring

큐빅모형
(김진수, 2011)

Ewha-STEAM 모형
(김성원 외, 2012)

․

교과기반 통합 역량
창의․인성 역량

융합방식

학습준거틀(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제시

융합단위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기반
① 모든 분야(내용)
② S 또는 T 포함 분야(내용)
③ ST 포함 분야(내용)
④ STEAM

다학문적 융합
간학문적 유합
탈학문적 융합
활동중심, 주제중심
문제중심, 탐구중심
흥미중심, 경험중심
기능중심, 개념중심
원리중심

․

학교급별

융합맥락

다학문적 융합
간학문적 융합
탈학문적 융합
개념/탐구과정
문제/현상
체험활동
개인적
지역사회적
세계적

이와 더불어 실제 수업에서의 융합교육을 적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탐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점
으로 도출하였다.
다. 인지적 융통성 이론(Cognitive flexibility Theory)
Spiro가 제시한 인지적 융통성 이론(cognitive flexibility Theory)은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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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점을 비판하면서 출발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은 비구조적이고 복잡
한 특성을 갖는 반면, 학습 상황에서는 이에 필요한 지식을 지나치게 구조화․단순화 시켜 학습하도
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홍영주, 2008). Spiro et al.(1988)는 학습자들이 복잡한 상호관련성과 개념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상위 지식(advanced
knowledge)라고 정의하였다.
우리 주변의 복합적이고 체계화 되지 않은 지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학습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이겠지만, 이를 실제 상황 속에서 적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앞서 이야기한 상위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와 같은
교수․학습 방법은 불리하다. 왜냐하면, 점차 비구조적인 지식 영역은 점점 늘어나고 이러한 모든
영역을 구조화, 단순화하여 지도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지적 유통성 이론은 ‘초보적인 지식과 고차적인 지식을 습득할 때의 교수․학습 전략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며, ‘고차적인 지식은 비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실제 세계의
복잡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출발한다(홍
영주, 2008). 또한, 인지적 융통성 이론은 실제 접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이론이다. 이는 실제 세
계는 비구조화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문제를 합당하게
처리하거나 해결하려면 우리 주변에 실제하는 사례나 자료들에 대한 다면적 해석과 상황 맥락적 사
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K초등학교 6학년 2개 반이다. 실험반은 남자 13명, 여자 12명
으로 총 25명 중 1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24명이며, 통제반은 남자 14명, 여자 12명으로 총
26명이다. 또한 사전 검사에 참여한 실험반 학생 중 남학생 1명은 개발 프로그램 적용시 1주 이상
참여하지 못하여 사후검사에서는 실험반을 총 23명으로 대상으로 관측하였다. 실험반과 비교반 모두
과학교과가 전담하였으며, 실험반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통제반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는 실험반을 대상으로 IT 기술 활용에 대한 예비수업 2차시, 본 차시 4차시 동안 생명 영
역의 수질오염을 주제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IT 융합 과학수업을 하였으며, 통제반은 같은 내
용을 일반적인 교수방법을 활용한 과학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험의 설계 모형은 <표 4>와 같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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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적용 효과를 분석하는 사전-사후검사 통계 집단 설계로 구성하였다.
6학년 1학기 과학 ‘4. 생태계와 환경’ 단원에서 수질오염 주제를 별도로 추출하여 이를 IT를 활용
하여 수업한 실험반의 경우, IT 기술 활용을 위하여 2차시의 IT 활용 기초 교육을 위한 예비수업을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2차시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IT를 활용한 과학수업이었던 만큼 모두 컴퓨터
실에서 수업을 실시하였다. 통제반의 경우 지도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인 수업 방법으로 실
사하였다.
<표 4> 실험 설계 모형
집단

사전

처치

사후

실험반

Q1

X

Q2

통제반

Q1

Q2

Q1 : 과학흥미도, ICT리터러시 사전 검사
X : 개발 프로그램 적용 과학수업
Q2 : 과학흥미도, ICT리터러시 사후 검사

3.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 모델 설계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은 김선회 외(2012)의 스마트교육기반 STEAM 교육모
형을 [그림 2]와 같이 수정하고 보완하여 설계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체적 표현단계인 수업 설계
및 적용 단계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학습준거틀(백윤수 외, 2011)인 “상황제시→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단계를 보다 세분화 하였고, 이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인 Spiro et
al.(1988)의 인지적 융통성의 핵심인 미니케이스(mini-case), 다중적 표상(multiple representation), 비
구조적 나열(ill-structured domains)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 보완하여 설계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 모델 설계
가. 교육과정 분석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과 6학년 1, 2학기

139

교과용 도서, 교사용 지도서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한 단원과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과 중점, 목표를 고려하여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6학년 과학 단원 분석
영역

6학년 교육과정 내용
․ 빛

운동과
․ 에너지
에너지
․ 자기장
․ 산과 염기

․ 여러 가지 기체
물질

․ 연소와 소화

생명 ․ 생태계와 환경

․ 날씨의 변화
지구와
우주
․ 계절의 변화

초등 Science IT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분석
실험활동을 통해 빛의 성질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는 단원으로 IT 활용보
다는 실제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임.
생활 속에서 에너지의 전환되는 예를 찾아보거나, 에너지의 절약방법을 조
사/토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프로그램 주제로 적합함.
자기장에 대한 내용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에 제시된 것 자체가 어려운 수준
이므로 이를 보다 확장하여 IT를 활용한 활동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초기단계이고, IT를 활용한 시뮬레이션보다
는 실제 실험이 학습에 더욱 효과적임.
전체적인 내용이 기체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지구온난화와 같은 사
회적 이슈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단원의 내용을 보다 확장한 주제로 ‘온실
가스’를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
로그램의 주제로 적합함.
단원의 내용으로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시 안전대책과 소화기의 사용 방
법을 익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IT를 통하여 보다 확장된 내용
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제 실험이나 체험활동이 학습에 훨씬 효
과적이라고 생각됨.
생태계의 구성요소를 배운 뒤, 이를 우리 생활과 연관 지어 학습하는 차시
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IT를 활용하여
보다 확장된 주제로 학습하는데 적합함.
날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 내에도 기후변
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기후 변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IT를 활용하여 학습하기에 적합함.
‘날씨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간이 변화한 것으로 기후변화
와 연관 지을 순 있으나,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태양의 남중고도로 ‘날씨
의 변화’ 내용에 비해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낮음.

나. 학습단원 및 학습 목표 설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원을 <표 6>
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5>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습단원
영역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학년/학기
6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6학년 2학기

3.
2.
4.
1.

단원명
에너지와 도구
여러 가지 기체
생태계와 환경
날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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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적용 주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수질오염
기후변화

개발차시
4
4
4
4

각 단원에서 추출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할 주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로 확장
하여 선정하였고, 프로그램은 각 4차시로 구성하였다. 각 프로그램 주제별 목표와 차시별 세부 목표
는 <표 7>과 같다.
<표 7>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 주제별 목표
프로그램 주제 주제별 목표
수질오염의
원인 탐색과
수질오염
해결방안
찾기

기후변화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1차시
기후변화의 2차시
원인 탐색과
3차시
대책 세우기
4차시

1차시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2차시
노력하기 3차시
4차시
에너지를 1차시
절약하기 2차시
에너지 절약
위한
3차시
노력하기 4차시

차시별 세부 목표
수질오염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OSS를 이용하여 정리해보자.
수질오염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Web DB를 검색하여 정리해보자.
OSS를 이용하여 수질오염 해결방안 자료를 만들어 발표해보자.
수질오염 예방 캠페인 UCC를 제작해보자.
우리나라의 계절별 특징과 이상기후의 사례를 조사해보자.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개념을 정리해보자.
우리나라의과거와 현재의 날씨의 변화 양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UCC를 제작하여 보자.
온실가스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게
시하여 보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 UCC 제작 계획을 세워보자.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을 위한 UCC를 제작해보자.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자.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리해보자.
에너지의 종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UCC를 제작하여 공유해보자.

프로그램의 각 주제는 과학-기술-사회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학습목표
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차시별 세부목표는 주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특징
적인 IT의 활용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 이는 실생활과 관련된 과학 주제를 다룸에 있
어서 IT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는 물론 ICT 리터러시를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다. 적용 가능한 IT 요소 추출 및 선정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과학학습에 IT 요소를 접목함으
로서 학습자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더불어 IT 활용 능력도 함께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 적용할 IT 요소를 추출 및 선정하는 단계도 중요성을 가진다.
구덕회(2004)는 교육정보화 내실화를 위한 연구에서 교사의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과
가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학습자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
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교사와 학습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하고, 프로슈머
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돕는 스마트러닝 도구 위주로 학습에 적용 가능한 IT 요소를 추출하고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추출하고 선정한 IT 요소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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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IT 요소 추출 및 선정
IT 요소 추출 및 선정
Web DB
Cloud Service
Mindmap
O
Brainstorming
스마트
S
러닝
Contents Making
S
도구
Tools
Communication Tool
SVS
SNS

프로그램 예
Wikipedia, 사이버 백과사전,
각종 검색 포털
Google drive
okmindmap, 알맵 등
wallwisher
Google drive, Prezi, QR코드,
다음팟인코더 등
cafe, 블로그, 게시판 등
youtube
클래스팅, me2day, twitter,
facebook 등

프로그램 활용
자료 조사 및 수집
협업을 통한 보고서 및 발표자료 제작
생각 나누기, 개념 정리
아이디어 생성, 생각 나누기
보고서 및 발표자료 제작하기
의사소통, 학습결과물 누적
자료 수집 및 공유
자료 공유 및 배포

라. 수업설계 및 적용
앞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적합한 단원과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에 적용할 IT
요소를 추출, 선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인 실제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는 단계이다. 수업의 설
계 및 적용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융합교육인 STEAM의 학습준거틀인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의 3단계를 기초로 하여 좀 더 세분화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수업 흐름을 그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상황제시
(다중적 표상, 미니케이스)
IT - SVS (social video
service), Web DataBase

→

생각 그물 잇기
(비구조적 나열)
IT - Mindmap /
Brainstormming Tools

→

주요 개념 정리
IT - Saas (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

발표 및 실천
IT - SVS, SNS, 기타
Smart tools

←

발표준비(자료제작)
IT - Contents making
Tools, Presentation Tools

←

문제의 명확화 및
해결방안 모색
IT- Web Database,
블로그

[그림 2]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수업 흐름도
상황제시 단계부터 발표 및 실천 단계까지는 1차시의 수업 흐름이 아닌 4차시 전체의 수업 흐름
으로, 차시마다 각 단계는 포함되지 않거나 중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각 단계는 차시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1차시에서는 상황제시와 생각 그물 잇기 단계가 주로 진행되고,
2차시에는 주요 개념 정리의 단계, 3차시에는 해결방안 모색 및 발표 준비의 단계, 마지막 4차시에
는 발표 및 실천의 단계가 실행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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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 및 피드백(프로그램 타당도 검증)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 중 컴퓨터 및
학교정보화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한 6명의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개발 자료로 교사용 지도자료,
수업지도안, 학생용 자료가 포함된 수질오염을 주제로 한 4차시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지를 통하여
평가, 분석을 의뢰하였다. 설문문항은 함성진과 양창모(2011)의 ‘스크래치를 이용한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과정 설계’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용 설문지를 교수 1인과 현장교
육 전문가 3인이 세미나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 알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설문에 대한 전문가 집
단의 응답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응답 결과 분석
문항 번호

문항 내용

1, 1-1

교육 요소 추출의 적정성

문항 분석 결과(단위 : 명)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6

0

2, 2-1

학습 대상 선정의 적정성

6

0

3, 3-1

학습 내용 선정의 적정성

6

0

4, 4-1

차시별 학습량의 적정성

4

2

5, 5-1

교수․학습 지도안의 적정성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의견 서술

6

0

-

-

6

비고

단위 시간에
비해 양이 많음

5명 의견 제시

4.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흥미도 검사도구는 윤미선과 김성일(2003)이 개발한 교과흥미 검사지를
활용하였으며, ICT 리터러시 검사지의 경우 김경성 외(2010)가 국가수준 ICT 수준 평가 연구에서 활
용한 ICT 리터러시 기초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두 검사지 모두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검사지로 별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은 생략하였다.

5. 결과 처리 및 통계 분석
실험반과 통제반의 과학흥미도와 ICT 리터러시의 반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
기 위해서 엑셀 프로그램의 데이터 분석 탭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반과 통제반이
동질집단인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분산에 대한 두 집단)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흥미도에서는
이질집단으로, ICT 리터러시에서는 동질집단으로 판단되어 과학흥미도의 경우 이분산 가정 두 집단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고, ICT리터러시의 경우 동분산 가정 두집단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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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자료는 크게 교사용 지도자료, 수업지도안, 학생용
자료의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용 지도 자료는 해당 프로그램의 활동에 대한 소개와 지도교사
를 위한 IT 소양, 수업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수업 활용 자료를 포함하였고, 수업지도안은
크게 4차시로 나누어 각 차시, 또는 연 차시로 구성하였다. <표 10>은 초등 Science IT 프로그램의
생명 주제의 1차시 수업지도안 예시이다.
<표 10> 초등 Science IT 프로그램 생명 주제 1차시 수업지도안
주제

수질오염

관련단원

수업차시

4. 생태계와 환경(6학년 1학기)

1/4차시

활동자료

영상자료, 마인드맵 프로그램, 공동 작업 도구(구글 드라이브)

학습목표

1. 수질오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마인드맵 도구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2. 수질오염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구글드라이브를 이용하여 모둠별로 정리할 수 있다.

Science
IT 요소

S

생명, 환경오염

IT

영상자료, 마인드맵 프로그램, wallwisher, 구글 드라이브

수업단계

활동 내용

도입 상황제시 * 세계 물의 날 캠페인(굿네이버스) 영상시청

전개

생각
그물
잇기

IT요소

소요시간

영상자료

5

*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든 생각을 자유롭게 wallwisher에
한 마디로 표현해보기
* 학습목표 제시

wallwisher

* 중점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마인드맵 작성(모둠별)

okmindmap

주요개념 * 마인드맵을 통해 생각한 개념들 중 주요 개념을 선택하여
검색도구,
정리
협력하여 정리하기
구글 드라이브
정리

발표하기 * 정리한 개념을 게시판에 업로드 하기
차시예고 * 다음 차시 예고

학습게시판

15

15

5

학습용 자료는 별도의 학습지 양식이 아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OSS의 페이지화면이 학생용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wallwisher의 새로운 wall이나 okmindmap의 새로운 맵, 또는 구
글 드라이브의 공유 문서 등이 학생용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초등 Science IT 활용을 위한 학생용
자료는 [그림 3]과 같으며, 이는 실제 수업에서 활용한 페이지의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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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SS를 활용한 학생용 자료

2.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과학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통제반과 실험반의 이질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F-검정(분산에 대한 두 집단)을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통계 결과 유의도 값은 0.0109이고,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두 집단은
이질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1> 이질집단 여부 확인(F-검정) 결과(과학흥미도)
구분

평균

분산

관측수

자유도

통제반

57.038

142.278

26

25

실험반

61.125

53.766

24

23

F비

p

2.646

0.0109*

*p<0.05

이를 바탕으로 실험반과 통제반을 t-검정(이분산 가정 두집단)으로 비교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이분산 가정 두집단 t-검정 사전 검사 결과 유의도 값은 0.074로 유의수준 .05 수준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후검사 결과는 유의도 0.042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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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과학흥미도 검사 결과
구분

대상

평균

분산

관측수

사전검
사

통제반

57.038

142.278

26

실험반

61.125

53.766

24

통제반

55.884

115.786

26

실험반

60.565

60.893

23

사후검
사

자유도

t 통계량

p

42

-1.471

0.074

45

-1.756

0.042*

*p<0.05

위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과학흥미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ICT를 활용한 과학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박연경(2008)과 이재혁(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I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
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는 실
험이나 활동을 통한 학습, 조별 협동학습이나 토론 중심 학습, 주제탐구(프로젝트) 학습 등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 학습자들의 과학흥미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곽영순 외(2006)의 주장과 일치한다.
곽영순 외(2006)는 학습자들에게 탐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제탐구(프로젝트)
학습이나 학생들이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하게 하는 학습의 기회를 장려하고 이를 짧
은 시간이라도 학생들이 발표하거나 토론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
표 자료를 제작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제작한 자료를 웹을 통하여 더 넓게 공유하도록 하는 기회
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학습에 대한 흥
미도가 증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과학흥미도 사전 검사 결과 두 집단이 이질집단으로 판단되었으나, ICT 리터러시와 과학흥미도는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두 집단의 이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F-검정
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았다. 그 결과 실험반과 통제반의 ICT 리터러시는 유의도 값이 0.313
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ICT 리터러시 측면에서 두 집단은 동질집단
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13> 이질집단 여부 확인(F-검정) 결과(ICT 리터러시)
구분

평균

분산

관측수

자유도

통제반

55.846

122.455

26

25

실험반
*p<0.05

55.333

99.884

2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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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비

p

1.225

0.313

이를 바탕으로 실험반과 통제반을 t-검정(이분산 가정 두집단)으로 비교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는
<표 14>와 같다. 등분산 가정 두집단 t-검정을 한 사전 검사 결과 유의도 값이 0.432로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
에 적용한 뒤 실시한 사후검사 결과는 유의도 값이 0.043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실험반과 통제
반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
램의 적용이 학습자의 ICT 리터러시를 향상시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표 14> ICT 리터리시 검사 결과
구분

대상

사전검
사
사후검
사

평균

분산

관측수

통제반

55.846

122.455

26

실험반

55.333

99.884

24

통제반

54.5

132.02

26

실험반

59.521

65.442

23

자유도

t 통계량

p

48

0.171

0.432

47

-1.746

0.043*

*p<0.05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는 IT 도구의 대부분은 최
근 스마트교육과 함께 등장한 웹 2.0 도구이다. 이러한 웹 2.0 도구는 적극적인 활용은 학습자들의
ICT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도종윤과 최명숙(2010)의
웹 2.0 기반의 온라인 협동학습이 ICT 활용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와 임일규와 이영준(2012)
의 초등학생의 ICT 소양 신장을 위한 OSS 기반 컴퓨터실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도종윤과 최명숙(2010)은 블로그나 구글 드라이브 등의 웹 2.0 도구들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하여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동적 활동을 이끌어 내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과학흥미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도 연관성이 있다. 또한 IT 기반의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습자들이 IT 도구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인데, 도종윤과 최명
숙(2010)은 웹 2.0 도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ICT 활용능력을 요구되지 않았다고 하
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도종윤과 최명숙의 연구결과와는 반대
로 학습자들이 웹 2.0 도구, 즉 여러 OSS를 활용하는 것을 처음에는 어려워 했다. 이러한 이유로 2
차시의 수업에 활용할 OSS에 대한 예비 수업을 진행한 이후 본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본 수업에서
는 웹 2.0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학습자가 활용하기에 어려울 뿐이지, 실제 사용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결론
을 내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웹 2.0 도구를 활용한 학습은 학습자들이 ICT 리터러시 향상
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임일규와 이영준(2012)은 ICT 리터러시에 대하여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ICT를 활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
며,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며, 목적에 맞게 가공된 새로운 정보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OSS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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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리터러시를 향상 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의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자 IT 도구의 활용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ICT 리터러시 향상 측면에도 충분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과학흥미도와 ICT 리터러시를 향상
시킨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융합교육이 과학에 대한 학업성취도 향상이 아
닌 과학에 대한 흥미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IT를 접목하여 과학 교
육에서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
를 다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ICT 리터러시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음은 본 연구의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가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현대 사회에서 이제 융합교육과 스마트교육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중
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들은 기초 교육의 단계인 초등교육의 단계
에서부터 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동시에 다양한 IT 기반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
국의 21세기 역량 협의회(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이하 P21)가 21세기 학습자가 갖
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 “① 학습과 혁신 역량, ② 정보, 미디어와 ICT 역량, ③ 생애 및 경
력 개발 역량” 중 ① 학습과 혁신 역량의 하위 역량으로 제시되는 창의력과 혁신 능력, 비판적 사고
력과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능력과 협동 능력이나 ② 정보, 미디어와 ICT 역량’의 하위 역량으로 제
시되는 정보 활용 능력, 미디어 활용 능력, ICT 리터러시와도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단계에서 융합적 사고 능력과 IT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는 학습 방
법,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사고를 위한 과학에 대한 흥
미와 IT 리터러시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IT와 결합할 수 있는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주제중심의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선정된 주제
와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IT 요소를 추출 및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학습에 적용하기 위하
여 구체적인 수업 설계의 과정을 통하여, 기존 STEAM의 학습준거틀인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의 3단계를 세분화하여 ‘다중적 표상과 미니케이스를 이용한 상황제시-생각그물잇기-주요개념정
리-발표자료제작-문제명료화 및 해결방안 모색-발표준비-발표 및 실천’의 6단계로 재구성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력 4년 이상의 ICT 연수 강
사 경력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타당도를 검증 받았고, 이와 함께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
여봄으로써 학습자의 과학흥미도와 ICT리터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효과 분석을 위하여 과학흥미도와 ICT 리터러시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반이 전통적 수업을 한 통제반에 비해 긍정적인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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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ICT 리터러시를 사전, 사후로 비교한 결과 2차시의 예비수업과 4
차시의 본 수업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험반의 ICT 리터러시가 유의미한 향상 결과를 나
타냈다. 다만, 과학흥미도의 경우에는 실험반과 통제반의 비교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전검사와 비교함에 있어서 사후검사의 결과가 향상되지 않은 점이 특이
할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과학흥미도 검사 자체가 검사 실시 환경이나 실시자의 태도 등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학흥미도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시기가
각기 다른 단원이었다는 점도 각 단원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도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통제반의 경우 과학흥미도 검사 결과의 평균이 감소한데 비해, 실험반의 경우에
는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전과 후가 거의 비슷한 점을 볼 때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흥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이 과학과 IT의 융
합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함과 동시에 IT 소양을 기르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P21에
서 주장하는 21세기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도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초등 Science IT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융합적 사고를 위한 과학에 대한 흥
미와 ICT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학흥미도와 ICT 리터러시를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초등 Science IT 융
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융합교육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고, 후속적인 연구로서 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연
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단순히 각기 다른 과목 간의 융
합이 아닌, 실제적인 융합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경우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IT 능력을 갖출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의 교사용 지도 자료나 수업지도
안을 통해 일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IT에 능숙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수업에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지
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과 IT라는 일부 연관성 있는 과목 간 융합
을 뛰어넘어 보다 문제 중심적이고, 주제 중심적인 탈학문적 관점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는 것이 융합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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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lementary Science IT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Kim, Dongjin (Teacher, Seoul-Kwanak Elementary School)
Koo, Dukhoi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new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against the
existing education program by developing and analyzing the application of elementary Science IT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The research topics w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elementary Science IT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2. Analysis of the applying effectiveness of elementary Science IT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The first step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previous studies on IT convergence education and
science program, and to analyze the current science curriculum of the sixth grade. Then, a new
program which consists of four themes was developed. The developed program selected one unit
from the sixth grade textbook which was related to each of four following science fields,
‘substance, movement and energy, biology, earth and universe’. The units were also selected based
on appropriateness to apply the elements of IT. Finally, a teaching program with a suitable IT
element for each theme was developed.
To apply the developed elementary Science IT convergence program, one class was pre-selected
while other classes followed traditional education. Then,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pre- and post-test for interest in science and ICT literacy was conducted. As a
result, tw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These results imply that elementary Science IT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developed from
this study has a great potential to help students to improve ICT literacy and interest in science
ompared to other existing education programs.
However, to generaliz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developed program solely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s unreasonable. Nevertheless, in modern society with more complex and
diverse Science IT, the convergence of thinking and IT literacy are very important skills for
learners in the 21st century. Therefore, this study for new convergence education has enough
significance in developing bright minds with convergence think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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