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논총 제34권 3호

The Journal of Education, 34(3), 45-63
2014. 11. 30.

초등학교 영재반 대상 융합인재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노 석 구(경인교육대학교)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융합인재프로그램에 대한 교
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참여한 연구원 신분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몇몇 연구진들과는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
다. 프로그램 개발 시점에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배경 지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충분히 알지 못하였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혼란도 느끼고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교사들은 프로그램의 주제와 소재의 발굴, 융합인재교
육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프로그램 적용단계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
으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분야의 지식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지만 수업준비가 어렵고
과학교육 기초교육이 부실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말하였다. 학생들의 입
장에서 융합인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으며 흥미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수업과정에 적응하기
어렵고 다양한 활동에 거부 반응을 보일 경우 참여도가 저하된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
하였다. 더불어 영재대상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의미있는 소재나 주제의 발굴, 융합인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육성, 예산이나
시설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융합인재교육,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영재반, 교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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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래 과학기술사회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은 급변하는 과학-기술-공학의 혁신에 얼
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미래의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설계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창의력 신장 활동을 통하여 양성될 수 있다.
미래의 과학기술정보 사회는 창의성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더불어 창의
성이 수반된 인재가 요구된다. 미래학자 Pink(2006)는 미래 사회 인재의 핵심적 요소
로 ‘설계’, ‘스토리(사실을 엮어서 문맥을 만들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감성)’, ‘조화
(조각들을 맞춰 결합시키고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의 원천)’, ‘공감(다른 사
람의 시선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 ‘놀이(웃음과 유머)’,
‘의미(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 등의 여섯 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국가경
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창의성, 디자인과 더불어 과학, 기술, 수학, 공학교육
(Science, Technology, Mathematics, Engineering: STEM)을 과학기술교육의 키워드
로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STEM교육은 2013년 OECD에서 주관하는 성취도 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과학이나 수학 분야의 성적이 낮은데에서
자극받아 시작되었다. STEM이라는 용어는 1990년에 미국 NSF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Bybee,

2010),

2000년도

초반에

NSF에서

연구하던

Judith

Ramaley가 만든 정책용어로도 알려져 있다.
원래 STEM교육은 미국 Georgia 공대의 Porter(2006) 등이 논의한 바와 같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공학교육을 하고자한데서 기원한다. 따라서 미
국의 STEM교육은 기술이나 공학교육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enders, 2009; Brown et al, 2011). 우리나라의 과학교육과정과는 다르게 미
국의 과학 국가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과학교육표준안(NRC, 2011)에서는 전통적인
물상과학, 생명과학, 지구와 우주과학에 덧붙여 공학, 기술과 과학의 적용을 과학교육
의 주요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왕립학회를 중심으로 STEM교육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어 STM교육 정
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iss & Holman, 2007).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추진 업무보고(2010)에서 ‘과학기술-예술
융합(STEAM) 강화를 제시하고, STEM 교육에 예술을 포함한 STEAM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미래 과학기술을 주도할 창조
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초중등학교 수준에서부
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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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Yakman & Kim(2007)이나 Platz(2007) 등이
사용한 바 있다. Platz(2007)는 STEM에 예술(Arts)를 삽입한 용어로 STEAM으로 전
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STEAM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이들과 무관
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연구물에서 이 용어를 2010년 이전에는 찾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용어의 사용이 미국과는 독자적인 것으로 우연히 일치하였다
고는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백윤수 등(2011)은 ‘우리나라 STEAM교육의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과학기
술교육의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국가 중에서 최하
위권으로 나타나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 매우 저조하며, PISA나 TIMSS 조
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학과 과학성취도는 전반적으로 높지만 문
제해결 능력과 창의력 분야에서는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교육에서 이러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백윤수 등은 우리나라에서 추구되어야 할 융합인재교육의 기본 방
향으로 4C-STEAM을 제안하였다. 4C-STEAM은 지식 및 개념의 융합(Convergence),
창의성(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배려(Caring)의 영문 머리문자를 조합한 것
으로 융합인재교육에서 추구되어야 할 4가지의 핵심역량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융합인재교육의 구성요소로는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내용 통합 등을 강조하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이러한 기초연구를 발주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초
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를 연구 주체로 하는 수많은 융합인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2011년과 2012년에 발주하여 개발한 바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이나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교육 연구 주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인재 프
로그램을 발주하여 짧은 기간에 상당한 분량의 융합인재 프로그램들이 교육계에 쏟아
져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 시점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의 철학이나 방향
교육학적 방법론 등에 대하여 합의되거나 정리된 이론이 과학기술계에 자리잡지 못한
채 다양한 연구자들이 각각의 이론들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즉, 융합
인재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배포된 융합인재관련 연구물이나 다
른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 기간 혼란스러웠을
원래 STEAM이라는 용어는 2007년에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된 프로그
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었다. 하지만 개발된 프로그램
에 비하여 이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시사점을 추출하는 등의 후속 연구는 양이나 질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융합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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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미미한 편이다. 융합인재프로그램의 철학이나 기본 방향이 제안되고 어느 정
도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 지금 이제까지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와 반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영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융합인재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참여
한 연구원 신분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몇몇 연구진들과는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에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 사항이나 연관 내용 등
에 대하여 집중적인 담화를 나누어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과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장단점들을 아주 잘 인지
서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최근

련

루

융합인재교육과 관 된 교사들의 인식을 다 고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음과 같다.

신영준과 한선관(2011)은 수학과학 영재아동 교육 전

면

략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

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STEAM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만 STEAM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높으며

초등학교보다는 중등학

높아 보이며, STEAM교육이 초등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고, STEAM교육을 기존 과학교육에서 보여주는 문제를 개
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STEAM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살펴볼 때 STEAM 관련 업무와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교
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부정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
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인식과 관련된 구체적 접근의 하나로 STEAM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효녕 등(2012)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과학, 기술, 수학 교사를 대상으
교에서 더 필요성이

로 통합교육과 통합STEM 교육에 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결과로 교사들은 통합

았

STEM교육에 대하여 인식도가 낮 으며, 이를 적용해

욱 낮았다고

은 더

하였다.

또한

본 경험이

율

있는 교사들의 비

교사들은 통합 STEM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및 응용력을 키울 수 있고, 여러 교과의 관련 지
식을 잘 이해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STEM 교육을 도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과 통합 STEM교육에 대한 교
사들의 이해를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지원 등(2013)은 융합인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현장 적용
을 경험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현장의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자료를 개발한다고 하였으며,
창의력 사고력과 실생활에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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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개발에 시간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수학습 자료를 현
장에 적용할 때 이들 자료의 교육적 효과가 크고,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며, 학생
들의 흥미가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융합인재교육의 현장 정착과 관련하여 이들 프로
그램이 초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
자

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Ⅱ. 본 론
1.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 그리고 면담 조사였
다. 문헌 연구의 경우 융합인재프로그램에 대한 철학이나 방향, 방법 등에 관련된 일
반적 사안을 다룬 연구물을 분석하였고 더불어 융합인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관
련된 교사들의 인식 등을 다룬 보고서나 논문을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
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연구 대상
설문 조사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직할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과학영재교육

담

당 교사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들 교사들은 초등학교 영재학생을 위한 융합
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교사들이었다. <표
1>은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적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적 사항
참여자
교사 A

교사 경력년수
10년 – 15년

영재교육 경력년수
5년 - 10년

성별
여

교사 B

15년 이상

5년 - 15년

여

교사 C

15년 이상

5년 - 15년

남

교사 D

15년 이상

5년 - 15년

여

교사 E

5년 - 10년

5년 미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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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교사 경력년수 10년 이
상, 영재교육 관련 경력년수 5년 이상의 전문가급 교사들이다.
면담 조사의 경우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이들 내용을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내
용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참여한 영재교육전문 교사 중에서 면담 조사에 응
한 2인과 융합인재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직접 참여한 영재교육 전문가(교수) 1인이
면담 대상이었다.

나.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개발 적용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본 연구의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
주한 “영재를 위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초등기초)” 연구 개발에 참여하여 직접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바 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으로서 “기존 수학과학 중심의 학교 교육에 기술공학의 중요
성을 강조함으로써 현대사회에 필요한 과학기술 소양을 작추고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
며 타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미래형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되 영재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학생의 역량개발 측면으로 ‘미래 핵심역량 함양 강조’,
‘학생의 학습동기 극대화’, ‘사회적 가치의 존중과 사회에 기여하는 마음 육성’ 등을 강
조하였고 교육실천의 측면으로 ‘교과목의 융합’, ‘연계 협력의 강조’, ‘진로와의 연계’,
‘현장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교육전문 교사들이 개발 적용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교육전문 교사들이 개발 적용한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의 성격

교육 대상

주요 교육 내용

수업 시수

- 드라이아이스 무대 위에
오르다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융합인재교육

- Balancing Artist

총 30차시

초기 경험자

- 거품의 세계로

(5주제 x 6차시)

- 공기의 힘
- 소리가 만드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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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답

항 개발 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어
려움, 적용 단계에서 느낀 점이나 어려움 등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분
별로 질문의 핵심 내용은 <표 3>과 같다.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응 자의 인적 사 ,

<표 3> 설문지의 구성
응답자
인적 사항

개발과정에서 느낀 점, 어려움

적용단계에서 느낀 점, 어려움
- 교사입장에서 본 융합인재

- 융합인재교육관련 철학, 방향,
교육학적 근거 등에 대한 인지
- 경력
- 영재교육 경력
- 성별

- 창의재단에서 제안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핵심요소에 대한 인식
- 초등영재 대상
융합인재프로그램의 중요성
- 개발단계에서의 어려움

프로그램의 장점
- 교사입장에서 본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단점
- 학생 입장을 고려할 때 융합인재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의 장점
- 학생 입장을 고려할 때 융합인재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의 단점
- 프로그램 적용단계에서의 어려움
-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선 또는 지원 방안

면담 조사는 설문에 참여한 교사중에서 면담 조사에 동의한 2인과 융합인재프로그
램의 개발 책임자인 영재교육전문가 1인 등 3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의 주
요 내용은 설문지에서 질문한 사안으로 하되, 설문지의 응답에 대한 보충, 심화 내용
을 질문하여 녹음하고 전사하여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면담 질문의 형식은
구조화된 질문이었다.
2. 연구 결과

면담 조사의 문항 구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개발과정과 적
용 단계별로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를 같이 종합하여 진술하기로 한다.
연구 결과는 설문 조사와

가.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인식
이 부분에서는

개발과정에서 느낀 여러 사항 중에서 융합인재교육관련 철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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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적

근거

단

등에 대한 인지, 창의재 에서 제안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프 그램의 중요성, 개발단계에서의
등에 대하여 설문 응답과 면담 과정에서의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소에 대한 인식, 초등영재 대상 융합인재 로

핵심요
어려움

련 자료 습득 경로

1)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인지 정도와 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방향, 교육학적 근거나 교
수 학습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에 다섯명 모두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대답
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개
발자의 역할도 수행하였기 때문에 융합인재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 전이나 개발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철학적, 교육학적 배경 지식을 습득한 경로나 자료를 묻는
면담 질문에 A교사는 주로 STEAM관련 서적을 참고했지만 자료가 많지 않았다고 응
답하였으며 B교사는 대학원 강의에서 얻은 자료, 창의재단에서 발간한 자료,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에서 발간된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영재교육이 전문인 F교수는 창의재단이나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문헌을 참고
하였지만 연구 초기 단계에서 융합인재교육의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
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대하여 약간의 혼선과 어려움이 있었
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융합인재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책자나 방법론의 확산 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시기가 겹쳐 이미 발행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철학적 방향이나 교
육학적 방법론 등에 대한 안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로그램의 핵심 역량에 대한 평가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2) 융합인재교육

면 융합인재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론적 성격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총론적 성격의 융합인재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방
향 등에 대한 연구 기간이 일부 겹쳐지는 문제로 프로그램 개발 초기에는 약간의 혼
선이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지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12년 말에 융합인재교육 실
행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펴내기 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융합인재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안내 사항을 탑재하여 보급한 바 있다. 이 안내 사
항에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이나 정의, 핵심 역량 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
어 있다.

이 안내내용은 국가 연구기관 수준에서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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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그램을 개발하는 일반 연구진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하
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창의재단에서 제안한 융합인
재 프로그램의 핵심 역량(내용의 융합,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에 대하여 어떤 의
미를 부여하고 있는 지를 설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융합인재 프로그램 핵심 역량에 대하여 3명이 “의미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1명은 “그저 그렇다”고 대답함으로써 대체로 긍정
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이 없었으므로 어떤 면에서 핵심 역량이 의미가
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담 조사 과정에서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교사 B는 설계 과정을 통하여 어떤 경험(감성적 체험)을 해본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프로그램 제작시에 ‘상황 제시’라는 요소를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고 말하였다. 그러한 어려움의 이유로서 초등학교 3, 4학년용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한
학습 주제가 결정된 후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상황 제시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
웠다는 점을 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내용의 융합 과정에서 단편적인 지식들을 의미
있게 융합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말하였다.
‘상황 제시’라는 용어의 경우 원래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핵심 역량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나 교수 학습 과정을 계획할 때 맨 처음 단계로 제안된
일종의 수업 단계였는데 면담에 참가한 교사들의 경우 ‘상황 제시’를 구성 요소나 수
업 단계보다는 프로그램의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재교육 전문 F교수는 창의재단에서 제안한 여러 내용 중에서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 나라 영재교육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렌쥴리의 3부 심화모델과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숙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창의적 설계’에 대해
서는 매우 어색하고 낮선 느낌이었다고 하였으며 과학분야 보다는 ‘기술’이나 ‘공학’
분야에 적합한 용어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최근 미국 과학교육계에서 공학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설계라는 용어가 도입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과학교
육계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살펴보면 융합인재교육과 관련된 ‘창의적 설계’ 등 기본 개념들이 아직
과학교육 분야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선입견과 관련하여 용어들이
해석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이는 융합인재 교육이 과학교육 현장에서 의미있게 정
착되려면 과학교육 관련 여러 집단에게 관련된 용어들의 의미와 맥락이 잘 이해되도
록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의 핵심 역량보다는 ‘상황 제시’ 등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에 필요한 수업 단계의 요소에 더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단계들
을 효율적으로 기획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설정이기 때문에 융합인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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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중요성
창의재단에서 제안한 세 가지 핵심 역량 이외에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고
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를 제안해달라는 연구자의 요구에 일부 교사는 진로(직업) 연
계 부분, 성취 목표 제시 등을 제안하였지만 다른 교사는 제안 내용이 없었다.
개발 단계에서 초등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의미가 있다
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이에 대
한 이유를 의미있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두 명의 교사가 영재 학생들이 과학을 왜 배
워야 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자연 속에서 과학과 수학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각각 제시하였다.
3) 초등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융합인재

4)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의 어려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제시해달라는 설문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응답 내용은 ‘주제와 소재의 개발’이었다. 초등 영재 학생에게 적합하고 여러 분야의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주제나 소재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3인의 교사가 공
통적으로 대답하였다.
영재교육전문 F교수는 내용 프로그램의 주제와 소재의 빈곤과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4학년 수준에서 융합이 진정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
은 고민이 필요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합을 강조하는 것은 부실
한 재료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라는 요구와 다를 바가 없다. 융합을 시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융합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
초등학교 3,

직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나 방법을 프로
그램 제작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부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소재
의 경우 전반적으로 좋은 소재이기는 하나 핵심 요소나 방법의 틀을 적용하기가 어려
워 폐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정리하여 말하면 학생들이 충
분히 수업할 준비가 되어있고 창의재단에서 제안한 각종 필요 조건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제나 소재의 개발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료 개발이 이루
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창의재 에서 안내한 융합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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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인식

단계에서 느끼는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 수집은 주로 자유
롭게 질문지에 적어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구체적으
로 교사 입장에서 본 융합인재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의 장점과 단점, 학생 입장을 고
려할 때 영재 대상의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서술하는 질문과 프로그램에 대
한 종합적 판단,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개선 사안 등에 대한 질
적용

문이었다.

입장에서 본 융합인재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의 장점
교사 입장에서 융합인재 프로그램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분야의 지식을
알려줄 수 있었다는 것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 역시 융합적으로 사고함으로써 교
사 스스로의 역량이 발전되었다고 자평한 교사가 두 명 있었다. 다른 두 명의 교사들
은 주로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는데 수업에 집중하고 흥미를 보
임으로써 수업에 대한 몰입이 증가하여 수업 분위기가 좋아졌음을 밝혔다. 흥미 유발
과 관련하여 스토리텔링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한 교사도 있었다.
1) 교사

입장에서 본 융합인재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의 단점
교사 입장에서 살펴본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단점에 대하여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 과학교육 자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 융합인재 교육 자체에 대한
2) 교사

이해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련

간

답

교사 B는 수업 준비와 관 하여 준비 시 과 교구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응

또 다른 교사 C는 다른 교과와 융합에 신경쓰다보면 정작 과학이나 수학의
기본 원리를 소홀히 할 수 있음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사실 융합이나 복합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려면 이들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초 교육
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하여 감성적 체험을 적용할 때 예술적 내용이 포함된 산출물
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였으며

입장을 고려할 때 융합인재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의 장점
기존 수업 방식과 비교하여 생각할 때 학생 입장에서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핵심적
인 장점은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한 가지 주제에 대하
여 다양한 과목들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학습하다 보면 과거에 분절적으로
3)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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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느 고 실생활에서
있다는 것이었다.

쓰임새가

습

불분명한 학

낌

내용들이 실용적인 느 으로 다가올 수

일반적인 영재대상수업과 융합인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영재대상수업의 차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사 E는

일반적인 영재 대상 수업의 경우 학생들은 수업시 사용하는 재료에 관심을 갖
는다. 즉,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수업의 결과로 무엇인가 결
과물을 가져가는 것을 즐긴다. 그런데 융합인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의 경
우 수업 재료에 무관하게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가지
주제로 오랜 시간 연속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며 여러 주제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 같다.

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흥미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교사 E의 지적은 영재의 경우 과제

속

루

활동이 연 적으로 이 어지는 경우
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교사 D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함으로

써

학생들이 형식에

얽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발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
4) 학생 입장을 고려할 때 융합인재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의 단점
융합인재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융합인재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 방식은 기존의 수
업 방식과는 달리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프
로그램 적용 초기에는 몇몇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개념 정리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교사 D는 개념 정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은 명확한 개념 정리가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었다. 즉, 무엇인가 열심히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핵심적인 학습 내용이 무
엇이었는지 정리할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융합인재

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정리단계에서 프로그램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
있고 이를 통하여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과학 교수학습 과정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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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차별화된 융합인재교육의 수업 전개 방식에 대한 불편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기 또는 만들기 활동 등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관련된 연관된 다
른 학습도 더불어 흥미를 상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응답도 있었다. 이는 학생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방식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5) 초등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중요성
질문에 응답한 5인의 교사중 1명을 제외하고 초등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융합인재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교사 중 한
사람의 응답을 다음에 제시한다.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의 어려움들은 있지만 분명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급변하
는 사회에서 분절된 지식과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생
각한다. 학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을 발현시키고 다양한 경험과 사고
를 촉진시켜주는 융합인재 프로그램은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히

융합인재

면 융합인재 프로그램이 ‘그저 그런’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 교사 1인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반

좀 더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필요하다. 기본 원리를 명확히
알면 원리 응용 및 활용에 더 유용할 것이다. 초등에서 융합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수학은 수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초등과정에서는

위에 제시된 내용은 초등과정에서의 기초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응답으로

현재 융합교육을 보다 확대하여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와는 다른 차원의 생각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등과정의 경우 기초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융합교육을 실시할 때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응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다.

6) 초등 영재 대상 융합인재
사안과 지원 방안
초등 영재 대상 융합인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필요 사안이나 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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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프로그램 개발 관련과 관련된 내용, 지도 교사와 관련
된 내용, 영재 학급 구성과 관련된 내용, 예산이나 시설 지원과 관련된 것이었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에 대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의미있는 주제나 소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당시 학
습자의 흥미와 요구 그리고 프로그램의 전체 성격에 부합되는 주제나 소재를 찾는 것
이 매우 힘들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융합인재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여러 교과 영역의 내용을 융합하고 이를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융합인재 연수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근본적으로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선 등의 과제를 심
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영재 학급 구성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단위 수준에서의 영재 학급은 구성하는 학생
들의 수준이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
다. 이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
는 프로그램 수준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도 있고, 영재학생 선발시 수준 차이를 줄이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융합인재 수업을 진행할 때 간단한 재료와 도구만으로 이루어지는 차시도 있
지만 일반 학교에서 준비하기 힘든 도구와 장소를 지원받아야 더 효과적인 수업 내용
도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이나 주변 시설 등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안과 관 하여 제시된 내용은

Ⅲ.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영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융합인재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융합인재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프로그램 개발 단계와 적용 단계에서 교사
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초
등 영재 대상 융합 인재 프로그램의 방향이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참여한 연구원 신분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그중 몇몇 연구진들과는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에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 사항이나 연관 내용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담화를 나누어 내용을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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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내용과 개발단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요약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 시점에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에 관한 철학이나 방향, 교육학
적 근거나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하였고
약간의 혼선도 있었다. 이는 이미 발행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각종 자료들의 홍보
및 보급이 필요하고, 보다 많은 추가적 안내 자료가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

의미한다.

둘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안한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핵심 역량과 관련하여 ‘감
성적 체험’이나 ‘상황 제시’ 등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창의적
설계’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색하고 낮설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자료 등의 보급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하는 연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
사한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은 적절한 주제와 소
개발이 힘들었다고 토로하였으며 융합인재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재의

점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단계에서 느낀 점이나 어려움 등에 대한 인식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장에서 융합인재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분야의 지식을 알려줄 수 있었던 점과 교사 자신이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점을 들었으며 단점으로는 수업 준비의 어려
움, 과학교육 기초 교육의 소홀 가능성, 융합인재 교육 자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등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적 중에서 과학교육 기초 교육의 소홀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점은 과학교육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수 지적된 내용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융합인재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학생들이 학습의 결과로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 또는 어떤 태
도를 갖추게 될 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교사

다.

둘째,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의 장점으로는 기존
수업 방식에 비하여 학생들의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창의성이 신장될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을 들었으며, 단점으로는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수업 과정에 적응
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기 만들기 등의 활동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전
체 수업의 참여도가 저하된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등학교 영재대상 융합인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여 보다 계획
적이고 의미있는 소재나 주제의 발굴, 융합인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육성,
학생

입장을

고려할 때 융합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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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프로그램이 의미있게 적
용되려면 학생과 더불어 교사, 지원 체제 등의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져야 할 것
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러한 제반 조건이 잘 충족되어야만 보
다 의미있는 융합인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 이나 시설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융합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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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ception on STEAM Program of th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
for Gifted Classes in Primary Schools
Noh, Suk-Goo(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 on the
STEAM program developed for gifted classes in primary schools. The teachers,
who participated as researchers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program, were surveyed, and some of them were interviewed and analyzed. At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development, the teachers had a limited and
in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STEAM. They even
sometimes felt confused about some topics. In the stage of the program
development, the teachers reported difficulties in both finding theme and
subject-matter for the program unit and general understanding about STEAM.
In the stage of the program application, the teachers thought this opportunity
was quite helpful for themselves because they were trained to think
integratively and also good for their students because they could tell their
students about various fields. At the same time, they said that the preparation
The

for classes would be hard and the basic education of science might not be firm,

pointed as shortcomings. For students, the STEAM program could
expand their depth of thinking and enlarge their creativities and interests, but
students might have difficulties for adjusting themselves to the program where
they themselves have to think about and plan the class activities. Moreover,
when students are not interested in various activities, their participation will be
limited, which was pointed as another weak point. They suggested that more
systematic and meaningful theme and subject-matter should be discovered,
teachers with a specialty in STEAM education should be raised, and financial
support and facilities should be offered actively.
which were

Key words: STEAM, STEAM program, gifted classes in primary schools, teacher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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