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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교육은 창의성 중심의 학습생
태계 구축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교육내용, 방법, 평
가 측면에서 실천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일반 학생에
게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
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의 정책 담당자에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교사들에게는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체
제 하에서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반영한 새 교과 교육과정이 2015년 하반기
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므로, 향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
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융합형 교육프로그
램인 ‘초등학교 사회수학’, ‘중학교 사회수학’, ‘고등학교 사회수학’은 pdf파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손쉽게 융합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도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학교 선생님들, 협의회, 검토 등에 흔쾌히 협조해 주신 초･중
등학교 선생님들과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
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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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속한 사회 변화와 예측이 어려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미래 사회가 도래해도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새롭고 유의미한 지
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 창의･융합형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국가적 현안과 불확실성이라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가 요구되는 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융합교육은 영재를 대상으로 한 융합인
재교육(STEAM)이 주로 적용되어 왔고, 주로 과학교과 위주로 개발 된 사례가 많아 실제
일반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특성 및 융합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고, 실제 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일반 학생에게 적
용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교과 내용 간의 융합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함께 고려하여 인성교육과 종합적 문제해결력 향상, 영감
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을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는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학교
수준,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 것
이다. 특히 초･중등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모형 정립 및 프로그램 구성 요
소 개발을 통해 향후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준거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향후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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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반영한 교과 교육과정이 2014년 10월부터 개발을
추진하여 2015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교육부, 2014.09.24.
보도자료: 6)이므로 인문･사회･수학 교과에 대한 향후 교과교육과정 개발에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향후 융합교
육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
Ⅱ장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개념과 핵심역량을 분석하고, 기존 융합교육 현황에 대
한 분석을 바탕으로 융합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한 결과 창의융합형 인재는 ‘창의인재’와 ‘융합인재
가’ 결합하여 생성된 용어로 ‘창의･융합형 학문적 역량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 간의 연관성
에 대해 이해하며 새로운 융합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로 정의하
였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역량 역시 융합인재의 핵심역량을 중심에 두고 창의 인재의 핵
심역량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창의인재의 인지영역의 핵
심 역량은 민감성, 독창성, 유창성, 유연성, 정교성 등이며, 정의적 영역의 핵심 역량은
인내심, 개방성, 자발성, 집중성 등이며, 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은 전공지식의 융합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과 협력 역량, 감성적 역량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을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협력 역량, 전공지식 융
합 역량, 감성적 역량으로 구성되며, 각 역량의 하위 요소들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융합교육 현황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융합교육에 대한 논의는 주로 ‘융합인재교
육(STEAM)’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초기에는 정부주도로 일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영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속적
으로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융합인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
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미래형 과학교실’, ‘융합인재교육 리더스쿨’, ‘생활과학교실’, ‘아
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융합인재교육 사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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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인재교육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특성과 융합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융합교육은 창의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
면이 고루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융합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
초･중등학교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
였다. 조사영역은 융합교육의 필요성 및 이해도,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 융합교육 실행 경
험 등이었다. 조사 대상은 학교급과 지역규모를 유층으로 하여 유층별로 각각 모집단 학
교 수의 3%를 무선표집 후(총 319개교), 각 학교별로 약 8명을 군집 표집하여 총 2,552명
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703명이
응답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문항별 빈도 분석 및 조사 대상별 교차분석을 하였다. 교사들
의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으며, 융합교육
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을 구안하는데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교사들은 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초등학교 69.1%,
중학교 60.1%, 고등학교 58.7%). 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
들이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선택하였다.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 교사 중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매우 적었다(초등 3.9%,
중등 5.7%). 특히 5년 미만 저경력 교사의 경우 용어를 들어본 정도(초등 36.6%, 중등
40.7%)거나 혹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초등 8.5%, 중등 5.4%)가 많아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양성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융합교육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경위에 대해
서는 가장 많은 교사들이 ‘교원연수’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
상 초등학교 교사의 91.1%, 중등학교 교사의 86.7%가 융합교육을 위한 현직교사 대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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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에 참
여할 의향을 물은 결과 초등교사 전체 응답자의 85.7%, 중등교사 전체 응답자의 77.8%가
참여할 의향을 보였으며, 융합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까지
참여의향이 높게 나왔다.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를 보면 융합교육 관련 경험자와 비경험자
의 차이가 있었다. 경험자들은 주로 ‘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연수 내용
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비경험자들은 주로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조건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초등학교 교사 응답자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마련’을, 중등학교 교사들은 ‘프로그램 개발 모듈 제시’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융합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교사수준에서의 융합교육 개
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로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융합교육 실행 시 예상되
는 어려움으로 기존 교과 수업의 진도 부담과 학업성적관리제도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에 융합교육이 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융합교육 실행 방법을 물은 결과 융합교육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들 34.8%가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 수업에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교사(33.5%)들이 ‘동료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 수업에서’ 적용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융합교육관련 경험이 있는 교
사의 경우는 ‘동료 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 수업에서’ 융합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비율
이 가장 높은 것(37.9%)로 나타났다. 융합교육 경험이 없는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가장
많은 교사(36.7%)들이 ‘동료 교사와 방과후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음으로 많
은 교사(33.6%)들이 ‘동료 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 수업에서’ 융합교육을 실행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실제 융합교육을 실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 실제 실행한 방법
은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수업에서’ 적용한 사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초등
학교 73.3%, 중등학교 55.6%).
융합교육에 적합한 학년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나 중등학교 교사 모두 적합한
학년군이 따로 없이 동일하게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초등 37.6%, 중등
39.8%). 그러나 융합교육이 적합한 시간에 대하여 물은 결과 학교급별로 융합교육이 적
합한 시간대가 달랐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정규교과수업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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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관련 경험은 있으나 수업 경험은 없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38.4%)
보다는 ‘정규교과수업 과정’(58.9%)에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
았다. 반면에 중등학교의 경우 융합교육에 적합한 시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7.3%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융합교육을 실행해 본 중등학교 교사
들의 경우 ‘정규교과 수업 시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비율이 경험 41.4%, 무경험 33.1%
으로 나타나 중등학교에서도 정규교과에서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융합교육을 실
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실행한 교과목을 물은 결과 과학과 미술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융합교육이 융합인재교육
(STEAM)의 영향으로 과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교사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시사점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과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으로 나누어 제
시하였다.
먼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융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양성교
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교
원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이 융합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교사 수준에서의 개발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
야 한다. 여섯째,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 시에 융합교육이 가능
하도록 교과 내용량의 축소와 국가 교육과정에서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
이 필요하다. 일곱째,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융합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여덟째, 학교 현장에서 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협력적 교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교육은
학생 수준에 맞게 적절한 교수학습을 구안할 경우 모든 학년에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의 우선 순위는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 중등학교의 경우 1학년용을 먼
저 개발하도록 한다. 둘째,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정규교과 수업시간이나 창
의적 체험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셋째, 보다 다양한 교과에 대한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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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연구진 중 교과 전문가가 초등학교용 개발팀과 중등학교용
개발팀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교사대상 요구조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당화 조사를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의 자세한 내용은 별책부록에
제시하였으며, Ⅳ장에는 해당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첫째, 인문학적인 기반 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각 교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강,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
였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종합적 문제
해결력 향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 ‘인성교육’을 추구함으로써 동기유발을 촉
진하고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비판적 사고 함양을 강조하였다. 넷째, 교육내용은
수학과를 기반으로 사회과목을 융합한 ‘사회수학’이 개발되었다. 요구조사 결과 과학과 사
회과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기존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과학과 미술을 기반으로 한 것
이 많고, 보다 다양한 교과 간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교과 군인 수학과 사회과를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수학보다는 국어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문･이과 융합형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수학과를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융합교육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
램을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적용해 보고 사전사후 검사와 설문조사,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에서의 타
당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들은 이후 초등학교 학생들은 융합수업에 대해 긍정적
인 표현을 보였다. 특히, 수업을 받은 후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눈에 띄
게 늘었다. 이를 통해 일반 수업에의 적용 가능성과 수학 부진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수학과 학습에 대한 재인식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시사점은 첫째, 실생활 연계형 소재를 통한 지
식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의 교사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융합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때 새로운 융합교육

viii

초 ･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과의 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선호도 조사를 추가하여 자료를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정책적 제안으로는 첫째, 융합교육에 대한 현장 교사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둘째,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융합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셋째, 융
합 수업의 시수확보를 위한 일정시간의 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이 융합교육 프로
그램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찾고 적용되기를 장려해야 한다 등이다.
중학생들의 경우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들은 이후 수학에 대한 자신감 보다는
사회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과 사회교과에 대한 태도
와 가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모두
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사회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수업 전후로 변화가
없었으나 사회교과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였다. 융합교육 프로그램 수업 이후 고등학생들
은 수학을 통해 자신의 생활과 사회문제와의 관련성을 생각하는 반응이 늘어났으며, 수학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과 사회수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등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 타당성 평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
합교육을 새로운 교과목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둘째, 융합교육을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사용할 수있다. 셋째, 1단위용 교과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선택형 교과목의 다양화를 시도
할 수 있다. 넷째, 향후 문이과 융합자료 개발이나 교육과정 개발 시에 현재의 자료를 참
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융합교육 자료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교과목
의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한다. 여섯째, 자료의 형태보다 교사의 수업방식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므로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연수가 필요하다. 일곱째, 융합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의 전공자들이 공동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융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단계에서 학생의 선호도 조사가 필요하다.
타당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사회수학’, ‘중학교 사회수학’, ‘고등학교 사회수학’의 3종을 개발하여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pdf 파일로 제작하여 초･중등학교에서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5~6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수업 시간에 담임교사가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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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정규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용가능하며, 한 교과 교사가 실시해도 무방하나 수업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팀티칭 할 것을 제안한다.

▣ 결론 및 제언
Ⅴ장에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선행연구 분석 및
교사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과 융합교육 활
성화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영재가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중등학교 융합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할 때 각 교과 내용들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넷째, 융합교육 프로그
램의 내용은 이미 학습한 내용이나 실생활과 연계된 소재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국가수준, 시･도교육청 수준, 학교 및 교사
수준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 수준에서는 첫째,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시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내용량을 대폭 축소하여 개발하도록 한다.
둘째,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서를 개발한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창의융합형 교과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이수 단위를 지정한다. 넷째, 다
양한 창의･융합형 선택과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업성
적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융합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의 융합교육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교사자격
증의 표시과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덟째,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를
확대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첫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개발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융합교육 베스트 프랙티
스를 발굴･공유하고, 교사들이 융합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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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시･도교육청 수준의 융합교육 발표대회나 포럼 등을 개최한다. 셋째, 교사수준에
서 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교사 업무 경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야 한다. 다섯째, 시･도교육청 내에 융합교육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학교 및 교사 수준에서는 첫째,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융합교육 연수를 기획한다.
둘째, 협력적이고 허용적인 교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직까지 영재가 아닌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융합교육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융합교
육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도 제한적이며 융합교
육을 하지 않아도 국가 교육과정 준수에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의적 역량과 인
지적 역량이 균형을 이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는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수준에서 큰 어려움 없이 융합교육을 시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융합교육이 확산되고 실제 융합교육의
취지를 살리는 등 융합교육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교사나 예비교사들의 융합
교육 역량이 절대적인 선결 조건이다. 아울러 국가수준에서 융합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나 관심이 뒷받침 된다면 융합교육은 사회적 힘을 얻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
한다.

❑ 주제어: 창의･융합형 인재, 융합교육, 융합교육 프로그램, 사회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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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속한 사회 변화와 예측이 어려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미래 사회가 도래해도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새롭고 유의미한 지
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 창의･융합형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엔진이 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창조경제 구현’으
로 정하고 7대 실천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2013년 4월 4일
조선일보 기사)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
는 교육내용,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모색
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법 중에서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한 이유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당면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과적 학문에 기초한 지식이나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학문들 간의 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다. 선행연구에서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교육의 내용이 인성교육, 가치
교육, 미래융합형 내용, 핵심역량 기반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정미경
외, 2013: 120-123). 융합교육이 미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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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미국의 STEM
교육, 영국의 CP프로젝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융합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시작된 융합인재교육(STEAM)이 미래부 및 교육부에서도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계속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2014년 교육부 업무
보고(교육부, 2014: 3) 에서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2014년 9
월 24일에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되었다.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국가적 현안과 불확실성이라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와 같은 창의･융합형 인재가 요구되는 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융합교육은 영재를 대상으로 한 융합인재교육
(STEAM)이 주로 적용되어 왔고, 주로 과학교과 위주로 개발 된 사례가 많아 실제 일반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특성 및 융합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제 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2015 문･이과 통합
형 교육과정’의 경우 융합교육은 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모든 학생이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공통과목을 신설함으로써(교육부,
2014.09.24. 보도자료: 2)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에 고등학교
를 포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교과별로 인문 요소를
강화하고, 예술･체육 교육을 확대하고 한자 교육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교
육부, 2014.09.24. 보도자료: 3). 따라서 융합교육에 대한 내용은 교과 교육과정 개편
시 교과 내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일반 학생에게 적
용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교과 내용 간의 융합만이 아니라 학습
자의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함께 고려하여 인성교육과 종합적 문제해결력 향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을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는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현재
의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학교 수준,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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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특히 초･중등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이론
적 모형 정립 및 프로그램 구성 요소 개발을 통해 향후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준거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향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반영한 교과 교육과정이 2014년
10월부터 개발을 추진하여 2015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교육
부, 2014.09.24. 보도자료: 6)이므로 인문･사회･수학 교과에 대한 향후 교과교육과정 개
발에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향후 융합교육을 위
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가. 연구 문제
앞에 기술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가?
둘째, 초･중등학교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는 무엇인가?
셋째, 초･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
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넷째,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나. 연구 내용
위에 제시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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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론적 기초
창의･융합형 인재의 개념이 무엇이며, 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교육이 필
요한지,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모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한다.

○ 창의･융합형 인재의 개념
○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 융합교육 현황
○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모형

2)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 또한 융합교육 활성
화 방안 구안을 위해 교사들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다.

○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도
○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
○ 융합교육 경험

3) 초･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초･중등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과 방향
○ 프로그램 적용 수업 모형 개발
○ 교수-학습자료 개발
○ 평가 자료 개발

4) 초･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의 타당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내용의 적절성, 학습자 발달 수준
의 부합 여부, 학습자 참여 유발 정도,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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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평가
○ 수정･보완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창의･융합형 인재의 개념과 특성,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
초 마련 및 내용 구성을 위하여 국내･외 융합교육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운영
교육과정 및 융합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과 연구 내용
○ 개발한 프로그램 구성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

다. 설문조사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또한 융합교육 활성
화 방안 구안을 위하여 교사들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1) 조사 도구
조사 도구는 문헌 분석 결과와 전문가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조사 내용 영역은 다음 <표 Ⅰ-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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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설문조사 내용 영역
구분

내용 영역

융합 교육에 대한
인식

융합 교육
실행경험

8

초

중

고

재직 학교급

○

○

○

재직 학교 소재지

○

○

○

○

○

담당 교과

대상 배경변인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학교급

교육경력

○

○

○

최종학위

○

○

○

융합 교육과 관련된 경험

○

○

○

융합 교육에 대한 정의

○

○

○

융합 교육의 필요성 여부

○

○

○

융합 교육의 필요성 이유

○

○

○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

○

○

○

융합 교육관련 정보 습득 경위

○

○

○

융합 교육 적합 학년군

○

○

○

융합 교육 적합 수업 시수

○

○

○

융합 교육 실시 시간

○

○

○

융합 교육을 적용하기에 바람직한 수업 유형

○

○

○

융합 교육 적용 시 예상되는 내적 어려움

○

○

○

융합 교육 적용 시 예상되는 외적 어려움

○

○

○

융합 교육 활성화에 중요한 조건

○

○

○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

○

○

예비교사에게 융합 교육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

○

○

융합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의 필요성

○

○

○

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참여 의향
융합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융합 교육 실시 경험

○
○
○

○
○
○

○
○
○

융합 교육 실행 이유

○

○

○

융합 교육 실시 대상 학년

○

○

○

융합 교육 실시 과목

○

○

○

융합 교육 실행 수업 과정

○

○

○

융합 교육 실시 수업 유형

○

○

○

융합 교육 운영 방법

○

○

○

실시 융합 교육 평가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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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은 학교급과 지역규모를 유층으로 하여 유층별로 각각 모집단 학교 수의 3%
를 무선표집 후(총 319개교), 각 학교별로 약 8명을 군집표집하여 총 2,552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703명이 응답하였으며
(<표 Ⅰ-2> ~ <표 Ⅰ-4> 참조), 조사결과는 문항별 빈도 분석 및 조사 대상별 교차분석
을 하였다.

<표 Ⅰ-2>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조사규모

조사방법

교사

학교급(초･중･고등학교)와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유층으로 하여 유층별로 각각 모집단 학교 수의 3%를 무선표집 후(총
319개교), 각 학교별로 약 8명을 군집표집하여 총 2,552명

온라인조사

<표 Ⅰ-3> 조사 대상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합

학교 수

표집학교 수

대도시

1,662

50

중소도시

1,738

52

읍면

2,513

75

합계

5,913

177

대도시

989

30

중소도시

945

28

읍면

1,225

37

합계

3,159

95

대도시

485

15

중소도시

587

18

읍면

453

14

합계

1,525

47
319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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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 조사 대상 학교와 교원 수 및 회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회수

회수

회수

회수

대도시

365

212

113

690

중소도시

254

139

102

495

읍면지역

295

162

61

518

전체

914

513

276

1,703(66.7%)

라.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은 외부 공동연구자가 각각 중등학교 프로그램 개발팀과 초등학교 프로그램
개발팀을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개발진은 본 연구의 연구진과 교과 전문가, 학교 현장 교
사로 구성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 수업 모형 개발
○ 교수-학습자료 개발
○ 평가자료 개발

마. 타당성 평가 조사
프로그램 개발 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현장 적용
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1) 초등학교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가) 조사 대상
초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은 5학년 1개 학급과 6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각각 수
학교과 정규수업 시간에 6시간씩 적용하였다. 타당성 평가 조사는 수업 적용 학급의 학생
과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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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5> 초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타당성 평가 대상
학교명

학생수

○○
초등학교

교사수

학년

교재 내용

수업 시수

특징

6

5학년 정규 수학
수업

6

6학년 정규 수학
수업

23

1

5

초등학교 5
평면도형의 넓이, 여러 가지
단위

25

1

6

초등학교 6
비율 그래프

나) 조사 방법
초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실제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조선에서 날아온 넓이 이야기: 사회수학’과 6학년 ‘선거와 경제로 알아보는 그래프 이야
기: 사회수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적용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설
문조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조사 내용과 심층면담 내용은 다음 <표 Ⅰ
-6>, <표 Ⅰ-7>과 같다.

<표 Ⅰ-6> 사전･사후 조사 내용
영역

내용
수학을 배우는 이유
수학에 대한 효능감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시간에 대한 불안
수학에서 계산의 중요성
수학 학습의 목적
수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
‘수학’에 대한 선입견
학습내용 이해도에 대한 인식
수학교육의 창의성 신장과의 관계

수학에 대한 이해

수학학습의 효과
수학학습의 장점
수학학습의 단점
수학과 다른 교과 또는 실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수학에 대한 관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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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수학과 다른 과목 및 생활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지
수학학습의 전이 효과

융합과 연결성

수학학습의 전이 효과에 대한 인식
수학에 대한 흥미 변화
수학을 통해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 확장

실생활에의 적용에 대한 인식

수학학습 전이 효과에 대한 인식

* 진한 글씨는 사후 조사에만 해당됨

<표 Ⅰ-7> 심층면담 내용 영역
영역
수학에 대한 태도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
실생활에의 적용에 대한 인식

또한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들에게는 수업일지를 작성하
도록 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업일지에는 수업자의 입장에서 본 연결성 및 융합적
사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인식) 변화, 기타 의견 등
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다. 실험수업 일정 및 사전사후 검사 일정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Ⅰ-8> 수업 진행 및 사전사후 검사 일정
구분

검사 일정

사전검사

▪ 일시 : 7월 2일(수) 3교시 10시 40분 ~ 11시 20분
▪ 대상학교 : 서울○○초등학교
- 실험반 1개반(23명)
- 비교반 1개반(23명)
▪ 시험 진행 및 감독 : 장○○선생님 / 김○○ 선생님

실험수업
진행

▪ 일시 : 7월 7일(월) ~ 7월 18일(금) [총 6차시]
▪ 대상 : 실험반 1개반(23명)
▪ 수업진행 : 장○○ 선생님, 어○○ 선생님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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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학년

검사 일정

사후검사

▪ 일시 : 7월 23일(수) 3교시 10시 40분 ~ 11시 20분
▪ 대상학교 : 서울○○초등학교
- 실험반 1개반(23명)
- 비교반 1개반(23명)
▪ 시험 진행 및 감독 : 장○○ 선생님 / 김○○ 선생님

사전검사

▪ 일시 : 7월 1일(화) 3교시 10시 40분 ~ 11시 20분
▪ 대상학교 : 서울○○초등학교
- 실험반 1개반(25명)
- 비교반 1개반(27명)
▪ 시험 진행 및 감독 : 김○○ 선생님 / 이○○ 선생님

실험수업
진행

▪ 일시 : 7월 7일(월) ~ 7월 18일(금) [총 6차시]
▪ 대상 : 실험반 1개반(25명)
▪ 수업진행 : 김○○ 선생님

사후검사

▪ 일시 : 7월 22일(화) 3교시 10시 40분 ~ 11시 20분
▪ 대상학교 : 서울○○초등학교
- 실험반 1개반(25명)
- 비교반 1개반(27명)
▪ 시험 진행 및 감독 : 김○○ 선생님 / 이○○ 선생님

2)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가) 조사 대상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Ⅰ-8>과 같이 중학교 2학년 2개 학급, 고
등학교 2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등학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중에 개
발 자료를 모두 적용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는
중학교 3시간, 고등학교 2시간만 적용하였다. 대신 융합교육 수업을 받고자 자원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1학기가 모두 끝난 2014년 7월 말에 중학교 1개 학급, 고등학교 1개 학급을
별도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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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9>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타당성 평가 대상
학교명

학생수

학년

교재 내용

수업 시수

특징

S중학교

35

2

중학교 3
(자연재해와 문제해결)

3

2학년
정규수업

J중학교

12

2

중학교 3
(전범위)

17

2학년
실험수업

42

2

고등학교 3
(정보윤리와 수학)

2

문과 2학년
정규수업

26

2

고등학교 3
(전범위)

17

이과 2학년
실험수업

H고등학교

나) 조사 방법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검
사,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였다
(<표 Ⅰ-10>, <표 Ⅰ-11> 참조).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의 경우 고등학교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사전사후 조사
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 실험군(J중학교)만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대조군
의 경우 실험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방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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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0> 사전 및 사후 조사 내용
영역

내용
수학에 대한 자기 효능감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시간에 대한 불안
수학에서 계산의 중요성
수학에서 공식 암기의 중요성
수학학습의 가치

수학에 대한 이해

수학의 기능
사회과에 대한 자기 효능감
사회과에 대한 흥미

사회에 대한 태도

사회시간에 대한 불안
사회에서 암기의 중요성
사회과 학습의 가치

사회에 대한 이해

사회과의 기능
수학과 다른 과목 및 생활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지

융합과 연결성

사회과와 다른 과목 및 생활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지
사회수업의 만족도
수업에 참여도

수업에 대한 태도

협동수업에 대한 태도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표 Ⅰ-11> 만족도 조사 내용
영역
사회수학에 대한 태도
사회수학에 대한 이해
융합과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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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2> 실험수업 및 사전사후 검사 일정
구분

중학교

고등
학교

검사 일정

사전
검사

▪ 일시: 7월 11일(금) 오후 4시 ~ 4시 40분
▪ 대상학교: J중학교
- 실험반 1개반(15명)
- 비교반 1개반(15명)
▪ 시험 진행 및 감독: 이○○ 선생님

실험
수업
진행

▪ 일시: 7월 23일(수) ~ 26일(토) [총 17차시]
▪ 대상: 비교반 1개반(15명)
▪ 수업진행: 김○○, 김○○, 이○○, 모○, 백○○

사후
검사

▪ 일시: 7월 28일(월) 오전 9시 ~ 9시 40분
▪ 대상학교: J중학교
- 실험반 1개반(15명)
- 비교반 1개반(15명)
▪ 시험 진행 및 감독: 이○○ 선생님

사전
검사

▪ 일시: 7월 11일(금) 오후 4시 ~ 4시 45분
▪ 대상학교: H고등학교
- 실험반 1개반(25명)
- 비교반 1개반(25명)
▪ 시험 진행 및 감독: 최○○ 선생님

실험
수업
진행

▪ 일시: 7월 28일(월) ~ 31일(수) [총 17차시]
▪ 대상: 비교반 1개반(25명)
▪ 수업진행: 오○○, 최○○, 정○○, 김○○

사후
검사

▪ 일시: 7월 31일(수) 오후 3시 ~ 3시 45분
▪ 대상학교: H고등학교
- 실험반 1개반(25명)
- 비교반 1개반(25명)
▪ 시험 진행 및 감독: 최○○ 선생님

수업은 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을 활용한 수업임을 공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학교별 하루 평균 2~3시간의 융합교육시간을 진행하였다. 개발 내용은 사회 내
용이나 수학 내용이 2학년을 모두 마친 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나 학교
에 따라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배운 내용일 수도 있고 선행인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1학년에 학습 한 내용 외에는 모두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가정하고 수
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교재 내용 역시 1학년 공통 학습 내용 외에는 새로운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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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수업을 직접 실시한 교사들과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질문내용은 사회수학의 자료
의 가치, 수업 진행시 어려운 점, 본 개발 자료가 기존 사회과의 성취 기준이나 성취수준
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으며 반구조화된 면담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추진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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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융합형 인재의 특성
가. 창의･융합형 인재의 개념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가 강조되면서 창의적으로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신산업을 창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IT와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각 산
업과 문화를 융합시켜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1)”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이 창의･융합 인재는 현재 및 미래 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인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OECD는 창의적 인재에 대하여 지적인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질적인 혼성 집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
며,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여러 가지 창의성 개념
을 분석하여 창의성의 개념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백윤수 외, 2012: 7; 이미경 외,
2011: 78-79). 그들이 분석한 개념을 창의적 인재에 대입시켜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
지로 창의적 인재 개념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창의적 인재는 발산적 사고나 수렴적 사
고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둘째, 창의적 인재는 복잡한 인지 과
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복잡한 인지 과정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를 수
집하고, 다양한 방안을 조합하며, 해결책을 생성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진
다. 셋째, 창의적 인재는 독특한 성격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성격이나 동기는

1) 박근혜대통령의 뉴욕동포 간담회(2013.6.5) 내용 중에서 발췌함.
출처: http://www.dailian.co.kr/news/view/338014 (2014.10. 2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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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식에 개방적이고, 기회에 민감하며,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기존 절서에 질문하
는 등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창의적 인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창의적 인재를 천재적 속성을 가진 인재로 보기보다는 일반인도
노력하고 교육을 받으면 가질 수 있는 개인의 인지 속성으로 보는 경향이 강조 되고 있다.
이정모(2011)에 의하면 창의성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어떤 인지적 또는 감성적 특성,
혹은 어떤 무의식 속에서의 신비한 처리 작용이 아니라, 일반 사람 모두가 가지는 인지라
는 심적 작용, 인지 작용의 한 하위 개념이다(이정모, 2011: 20). 그러므로 창의적 인재는
천재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교육을 통하여 지닐 수 있는 인지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융합형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새롭고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융합
적 사고’가 필수이다(이경진, 김경자, 2012: 56).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기
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미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창의성과 기술 혁신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이승우 외, 2013: 36).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융합(convergence)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는 일,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통일된 감각을 일으키는
일”로 정의된다. 또한 신동희(2011: 21)에 의하면 현재 통용되는 융합의 정의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융합은 첫째, 학문 간의 협동이나 협업관계를 의미하는 학제(學際), 둘
째, 혼합 또는 합성을 의미하는 퓨전(fusion), 셋째, 수렴, 넷째, 지식의 통합을 지향하는
통섭(統攝)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합형 인재는 “자신의 전공분야 이외에도 다방면의 전문 지식과 기술
을 골고루 갖추어, 자신의 전공분야와 더불어 인적분야에 대한 기본지식과 일정수준의 기
술을 보유한 인재(김홍기, 2003: 88-89)”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 또는 일상적 수준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융합적
사고 소양 등 다수의 재능영역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노진아, 2011: 65).”고 정의되기도
한다.
창의와 융합을 조합한 창의･융합인재는 보유 재능 및 융합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체화형 융합인재는 다수의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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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재능을 동시에 표출한다. 둘째, 활용형 융합인재는 보유 재능이 단일 분야
이고 본인이 주체가 되어 다른 분야의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셋째, 참여형 융합인
재는 융합의 주체가 타인이며, 보유 재능은 과학, 예술적 재능 중 한 가지를 소유하고 있
고,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에 참여하여 융합된다(김왕동, 2012:101-102). 융합형 인
재는 다양한 재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타인과 융합할 수 있는 인재이며, 그러한 과정
을 통해서 기존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창의･융합형 학문적 역량을 가지
고, 다양한 지식 간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며, 새로운 융합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 할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창의･융합형 인재는 ‘창의 인재’와 ‘융합 인재’가 결합하여 생성된 용어다. 그러므로 창
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창의 인재의 역량과 융합 인재의 역량
을 구분하여 분석한 뒤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합
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창의 인재의 역량과 융합 인재의 역량을 먼저 분석하고, 창
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창의 인재의 핵심 역량
창의 인재의 핵심 역량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창의 인재의 핵심 역량 가운데 인지적인 측면을 밝히고 있는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Hollands(1972: 22)는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
는 유연성(flexibility),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개선하는 정교성(elaboration), 짧은 시간
에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유창성(fluency), 참신하거나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독
창성(originality), 표준화된 방법을 비판해보는 민감성(sensitivity) 등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고 있다. 또한 Haylock(1987: 63)은 유창성(fluency: 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음), 유
연성(flexibility: 해답의 범주가 넓음), 독창성(originality: 해답의 발생 빈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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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appropriateness: 해답이 적절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허경
철 등(1991: 41)이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연구’에서 창의 인재의 핵심 역량 가운데
인지적인 측면을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김홍원
등(1997: 23)은 ‘수학 영재 판별도구 개발 연구’에서 수학 영역에서 창의 인재의 핵심 역
량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인지적 측면의 핵심역량은 민감성, 독창성, 유창성, 유연성,
정교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민감성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제를 민감하게 알아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해결 방법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독창성은 다른 사람들
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창성은 정해진
주제 내에서 많은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의미하며, 유연성은 남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교성은 해결 방법에 세부적
으로 뼈와 살을 붙여 더욱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의적 측면은 창의적 태도를 강조하는 경우이다. 허경철 등(1991: 42)은 창
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자발성, 독자성, 집착성, 호기심 등 네 가지로 구분하
고 있다. Lubart(1994: 309-310)는 창의적인 사람은 인내심, 끈기, 개방성, 위험을 감수
하려는 의지, 자신을 믿고 확신하는 용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Cropley(2000:
77)는 창의적인 사람은 목표지향성, 과제나 영역에 대한 열정, 끈기, 위험 감수, 불균형에
대한 선호, 복잡성에 대한 선호, 질문하고 싶은 의지,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의지, 타인에
게 자문해 주고 싶은 의지, 관습을 뛰어 넘으려는 욕구 등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창의 인재의 정의적 측면의 핵심역량은 인내심, 개방성, 자
발성, 집중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내심은 문제 해결과정이 어렵고 따분해서 그만두
고 싶은 경우에도 참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개방성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문제 해결방법이라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며, 자발성은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집중성은 다른 일에 흥미가
분산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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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
융합 인재에 관한 내용은 보통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이라고 불리는 융합인재교육에서 다뤄지고 있다. 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은
창조와 혁신, 소통,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개척해나가는 능력, 자신 및 타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회 문화 등을 이해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백윤수 외, 2012:
19).
백윤수 등이 제기한 융합인재의 핵심 역량은 창의, 의사소통, 내용융합, 배려로 구성된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Ⅱ-1> 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 및 요소
핵심 역량

인재상

하위 역량 요소

창의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창의력, 문제해결력, 문제확인능력,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의사결정능력, 평가능력

소통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언어적 소통, 시청각적 소통, 학문적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소통
하는 태도, 협력하는 태도

내용융합

융합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인재

다양한 지식의 이해, 다양한 지식간의 연결성 및 연관성에 대한 이
해, 새로운 가치적 관점의 융합 지식의 창출, 용합 지식의 활용

배려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인재

자기애, 자신감,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
존중, 다문화 이해, 감성

*출처: 백윤수 외(2012: 22)

창의 역량에는 의사결정능력이나 평가능력도 포함되며, 소통 역량에는 협력하는 태도
도 포함된다. 내용융합 역량에는 다양한 지식의 이해가 포함되며, 배려 역량에는 자아정
체감이나 자아효능감도 포함된다.
한편 이재분 등(2011: 34)은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핵심역량을 ‘전공능력’,
‘사고력’, ‘윤리의식’, ‘소통력’의 4개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공능력’ 차원에는 전공
관련 지식 역량과 연구기술 역량이 포함되고, 사고력 차원에는 분석적 사고 역량, 통합적

Ⅱ.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

25

사고 역량, 창의적 문제 발견･해결 역량이 포함되며, 윤리의식 차원에는 윤리･책임 의식
역량이 포함된다. 그리고 소통력 차원에는 소통･협업 능력, 리더십 역량이 포함된다.
위의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전자의 창의 역량이 후자의 사고력과 유사하고,
전자의 소통 역량은 후자의 소통력과 같으며, 내용융합 역량과 전공능력이 유사하고, 배
려 역량은 윤리의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핵심 역량과 매우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조대연 등(2008: 60)은 미래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으로 목표수립능력, 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 및 협동능력, 사회적 참여 및 실천능력, 미
디어정보 처리 및 활용 능력 등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사회의 직업 세
계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연구한 임언 등(2008: 78)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대
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 자기관리 능력, 맥락
과 환경에 대한 이해능력 등을 제안하고 있다. 미래의 평생학습사회나 직업 세계에서 요
구하는 핵심 역량 가운데 의사소통능력은 공히 중요시 되고 있으며, 목표수립이나 문제해
결능력도 한 축을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핵심 역량과 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이 유사함을 볼 때 융합 인재는 미래
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은 전공지식의 융합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과 협력 역량, 감성적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창의･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
창의･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은 창의 인재의 핵심 역량과 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이 합쳐
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융합 인재의 역량에 창의성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 인재의 역량 가운데 창의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두 낱말을 조합할 때 새로운 낱말의 개념에서 뒤에 있는 낱말이
핵심을 차지한다는 것에서도 추정해볼 수 있다. 즉, ‘교육행정’이라는 용어는 교육을 소재
로 하는 행정이라는 말로 뒤쪽에 위치한 행정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행정교육’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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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정을 소재로 하는 교육이라는 말로 뒤쪽에 위치한 교육이 중심이 되는 의미를 갖는
다. ‘교육행정’에서는 교육을 빼고 ‘군사’라든지 ‘병원’이라는 소재를 가져와도 중심에 위
치한 행정은 살아남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창의･융합’이라는 말은 창의를 강조하
는 융합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창의･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은 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을 중심에
두고 창의 인재의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론적으
로 창의･융합 인재의 핵심역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Ⅱ-2> 창의･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과 하위 역량 요소
핵심 역량

하위 역량 요소
인지적 측면

민감성, 독창성, 유창성,
유연성, 정교성

정의적 측면

인내심, 개방성
자발성, 집중성

인지적 측면

언어적･시청각적 소통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리더십 능력

정의적 측면

소통하는 태도 , 협력하는 태도

전공지식 융합 역량

인지적 측면

지적 능력, 지식 간의 연결 능력,
융합 지식의 창출 및 활용 능력

감성적 역량

정의적 측면

자아효능감, 윤리의식, 책임의식,
타인을 위한 배려 능력, 타인 존중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협력 역량

창의･융합인재의 핵심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협력 역량, 전공지식 융합 역량,
감성적 역량으로 구성되며, 각 역량의 하위 요소들은 <표 Ⅱ-2>와 같이 인지적 측면과 정
의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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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교육 현황
융합교육에 대한 논의는 주로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펼쳐지
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펴낸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생애 주기별 지원 전략으로
초･중등교육에서 STEAM교육을 강화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
록 학습내용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구조화
둘째, 출연(연)･대학･학회･기업･외국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교사･학생
대상 현장 연수･체험 프로그램 운영
셋째, 첨단기기･장비를 활용해 흥미, 학습효과, 첨단기기에 대한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형 과학기술 교실과 수업모델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010: 34).

이후 융합인재교육은 초기에는 정부주도로 일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영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학교 현장
에 확산하고자, 16개의 연구시범학교를 정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손정우, 2012: 20).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는 융합인재교육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인성과 감성을 함양
하기 위하여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된 내용을 적절한 수준
으로 도입하여 지도하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손정우, 2012: 29). 2009개
정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과학 교과서에 10%이상의 융합인재교육 단원을 교과서에 직
접 제시하고 있다(서영선, 2014: 6). 또한 정부는 초등학교의 융합인재교육을 교과내 블
록타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의 융합인재교육은
STEAM 관련 교과 수업이나 창체 및 방과후학교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학교급 및 유형
별 수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교과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수학은 주입식･암기식 교육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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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 체험･탐구활동을 강화하며, 기술･가정은 첨단과학기
술 및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기술･공학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이재
분 외, 2011: 62). 전국 융합인재교육의 초등 및 중등 프로그램을 분석한 이재분 등(2012:
73)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소재나 학생의 흥미를 반영한 소재를 선택하여 새로운 장치나 기구를 만드는 학습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수학 및
과학적 개념을 탐색하는 주제로 확대되었으며, 에너지, 건축 등의 소재를 가지고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장치나 기구를 만드는 학습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주희(2012: 133)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수업의 형식을 분석
했는데, STEAM교육교사연구회는 과학시간과 다른 교과목 시간의 팀티칭 또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적용을 하였고, STEAM교육시범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의 과학, 기술, 미술,
수학 시간을 어느 한 요일에 배정하여 STEAM교육의 날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도 있
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교 내 융합인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미래형 과학
교실’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 미래형 과학교실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수업
모델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현재 미래형 과학교실은 전국에 32개교(초등학교 16
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2개교)가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융합인재교육 리더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융합인재교육 사례 확산을 위한 수
업모델 등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학, 수학, 기술･가정,
음악･미술에서 20% 이내로 수업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1개월에 1개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교 밖 융합인재교육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생활과학교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3).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116개 시군구, 1,128개 읍면동에 개설하여 운영하
2) 미래형과학교실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http://www.kofac.re.kr/www/business/k0305/k030507/k03050701/info.cms (2014.10.21 검색)
3) 생활과학교실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http://www.kofac.re.kr/www/business/k0301/k030120/k03012001/info.cms (2014.10.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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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100여명의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가 생활과학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청
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생활권내에서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험 및 탐구 중심
의 과학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생활과학교실은 창의과학교실, 가족과학교실, 나눔과
학교실, 공방형 과학교실로 나뉘는데, 창의과학교실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과학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실험, 체험, 탐구 중심의 수업이 진행된다. 가족과학교실은 주부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취미, 여가 등의 주제로 수업이 진행된다. 나눔과학교실은 사회
적 배려계층, 문화적 소외계층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수업으로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공방형 과학교실은 청소년 및 성인 대상으로 생활 속 아이디어를 이론 교육과 디지털 제
작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구체화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같은 기관에서 융합인재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
고 있는데, 2014년 현재 10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4). 각 기관은 교육기부 경험이 있는
대학, 출연(연), 기업들로 기관이 보유한 시설, 전문가 인력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이상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융합인재 교육의 현황이었다. 다음으로 영재
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인재교육을 알아본다. 영재교육 측면의 융합인재교육은
영재학급이나 과학영재교육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영재교육기
관은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융합인재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는 쉽지않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전반적인 운영 경향만 살펴보고자 한다.
영재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인재교육은 국가에서 지침이나 규정을 보급하고 있
지는 않으며,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에서 고등학교 저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제중심으로 단원이나 차시를 개발하고 있
다. 영재학급의 경우 별다른 지원이 없으면 교사 혼자 또는 동료교사와의 협업으로 융합
인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원의 경우는 담당 교수 및 관련 학문 분야의 교수
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분, 2012: 89).

4)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http://www.kofac.re.kr/www/business/k0305/k030505/k03050501/info.cms (2014.10.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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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창의･융합형 인재의 특성과 우리나라에서의 융합교육 현황을 살펴 본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창의성이 강조되는 융합교육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백윤수 외, 2012: 2). 융합 인재의 핵심 역량에 창의성 역량 이외에 여러 역량이 포함
되어 있지만 창의적 융합 인재를 강조하는 것은 융합교육에서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창의･융합 인재의 개념과 핵심 역량을 탐색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일치한다.
창의성이 강조되는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창의기법과 창의적인 학습도구 및 창
의적인 체험 활동개발이 중요하다(이승우 외, 2013). 그리고 창의성이 강조되는 융합교육
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주어야 한다. 그 조건은 ‘소통’과 ‘교감’을
통한 ‘몰입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학생, 교사, 동료, 기존의 지식내용, 사용매
체, 교실환경 등 간의 소통 또는 교감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경 외, 2011).

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고루 강조되는 융합교육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나
라는 좋은 대학 진학이나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인지적 측면의 성
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PISA 2012결과를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학 학습의 내적 동기(흥미, 즐거움), 자
아 효능감, 자아 개념 등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았으며, 불안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보도자료, 2013.12.3).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융합교육은 보
다 정의적 측면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가운데 정의적 측면에 해당하는 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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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서 인내심, 개방성, 자발성, 집중성 등이 있고, 소통･협력 역량에서는 소통하는 태도,
협력하는 태도가 있으며, 감성적 역량에는 자아효능감, 윤리의식, 책임의식, 타인을 위한
배려 능력, 타인 존중 능력 등이 있다. 창의･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에 이러한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다.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융합인재교육(STEAM)은 주로 영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권숙, 최선영, 2012;
송인섭 외, 2010; 이승우 외, 2013 등). 이를 영재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보통 수준의
학생들에게 모두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보통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한 수학적 원리를 활용한 융합교육을
한다고 할 때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들을 수 있
는 수업이라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사교육을 받아야 그 수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배제하고, 같은 수학적 원리를 학습하더
라도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보통 수준의 학생이 현재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창의･융합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 및 개인 주도
의 양방향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공유되고 보급 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교과를 통합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
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도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인력과 재원을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공유될 수 있는 인프
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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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중등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고 프로그램의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영역은 융합교육의 필요성 및 이해도,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 융합교육 실행 경험5) 조사
등이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 결과를 제시한다.

1. 초등학교 교사
각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응답자 전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일문항에 대하여
교사의 배경변인인 재직학교 소재지, 교직경력, 최종 학위, 융합 교육 관련 경험 유무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가. 융합 교육의 필요성 및 이해도
초등학교 교사가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필요한 이유, 이해도 및 정
보 습득 경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융합 교육의 필요성
융합 교육이 필요한 정도와 이유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융합교육 실행 경험이란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융합교육 수업을 한 경험을 의미한다.
6) 연수참여, 타교사 수업참관, 직접 운영, 서적이나 논문 탐색, 기타 등의 문항에 하나라도 표시한 교사는 ‘관련 경험이 있는
유’, 관련 경험이 없다는 문항에 표시한 교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무’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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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중 53.5%는 ‘필요’, 15.6%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8%는 보
통, 6.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3.5%의 응답자만이 융합 교육이 ‘불필요하
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림 Ⅲ-1] 융합 교육의 필요성(초등)

즉 전체 응답자의 69.1%가 융합 교육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응답 차이를 분석하여 보면 고경력, 고학력, 융합교육 관련 경
험이 있는 교사일수록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직 경
력이 5년 미만인 경우 응답자의 66%가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
답하고, 13.1%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반면, 20년 이상의 경우 응답자의 73.5%가 ‘필
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5.3%만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05). 최종 학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에 높은 응답비
율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나, 학사학위의 경우 67.1%, 석사학위 71.6%, 박사학위 85.7%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05). 융합 교육 관련 경험유무의 경우,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는 없는 교사에 비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
다(관련 경험 유: 74%, 관련 경험 무: 57.1%)( <.001). 또한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융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8.7%나 되는
반면,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1.7%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어 융합 교육 관련 경
험 유무에 따라 필요 정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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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융합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이 가장 많
은 가중치 점수를 받았으며 ‘실생활에서의 적용력 향상’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분과적 개념 위주 교육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유발’,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능력 증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 융합 교육 필요 이유(초등)

2)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도
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자신의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의 41.7%가 ‘연수 및 청강 경험’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29.5%가 ‘용어를
들어본 정도’, 21.4%가 ‘자료 및 매체로 경험’, 3.9%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3.4%는 융합 교육에 대하여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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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도(초등)

교직경력별로 보면 5년 미만 교사의 경우 ‘용어를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로 나타나, 응답 문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혀 들어본 적이 없
는’ 교사도 8.5%로 나타나고 있어 고경력 교사(예, 15년이상-20년미만: 1.3%)에 비해 높
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01). 최종학위에 따른 응답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박사학위
경우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학사학위 2.2%, 석사학위,
5.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001). 또한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
의 경우 ‘용어를 들어본 정도’(66.9%), ‘자료 및 매체 경험’(19.5%), ‘전혀 들어본 적 없
음’(10.9%), ‘연수 및 청강 경험’(2.7%)의 비율 순으로 나타난 반면, 관련 경험이 있는 교
사의 경우 ‘연수 및 청강 경험’(57.8%), ‘자료 및 매체로 경험’(21.8%), ‘용어를 들어본 정
도’(14.5%),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5.6%), ‘전혀 들어본 적 없음’(0.3%) 순으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001).

3) 융합 교육 관련 정보 습득 경위
융합 교육과 관련한 정보 습득 경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 전체 응답자의
57.0%는 ‘교원연수’, 23.6%는 ‘언론 및 연구 자료’, 11.4%는 ‘동료교사’, 5.0%는 ‘기타’,
3.0%는 ‘연구학교 재직’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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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융합 교육 관련 정보 습득 경위(초등)

대도시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교원연수’로부터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하고
(61.4%) ‘동료교사’의 경우(9.6%)와 ‘언론 및 연구 자료’(19.5%)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교원연수’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과반
수 이상이나(52.5%), ‘언론 및 연구자료’(28.1%), ‘동료 교사’(12.2%)를 통해서도 높은 비
율의 교사가 융합 교육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5년 미만
의 초임교사의 경우 고경력 교사에 비해 ‘교원연수’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의 비율은 낮
고(5년 미만: 45.8%, 5년이상-10년미만: 58.5%, 10년이상-15년미만: 50.5%, 15년이상
-20년미만: 67.3%, 20년 이상: 61.8%), ‘언론 및 연구 자료’(28.8%) 및 ‘동료교
사’(13.7%)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05). 융합 교육 관련 경험
별로는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언론 및 연구 자료’에 의해 정보를 얻는
경우(57.1%)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료 교사’(23.0%), ‘교원 연
수’(24.9%)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거의 동일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반면, 융합 교육
관련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70.0%가 ‘교원연수’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응답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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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기 위하여 융합 교육이 적합한 학년, 수업 시수, 수업
시간, 수업 유형 등에 대한 요구조사를 하였다. 또한 융합교육을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내･외적 어려움 및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교사 전문성과 연수를 위
한 의견, 융합 교육이 나아가야할 미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 융합 교육에 적합한 방법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 교육이 적합한 학년, 수업 시수, 수업 시간 및 유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적합한 학년군이 따로 없이 동일하게 적합하다’가
37.6%, ‘5-6학년’이 36.2%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3학년-4학년’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 1학년-2학년’은 10.7%로 나타났다.

[그림 Ⅲ-5] 융합 교육에 적합한 학년(초등)

배경변인별로는 교직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경력이 10년
미만의 교사는 ‘5학년-6학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5년 미만: 47.1%, 5년 이상-10년
미만: 41.5%, 10년 이상-15년 미만: 31.6%, 15년이상-20년미만: 32.7%, 20년 이상:
32.1%)한 반면, 1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일수록 ‘적합한 학년군이 따로 없이 동일하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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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고 생각한 응답 비율(5년 미만: 28.1%, 5년이상-10년미만: 37.7%, 10년 이상-15
년 미만: 36.8%, 15년이상-20년미만: 4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05).
융합 교육에 적합한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사 전체 응답자의 40.3%가 해당
교과 전체 시수의 ‘5%이상 10%미만’의 의견을 보였고, ‘5%미만’(23.2%), ‘10%이상-15%
미만’(19.8%), ‘15%이상-20%미만’(10.5%), ‘20%이상’(6.2%)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Ⅲ-6] 융합 교육에 적합한 수업 시수(초등)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 교사의 경우 해당 교과 전체
시수의 ‘20%이상’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비율이 28.6%로 나타나, 학사와 석사 소지자 교
사보다 높게 나타났다(학사: 6.1%, 석사: 5.5%)( <.05).
융합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 전체 응답자의
51.8%가 ‘정규교과수업’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3.0%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
로 그 뒤를 이었다 ‘방과후 학교’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3.1%, 기타는 2.2%로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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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융합 교육에 바람직한 시간(초등)

융합 교육에 가장 바람직한 수업 유형에 대하여는 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연계하는
‘교과 연계 수업형’이 전체 응답자의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중심형’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교과 내 수업 형’은 8.8%,
‘기타’는 0.7%로 나타났다.

[그림 Ⅲ-8] 융합 교육 바람직한 수업 유형(초등)

2) 융합 교육 실행에 있어 내･외적 어려움 및 활성화 조건
융합 교육을 실행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내･외적 어려움 및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
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순위를 정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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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융합 교육의 필요 이유를 묻는 문항과 동일하게
1순위 선택 항목에 3점, 2순위 선택 항목에 2점, 3순위 선택항목에 1점을 부여하여 각 항
목당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융합 교육 실행 시 예상되는 내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기타를 포함하여 9개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림 Ⅲ-9] 융합 교육 실행 시 예상되는 외적 어려움(초등)

가중치 평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융합 교육 실행 시 예상되는 외
적 어려움으로 ‘국가교육과정 준수’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성적
관리제도’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예산 부족’ ‘동료 교사와의 협력’, ‘관리자 및 관
계자의 행정 태도’, ‘학습자의 흥미 및 학습 동기 부족’, ‘학부모 인식 부족’ 순으로 응답하
였다.
다음으로는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조건을 11가지로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중
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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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건(초등)

분석 결과,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마
련’이 가장 많은 가중치 점수를 받았으며, 관련 자료, 교재 개발 및 공유 등과 같이 ‘정보
공유의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모듈 제시’가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
연수’, ‘수업 시수 확보’, ‘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이해’,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들의 더 깊이 있는 융합 교육관련 연구 수행’,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융합 교육과정 반영’
순으로 나타났다. ‘융합 교육 이수 학생에 대한 평가 방안’ 과 ‘멘토링’ 은 매우 적은 선택
을 받아 덜 중요한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3) 융합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및 연수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사 전문성 영역,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 현직 교사를 위한 융합 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 전체 응답자의 48.6%가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중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선
택하였다. 이어서 ‘융합 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 능력’(25.5%), ‘융합에 대한 이해’(19.5%),
‘융합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학적 지식’(6.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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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융합 교육 활성화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초등)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융합 교육을 위
한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은 동일하게 나타났다(융
합 교육 관련 경험 무: 42.8%, 융합 교육 관련 경험 유: 50.9%). 그러나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는 ‘융합에 대한 이해’ 영역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31.9%)이라고 느
끼고 있는 반면,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는 이 영역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14.4%)( <.001).
예비교사를 위한 융합 교육의 교육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2.6%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12] 예비교사를 위한 융합 교육
필요 여부(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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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별로 보면 고경력 교사일수록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의 초임교사와 10년이상-15년미만인 교사는 각각 85.3%, 85.0%가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으나, 15년이상-20년미만의 교사는 92.0%, 20년 이상이 교사는 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01).
현직 교사를 위한 융합교육 연수 필요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1.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9%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13] 융합 교육 위한 교사 연수
필요 여부(초등)

배경변인별로 보면,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응답자의 86.4%가 융합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
는 93.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01).
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7%가 ‘참여할 의
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4.3%가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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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융합 교육 교사 연수 참여
의향(초등)

이를 배경변인별로 보면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는 79.0%가 참여할 의향을
보여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의 88.4%가 참여 의향을 보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001).

4) 융합 교육의 미래 방향
융합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5%가 ‘과정이나 활동을 결
과보다 강조해야 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과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는 32.2%, ‘학생 간 협력학습을 권해야 함’에는 16.8%가 응답하였다.
‘구체적 조작 도구나 공학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에는 전체 응답자의 7.9%, ‘개인별
/모둠별 결과물이 다르게 산출되도록 해야 함’에는 1.1%, 기타 응답에는 2.5%가 응답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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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융합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초등)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사학위, 석사학위 소지자 교사의 경우, 융합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과정이나 활동을 강조해야 함’,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과 결과
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학생 간 협력학습을 권장해야 함’,‘구체적 조작 도구나
공학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 ‘개인별/모둠별 결과물이 다르게 산출되도록 함’ 순으
로 응답 비율이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경향성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박사학위 소지자 교
사의 경우,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과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71.4%가 응답
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사나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가장 높은 응
답률을 보인 ‘과정이나 활동을 강조해야 함’에는 14.3%만이 응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
위소지자유형에 따라 응답 비율 간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다. 융합 교육 실행 경험
응답 대상자를 융합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로 분리하여 경험
유무에 기반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융합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는 실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유, 대상, 교과목, 수업과정, 수업 유형, 운영 방법, 평가 방법 등을 조사
하였으며, 실행 경험이 없는 교사에게는 실행 희망 대상, 교과목, 수업과정, 수업 유형,
운영 방법, 평가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우선 융합 교육을 실시해본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융합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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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32.4%였으며, 응답자의 67.6%는 ‘실시해 본 경험이 없다’
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16] 융합 교육 실시 경험
여부(초등)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재직 학교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 ‘융합
교육을 실시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각각 36.7%, 32.9%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
나, 중소도시 경우 ‘실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25.6%)을 보이고 있
었다( <.05). 교직 경력별로는 15년이상 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경우
‘실시 경험이 있는 교사’가 40.0%로 나타나 5년 미만의 초임 교사에 비해 ‘실시 경험이 있
는 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17.0%)( <.001). 5년이상-10년미만의 교사, 10년
이상-15년 미만의 교사, 20년 이상의 교사는 각각 ‘실시 경험의 교사’ 비율이 31.4%,
35.3%, 35.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종 학위에 따라서는 고학력자일수록 ‘융합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 학사 학위의 경우 응답자의 27.4%, 석사 학위
의 경우 39.6%, 박사 학위의 경우 50.0%가 융합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001).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가 융합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7.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융합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는 42.5%가 실제 수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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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합 교육 실행 경험 있는 교사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실행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4%가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19.6%는 ‘과목 간 상호 연관성 때문’, 15.9%는 ‘해당 과목에 융
합 교육적 적용이 용이해서’, ‘학생의 인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고 동일한 비율로 응답하고 있었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융합 교육을 실시한 교사는 전
체 응답자의 13.9%로 나타났으며, 2.4%가 ‘기타’ 응답을 보였다.

[그림 Ⅲ-17] 융합 교육 실행 이유(초등)

이를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해 보면, 재직 학교 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재직 중인 교사의 경우, 융합 교육을 실행한 이유 중에서 ‘학생
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24.6%), ‘해당 과목에 융합 교육적 적용이
용이해서’(23.1%)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각각 11.9%, 11.2%)나 읍면지역(각각 16.5%,
16.5%)에 재직 중인 교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읍면지역에 재직 중인 교사는
융합 교육 실행 이유 중에서 ‘과목 간 상호 연관성 때문’(읍면지역: 22.7%, 대도시:19.4%,
중소도시:4.6%), ‘정책사업의 일환’(읍면지역: 20.6%, 대도시:13.4%, 중소도시:15.4%)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
가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읍면지역: 22.7%,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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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40.3%, 중소도시:30.8%)( <.01).
가장 최근에 융합 교육을 실행한 교과목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최대 3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Ⅲ-18] 가장 최근에 융합 교육을 실행한 교과목(초등)
(복수 응답: 최대 3개 표시)

분석 결과, 응답자의 24.4%가 ‘과학’, 24.3%가 ‘미술’과목을 선택하였다.
가장 최근에 융합 교육을 실행한 대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9%가 ‘5학년-6학년’으
로 응답하였으며, ‘3학년-4학년’이 35.1%, ‘1학년-2학년’이 26.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9] 융합 교육
실행한 학년(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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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배경변인별로 보면, 고경력일수록 저학년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38.7%가 ‘1학년-2학년’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융합 교육을 실행한 반면, 5년이상- 10년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
는 12.0%만이 ‘1학년-2학년’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의 교사는 대부분이 가장 최근에 ‘5학년-6학년’을 대상으
로 융합 교육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53.8%, 62.0%, 41.8%)(  <.01).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어떤 시간에 융합 교육을 실행
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8%가 ‘정규교과수업’, 11.8%가 ‘창의적 체험활동’,
2.4%가 ‘기타’, 2.0%가 ‘방과후 학교’ 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20] 융합 교육 실행한 수업 과정(초등)

융합 교육을 실행한 수업 유형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2%가 주제 중심으
로 여러 교과를 연계하는 ‘교과 연계 수업형’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
으며, ‘문제해결중심형’이 18.6%, 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교과 내 수업형’이
18.2%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52

초 ･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그림 Ⅲ-21] 융합 교육 실행한
수업 유형(초등)

융합 교육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3%가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수업
에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15.9%는 ‘몇몇 동료 교사와 팀티
칭으로 정규교과수업에서’, 5.4%는 ‘교사 혼자 방과후학교나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
동시간에’, 3.4%는 ‘몇몇 동료 교사와 방과후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융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22] 융합 교육 실행한 운영 방법(초등)

실행한 융합 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4%가 ‘포트폴리오 평가,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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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관찰 등의 수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3.8%가 ‘별도의 평가 없이 진행’하였으며,
7.4%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선다형 문항, 단답
형 문항 등으로 이루어진 ‘지필평가’로 평가한 교사는 1.4%, 기타 방법은 1.0%로 나타났다.

[그림 Ⅲ-23] 실행한 융합 교육 평가 방법(초등)

2)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없는 교사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학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9%가 ‘5학년~6학년’, 36.6%가 ‘3학년~4학년’, 14.6%
가 ‘1학년~2학년’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24] 융합 교육 실행
희망 학년(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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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교과목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최대 3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Ⅲ-25] 융합 교육 실행 희망 교과목(초등)
(복수 응답: 최대 3개표시)

복수 응답 분석 결과, ‘과학’이 응답자의 24.8%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
며, ‘사회’와 ‘미술’은 각각 18.6%, 18.2%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 다음으
로는 13.3%가 ‘국어’, 12.3%가 ‘수학’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어’와 ‘체육’은 응답자의
2.7%, 3.1%만이 선택하였다.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수업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2%가 ‘정규교과수업’,
42.1%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응답하였으며, 3.9%가 ‘방과후학교’, 0.6%가 ‘기타’라고
응답하였다.

Ⅲ.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

55

[그림 Ⅲ-26] 융합 교육 실행 희망 수업 과정(초등)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융합 교육 관련 경험 유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는 ‘정규교과수업’(47.1%)보다는 ‘창의적 체험활
동’(47.5%) 시간에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융합 교육 관
련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경향성과 동일하게 ‘창의적 체험활동’(38.4%) 보다
는 정규교과수업 과정(58.9%)에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01).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수
업유형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4%가 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연계하는 ‘교과 연계
수업형’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32.8%의 응답자가 ‘문제해결중심형’, 12.1%가 하나
의 교과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교과 내 수업형’, ‘기타’ 0.6%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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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7] 융합 교육 실행 희망 수업 유형(초등)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 운영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8%는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수업에서’라고 응답하
였으며, 33.5%는 ‘몇몇 동료 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수업에서’ 라고 응답하여 두 문
항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15.9%는 ‘교사 혼자 방과후학교
나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15.5%는 ‘몇몇 동료 교사와 방과후학교나 창의
적 체험활동시간에’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Ⅲ-28] 융합 교육 실행 희망 운영 방법(초등)

배경변인별로 응답 차이를 분석하여 보면, 융합 교육 관련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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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는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
운영 방법으로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수업에서’(37.8%), ‘몇몇 동료 교사와 팀티칭으
로 정규교과수업에서’(27.3%), ‘교사 혼자 방과후학교나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
동시간에’(17.6%), ‘몇몇 동료 교사와 방과후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17.6%) 순으
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는 ‘몇몇 동료 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수업에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7.9%), 그
다음으로 32.8%가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수업에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14.8%가 ‘몇몇 동료 교사와 방과후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14.5%가 ‘교사 혼자 방과후학교나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에’이라고 응답하여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와 비교하여 응답비율의 차이가 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는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의 평가 방법으
로 응답자의 58.3%가 포트폴리오 평가, 논술형, 관찰 등의 ‘수행평가’ 방법이라고 응답하
였으며, 30.3%가 ‘별도의 평가 없이 진행’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9%는 ‘지필평
가와 수행평가 모두’라고 응답하였으며, 1.0%만이 선다형, 단답형의 지필평가라고 응답하
였다.

[그림 Ⅲ-29] 융합 교육 실행 희망 평가 방법(초등)

배경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최종 학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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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소지자 교사의 경우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 평가 방법에 대
해서 비슷한 응답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박사학위 소지자의 교사는 ‘수행평가’ 방법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학사학위소지자 교사의 58.0%, 석사학위 소지자 교사의
58.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

2. 중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의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는 초등학교 교사와 동일하게
융합 교육 필요성 및 이해도,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 융합 교육 실행 경험7)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 응답자 전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일문항
에 대하여 교사의 배경변인인 재직 학교급, 재직학교 소재지, 담당교과8), 교직경력, 최종
학위, 융합 교육 관련 경험 유무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가. 융합 교육의 필요성 및 이해도
중등학교 교사가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필요한 이유, 이해도 및 정
보 습득 경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융합 교육의 필요성
중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융합 교육에 대한 필요정도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8%가 융합 교육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융합교육 실행 경험이란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융합교육 수업을 한 경험을 의미한다.
8) 기초교과군(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군(사회, 과학), 체육･예술교과군(체육, 음악, 미술)로 분류함.
9) 초등학교 교사와 동일하게 연수참여, 타교사 수업참관, 직접 운영, 서적이나 논문 탐색, 기타 등의 문항에 하나라도 표시한
교사 는 ‘관련 경험이 있는 유’, 관련 경험이 없다는 문항에 표시한 교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무’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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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0] 융합 교육의 필요성(중등)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58.7%)보다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60.1%)가 융합 교육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에 재직 중인 교사가 융합 교육이 불필요다하고 느끼는 교사 비율도 8.0%로 중학교에 재
직 중인 교사 3.5%보다 더 높았다( <.05). 담당교과별로는 체육･예술교과군(61.7%). 기
초 교과군(60.6%) 담당교사가 탐구교과 교사(55.4%)보다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탐구교과 교사는 동일한 맥락으로 융합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교사(8.1%)도 타 교과군(기초교과군: 4.2%, 체육･예술교과군: 3.7%)에 비하
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는 15년 이상-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년 미만(60.6%), 20년 이상(59.5%), 10년 이상-15년 미만(57.1%), 5년 이상-10년 미만
(50.5%)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교사는 융합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에 대해서도 10.1%의 응답비율을 보여 15년이상-20년미만의 경력 교사 응답자의 1.1%보
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05). 최종 학위에 따라서는 고학력자의 경우가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응답자의 87.6%가 융
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사 소지자 교사의 경우 53.8%가 융합 교육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융합 교육과 관련된 경험 유무에 따라
서는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가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융합 교육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 비율이 각각 67.6% 47.1%로 차이가 나고 있었다. 또한 융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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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는 융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6.6%로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 3.0%보다 높게 나타났다( <.001).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만약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
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는 7가지 영역 중에 1, 2, 3 순위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중요한 순
서대로 선택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Ⅲ-31] 융합 교육 필요 이유(중등)

결과를 살펴보면, 중등학교 교사들은 융합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으며, ‘실생활에서의 적용력 향상’,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유발’, ‘분과적 개념 위주 교육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타인을 배려
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능력 증진’, ‘진로 및 직업 선택 능력 함양’, ‘학업 성취도 향상’
순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도
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자신의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의 분석 결과를 보면, 중등학교
교사 전체 응답자의 35.1%가 ‘용어를 들어본 정도’로 응답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었다. 27.6%가 ‘연수 및 청강 경험’, 26.1%가 ‘자료 및 매체로 경험’으로 응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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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항 간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5.7%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 5.4%가
융합 교육에 대하여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림 Ⅲ-32]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도(중등)

재직 학교급에 따라서는 융합 교육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에 대해 ‘용어를 들어본 정도’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나(중학교: 34.9%, 고등학교: 35.5%), 다른 문
항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자료 및 매체로 경험’
에 응답한 비율이 30.1%로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2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수 및
청강 경험’에서는 고등학교 교사(23.9%)보다 중학교 교사(29.6%)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 <.05). 담당교과별 응답 비율의 차이는 기초교과군 교사는 ‘용어를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43.0%)이 가장 높은 반면, 탐구교과는 ‘연수 및 청강 경험’(40.8%), 체육･예
술교과군 교사는 ‘자료 및 매체로 경험’(33.2%)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었다( <.001). 교직경력별로는 고경력 교사일수록 ‘용어를 들어본 정도’보다 ‘연수, 청강
이나 자료 및 매체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5년 미만(40.7%), 5년 이
상-10년 미만(41.3%), 10년 이상-15년 미만(39.5%)의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용어를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15년 이상-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자료 및 매체로 경험’(41.1%)의 응답이, 20년 이상의 경력교사는 ‘연수 및 청
강 경험’(32.9%)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01). 최종 학위별로는 학사학
위 소지자의 경우 ‘용어를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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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28.9%로 응답 비율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8%로 학
사나 석사학위 소지자 3.9%, 7.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01). 융합 교육 관련한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는 융합 교육에 대한 자신의 이해
도에 대한 응답으로 ‘연수 및 청강 경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0%로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의 1.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자료 및 매체 경험’도 30.4%로,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의 1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
는 절반 이상인 64.3%가 융합 교육에 대하여 ‘용어를 들어본 정도’로 응답하고 있어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 15.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01).

3) 융합 교육 관련 정보 습득 경위
융합 교육 관련한 정보 습득 경위에 대한 응답 조사 결과, 중등학교 교사 전체 응답자의
43.2%는 ‘교원연수’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뒤로는 31.6%는 ‘언론
및 연구 자료’, 16.9%는 ‘동료교사’, 6.8%는 ‘기타’, 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3] 융합 교육 관련 정보 습득 경위(중등)

재직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 ‘교원연수’를 통해 융합 교육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46.8%)이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언론 및 연구자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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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비율(38.8%)이 가장 높았다( <.01). 담당교과의 경우 각 교과군별로 웅답 비율이
높은 순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향과 동일하나, 각각의 응답 비율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구교과의 경우 융합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교원연수’를 통해
습득하고 있는 비율이 55.0%로 기초교과군 교사 38.8%, 체육･예술교과군 교사 39.1%보
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탐구교과군 교사는 ‘언론 및 연구 자료’를 통해 융합 교
육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비율은 23.2%로 기초교과군 교사 35.8%, 체육･예술교과
군 교사 33.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01). 교직경력별로는 5년 미만의 초임교사
와 5년 이상-10년 미만의 교사와 같이 경력이 낮을수록 ‘교원 연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3%, 36.7%로 고경력교사보다 교원연수를 통해 융합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고 응답한교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10년 이상-15년 미만: 51.3%, 15년 이상-20년 미
만: 46.3%, 20년 이상: 49.1%). 반면, 저경력 교사일수록 ‘언론 및 연구자료’나 ‘동료교사’
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 교육 관련한
경험 유무별로 살펴보면, 융합 교육 관련한 경험이 없는 경우 44.3%가 ‘언론 및 연구 자
료’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으며(융합 교육 관련한 경험이 있는 경우 23.0%),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는 절반 이상인 57.8%가 ‘교원연수’를 통해 정보를 습
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 21.0%)( <.001).

나.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는 초등학교 교사의 문항과 동일하게 융합 교육에 적합한 학
년, 수업 시수, 수업 시간, 수업 유형 등과 같은 방법적인 측면과 융합 교육 실행에 예상
되는 내･외적 어려움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1) 융합 교육에 적합한 방법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 교육에 적합한 학년, 수업 시수, 수업 시간 및 유형을
조사하였다.
융합교육에 적합한 학년을 조사한 결과, ‘적합한 학년이 따로 없이 동일하게 적합하다’
가 39.8%, ‘1학년’이 36.1%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2학년’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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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4.6%, 3학년은 9.5%로 나타났다.

[그림 Ⅲ-34] 융합 교육에 적합한 학년(중등)

그러나 융합 교육에 적합한 학년의 응답 차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적합한 학년군이 따로 없이 동일하게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인 반면,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28.3%만이 ‘적합한 학년군이 따로 없이 동일하게 적합하다’
에 응답하고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1학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57.2%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의 경우는 24.8%만이 응답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2.2%에 불과하지만, 중학
교 교사의 경우 13.0%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001). 교직경력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면 5년 미만의 초임교사의 경우 ‘적합한 학년군이 따로 없이 동일하게 적합하
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37.3%로 15년 이상-20년 미만의 교사 45.3%보다 낮은 비율로 나
타나고 있었다. 또한 5년 미만의 교사는 ‘3학년’이 융합 교육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6.0%로 고경력 교사인 15년 이상-20년 미만의 교사의 5.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05).
융합 교육에 적합한 수업 시수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36.5%가 해당 교과 3년 간 전체 시수의 ‘5%이상 10%미만’의 의견을 보였고, ‘5%미
만’(28.3%), ‘10%이상-15%미만’(15.8%), ‘15%이상-20%미만’(10.6%), ‘20%이상’(8.7%)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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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5] 융합 교육에 적합한 수업 시수(중등)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면, 담당교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탐구교과군 교사는 해당 교과 3년 간 전체 시수의 ‘5%미만’이 적합한 수업시수라
고 응답한 비율이 37.0%로 기초교과군, 체육･예술교과군 교사 각각 28.0%, 21.8%에 비
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체육･예술교과군 교사는 20%이상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12.9%로 기초교과군 교사 6.5%, 탐구교과군 교사 6.6%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융합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3%가 ‘창의적 체
험활동’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8.1%가 ‘정규교과수업’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
과후 학교’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2.9%, 기타는 1.%로 나타났다.

[그림 Ⅲ-36] 융합 교육에 바람직한 시간(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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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학교급별로는 전체 응답자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중학교 교사 49.1%보다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방과후학교’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17.4%로 중학교 교사의 10.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05). 융합 교육 관련한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정규교과 수업시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비율
이 41.4%로 나타난 반면,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는 33.1%가 ‘정규교과수업’이 적합하다는
응답 비율을 보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05).
융합 교육에 가장 바람직한 수업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연계하는 ‘교과 연계 수업형’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문제해결중심형’이 32.4%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Ⅲ-37] 융합 교육 바람직한 수업 유형(중등)

2) 융합 교육 실행에 있어 내･외적 어려움 및 활성화 조건
초등학교 교사 대상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내･
외적 어려움 및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항목당 평균을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융합 교육 실행 시 예상되는 내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기타를 포함하여 9개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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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8] 융합 교육 실행 시 예상되는 내적 어려움(중등)

분석 결과, 중등학교 교사들은 ‘기존 교과수업의 진도 부담’을 융합 교육을 실행하려고
할 때 내적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수업
내용 융합구성의 어려움’이 많이 선택되었다.
융합 교육 실행 시 예상되는 외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기타를 포함하여 8개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림 Ⅲ-39] 융합 교육 실행 시 예상되는 외적 어려움(중등)

분석 결과, 중등학교 교사들은 융합 교육을 실행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외적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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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제도’, ‘국가교육과정 준수’, ‘동료 교사와의 협력’, ‘학습자의 흥미 및 학습
동기 부족‘, ‘예산 부족’, ‘관리자 및 관계자의 행정 태도’, ‘학부모 인식 부족’ 순으로 선택
하였다.
다음으로는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을 11가지로 제시하고 순위를 정
하도록 하였다.

[그림 Ⅲ-40]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조건(중등)

분석 결과,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중등학교 교사들은 ‘프로그
램 개발 모듈 제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마련’, ‘정보 공유의 인프라 구축’, ‘교사 연
수’, ‘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이해’, ‘수업 시수 확보’, ‘행･재정적 지원’, ‘전문
가들의 더 깊이 있는 융합 교육관련 연구 수행’, ‘융합 교육 이수 학생에 대한 평가 방안’,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융합 교육과정 반영’. ‘멘토링’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융합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및 연수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전문성 영역,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를 위한 융합 교육
연수의 필요성, 현직 교사를 위한 융합 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 등을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중에서 전체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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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21.5%가 ‘학습 목표에 맞춰 융
합적 요소를 추출하고 통합하는 능력’, 19.8%가 ‘융합 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 능력’,
15.5%가 ‘융합에 대한 이해’, 7.6%가 ‘융합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학적 지식’, 7.2%가 ‘학
습 목표에 맞춰 수업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능력’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1] 융합 교육 활성화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중등)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융합 교육 관련 경험 유무에 따라 응답 비율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
구성 능력’을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응답비율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융합 교육 관련 경험 무: 23.6%, 융합 교육 관련 경험 유: 31.3%).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는 ‘융합에 대한 이해’ 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0%로 ‘융
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다음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융합 교
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는 이 영역에 대한 응답비율이 1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고 있었다( <.01).
예비교사를 위한 융합 교육의 교육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등학교 교사 전체 응
답자의 83.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6.9%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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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2] 예비교사를 위한 융합 교육
필요 여부(중등)

융합 교육 관련한 경험이 없는 교사는 예비교사를 위한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이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78.3%로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 86.3%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
융합 교육을 위해 현직 교사를 위한 연수가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중등학교
교사 전체 응답자의 8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3.3%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
답하였다

[그림 Ⅲ-43] 융합 교육 위한 교사 연수
필요 여부(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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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에의 참여 의향을 물은 결과 중등학교 교사 전체 응답자의
77.8%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2.2%가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
였다.

[그림 Ⅲ-44] 융합 교육 교사 연수 참여
의향(중등)

배경변인별로 보면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는 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참
여 의향에 대해 71.3%가 참여할 의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융합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
사 82.0%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의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001).

4) 융합 교육의 미래 방향
융합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중등학교 교사 전체 응답자의 34.9%가 ‘과정
이나 활동을 결과보다 강조해야 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과 결과물
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는 29.9%, ‘학생 간 협력학습을 권해야 함’에는 23.1%순으
로 응답하였다. ‘구체적 조작 도구나 공학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에는 전체 응답자
의 6.5%, ‘개인별/모둠별 결과물이 다르게 산출되도록 해야 함’에는 3.2%가 ‘기타’에는
2.5%가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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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5] 융합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중등)

이 문항을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중등학교 교사의 최종 학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소지자 교사의 경우, 융합 교육이 나아가
야 할 방향에 대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과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가
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학사학위: 25.6%, 석사학위: 34.5%, 박사학
위: 50.0%),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과정이나 활동을 강조해야 함’에 가장 높은 응답 비
율을 보이고 있었다(학사학위: 38.7%, 석사학위: 31.0%, 박사학위: 12.5%). ‘학생 간 협
력학습을 권장해야 함’의 응답에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경우 22.4%, 24.1%의 응답비율
을 보이고 있으나,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8.8%만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05).

다. 융합 교육 실행 경험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을 조사한 후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와 실행 경험이 없는 교사를
분리하여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는 실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유, 대상, 교과목, 수업과
정, 수업 유형, 운영 방법, 평가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실행 경험이 없는 교사에
게는 실행 희망 대상, 교과목, 수업과정, 수업 유형, 운영 방법, 평가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우선 융합 교육을 실시해본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중등학교 교사는 융합 교육 실
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응답자의 16.0%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84.0%는 실시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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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6] 융합 교육 실시 경험
여부(중등)

특히 중학교 교사의 경우 융합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교사는 19.1%로 고등학교 교사
의 비율인 10.1%보다 높게 나타났다( <.01). 담당 교과별로는 기초교과군 교사가(10.7%)
탐구교과군 교사(19.0%), 체육･예술 교과군 교사(19.6%)보다 융합 교육 ‘실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01). 최종학위에 따라서는 고학력일수록
융합 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05).

1) 융합 교육 실행 경험 있는 교사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중등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 실행 이유를 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27.0%가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21.4%가 동일하게
‘해당 과목에 융합 교육의 적용이 용이해서’, ‘학생의 인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융합 교육을 실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15.9%는 ‘과목 간 상호 연관성 때
문’, 11.9%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라고 응답하여 그 뒤를 이었다. 2.4%가 기타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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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7] 융합 교육 실행 이유(중등)

가장 최근에 융합 교육을 실행한 대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3%가 1학년으로 응
답하였으며, 2학년이 31.7%, 3학년이 27.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8] 융합교육 실행한 학년(중등)

가장 최근에 융합 교육을 실행한 교과목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최대 3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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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9] 가장 최근에 융합 교육을 실행한 교과목(중등)
(복수 응답: 최대 3개 표시)

분석 결과, 응답자의 19.2%가 ‘과학’, 18.8%가 ‘미술’과목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어’와 ‘음악’은 응답자의 11.8%, ‘사회’는 11.4% 가 선택하였다.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 교육 수업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8%가 ‘정규교과수업’, 12.7%가 ‘창의적 체험활동’, 7.1%가 ‘방과후학
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가 ‘기타’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50] 융합 교육 실행한 수업 과정(중등)

융합 교육을 실행한 수업 유형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6%가 주제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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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러 교과를 연계하는 ‘교과 연계 수업형’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Ⅲ-51] 융합 교육 실행한 수업 유형(중등)

융합 교육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6%가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수업
에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23.8%는 ‘몇몇 동료 교사와 팀티
칭으로 정규교과수업에서’ 융합 교육을 실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52] 융합 교육 실행한 운영 방법(중등)

실행한 융합 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8%가 ‘별도의 평가 없이 진행’
하였으며, 27.8%가 ‘포트폴리오 평가, 논술형, 관찰 등의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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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3] 융합 교육 실행한 평가 방법(중등)

2) 융합 교육 실행 경험 없는 교사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없는 중등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학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6%가 ‘1학년’, 20.7%가 ‘2학년’, 18.7%가 ‘3학년’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54] 융합 교육 실행
희망 학년(중등)

배경변인별 차이 검증 결과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모두 ‘1학년’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
을 실행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나 응답 비율에서 차이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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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중학교:50.8%, 고등학교: 77.0%). 또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2학년’, ‘3학
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2%, 18.1%로 어느 정도 고르게 응답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2학년’ 18.1%, ‘3학년’ 4.8%으로 ‘3학년’을 희망하고 있는 교사 비율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001).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교과목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최대 3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Ⅲ-55] 융합 교육 실행 희망 교과목(중등)
(복수 응답: 최대 3개표시)

복수 응답 분석 결과, ‘과학’과목이 응답자의 18.2%가 선택하여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과목은 17.6%, ‘미술’은 16.2%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12.3%가 ‘음악’, 11.3%가 ‘국어’라고 응답하였다.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수업 과정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는 응답자의 45.7%가 ‘창의적 체험활동’, 39.5%가 ‘정규교과수업’으로 응답하였으며,
13.7%가 ‘방과후학교’, 1.1%가 ‘기타’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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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6] 융합 교육 실행 희망 수업 과정(중등)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없는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수
업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2%가 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 연계하는 ‘교
과 연계 수업형’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31.5%가 ‘문제해결중심형’, 15.7%
가 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교과 내 수업형’, ‘기타’ 0.6% 순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그림 Ⅲ-57] 융합 교육 실행 희망 수업 유형(중등)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없는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 운영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7%는 몇몇 동료 교사와 방과후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33.6%는 ‘몇몇 동료 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수업에서’ 라고 응답하여 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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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Ⅲ-58] 융합 교육 실행 희망 운영 방법(중등)

융합 경험을 실행한 경험이 없는 중등학교 교사는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의 평가 방
법으로 응답자의 47.7%가 ‘별도의 평가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40.7%가 포트폴리오 평가, 논술형, 관찰 등의 ‘수행평가’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59] 융합 교육 실행 희망 평가 방법(중등)

Ⅲ.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

81

3. 시사점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시사점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과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으로 대별하여 제시한다.

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융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교사들은 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
69.1%, 중학교 60.1%, 고등학교 58.7%). 그러나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와 직접 연계되는 학교급이라 융합교육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고경력 교사일수록, 고학력 교사일수록, 융합 교육 관련 경험
이 있는 교사일수록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 모두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융합교육이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임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양성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 교사 중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초등 3.9%, 중등 5.7%). 특히 5년 미만 저경력
교사의 경우 ‘용어를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교사 36.6%, 중등학교 교
사 40.7%로 나타나, 응답 문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교사도 초등학교 교사 8.5%, 중등학교 교사 5.4%로 나타나고 있어 교원양성교
육에서 융합교육 내용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교원양성교육에서의 융합교육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역시 초등학교 교
사 응답자의 87.4%, 중등학교 교사 응답자의 83.1%가 예비교사를 위한 융합교육이 필요
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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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교육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 전체 응답자
의 57.0%와 중등학교 교사 전체 응답자의 43.2%로 가장 많은 교사들이 ‘교원연수’를 통해
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교사들이 교원연수를 통해 융합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원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손쉽게 융합교육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도 교원연수의 확대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조사대
상 초등학교 교사의 91.1%, 중등학교 교사의 86.7%가 융합교육을 위한 현직교사 대상 연
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융합교육에 대한 연수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연수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01). 또한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에 참여할 의향을 물은 결과 초등 전체 응
답자의 85.7%, 중등학교 교사 응답자의 77.8%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융합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초등 88.4%, 중등 82.0%) 그렇지 않은 교사들
(초등 79.0%, 중등 71.3%)보다 참여의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001). 이는 융
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가 효과적이며 합목적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융합교육 대상자를 구분하여 다양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수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연수내용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물은 결과 초등학교 교사 응답자의
48.6%, 중등학교 교사 응답자의 28.4%로 가장 많은 응답 교사들이 ‘융합교육을 위한 교
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선택했다. 그러나 융합교육 관련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응답 비율에
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융합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경우 융합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
31.9%, 중등 21.0%)로 ‘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다음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융합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는 이 영역에 대한 응답 비율이 초등학교
교사 14.4%(( <.001), 중등학교 교사 11.8%(( <.0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융합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는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 부분을 강조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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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교사들이 융합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교사
수준에서의 개발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조건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초등학교 교사 응답자가
1순위로 선택한 항목이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마련’이었으며, 중등학교 교사들은 ‘프로그
램 개발 모듈 제시’를 1순위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마련’을 2순위로 선택하였다. 사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동일 교과 담당 교사 간 공동출제나 성적 산출 등의 문제로 또는 교육과
정 재구성이 어려운 문제 등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교사들이 융합
교육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모듈이나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거
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 시에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내용량의 축소와 국가 교육과정에서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
하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사 모두 융합교육 실행 시 예상되는 내적 어려움으로 기존 교과
수업의 진도 부담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외적 어려움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 준수와 학업성적관리제도를, 중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제도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중등학교의 경우 내신성적 산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융합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및 관련 교수-학습자료, 프로
그램 개발 모듈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학교 현장에서 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교직문화가 조성되어
야 한다.
융합교육 실행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융합교육 실행 방법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교사(34.8%)가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 수업에서’라고 응
답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교사(33.5%)들이 ‘동료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 수업에서’
적용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융합교육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는 ‘동료 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 수업에서’ 융합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

84

초 ･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37.9%)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교과 수업시간에 적용하기가 중등학
교에 비해 용이하고 팀티칭을 할 경우 보다 유의미한 융합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
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융합교육 실행 경험이 없는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가장 많은 교사(36.7%) 들이 ‘동료
교사와 방과후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음으로 많은 교사(33.6%)들이 ‘동료 교
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 수업에서’ 융합교육을 실행하기를 희망했다. 이는 중등학교의
경우 다른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융합교
육을 위해서는 다른 교과 교사와 팀티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
다. 그러나 실제 융합교육을 실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 실제 실행한 방법은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수업에서’ 적용한 사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
73.3%, 중등학교 55.6%). 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료교사와의 팀티칭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교직문화 조성과 함께 학교 수업시간표 작성에 대한 전문
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
첫째, 융합교육은 학생 수준에 맞게 적절한 교수학습을 구안할 경우 모든 학년에 적합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의 우선 순위는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 중등학교의
경우 1학년용을 먼저 개발하도록 한다.
융합교육에 적합한 학년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나 중등학교 교사 모두 적합한
학년군이 따로 없이 동일하게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초등 37.6%, 중등
39.8%).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이와 비슷하게 36.2%의 응답자가 ‘5-6학년’이, 중등학
교의 경우 36.1%의 응답자가 1학년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
적인 지식이 확립된 후에 융합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중등학교의 경우 입
시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된 경우를 보면 융합교육 실행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교육 실행 희망 학년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는 5학년~ 6학년
을 가장 많이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교사
와 고등학교 교사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적합한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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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 동일하게 적합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가장 많았으나(고등학교 교사
28.3%),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57.2%의 교사들이 ‘1학년이’ 적합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융합교육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할 경우 전 학년에 모두 적합하나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은 개발의 우선 순위를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용, 중등학교의 경우 1학년
또는 1-2학년으로 두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정규교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
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융합교육이 적합한 과정에 대하여 물은 결과 학교급별로 융합교육이 적합한 시간대가
달랐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정규교과수업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융합교육 관련 경험은
있으나 수업 경험은 없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38.4%) 보다는 정규교
과수업 과정(58.9%)에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01). 반
면에 중등학교의 경우 융합교육에 적합한 시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7.3%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전담 교사가 맡는 과목을 제
외하고는 담임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므로 중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규교과 수
업시간에 융합교육을 실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융합교육
을 실행해 본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교사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실행
경험이 있는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정규교과 수업 시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비율이
41.4%로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가 ‘정규교과 수업’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 33.1%와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05), 이러한 결과는 중등학교에서도 정규교과에서 적용
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보다 다양한 교과에 대한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융합교육을 실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실행한 교과목을 물은 결
과 과학(초등학교 24.4%, 중등학교 19.2%)과 미술(초등학교 24.3%, 중등학교 18.8%)교
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융합교육이 융합인재교육
(STEAM)의 영향으로 과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
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교과가 융합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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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10)

1.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과 방향
초･중등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학적인 기반 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각 교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강,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이 인문사회 교과와 자연계 교과 간의 통합이라기보다는 문과생이나 이과생 모
두 공통으로 들을 수 있는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의 개발로 추진되고 있어 서로 다
른 교과군 간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교사 대상 요구조사에서
융합교육 실행 희망 교과목을 조사한 결과 1위와 2위 모두 과학과와 사회과로 나
타났으며, 수학보다는 국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STEAM이
과학교과 위주로 개발된 사례가 많으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융합교육 실행 경험이 과학과와 미술과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교과 간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회과와 수학과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요구조사 결과 국어가 수학보다 요구가 높았으나
문･이과가 융합된 사례를 제시하고자 수학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수학
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융합교육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사대상 요구조사 결과 희
망하는 융합교육 적용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 교과수업시간에, 중등학교의 경우 창
의적 체험활동이나 정규 교과수업시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정규 교과수업시간이
10)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별책부록>으로 제시하였으며,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사회수학’, ‘중학교
사회수학’, ‘고등학교 사회수학’의 3종을 개발하여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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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으
로 운영되고 담임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규 교과 수업시간에 무리 없이 적용가능하다.
반면에 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따라 사회 수업시간이나 수학 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으
며, 이 때 팀티칭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교사대상으로 융합교육이 적합한 학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나 중등
학교 모두 적합한 학년이 따로 없이 전 학년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많은
교사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을,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비교적 고르게, 고
등학교의 경우 상당수의 교사가 1학년을 선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프로
그램은 5~6학년용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 학년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넷째, ‘종합적 문제해결력 향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 ‘인성교육’을 추구
함으로써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비판적 사고 함양을 강조하였다. 이
에 대한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주시민 소양과목으로서의 자연 및 인문을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Integrated
Approach)
- 문･이과 공통과목으로서의 교과목 개발
- 문･이과 공통으로 배워야할 소양 과목 교육과정 개발
- 자연 및 인문을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
- 수학, 사회, 도덕 과목 교육 목표 및 성취 수준 추출
-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심화 선택 내용과 수리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 내용 개발
- 새로운 교과목 구현을 위한 교과서 모형 개발 및 제안
❏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Inspiring Education)
-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 내용 개발
-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가에 초점
- 감성적 자극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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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료 구성
- 많은 정보를 나열해 놓는 형태가 아니라 주요 아이디어, 학습 활동, 평가, 보충 학
습 자료, 단원 배경 정보, 참고 자료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11)
❏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character education)
- 학생들의 학문적,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책임지는 응집력 있는 사회 주체로서의
역할 탐색
- 학교에 대한 공유된 비전은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존경으로 대하는 장소이어야 하
며 그곳에서 학생들이 성장하고 안전이 보장되며, 배려하고, 통합되는 장소임을
공유
- “학생들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습에 참여할 때 그들은 능력과 지식을 더 잘 개발
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발현하며, 생애학습을 추구하며 번영되고 응집력 있는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8.
04).”는 철학 반영
- 다양한 교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신장(현상과 수학의 연결을 통한 수학의 가치와
필요성 인식)
❏ 문제설정(Problem Posing)을 통한 비판적 사고 능력 배양(Critical thinking)
-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소재가 반영된 자료 개발
- STEAM 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이 가지는 문제에서 시작
- 수학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성취도 및 흥미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을 개선하
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역 모두를 교육하기 위한 규준을 마련함
- 수학은 사회 안의 모든 면에 관계될 뿐 아니라 정교한 언어로써 전달 될 수 있음
- 각종 교과의 상황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 및 결과를 추론
하여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의 논지를 설명하고, 결과와 과정을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성찰 강조
11) 내용에 따라 내용 전개에서 단원 중심의 구성 방식을 취하거나 주제 중심의 구성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용 제시
방식에 따라 개념의 이해나 지식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지식 중심형, 탐구, 발견, 표현, 감상, 실습 등의 활동 중심형, 지식
과 활동을 복합한 절충형 등의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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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다중접근적 학습 전략 활용(Multi-approach for problem
solving ability)
백윤수 외(2011)에 따르면, STEAM 교육은 미래 과학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종합
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 하였다(백윤수 외, 2011: 164-165).
따라서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활용하는 다중접근(multi-approach)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적 사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는 먼저 핵심역량에
따른 타 교과와 수학과의 프로그램 주제를 선정한 후 각 대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의 개요
와 성취 목표를 작성하였다. 이후 개발 방향을 작성하여 각 차시별 소주제를 선정하고 세
부 내용을 선정･조직하여 교수･학습 활동 구안 및 예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
발된 내용은 외부 전문가 검토와 학생 대상으로 실제 적용 후 수업을 실시한 교사들과 학
생들의 심층 면담 및 반응을 수집하여 자료를 다시 수정･보완하였다.

[그림 Ⅳ-1]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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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프로그램
가. 수업모형
1) 수업 모델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그림 Ⅳ-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주제(예, 역
사, 경제, 선거 이야기 등)를 중심으로 각각의 학문의 내용 및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함으
로써 감성적 체험을 바탕으로 종합적 문제해결력 향상 및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과 인
성교육을 꾀하며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내용 개발과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
하고자 하였다.

[그림 Ⅳ-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융합적인 접근 모형

이는 Drake(1993)의 교육과정 통합 방법 중에서 ‘다학문적 접근 방법(Multidisciplinary
approach)’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타 교과의 지식이나 방
법을 적절히 연계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깊은 이해를 가져 오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Drake, 1993: 135-137).
그리고 수업에서 적용하는 모델로는 G. Polya(1945)의 “수학교육에서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에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G, Polya, 1945: 1).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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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보면 초등학교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문제 제기→문제 탐구→문제 해결→실생활
적용 및 확장’의 4단계 수업 모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Ⅳ-3] 초등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 수업 모델

❏ 문제 제기 단계
문제 제기 단계에서는 융합형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 상황(수학과, 사회과, 도
덕과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수업 동기를 자극한다. 학습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
켜 다음 단계의 학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수업의 목표
가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방법인 투표와 약속의 중요성과 띠그래프를 알아보는 것에 있다
고 하면 투표의 중요성 또는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 등을 소개하여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문제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 문제 탐구 단계
문제 탐구 단계에서는 융합형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 상황(수학과, 사회과, 도
덕과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기능 등을 익히도록 한다. 뿐만 아
니라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논리 등을 개인 또는 소그룹의 형태로 고민하도
록 한다. 나아가 학생 개개인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도 검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6･4 지방선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나? 라는 주제를 통
해 전체에 대한 비율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띠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등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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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 단계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융합형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 상황(수학과, 사회과, 도
덕과 등)을 해결하며 생활 주변 현상, 사회 현상 등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사고
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오
개념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며 적절한 피드백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나의 문제 해결 방법 이외에 다른 해결 방법과 결과 등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예를 들어 6･4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요? 라는 주제를 통해 비율그래프의
이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실생활 적용 및 확장 단계
실생활 적용 및 확장 단계에서는 융합형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 상황(수학과,
사회과, 도덕과 등)의 해결 경험을 실제 우리 생활 주변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확장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를 직접 수집
하고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를 가지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하는 능력을 기르게 됨은 물론 수학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
관도 기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비율그래프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
으로서의 자신과의 약속인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글을 쓰며 중요한 실생활 문제 해결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2) 내용 선정 방향
초등학교 사회과 내용 체제 중에서 수학과 단원에 적합한 사회 내용 영역을 찾고 그 안
에서 스토리를 구성하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
우 5-1-7. 평면도형의 넓이를 역사 영역인 조선의 건국시기 이야기로 엮어 땅의 넓
이를 구하고 비교해보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수업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6학
년의 경우 6-1-6. 비율그래프를 일반사회영역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우리나라
의 민주정치(선거) 등의 소재를 끌어와 스토리를 구성하고 수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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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덕목이 들어가도록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5-1-7. 평명도형의 넓이단원을 역사 영
역인 조선의 건국시기 이야기로 엮으며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탐구하고 합
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공정, 배려 등의 인간관계 요소와 도덕적 판단력의 인성
판단능력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6학년의 경우 6-1-6. 비율그래프를 공정한
선거라는 소재로 스토리를 구성할 때 약속의 중요성을 알고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
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약속, 책임 등의 인간관계 요소와 의사결정능력의 인성 판단능력
요소를 제시하였다. 수학과의 내용 체제 중에서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 적합
한 내용을 찾아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5-1-7. 평면도형의 넓이와 5-1-8. 여러 가지 단
위를, 그리고 6학년의 경우 6-1-6. 비율그래프를 주요 단원으로 끌어와 스토리를 구성하
였다.

나. 교수-학습자료12)
1) 수업 자료 개발 방향
선거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띠그래프 이야기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은 다음 [그림
Ⅳ-4]와 같다.

12) Ⅳ장에는 ‘선거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띠그래프 이야기” 단원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
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사회수학’이라는 책자로 제작하였다.

96

초 ･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선거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띠그래프 이야기” 교육과정 개발 방향
창의인성 요소
비율그래프
(확률과 통계)

구성

띠그래프 알기

수학 : 6-1-6.
비율 그래프

띠그래프 그리기

사회 : 6-2-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띠그래프 이해하기

도덕 : 6-2-2.
책임을 다하는 삶

창의성 요소
① 인지적 요소
: 확산적사고, 시각화 능력,
문제 해결력
② 성향적 요소
: 개방성, 끈기
③ 동기적 요소
: 호기심, 흥미
인성 요소
① 인간관계 요소
: 약속, 책임
② 인성 판단능력 요소
: 의사 결정 능력


<융합적 요소>
(1) 수학(확률과 통계) => 띠그래프를 알고 그리며 이해하기
(2) 사회(일반 사회) => 정치 참여의 중요성 알기
민주적, 합리적인 태도로 정치에 참여하기
(3) 도덕(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 약속의 중요성 알기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 가지기
(4) 융합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방법모형과 사고기법 적용

[그림 Ⅳ-4] 선거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띠그래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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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과정안의 전개 과정

선거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띠그래프 이야기
1

프로그램 개요

명칭

선거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띠그래프 이야기

목표

1. 띠그래프를 알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띠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2. 띠그래프를 보고 전체와 부분에 대한 통계적 사실을 알고, 주어진 정보를 읽을 수 있다.
3. 정치 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투표, 선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참여할 수 있다.
4. 약속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는다.
수학 6-1-6. 비율 그래프

대상
학년

6학년

관련 교과

사회 6-2-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도덕 6-2-2. 책임을 다하는 삶

수학
(확률과 통계)
융합
요소

사회
(일반 사회)

- 띠그래프 알기
- 띠그래프 그리기
- 띠그래프 이해하기

도덕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 정치 참여의 중요성 알기
- 약속의 중요성 알기
- 민주적, 합리적인 태도로
-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 가지기
정치에 참여하기

창의성 요소

창의
인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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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요소
확산적 사고,
시각화 능력,
문제 해결력

인성 요소

성향적 요소 동기적 요소

개방성,
끈기

호기심,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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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요소

인성 판단능력 요소

약속, 책임

의사 결정 능력

2
차시

프로그램 차시별 내용
주제

세부 내용

1

- 에밀리 데이비슨, 마틴 루터 킹 이야기를 통해 정
- 인물을 통해 알아보는 정치 참여
치 참여의 중요성 알기
- 정치 참여 관련 띠그래프 알아보기
- 선거 관련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띠그래프 알아보기
-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약속의 중요
- 여론조사 자료와 실제 투표율 비교를 통해 약속의
성 알기
중요성 알기

2

- 뉴스를 통해 알아보는 정치참여
- 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정치 참여 관련 띠그래프를 읽고, 여러
관련 뉴스를 통해 정치 참여의 중요성 알기
가지 사실을 알아보기
- 대통령 선거 득표율,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띠
-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약속의 중요
그래프 이해하기
성 알기
-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통해 약속의 중요성 알기

3

- 더 나은 민주주의 실천 방법 조사 및 그 - 띠그래프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찾
고, 해결 방법 탐구, 토의 및 띠그래프 그리기
래프 그리기
-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약속을 지키 -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서 약속을 다짐하는 서
려는 마음 가지기
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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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교과

융합교육 프로그램 교수 • 학습 과정안
수학, 사회, 도덕

대
상

일시

장소

차시 1/3

본시 주제

- 인물을 통해 정치 참여의 중요성 알아보기
- 정치 참여 관련 띠그래프 알아보기
-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약속의 중요성 알기

학습 목표

-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방법인 투표와 약속의 중요성과 전체에 대한 비율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띠그래프를 알 수 있다.

융합 요소

- 수학 / 확률과 통계 / 띠그래프 알기
- 사회 / 일반 사회 / 정치 참여의 중요성 알기
- 도덕 /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 약속의 중요성 알기

교수
학습자료

- 교사용 읽기 자료, 동영상 자료, 학습지 등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사 핵심 발문 및 활동

학생 예상 답변 및 활동

문제 ▣ 역사 속 인물 살펴보기
제기 - 동영상(EBS 지식채널 e- 38,841,909 -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명)을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시간

자료(◎) 및
유의점(※)

12´

◎ 동영상, 학습지

- 흑인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 방화, 습격 등의
폭력적인 방법

-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 달려오는 말 앞으로 뛰어 들었습
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
니다.
해 봅시다.
- 약 90km의 비폭력 행진을 진행

은 어떠한 경
우에라도 정당
화 될 수 없음

했습니다.

을 안내한다.

- 이를 통해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 - 투표권, 선거권입니다.
은 무엇이었나요?

1´

▣ 학습 문제 제시하기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방법인 투표와 약속의 중요성과 전체에 대한
비율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띠그래프를 알아봅시다.
문제 ▣ 정치 참여 관련 기사에서 띠그래프
탐구

100

알아보기 1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
사(선거에 대한 관심) 자료를 살

10´
- 관심 정도 별로 백분율을 구해
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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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 긍정적 피드백
을 통해 자신감

펴봅시다. 여론조사 참여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한 관심 정도별

을 가지고 발표
에 임할 수 있

유권자 수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내려면 무엇을 구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까?

도록 한다.

- 여론조사 참여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한 관심 정도별 유권자 수의
백분율을 구해 봅시다.

문제
해결

- 선거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띠모
양으로 나타낸 것을 살펴 봅시
다. 띠모양은 표에 비해 어떤 점

- 약간 관심 있다는 유권자는

×100=(36.1)(%)



- 한 눈에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
별 유권자의 비율을 쉽게 알 수

※ 발문을 통해 학
6´

있습니다.

생들의 논리･
수학적 사고를
이끌어 낸다.

이 더 좋습니까?
▣ 정치 참여 관련 기사에서 띠그래
프 알아보기 2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
사(투표 참여 의향) 뉴스를 봅시
다. 어떤 자료를 사용하면 시청
자들이 뉴스의 내용을 이해하기

◎ 동영상, 학습지

- 띠그래프를 이용하면 진행자의
설명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가 쉬울까요?
- 여론조사 참여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한 투표 참여 의향별 유권자
수의 백분율을 구해 봅시다.

-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유권자는

×100=(55.8)(%)



▣ 공익 광고를 통해 투표와 약속의
실생활
적용
및
확장

10´

중요성 알아보기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공익 광고를 - 후보자에게는 지킬 수 있는 공
봅시다.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나요?

◎ 동영상, 학습지
※ 허용적인 분위
기 속에서 학

약, 유권자에게는 투표 참여 등
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 -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덕분에
지만 이렇게 성별, 피부색 등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투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
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앞서
보았던 많은 이의 노력이 있었
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들에

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
게 말할 수 있도
록 한다.

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
드리며, 저의 소중한 한 표를
신중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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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사의 편지를 써 봅시다.
- 여론조사 결과보다 이번 전국동 - 선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
시지방선거 실제 투표율은 훨
이자, 자신을 위한 그리고 저
씬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희 어린이들을 위한 소중한
많은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때
하였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
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어른

약속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는 이런 권리와 약속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들에게 선거와 약속의 중요성

다. 저도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등에 대해 알려드리는 글을 써
봅시다.

1´

▣ 차시 안내하기
-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정치 참여 - (선생님의 안내에 집중하며 차
관련 기사를 통해 띠그래프를 읽
고,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어요.

시 학습을 간단히 살펴본다.)

▣ 역사 속 인물 살펴보기 – 에밀리 데이비슨, 마틴 루서 킹 (셀마 몽고메리 행진)
- 관련 동영상 및 학습지 참고 자료
http://www.youtube.com/watch?v=UOlkYJkZWpM (EBS 지식채널 e – 38,841,909명)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82774&cid=3427&categoryId=3427
http://ko.wikipedia.org/wiki/%EC%85%80%EB%A7%88_%EB%AA%BD%EA%B3%A0%EB%A9
%94%EB%A6%AC_%ED%96%89%EC%A7%84
▣ 정치 참여 관련기사에서 띠그래프 알아보기 1 – 기사 자료
참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3/2014052300299.html
사이트
▣ 정치 참여 관련기사에서 띠그래프 알아보기 2
– 관련 동영상 및 기사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524593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52000200
▣ 공익 광고를 통해 투표와 약속의 중요성 알아보기
– 관련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ssdrBTIc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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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 평가
가) 평가 계획

교과, 단원

• 수학 6학년 1학기 7단원 비율그래프
• 사회 6학년 2학기 1단원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도덕 6학년 2단원 책임을 다하는 삶

교육과정
관련 내용

• 띠그래프와 원그래프의 의미를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 만
들어 가는 것임을 이해한다.
• 책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일상에서 책임 있는 생황을 꾸준히 실천한다.

평가 목표

•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방법인 투표와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한다.
• 전체에 대한 비율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띠그래프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
고자 한다.

평가 유형

□ 보고서 □ 면담 □ 토의 □ 기타 (
)
■ 관찰 □ 포트폴리오 ■ 글쓰기 □ 자기 평가
■ 서술형 □ 진위형 □ 선다형 ■ 단답형

나) 세부 평가 내용

평가 내용 1

• 여론조사 참여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한 관심 정도별 유권자 수의 백분율을 구해
봅시다.
• 띠 모양은 표에 비해 어떤 점이 더 좋습니까?

평가 내용 2

•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론조사 응
답 때 하였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어른들에게 선거와
약속의 중요성 등에 대해 알려드리는 편지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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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료13)
○○초등학교
6학년 (
)반
이름 (
)

역사 속 사건과 인물 살펴보기
(에밀리 데이비슨, 마틴 루서 킹)

<우리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 - 에밀리 데이비슨(영국)>
1913년 6월 4일 런던의 한 경마장. 여느 때처럼
수많은 관중들이 들어찬 경마장은 함성과 흥분으
로 가득 차 있었다. "앗!!"
질풍같이 달려오던 말들이 모퉁이를 도는
순간, 관중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한 여자가
달려오는 말 앞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녀는 말
발굽에 밟혀 쓰러져,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채 나
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충격적인 사고의 주인공은 에밀리 데이비
슨이라는 여성 운동가였다. 당시 그녀는 여성
참정권 운동을 열렬히 벌이고 있었다. 과감한 행동
으로 유명한 '여성 사회 정치 동맹'에 가입하여 활
동하였는데, 시위 도중 돌을 던진 혐의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우체통에 불을 지르거나 정치인의 저택
을 습격하기도 하였으며,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계단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었다. 그녀의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모여들었고, 그 곳은 곧 시위 장소로 바뀌었다.
그녀의 죽음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여성들은
곳곳에 불을 지르고, 하원을 습격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에 끌려간 여성들은 단식 투쟁으로 맞섰고, 감옥
의 간수들은 이들의 입을 강제로 벌린 뒤 음식을 먹여야만 하였다.
평등한 권리를 찾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오랫동안 많은 비난과 탄압을 받았지만 끈질
기게 이어졌다. 마침내 영국 정부는 1918년에 30세 이상, 1928년에는 21세 이상 모든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여성의 역사] 우리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011.9.5, 휴머니스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82774&cid=3427&categoryId=3427

★ 에밀리 데이비슨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달려오는 말 앞으로 뛰어 들었나요?

13) 본 내용은 선거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띠그래프 이야기 학습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하였다. 추가적인 자료들은 별책으로 제작
된 프로그램 ‘초등학교 사회수학’에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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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마 몽고메리 행진 – 마틴 루서 킹(미국)>
1965년 3월 7일, 이 날 525명에서 600명
사이의 인권 행진대가 미국 80번 고속도로
를 따라 셀마를 출발하여 몽고메리로
향했다. 그 당시 셀마에서는 차별과 협박으
로 말미암아 셀마 인구의 대략 반수를 차
지하는 흑인은 투표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고 있었다. 피의 일요일로부터 3주 전
인, 1965년 2월 18일, 한 경관이 인권 시
위도중에 어머니를 보호하려던 지미
리 잭슨에 발포하였다.
8일 후, 그는 상처가 악화되어 셀마의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
이 있었다. 행진대는 행진을 통해서 그들의 권리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몽고메
리에 위치한 주의회에 보여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때, 600명의 인권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 경찰에 의해 몽둥이 및 최루가스 공격을 받아 실패로 돌아갔다. 이 날 행진은 2월 18일에 있었던
지미 리 잭슨 발포 사건에 대한 항의와 함께 당시 앨라배마 주 주지사 조지 월래스와 면담하는 것이었
다. 행진 대열도 비폭력을 지향했다. 셀마를 출발한 시위대는 80번 고속도로를 따라 몽고메리로
향했고, 행진을 주도한 짐 베벨은 비폭력을 지향했다. 이들이 몽고메리로 가기 위해서는 에그몬
드 피터스 다리를 건너야 했다. 그러나 몽고메리 쪽에서 백인 주립 경찰대가 곤봉 등으로 무장
한 채 시위대가 몽고메리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 시위대가 접근하자 경찰은 최루가스와 곤
봉으로 공격했다. 시위대가 단지 얘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던 월래스 주지사는 이들의 행진이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며 비난했다.
두 번째 행진은 마틴 루서 킹이 주도하여 이틀 뒤인 3월 9일에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킹
목사의 부름에 응하여 시위와 행진에 참가했다. 이날 참가한 시위대는 대략 2,500명 정도였다. 이날
저녁,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위에 동조하여 시위애 참가한 백인들 중 제임스 리브가 인종차별주의
자 백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셀마의 병원들은 리브의 치료를 거부했고,
결국 그는 3월 11일에 사망했다.
마지막인 세 번째 행진만이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까지 할 수 있었다.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셀마 몽고메리 행진)
http://ko.wikipedia.org/wiki/%EC%85%80%EB%A7%88_%EB%AA%BD%EA%B3%A0%EB%A9%94%EB%A6%AC_%ED
%96%89%EC%A7%84

★ 많은 흑인들의 사망,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진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내가 영국의 여성, 미국의 흑인이라고 생각하고 영상 속 인물에게 감사의 글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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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
)반
이름 (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선거에 대한 관심) 자료

설문 내용 : 6 • 4 지방선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나?
구분

매우
관심 많다

약간
관심 있다

별로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모름, 무응답

계

유권자(명)

242

361

317

80

1,000

(출처 : [지방선거 D-12] "기초단체장 후보 누군지 몰라" 65%… 후보도 공약도 모르는 선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3/2014052300299.html)

★ 여론조사 참여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한 관심 정도별 유권자 수의 비율을 아래와 같이 띠 모양에 나타내려
면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

★ 여론조사 참여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한 관심 정도별 유권자 수의 백분율을 구해 보시오.

 

× 100 = 24.2(%) / 약간 관심 있다 : 



 
)(%)
별로 관심 없다 :  × 100 = (

 
)(%)
전혀 관심 없다, 모름, 무응답 :  × 100 = (

매우 관심 많다 :

× 100 = (

)(%)

★ 여론조사 참여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한 관심 정도별 유권자 수의 백분율을 띠 모양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
매우 관심 많다
(24.2%)

약간 관심 있다
(36.1%)

별로 관심 없다
(31.7%)

전혀
관심
없다
등
(8%)

★ 위의 띠 모양은 표에 비해 어떤 점이 더 좋습니까?

위의 그림과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띠그래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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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
)반
이름 (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투표 참여 의향) 자료
설문 내용 : 6 • 4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요?
구분

반드시
투표 하겠다

아마
투표 할 것이다

투표 하지
않을 것이다 등

계

유권자 (명)

837

448

215

1,500

(출처 : [6･4 지방선거] 선관위 조사 "유권자 55.8%, 투표하겠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52000200)

★ 여론조사 참여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한 관심 정도별 유권자 수의 백분율을 구해 보시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을 나타내시오.)
반드시 투표 하겠다 :

아마 투표 할 것이다 :

 


 



투표 하지 않을 것이다 등 :

× 100 = (

× 100 = (

 



× 100 = (

)(%)

)(%)

)(%)

★ 여론조사 참여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한 투표 참여 의향별 유권자 수의 백분율을 띠 모양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
반드시 투표 하겠다
(55.8%)

아마 투표할 것이다
(29.9%)

투표 하지 않을
것이다 등(14.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투표에 참여함(56.8%)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43.2%)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제6회 지방선거,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6%ED%9A%8C_%EC%
A7%80%EB%B0%A9_%EC%84%A0%EA%B1%B0)

☆ 5월 12, 13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 의향을 밝힌 유권
자는 85.7%(반드시 투표 하겠다, 아마 투표할 것이다)였습니다. 하지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
거 실제 투표율은 최종 56.8%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론조사 응답 시 하였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어른
들에게 선거와 약속의 중요성 등에 대해 알려드리는 편지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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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 (1992년)

○○초등학교
6학년 (
)반
이름 (
)

<14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
1번
(42%)

2번
(33.8%)

3번
(16.3%)

기타
(7.9%)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4%EB%8C%80_%EB%
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몇 번입니까?
★ 2번은 몇 %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습니까?

(

(

)
)

★ 1번의 득표율은 3번 득표율의 몇 배입니까?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나타낼 것)

(

)

(

)

(

)

★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수가 2400만 명이라고 한다면, 1번의 득표수는 얼마입니까?

★ 2번 득표율의 반을 3번이 얻었다면 3번의 득표율은 얼마입니까?

★ 그 밖에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토론하여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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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타당성 평가 결과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후 학생들의 소감문,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학생
들의 반응을 살펴 본 결과 ‘여러 정보를 함께 알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뉴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수학의 유용성에 대해 인지하고 의미를 부여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교과서를 활용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업과 비교를 하며 본 수
업을 위해 제작된 워크북을 활용한 수업이 더욱 재미있고 집중이 잘 된다는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물론 학생들 자신이 무언가
를 만들어간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수학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복잡한 기호나 숫자였는데 다른 교과, 사회 현상에도 수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 과목도 연결될 수 있구나’,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했
었는데 다른 과목과 연결하여 공부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해서 재미 있었다’ 등의 반
응을 보였다. 이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수학을 공부하는 즐거움, 재미 등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프로그램 타당성 평가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1) 실험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 수학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2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1 :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가 큰 순서대로 3개를 고르시오.
문항2: 수학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순서대로 3개를 고르시오

각 문항에 대하여 1부터 3순위까지 고르게 하고 결과는 가중치를 두어 분석하였다.
먼저 ‘5학년 학생들의 실험반과 비교반에서 수학에 대한 인식은 수업 전과 후를 비교하
여 어떠한가?’를 물은 결과, 문항 1에서 비교반의 경우 수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하여 사전
에는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해서라고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수업 후 다른 과목을 배우는
기초라는 생각이 많았다. 실험반의 경우 역시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해 수학을 배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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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융합교육 프로그램 수업 이후에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고 라는 응
답이 늘었다. 이는 5학년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중 계산 활동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계산은 필요하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표 Ⅳ-1> 수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한 5학년 집단별 응답
② 수학은 다른
문항 1
① 계산을
과목보다 중요한
수학을 배우는 이유 정확하게 하려고
과목
비교반
실험반

③ 다른
⑤ 논리성을 길러주어
④ 생활 속 문제를
과목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해결하는 데 도움
배우는 기초
사람이 되도록 함

사전

25(3)

15

28(2)

34(1)

24

사후

27(3)

12

34(1)

31(2)

19

사전

32(2)

15

14

36(1)

29(3)

사후

43(1)

21

24(3)

27(2)

17

다음으로 문항 2의 수학하면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질문에서 비교반과 실험반 모두 복
잡한 계산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답하였다. 다만 실험반의 경우 융합교육 프로그램 후
억이나 조처럼 큰 수를 떠올린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프로그램 흐름 상 계산 하고 큰 수로
연산하는 과정이 있어 학생들의 기억에 남았으리라 생각된다.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할 때 큰 수나 복잡하고 반복적인 계산이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Ⅳ-2> 수학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한 5학년 집단별 응답
문항 2
수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비교반
실험반

① 억이나 ② 곱셈과 나눗셈
조처럼 큰 수 등 복잡한 계산

③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등
도형

④ 길이, 넓이,
무게, 부피 등의
측정 활동

⑤ 공정, 배려, 판단,
생활 속의 수학의 활용

사전

18

46(1)

28(3)

29(2)

5

사후

14

38(1)

34(2)

28(3)

12

사전

15

41(1)

30(2)

29(3)

11

사후

29

36(1)

31(2)

28(3)

8

‘6학년 학생들의 실험반과 비교반에서 수학에 대한 생각은 수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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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가?’를 물은 결과, 문항 1에서 비교반의 경우 수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하여 사전에는
생활 속 문제해결, 다른 과목을 배우는 기초이기 때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고 수업을
받은 후에는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함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비율을 구하는 과정에서 곱셈 나눗셈의 계산을 하는 활동이 반복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실험반의 경우 역시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해 수학을 배운다고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융합교육 프로그램 이후에는 다른 과목을 배우는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사회과의 경제, 투표율과 같은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활동이 수학을 통
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 수학을 배우는 이유(실생활)에 대한 6학년 집단별 응답
문항 1
수학을 배우는
이유(실생활)
비교반
실험반

사전

①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고

② 수학은 다른
③ 다른 과목을 ④ 생활 속 문제를
과목보다
배우는 기초
해결하는 데 도움
중요한 과목

28

13

사후

42(1)

사전

32(2)

사후

34(3)

⑤ 논리성을 길러주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46(1)

46(1)

29(3)

22

35(3)

38(2)

22

31

32(2)

33(1)

16

35(2)

38(1)

24

19

문항 2에서 비교반의 경우 수학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에 대하여 사전, 사후 모두 복잡
한 계산을 1순위로 꼽았다. 실험반의 경우는 사전에는 복잡한 계산이 1순위, 사후에는 여
러 가지 도형이 1순위로 나왔다. 수업 이후 실시된 사후 설문에서 비교반과 실험반 모두
억이나 조처럼 큰 수를 3순위로 뽑은 것은 수업 내용에 실제 천, 만 등과 같은 숫자가 나
왔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들은 실험반의 사후 결과에서 공
정, 배려, 판단 등의 생활 속의 수학의 활용 점수가 높아진 것은 수업 소재로 선거 투표율,
경제 성장 등의 사회 소재와 함께 도덕과의 덕목들이 융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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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수학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한 6학년 집단별 응답
① 억이나
조처럼
큰수

② 곱셈과
나눗셈 등
복잡한 계산

③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등
도형

사전

15

60(1)

34(3)

37(2)

16

사후

29(3)

59(1)

25

38(2)

11

문항 2
수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비교반
실험반

④ 길이, 넓이, 무게, ⑤ 공정, 배려, 판단,
부피 등의 측정 활동 생활 속의 수학의 활용

사전

12

61(1)

24(3)

40(2)

7

사후

34(3)

35(2)

38(1)

24

19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수학에 대한 생각은 수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어떠한가?’를 질문한
결과, 문항 1의 경우 남녀 모두 ‘생활 속 문제 해결에 도움’, ‘다른 과목을 배우는 기초’,
‘계산을 정확히 하려고’를 1, 2, 3순위로 뽑았다. 특히 수학을 배우는 이유의 보기 중 계산
을 정확하게 하려고의 순위는 남자는 3순위에서 2순위가 되었고 여자는 3순위에서 1순위
가 되었다. 이는 5학년의 넓이의 계산, 6학년의 비율 계산이 수업 중 반복되고 수업 중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순위가 높아진 것으로 본다.

<표 Ⅳ-5> 수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한 성별 응답
문항 1
수학을 배우는 이유
사전
사후

남

①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고
60(3)

② 수학은 다른
③ 다른 과목을 ④ 생활 속 문제를
과목보다
배우는 기초 해결하는 데 도움
중요한 과목
28

61(2)

77(1)

⑤ 논리성을 길러주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56

여

57(3)

46

59(2)

72(1)

42

남

70(2)

43

72(1)

56(3)

44

여

76(1)

47

59(3)

64(2)

33

문항 2의 경우 설문시기, 성별에 관계없이 우선순위가 복잡한 계산, 측정, 도형의 순으
로 나타났다. 수학을 배우면서부터 연산을 계속 공부해 왔고 수업 내용이 넓이를 구하는
곱셈, 비율을 구하는 곱셈과 나눗셈이라 수업 후에도 계산하던 기억이 학생들에게 남아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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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수학하면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성별 응답
문항 2
수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사전
사후

① 억이나
조처럼 큰 수

② 곱셈과
나눗셈 등
복잡한 계산

③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등 도형

④ 길이, 넓이,
무게, 부피 등의
측정 활동

⑤ 공정, 배려, 판단,
생활 속의 수학의
활용

남

35

97(1)

56(3)

69(2)

25

여

25

111(1)

60(3)

66(2)

14

남

58

81(1)

61(3)

62(2)

26

여

38

101(1)

57(3)

69(2)

17

나)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수학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5가지 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문항 3: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문항 4: 수학을 공부하면서 창의성이 길러진다고 생각한다.
문항 5: 수학이 다른 과목이나 생활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문항 6: 수학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생활 속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문항 7: 수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진 것 같다.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수학 공부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느낀
다고 해석하였으며, 총점으로 집단별 t-test를 실시하고 수업 후 같은 설문을 실시하여
총점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5학년 학생들의 실험반과 비교반에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점은 수업 전과 후를 비
교하여 어떠한가?’를 물은 결과, 비교반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몇 차시의 수업 후
이루어진 설문에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점과 관련된 문항의 총점에 대한 집단별 평균
은 비교반이 20.57, 실험반이 18.86으로 비교반의 점수가 높았으나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비교반의 평균점수는 상승하고 실험반의 평균점수가 낮아진 것은
융합교육에 대하여 학생들이 기존의 사회과 수업이나 수학과 수업보다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이후 보다 정교한 실험 설계를 통해 후속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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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점에 대한 5학년 집단별 분석

사전
사후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비교반

19.71

3.68

21

0.5214

0.6050

실험반

19.00

5.09

21

비교반

20.57

3.12

21

1.3512

0.1841

실험반

18.86

4.92

22

‘6학년 학생들의 실험반과 비교반에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점은 수업 전과 후를 비
교하여 어떠한가?’를 물은 결과, 실험반에 비하여 비교반이 총점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몇 차시의 수업 후 이루어진 설문에서는 비교반이 19.15, 실험반이 20.52로 실험반의 총
점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Ⅳ-8>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점에 대한 6학년 집단별 분석

사전
사후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비교반

18.85

2.64

27

1.4334

0.1581

실험반

17.75

2.85

24

비교반

19.15

3.97

27

-1.4132

0.1638

실험반

20.52

2.90

25

다) 융합교육을 경험하면서 갖는 정의적 영역 및 수학에 대한 관점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5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 8: 나는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문항 9: 수학은 재미있고 흥미있는 과목이다.
문항 10. 수학시간에 공부를 할 때 틀릴까봐 불안하고 긴장하게 된다.
문항 11: 수학을 공부할 때 배운 것이 나의 생활이나 사회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하게
된다.
문항 12: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장래에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5학년 학생들의 실험반과 비교반에서 수학에 대한 인식은 수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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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가?’를 물은 결과, 비교반의 평균은 19.81이고 실험반의 평균은 19.05이다. 수업 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비교반은 18.84, 실험반의 평균은 16.59가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융합프로그램 수업을 한 실험반의 인식 총점도 낮아졌기 때문
에 난이도를 수정하였으며 향후 수업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
았다.
<표 Ⅳ-9> 수학에 대한 인식(생각)에 대한 5학년 집단별 분석

사전
사후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비교반

19.81

3.39

21

0.7865

0.4362

1.6956

0.0975

실험반

19.05

2.87

21

비교반

18.48

3.04

21

실험반

16.59

4.14

22

‘6학년 학생들의 실험반과 비교반에서 수학에 대한 인식은 수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어
떠한가?’에 대하여 비교반은 18.41, 실험반 18.00으로 실험반에 비하여 비교반의 평균 점
수가 높았지만 집단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10> 수학에 대한 인식(생각)에 대한 6학년 집단별 분석

사전
사후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비교반

18.41

2.53

27

0.6091

0.5453

실험반

18.00

2.21

24

비교반

16.56

3.81

27

-1.0565

0.2958

실험반

17.52

2.62

25

집단별 수업 후 진행된 조사 결과 비교반은 16.56, 실험반의 평균은 17.52로 실험반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학년의 경우 몇 번의
수업 후 비교반과 실험반 모두 수학에 대한 인식 평균 점수가 낮아졌으며 이는 5학년의
결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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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한 후의 인식 변화
기존의 수학 수업과 융합수학 수업을 받은 후 학생들이 수학 수업에 대해서 가지게 된
인식(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4가지 문항을 준비하였다.

문항 13: 수학 수업을 통해 나는 다른 교과와의 관련이나 실생활에 수학이 왜 필요한지를 느끼게
되었다.
문항 14: 수학 수업을 통해 인문,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어서 흥미롭고 만족스
러웠다.
문항 15: 수학 수업을 통해 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문항 16: 수학 수업을 통해 수학을 단순히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5학년 학생들의 실험반과 비교반에서 수업 후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가?’를 물은 결과 비교반보다 실험반의 평균이 낮았다.
<표 Ⅳ-11> 수업 후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생각)에대한 5학년 집단별 분석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비교반

15.43

실험반

14.00

2.80

21

1.3084

0.1980

4.19

22

‘6학년 학생들의 실험반과 비교반에서 수업 후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질문한 결과 비교반이 14.59인데 반해 실험반은 평균 16.60으로 p<0.05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수업후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생각)에 대한 6학년 집단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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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비교반

14.59

3.23

27

-2.5748

0.0130

실험반

16.60

2.2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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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서술형 문항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융합교
육 프로그램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 좋은 점, 좋지 않은 점에 대한 학생
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학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실험반 학생들은 수업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으로 수학과 사회 내용을 함께 언급하
였으며 융합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보였다. 이를 통해 다른 과목에서 소재를 가져
와 한편의 잘 짜여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학 수업이 진행된다면 흥미와 학습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 할 것이라 판단된다.
융합수학 수업을 위해 표어 만들기, 토론, 영상, 포스터 그리기 등과 같은 다양한 수업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를 실험반 학생들이 흥미있게 생각하고 있었다. 종이에 계산하고 그
리고 자르는 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이 수학시간에 시도된다면 수학에 대한 지루함
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 수학공부를 하면서 좋았던 점
수업전 비교반과 실험반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업 방식은 교구, 놀이, 활동,
게임, 체험관 등 흥미와 호기심을 이끄는 활동들이었다. 그러나 설명식 수업이라도 선생
님의 설명에 따라 학생들이 좋은 인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융합수학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 중 재미있다, 지루하지 않다, 친해진 것 같다는
의견이 늘었다는 것이 비교반과의 차이점이다. 여러 과목을 섞어서 하는 새로운 공부 방
식에 대한 호기심 또한 융합수학 수업이 시도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호기심과 즐겁
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성공적인 수학 공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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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공부를 하면서 좋지 않았던 점
넓이 구하기, 단위 바꾸기 등 계산과 큰 수에 대한 스트레스는 비교반과 실험반 모두
나타났다. 연산의 원리를 알고 난 후에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융합수
학 수업 이후 실험반의 의견 중 여러 과목 내용이라 헷갈리고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
문에 융합 수업이 학생의 실력, 수업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6학년 또한 비교반과 실험반 모두 곱셈, 나눗셈을 통해 비율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산
스트레스를 받았다. 연산 원리를 이해하고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면 계산기의 부분적 사용
을 허락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융합수학 수업을 들은 실험반의 의견 중 수업시간이 길
다는 의견은 실시하는 교실에서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5학년과 마찬가지로 여
러 과목을 한꺼번에 배우는 것에 대해 힘들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의 양과 수
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수업을 받은 후 변화된 학생들(실험반, 비교반)의 수학에 대한 인식
융합수학 수업을 들은 후 실험반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눈에 띠게 늘었다. 재미있고
친근감이 생겼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느낌에서부터 쉬워졌거나 수학의 다른 영역을 알았
다는 내용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 생활을 도와주고 다른 과목과의 연관성을 알았다는 긍
정적인 안목까지 답변으로 나왔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융합수학 수업의 가치로 꼽을 수 있다.

3. 중등학교 프로그램
가. 수업모형
중등학교 프로그램은 민주시민의 소양으로서의 사회 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근
간으로 교육과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사회과 및 수학과에서 계발해야 할 핵심역량을 토대
로 하고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내용을 교육
과정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118

초 ･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그림 Ⅳ-5] 연구 내용 구성 방향

교수･학습 구성의 원리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고 그 외에 ‘맥락성의 원리’, ‘과정지향성의 원리’, ‘소통의 원리’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미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거나 팀티칭 또는
코티칭 등 기존 교육현장의 수업분위기를 개선 할 수 있는 수업모델 개발
∘ 교사용 수업 자료(수업 준비사항 및 유의점, 교수학습지도안, 관련 교수학습 자료, 학
생활동지 등 포함) 개발
∘ 융합 교육에 관한 우수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한 후 우수 수업 모형 사례 제안
∘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며, 교과교실의 활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모델 개발
∘ 수학과 타교과(인문사회 중심) 융합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을 수업 내용, 교수
학습 방안 제안, 다양한 평가의 차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개발

또한 사회과 및 수학과 교육에서 계발해야할 핵심역량을 살펴보고 사회과의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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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범교과적 역량이기도 한 ‘민주시민’과 수학과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명시적 목표로 상정하여 개발하였다. 사회과 및 수학을 통한 융합교육에 대한
사고 기능 및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6] 사회교과와 수학을 융합한 융합교육에서의 사고 기능 도식화

나. 중학교 교수-학습 및 평가자료14)
1) 교육과정 개발 방향
자연재해와 문제해결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은 [그림 Ⅳ-7]과 같다.

14) 중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및 평가자료는 “자연재해와 문제해결” 단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개발된 프로
그램은 ‘중학교 사회수학’이라는 별도의 책자로 제작되었다.

120

초 ･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그림 Ⅳ-7] 자연재해와 문제해결 교육과정 개발 방향

2) 수업 자료 개발 내용
❏ 자연재해와 문제 해결
1차시

1. 자연재해의 발생과 영향
지형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원인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
2차시

2. 인간의 활동과 자연재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원인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3차시

3. 수로건설을 위한 방법
작도의 기본원리와 기본도형을 작도하기

↓

↓
4차시

4.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원리를 이해하고 작도하기

5차시

5. 사막화에 대한 대책
사막에서의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단거리 수로건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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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모델 제시
가) 차시별 수업 방안

1차시

2차시

3차시

122

1.지형으로
인한
자연재해

2. 인간의
활동으로
사막이
넓어진다.

3.
수로건설을
위한 방법

수업
방식

‣ 수업진행은
제안 1 : 사회 교과 담당 교사
제안 2 : 사회 교과 담당, 수학 교과 담당의 코티칭
제안 3 : 수학 교과 담당 교사
‣ 수업내용은 1학년 내용으로 3학년 학생들은 이미 학습한 내용이므로
내용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토론학습으로 진행하면 더 효과적이다.

수업
내용

‣ 1학년 사회내용으로 지형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종류로 지진과 지진해
일, 화산이 있으며 발생원인, 발생지역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학생
활동

‣ 활동과제로 제시된 부분은 모둠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직접
자료 검색을 하여도 좋다.

평가

‣ 활동과제1-학생들의 모둠활동 참여평가
‣ 활동과제1-수행에 따른 조별평가

과제

‣ 학생들이 자연재해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수업
방식

‣ 수업진행은
제안 1 : 사회 교과 담당 교사
제안 2 : 사회 교과 담당, 수학 교과 담당의 코티칭
제안 3 : 수학 교과 담당 교사
‣ 수업내용은 1학년 내용으로 3학년 학생들은 이미 학습한 내용이므로
내용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토론학습으로 진행하면 더 효과적이다.

수업
내용

‣ 사막화의 원인과 피해 지역을 알아보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학생
활동

‣ 활동과제로 제시된 부분은 모둠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직접
자료 검색을 하여도 좋다.

평가

‣ 활동과제2-2는 모둠평가 및 관찰평가
‣ 1,2차시 수업이 끝난 후 지필평가

과제

‣ 2번 문항은 다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과제로 제시하여 해결하
도록 할 수 있다.

수업
방식

‣ 수업진행은 수학선생님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수업내용은 1학년 내용으로 3학년 학생들은 이미 학습한 내용이나 기
본작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수업
내용

‣ 작도의 기본원리를 알고 크기가 같은 각과 수직이등분선의 작도를 해
본다. 또 수직이등분선을 이용하여 수선을 작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
고 배운 작도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정다각형의 작도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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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5차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사막화에
대한 대책

학생
활동

‣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마지막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플래시를 통해 다양한 작도를 경험하는 활동을 눈으로 감상하여도 좋
지만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은 작도를 선택하여 직접해보는 과정을
넣어도 좋다.

평가

‣ 활동과제 3에서
제안1 : 1,2번은 개별 수행평가
제안2 : 컴퓨터로 배우는 수학은 조별평가 및 참여평가

과제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컴퓨터로 배우는 수학은 과제로 제시
하여도 좋다.

수업
방식

‣ 수업진행은 수학선생님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므로 수학교사가 수업 진행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수업
내용

‣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정의와 실생활 활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직접 작도해보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원리를 알아보고 디자인을 해보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아름다
움을 느껴보도록 한다.

학생
활동

‣ 작도와 연관이 있지만 교육과정에서는 처음 접하는 내용이므로 보로
노이 다이어그램이 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해보기에서 학생들이 어려워 할 경우 점의 개수를 줄여서 작도하
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평가

‣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디자인의 개별평가

과제

‣ 교과서의 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 대해 조사해
서 발표해보도록 한다.
‣ 모둠별로 점의 개수를 달리하여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작도해 볼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수업
방식

‣ 수업진행은
제안 1 : 사회 교과 담당, 수학 교과 담당의 코티칭
제안 2 : 수학 교과 담당 교사

수업
내용

‣ 사막화 지역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자연재해를 우
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사막지역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최단거리 수로를 작도
해보도록 한다.

학생
활동

‣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과정이므로 모둠별 토론과 협동학습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안다.

평가

‣ 자연재해를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으로의 전환하는 아이디어 제시
- 모둠평가 및 개별평가, 관찰평가
‣ 최단거리 수로 건설을 정확하게 하였는지 개별평가
- 개별평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 모둠평가도 가능하다.

과제

‣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융합수업이 무엇인지 경험한
내용을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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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활용 방안
❏ 프로그램의 개요
개요

내용

프로그램명

사막 속 수로 건설하기

관련교과

사회, 수학

총 소요 시간

5차시

관련 교육과정

준비물

중1사회

Ⅴ. 자연재해와 인간생활_1)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인간생
활_2)인간활동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중1수학

Ⅴ. 기본도형_2.작도와 합동_1) 삼각형의 작도

PPT자료, 학생 활동지, 컴퍼스, 자, 필기도구,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지구는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상 증후군이 계속
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사회교과에서 배운 내용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자연재해의 종류를 파악하고,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리적 특징
을 이해해보며 특히 이러한 자연재해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수학교과에
서 배운 작도를 적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를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려고 한다. 사회와 수학의 막연한 연관성을 실제 수업을 통해 융합해보는 과정을 통해 학
생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지식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비판
적 사고력 증진을 위하여 수업과정에서 모둠별 토론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총 학습차시는 5차시로 사회과 2차시, 수학과 2차시 그리고 마지막 1차시는 작도활동을
통해 직접 수로를 건설하는 활동을 통해 타 교과와의 융합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과 2차시, 수학과 2차시의 이론 수업진행
②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로건설을 작도하는 실습 1차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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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자연재해의 발생원인, 발생 지역,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간의 활동으로 홍수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
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막화의 원인과 피해 지역을 알아보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
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작도를 할 수 있다.
•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 사막화로 인한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단거리의 수로를 건설할 수 있다.

4) 학습자 평가 계획
- 수행 과제
평가 의도 및 초점 자연재해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평가 목표

자연재해의 종류와 원인 및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해보고
자 한다.

평가 유형

☐ 수행과제 ☐ 실제 수행활동 ☐ 퀴즈 ☑ 서술형･논술형 평가(시험)
☑ 선택형평가(시험) ☐ 다른 증거들(예, 관찰, 학습지 샘플, 대화)
☑ 비형식적 관찰 ☐ 토론 ☑ 학습자 자기평가, 상호평가

평가 과제 내용 및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료검색을 통해 많은 자료를 조사해보고 창의적으로
방법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제 수행 시
유의점

자료검색을 통해 조사한 자료는 같은 내용이 많을 수 있으므로 모둠별로 발표해나가면서
조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Ⅳ.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125

- 평가 과제
1. 세계 사막화 지역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발표
해보자. 또, 이러한 자연재해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2. 각 나라에 찍힌 점을 가지고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최단거리의 수로를 건설하
고 발표해보자.

평가
방법

자기
평가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평가기준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사막화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참신한가?

창의적
설계

◦ 수로 작도 원리와 의미가 수학적으로 타당한가?
◦ 최단거리 수로 건설이 논리적으로 정확한가?
◦여러 가지 학습적인 요소를 생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 팀 프로젝트에의 공헌도

상호
평가

팀 동료
이름 ( )

◦ 팀 동료와의 친화와 협력
◦ 참여도 및 성실성

이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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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 과제 평가 기준
- 수행 과제
활동
과제

1

2-1
2-2

3

평가
항목

결과
분석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성취기준

지형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작도의 기본성질을
이용하여 다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지형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특성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 측면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지형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특성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 측면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하

지형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특성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 측면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상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
체적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서
술하였으나 논리적이지 못하였다.

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
해 서술하지 못하였다.

상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의 작도를
하였다.

중

수학적 원리가 정확하지 않지만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중
하나를 작도하였다.

하

작도와 설명을 하나도 하지 못하였다.

- 평가 과제
평가
과제

1

2

평가
항목

성취기준

결과
분석

사막화 지역의
발생이유, 현상 피해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최단경
로작도

여러 점을 연결하는
최단경로를 작도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모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설명을 논리적이고 구
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중

조사한 내용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모둠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

모둠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설명이 미흡하였다.

상

작도의 기본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단경로를 작도
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중

작도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였으나 최단경로를 작도한 내
용에 대한 설명이 논리적이지 못하였다.

하

작도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작도하였으나 최단경로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Ⅳ.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127

❏ 지도상의 유의점
① 사회와 수학 교과의 내용은 각 교과 담당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두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진행할 수 있다.
② 각각의 교과 내용을 구분지어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융합된 내용을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③ 수학교과의 작도의 내용 중 수직이등분선의 작도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아니지만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5차시 수업은 4차시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및 실습을 해보는 시간이
므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창의적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유도한다.
⑤ 재해의 종류와 원인에 대하여 조사해볼 경우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그런 환경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사
전과제로 제시하고 수업시간에는 발표와 토론 및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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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자료15)

활동과제 1 지진과 화산의 분포와 영향
자료 ❶ 불의 고리( Ring of fire)
자료 ❶은 불의 고리라 불리는 지역이다. 불의
고리가 의미하는 다른 명칭과 지형적인
특성을 적어보자.

자료 ❷ 화산의 이용

일본의 간토평야

로토루아의 지열온천

자료❶과 자료❷를 보고 화산 활동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긍정적인 영
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측면을 완성해보자.

15) 본 내용은 “자연재해와 문제 해결” 학습자료의 일부분을 편집･발췌하였다. 추가적인 자료들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중학
교 사회수학’에 제시되어있다.

Ⅳ.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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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지진/지진발생

1. 지진(Earthquake)이란?
▶ 지구내부의 활동과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 지구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
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
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이다.
2. 진원(Hypocenter)과 진앙(Epicenter)이란?
▶ 지진이 발생할 때 지반의 파괴가 시작된 곳으로 지진
파가 발생한 지점이고, 진앙이란 진원의 바로 위 지표
면의 지점이다. 진앙은 위도와 경도로 표시하며 일반
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근지명을 사용하여 붙여
진다.
3. 지진의 규모(Magnitude, M)와 진도(Intensity, I)란?
▶ 규모란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말하며, 1935년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
터(Richter)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진도란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미리 정해놓은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기상청에서 정한 0~7까지 8등급을 사용하고 있으
나, 2001년부터 미국 등세계 여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MM진도 1~12까지 12등급을 사용할 예
정이다.
4. 지진해일(Tsunami)이란?
▶ 해저나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바다 밑이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아서 해수면의 변화가 생기거
나 해저에 대규모 사태(沙汰)가 발생하면 큰 물결이 일어나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이것은 해안에
이르러 평소와는 다른 높은 파도로 되는 현상을 지진해일이라 한다.

출처 : 안전행정부, 2014,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114p

130

초 ･ 중등학교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다. 고등학교 교수-학습 및 평가자료16)
1) 교육과정 개발 방향
정보사회와 수학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은 [그림 Ⅳ-8]과 같다.

[그림 Ⅳ-8] 정보사회와 수학 교육과정 개발 방향

16) 고등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정보사회와 수학’이라는 일부만 발췌하여 제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전체는 ‘고등학교 사회수
학’이라는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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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자료 개발 내용
❏ 정보사회와 수학
1차시

사회 : 정보화 사회의 특징 및 문제점 알아보기
↓

2차시

수학 : ①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스팸메일 차단원리 알아보기
②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암호의 원리 알아보기

3) 고등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모델 제시
가) 차시별 수업 방안

수업제안

사회과 1차시를 진행하고 2차시에서는 사회 내용에 대해 수학이 도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차시를 구성했다. 따라서 총 2차시의 수업진행은 사회과 1차시, 수학
과 1차시의 블록타임(blocking scheduling)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조건부확률은 학교에 따라서 배우는 시기가 2학년 또는 3학년 2학기인 시점이라서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본 단원에서 조건부확률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활동제안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양한 스팸메일의 차단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식으로 진행한다.

평가제안

1.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제도 등의 지체 현상에 대한 에세이 작
성평가를 실시하고
2.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한다.

과제제안

수행과제로 현재 개발 중인 암호의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암호의 발달과정과 간단한 원리를 알아보는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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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활용 방안
❏ 프로그램의 개요
개요

내용

프로그램명

정보사회와 수학

관련교과

사회문화, 확률과 통계

총 소요 시간

2차시
사회문화

Ⅵ.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_3.현대 사회의 변동과 대응_2) 정보 사회의
특징과 대응

관련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
준비물

Ⅱ.확률_2.조건부 확률_1) 조건부 확률

학생 활동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사회에서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즉 문화, 제도 등의 지체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
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수업은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에 대한 윤리적 접근(사회･
문화)과 더불어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로 활동해 보
면서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사회과 1차시를 진행하고 2차시에서는 사회 내용에 대해 수학이 도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차시를 구성했다. 따라서 총 2차시의 수업진행은 사회과 1차시, 수학과 1차시의
블록타임(blocking scheduling)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조건부확률은 학교
에 따라서 배우는 시기가 2학년 또는 3학년 2학기인 시점이라서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에
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본 단원에서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학습 목표
∙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을 알고 해결 방안을 말 할 수 있다.
∙ 조건부 확률 및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여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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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평가 계획
- 수행 과제
평가 의도 및 초점

본 프로그램은 주제의 특성상 각 모둠별 토론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학생들의 토론진행과정을 ‘관찰’하여 평가한다.

평가 목표

토론과정, 정보수집과 처리능력, 리더십, 의사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 유형

☐ 수행과제 ☐ 실제 수행활동 ☐ 퀴즈 ☐ 서술형 평가(시험)
☐ 에세이
☐ 다른 증거들(예, 관찰, 학습지 샘플, 대화)
☑ 비형식적 관찰 ☑ 토론
☐ 학습자 자기평가, 상호평가

수행태도 평가(수행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는 모둠별 상대평가로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한 모둠이 5명인 경우
평가 과제 내용 및
항목별 만점 5점을 기준으로 급간 인원은‘상(5점)-2명, 중(4점)-2명, 하(3점)-1명’으
방법
로 부여하고, 항목별 만점 10점을 기준으로 급간 인원은 ‘상(10점)-2명, 중(8점)-2
명, 하(6점)-1명’으로 부여한다.

과제 수행 시
유의점

평가과정에서 관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항목들(수행과정, 정보수집과 처리능력 등)
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평가의 어려움, 시간의 부족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항목수를 줄이거나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배점 또한 상황에 맞게 바
꿀 수 있다.

- 평가 과제(교사 관찰표-체크리스트 예시)

번호

성명

토론과정
(유창성, 융통성)

정보수집과
처리능력

리더십

의사소통

합계

10점

10점

10점

10점

40점

특이
사항

1
2
3

⋮
⋮

❏ 지도상의 유의점
① 정보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윤리적 접근(1차시)과 수학적 접
근(1차시)을 종합하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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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SA암호에서 소인수분해하는 과제의 세 번째 소인수분해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이지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진행한다.
③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는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이므로 문제를 푸는 과정
에서 소개정도만 하고, 학생들은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여 풀도록 지도한다.

라. 프로그램 타당성 평가결과
개발한 프로그램을 일반 수업에 적용한 후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
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업 내용에 대한 인지검사 결과
가) 중학생
중학생의 결과에 대해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Ⅳ-13>에 제시하였다.

<표 Ⅳ-13> 중학생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n(df)
사전
총점

사후
사전-사후
사전

수학

사후
사전-사후
사전

서술

사후
사전-사후
사전

사회

사후
사전-사후

12
(11)
12
(11)
12
(11)
12
(11)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상관계수

t

54.167

12.127

3.501

63.250
-9.083
6.417

9.107
13.014
3.605

2.629
3.757
1.041

.275

-2.418*

9.333
-2.917
12.833

3.447
4.680
8.178

.995
1.351
2.361

.120

-2.159

.418

-2.054

.393

-.616

17.833

7.408

2.139

-5.000
34.917

8.432
5.551

2.434
1.602

36.083
-1.167

6.302
6.562

1.819
1.89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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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 점수간의 상관을 보면 상관 계수가 .120~.418로 낮거나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유의확률은 .207~.711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
은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발생한 문제로 예상되며 이후의 결과 해석에서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응표본 t검증의 결과 총점에 대해서 유의확률이 .034(t=-2.418)로 사전-사후 검사
점수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과목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수학의 경우 .054(t=-2.159), 서술의 경우
.065(t=-2.054)로 근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있었다.

나) 고등학생 결과 검증
고등학생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런 경우
사전 점수의 집단 간 차이가 없을 경우 사후 점수의 집단 간 차이만 검증할 수 있으나 사
전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할 경우에는 사전 점수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후 점수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검증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사전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Ⅳ-14>에 제시하였다.

<표 Ⅳ-14> 고등학생 사전 점수의 집단별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총점
수학
서술
사회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실험군

24

53.416

9.222

1.882

대조군

21

46.000

14.491

3.162

실험군

24

37.083

8.787

1.794

대조군

21

31.905

13.498

2.945

실험군

24

7.167

2.884

.589

대조군

21

5.048

2.941

.642

실험군

24

9.167

2.823

.576

대조군

21

9.048

3.008

.65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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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분산
검정

t

df

4.751*

2.015

33.073

6.357*

1.502

33.569

.034

2.436*

43

.075

.137

43

검증 결과 서술 과목에서 집단 간 사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p=.019) 총점에서도 유의미한 결과에 근사하였다(p=.052). 이럴 경우 보다 정교
한 검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분산 분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분산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회귀선 기울기 동일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증
하기 위해 변수 간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형에 대해 일변량 분석의 방법으로 검증을 시행
하여 그 결과 중 상호작용 항의 결과를 <표 Ⅳ-15>에 제시하였다.

<표 Ⅳ-15> 회귀선 기울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p

집단 * 사전점수 총점

37.565

1

37.565

.465

.500

집단 * 수학 사전점수

.942

1

.942

.017

.897

집단 * 서술 사전점수

24.205

1

24.205

3.182

.083

집단 * 사회 사전점수

55.465

1

55.465

21.142

.000

검증 결과 사회 과목에서 동일성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으나(F=21.142,
p=.000) 사회과목 실험군의 사후점수가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등(M=10.000, SD=.000)
데이터의 한계에 따른 문제로 판단되었으며 그 외에는 집단과 사전 점수의 상호작용 효과
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F=.465~3.182, p=.083~.897) 회귀선 기울기의 동일성
에 대한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후 점수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Ⅳ-16>에 제시하였다.

<표 Ⅳ-16>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점수 차이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총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부분η2

수정 모형

4352.807

2

2176.404

27.320***

.596

절편

1896.088

1

1896.088

23.801***

.391

사전 점수

1115.505

1

1115.505

14.003**

.275

집단 구분

1712.869

1

1712.869

21.501***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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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F

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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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서술

사회

제곱합

df

평균제곱

F

부분η2

오차

2947.593

37

79.665

합계

116712.000

40

수정 합계

7300.400

39

수정 모형

2126.655

2

1063.328

19.518***

.513

절편

1620.598

1

1620.598

29.747***

.446

사전 점수

663.734

1

663.734

12.183**

.248

집단 구분

747.446

1

747.446

13.720**

.271

오차

2015.745

37

54.480

합계

53704.000

40

수정 합계

4142.400

39

수정 모형

343.518

2

171.759

21.320***

.535

절편

122.927

1

122.927

15.259***

.292

사전 점수

108.675

1

108.675

13.490**

.267

16.375***

.307

집단 구분

131.918

1

131.918

오차

298.082

37

8.056

합계

2952.000

40

수정 합계

641.600

39

수정 모형

343.518

2

171.759

4.948*

.211

절편

122.927

1

122.927

30.720***

.454

사전 점수

108.675

1

108.675

7.167*

.162

집단 구분

131.918

1

131.918

3.469

.086

오차

298.082

37

8.056

합계

2952.000

40

수정 합계

641.600

39

오차분산
동일성F

10.005**

1.751

4.096

먼저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 검정결과 총점과 수학 과목에서 F값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오차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기 때문으로 생각
되며 결과 해석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과를 보면 모든 과목에서 공변인으로 투입한 사전 점수의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고 있었으며(F=7.167~14.003, p=.001~.011) 독립변수인 집단에 따른 효과도 사회 과
목을 제외하고(F=.3.469, p=.070) 모두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13.720~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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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01). 사회 과목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험군 사후 점수의 문제로 인
한 영향으로 생각되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과목에서 모두 일관되게 유의미한
결과와 함께 매우 높은 효과크기를 보여 주었으므로(부분η2=.271~.368) 사전검사의 효
과를 통제한 후에도 집단의 효과가 유의미하므로 실험군의 사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다
고 할 수 있다.

2) 수업에 대한 학생 의견 분석 결과
가) 중학교 수학 및 사회 교과에 관한 학생 의견
중학교 수학 및 사회 교과에 관한 학생의 사전 사후 의견조사에 대한 변화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목에 대한 자신감인 ‘나는 수학을 잘한다.’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는 사회를 잘한다.’는 반응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사회 과목에 대한 자신감
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목에 대한 흥미를 묻는 ‘수학은 재미있고 흥미 있는 과목이다.’, ‘사회는 재미있
고 흥미 있는 과목이다.’와 불안도를 묻는 ‘수학시간에 공부를 할 때 틀릴까봐 불안하고
긴장하게 된다.’와 ‘사회시간에 공부를 할 때 틀릴까봐 불안하고 긴장하게 된다.’는 질문
에는 수학과 사회과 모두 사전사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에 대한 태도를 묻는‘수학에서 계산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와 ‘사회에서 내
용을 잘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와 ‘사회를 공부할 때 배운 것이 나의 생활이나 사회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교과의 태도를 묻는 질문 중에서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장래에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질문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장래에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
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과에 대한 태도 중에서 ‘수학에서 공식을 잘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긍
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또한 교과의 가치를 묻는 ‘수학 수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
된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사회 수업을 통해 과학, 수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어서 흥미롭고 만족스럽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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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융합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과 융합적 교육 접근에
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수업 방식과 태도를 묻는 모든 질문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국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는가 보다는 교사의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모두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답을 함
으로써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나) 중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이 참여한 사회수학 과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
든 학생이 긍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사회수학 과목의 유용성(%)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45.5

54.5

0

0

0

사회 수학 과목을 배우는 것이 미래의 자신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 또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거와 문제 해결 단원의 수업
에서 앞으로 자신들이 참여해야할 선거이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Ⅳ-18> 사회수학 과목의 미래 유용성(%)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7.3

72.7

0

0

0

사회수학 내용의 흥미를 묻는 질문에서도 대부분의 학생이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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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융합 수업으로 수학과 사회에 흥미가 생겼다는 의견을 따로 제시
하기도 하였다.

<표 Ⅳ-19> 사회수학 내용에 대한 흥미(%)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8.2

63.6

18.2

0

0

사회수학 교과와 같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더 많아야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
하여서도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사회수학 교과와 같은 선택과목 증가의 필요성(%)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9.1

63.6

18.2

0

0

사회수학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래와 같이 약 36.4%의 학생이
그렇다는 대답을 하였다.

<표 Ⅳ-21> 사회수학 내용의 난이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8.2

18.2

45.5

18.2

0

기타 의견을 적는 난에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의견 중 수업 시간에 비해 내용이 많
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마다 사회 교
과로 채택하는 교과서가 다르고 출판사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의 차이도 있어 학생들이 어
렵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집중 이수제로 같은 학년이지만 사회 내용이 이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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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어서 내용에 따라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수학 과목이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사회수학 과목의 효과(스스로에대한 성찰)(%)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0

90.9

9.1

0

0

위와 같은 답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융합수업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해줬다’는 의견
을 따로 제시한 학생들도 있었다.
사회수학 과목에서 배운 것이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것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사회수학 과목 내용과 다른 과목 내용과의 연계성(%)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7.3

72.7

0

0

0

수학이나 사회를 따로 배우는 것보다 함께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한 반응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Ⅳ-24> 수학이나 사회를 함께 배우는 것에 대한 선호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7.3

54.5

18.2

0

0

사회수학 과목을 배움으로써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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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질문에 모든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표 Ⅳ-25> 사회수학 과목이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인식 기회 제공(%)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9.1

90.9

0

0

0

사회수학 과목을 배움으로써 수학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해결하거나 이
해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학생들은 모두 긍정적인 답
을 하였다.

<표 Ⅳ-26> 사회수학을 통해 수학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해결하거나 이해하는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8.2

72.7

9.1

0

0

이상을 정리하면 중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모두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답을 함으로써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 중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
교과목별 선호도 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학 내용 중 가장
재미있었던 단원을 묻는 설문에 대한 대답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자연재해와 문제 해결 단
원에서의 삼각형의 작도가 가장 재미있었다는 학생이 45.5%로 가장 높았다. 환경과 문
제해결 단원에서 연립방정식이 재미있다는 의견이 3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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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 수학 내용 중 가장 재미있었던 단원(%)
①기본도형

②일차함수

③연립방정식

④확률

⑤없다

45.5

0

36.4

18.2

0

삼각형의 작도는 학생들이 처음 접해보는 내용이고 직접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재미있
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연립방정식을 선택한 학생들은 가장 쉬워서라고 대답하였다.
수학 내용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단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일차함수 단
원이 36.4%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연립방정식, 확률 단원이 27.3%로 높았다.

<표 Ⅳ-28> 수학 내용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단원(%)
①기본도형

②일차함수

③연립방정식

④확률

⑤없다

9.1

36.4

27.3

27.3

0

위의 결과처럼 학생들이 선택한 단원은 다르지만 그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 각 단원에서
배운 수학 내용이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걸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수학 내용 중 가장 어려웠던 단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일차함수라
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이 4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연립방정식 81.8%로 높았다.

<표 Ⅳ-29> 수학 내용 중 가장 어려웠던 단원(%)
①기본도형

②일차함수

③연립방정식

④확률

⑤없다

0

45.5

36.48

0

18.2

위의 결과에서 일차함수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함수가 어렵다, 그래프 그리는 것이 어렵
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유로는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전에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려서라고 대답했다.
사회 내용 중 가장 재미있었던 단원을 묻는 질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와 문
제해결, 인구문제와 문제해결이 각각 45.5%, 27.3%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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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0> 사회 내용 중 가장 재미있었던 단원(%)
①자연재해와
문제해결

②인구문제와
문제해결

③환경과
문제해결

④선거와
문제해결

⑤없다

45.5

27.3

9.1

9.1

9.1

자연재해와 문제해결 단원을 가장 재미있었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이유로는 동영상을
들었는데, 동영상의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내용이 많았다. 인구문제와 문제해결 단
원을 선택한 학생들의 이유들 중에는 전 세계의 인구문제와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게 재미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 내용 중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단원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인구문제와 문제해결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재해와 문제해결, 선거와 문제
해결은 모두 18.2%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표 Ⅳ-31> 사회 내용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단원(%)
①자연재해와
문제해결

②인구문제와
문제해결

③환경과
문제해결

④선거와
문제해결

⑤없다

18.2

54.5

9.1

18.2

0

인구문제와 문제해결 단원을 선택한 학생들 중 그 이유를 요즘 사회의 큰 문제이기 때
문에, 자신이 겪게 될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되어서라고 대답했다. 선거와 문제 해결 단원을
선택한 학생도 ‘나중에 자신이 하게 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회 내용 중 가장 어려웠던 단원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단원을 선택한 학생들 중 인구문제와 문제해결 단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2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환경과 문제해결이 18.2%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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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2> 사회 내용 중 가장 어려웠던 단원(%)
①자연재해와
문제해결

②인구문제와
문제해결

③환경과
문제해결

④선거와
문제해결

⑤없다

9.1

27.3

18.2

9.1

36.4

‘인구문제와 문제해결 단원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웠다’, ‘헛갈린다’는 의견
이 있었고 환경과 문제해결이 어려웠다는 학생들은 ‘그 단원이 너무 포괄적이다’,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라) 고등학교 수학 및 사회 교과에 관한 학생 의견 조사
고등학교 수학 및 사회 교과에 관한 학생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목에 대한 자신감인 ‘나는 수학을 잘한다.’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는 사회
를 잘한다.’는 반응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사회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목에 대한 흥미를 묻는 ‘수학은 재미있고 흥미 있는 과목이다.’는 별다른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는 재미있고 흥미 있는 과목이다.’에 대한 문항은 사회교과에
대한 흥미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교과가 학생들의 사회교과에 대한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학시간에 공부를 할 때 틀릴까봐 불안하고 긴장하게 된다.’와 ‘사회시간에 공부를 할
때 틀릴까봐 불안하고 긴장하게 된다.’는 질문에는 수학과 사회과 모두 사전사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에 대한 태도를 묻는 ‘수학에서 계산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와 ‘사회에서
내용을 잘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와 ‘사회를 공부할 때 배운 것이 나의 생활이나 사
회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학에서 공식
을 잘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더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교과와 수학교과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배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
해야 하는 문제와 활동이 늘어나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추후 교재 개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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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과의 태도를 묻는 질문 중에서 ‘수학을 공부할 때 배운 것이 나의 생활이나 사회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하게 된다.’에 대한 질문과 ‘사회를 공부할 때 배운 것이
나의 생활이나 사회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하게 된다.’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반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사후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학을 통해 자신
의 생활과 사회문제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에 대한 가치를 묻는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장래에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
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질문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장래에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역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의 가치를 묻는 질문 중 ‘수학 수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사회 수업을 통해 과학,
수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어서 흥미롭고 만족스럽다.’ 역시 긍정적인 반응
이 나타남으로써 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융합을 통한 비
판적 사고력 향상과 융합적 교육 접근에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수업 방식과 태도를 묻는 모든 질문
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국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는 가 보다는 교사의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고등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의견조사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이
참여한 사회수학 과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든 학생이 긍정적
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3> 사회수학 과목의 유용성(%)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18.2

77.3

4.5

0

0

사회수학 과목을 배우는 것이 미래의 자신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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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또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과 사회는 연관
성이 없다고 생각했었으나, 사회수학 과목을 통해 두 교과간 연관성을 찾고 수학이 실제
로 쓰이는 곳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본 교과가 미래의 자신에게 유
용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Ⅳ-34> 사회수학 과목의 미래 유용성(%)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22.7

72.7

4.5

0

0

사회수학 내용의 흥미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부분 학생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나, 일
부 학생은 아직 배우지 않은 수학내용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표 Ⅳ-35> 사회수학 내용에 대한 흥미(%)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9.1

63.6

18.2

9.1

0

사회수학 교과와 같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더 많아야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
하여서도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6> 사회수학 교과와 같은 선택과목의 증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31.8

22.7

40.9

4.5

0

그러나 사회수학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래와 같이 약 50%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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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그렇다는 대답을 하였다. 특히 “선거와 수학”에서 통계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수학내용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표 Ⅳ-37> 사회수학 내용의 난이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9.1

40.9

36.4

9.1

4.5

사회수학 과목이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Ⅳ-38> 사회수학 과목의 성찰 효과(스스로에 대한 사고)(%)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13.6

68.2

18.2

0

0

사회수학 과목에서 배운 것이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것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Ⅳ-39> 사회수학 과목 내용과 다른 과목 내용과의 연계성(%)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22.7

59.1

18.2

0

0

수학이나 사회를 따로 배우는 것보다 함께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한 반응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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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0> 수학이나 사회를 함께 배우는 것에 대한 선호(%)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18.2

59.1

18.2

4.5

0

사회수학 과목을 배움으로써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는지
에 대한 질문에 모든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표 Ⅳ-41> 사회수학 과목이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인식 기회 제공(%)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27.3

63.6

9.1

0

0

사회수학 과목을 배움으로써 수학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해결하거나 이
해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학생들은 모두 긍정적인 답
을 하였다.

<표 Ⅳ-42> 사회수학을 통해 수학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해결하거나 이해하는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22.7

59.1

18.2

0

0

사회수학을 배운 학생들은 고2 이과생들로 사회교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었으
나, 조별 토론수업 및 수학교과와의 접목을 통해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기억에 남는 점으로 ‘수원 지역 선거구’,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복리의 마술’ 등 다양한
단원의 내용을 골고루 꼽았으며, 본 교과의 아쉬운 점으로 ‘배우지 않은 내용 및 배경지식
을 미리 쌓을 기회 부족’을 얘기했다. 이는 본 교과가 새로 배우는 내용을 전부 대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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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우며, 이미 배운 수학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 배우는 내용을 가미하는 방향으로의
자료 개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바) 고등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
교과목별 선호도 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수학 내용 중 가장 재미있
었던 단원을 묻는 설문에 대한 대답은 아래 표와 같으며, 거래와 수학 단원에서의 부등식
의 영역과 금융생활과 수학 단원에서의 함수의 극한이 가장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각각
40.9%로 가장 높았다. 선거와 수학 단원에서 통계가 재미있었다는 의견은 13.6%이다.

<표 Ⅳ-43> 수학 내용 중 가장 재미있었던 단원(%)
①확률 및
나머지정리

②수열

③부등식의 영역

④함수의 극한

⑤통계

⑥없다

4.5

0

40.9

40.9

13.6

0

금융생활과 수학 단원에서의 함수의 극한에 대한 흥미는 수학 내용 자체의 흥미보다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관련지어 학생 스스로 앞으로 쓸 돈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이 더 재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와 수학 단원에서의 부등식의 영
역에 대한 흥미는 수학 내용이 친숙하고 쉬운 내용이라서 재미있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수학 내용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단원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이 함수의 극한
단원이 68.2%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부등식의 영역, 통계 단원이 13.6%로 높았다.

<표 Ⅳ-44> 수학 내용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단원(%)
①확률 및
나머지정리

②수열

③부등식의 영역

④함수의 극한

⑤통계

⑥없다

4.5

0

13.6

68.2

13.6

0

흥미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이 유용하다는 의견은 수학 내용 자체 보
다 다양한 금융상품과 관련되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주어 유용하다는 반응

Ⅳ.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151

이 많았다. ‘돈에 대한 정보로 재테크 시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사회에 가서 실제로 쓰
이는 내용이라서’는 의견 등 실생활과 관련되어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등식 영역
의 유용성 역시 수학 자체의 내용보다는 사회와의 연관성을 통해 비교우위 및 절대우위
계산법과 거래할 때의 유용성 등 실생활과 관련되어 유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통계단원에 대한 유용성은 사회와의 연계성으로 유용하다는 판단 외에도 앞으로 배울 수
학 내용이므로 유용하다는 의견과 따로 공부하던 내용이 나와 복습효과를 주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의 결과로 학생들이 선택한 단원의 수학 내용에 대한 유용성보단 각 단원에서 배운
수학 내용이 사회교과와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발견함에 따라 유
용하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수학 내용 중 가장 어려웠던 단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이 통계라고 대
답한 학생의 비율이 8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Ⅳ-45> 수학 내용 중 가장 어려웠던 단원(%)
①확률 및
나머지정리

②수열

③부등식의 영역

④함수의 극한

⑤통계

⑥없다

4.5

0

4.5

4.5

86.4

0

위의 결과에서 통계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사회와의 연계로 인한 어려움 보다는 수학내
용 자체에 대한 어려움으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와서 어렵다고 한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른 단원은 기존에 배운 수학 지식을 되짚어보는 차원으로 제시된 반면, 선거와
수학 단원에서의 통계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수학내용을 다뤄 다
수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 내용 중 가장 재미있었던 단원을 묻는 질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금융상
품 단원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생활에서의 거래 단원이 36.4%, 선거와 민주정치
단원이 18.2%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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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6> 사회 내용 중 가장 재미있었던 단원(%)
①정보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②정보사회에서의
윤리

③경제생활에서의
거래

④다양한
금융상품

⑤선거와
민주정치

⑥없다

0

0

36.4

45.5

18.2

0

금융생활과 수학 단원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흥미롭다고 한 이유로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 내용으로 교과 내용 자체에 대한 흥미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수학이
가미되어 복리에 대한 원리, 자신의 미래 지출 계획을 세워보는 활동을 통해 더욱 흥미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와 수학 단원에서의 경제생활에서의 거래를 흥미롭다고 한 이유로는 쉽게 접해왔
던 절대우위 외에 한 쪽이 두 종류의 상품을 모두 잘 만드는데도 거래하는 것이 더 이익이
라는 비교우위의 원리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 협상에 대한 흥미,
국가간 이익에 대한 논의 등 사회 내용 자체에 수학적인 방식으로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판단해보는 활동을 통해 흥미를 느낀 것으로 여겨진다. 선거와 수학 단원에서의 선거와
민주정치에 대한 흥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몇 년 후면 선거권이 생겨 흥미를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내용 중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단원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금융상품 단원이 63.6%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생활에서의 거래 단원이
18.2%, 선거와 민주정치 단원이 13.6%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47> 사회 내용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단원(%)
①정보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②정보사회에서의
윤리

③경제생활에서의
거래

④다양한
금융상품

⑤선거와
민주정치

⑥없다

4.5

0

18.2

63.6

13.6

0

금융생활과 수학 단원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유용하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어 상당히 실용적인 내용이라 유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사회 내용
자체가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수학이 가미되어 미래에 재테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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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통해 유용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거래와 수학의 경제생활에서의 거래는 비교우위와 절대우위의 원리에 대한 학습을 통
해 합리적인 거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유용하다는 의견이고, 선거와 수학의 선거와
민주정치는 흥미로운 단원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몇 년 후엔 선거권이 생겨 투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의견이다.
사회 내용 중 가장 어려웠던 단원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단원을 선택한 학생들 중 선거와 수학 단원의 선거와 민주정치를 선택한 학생들이 54.5%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거래와 수학 단원에서의 경제생활에서의 거래가 22.7%로 높
았다. 사회교과에서는 어려웠던 단원이 없었다는 응답도 13.6%를 차지했다.

<표 Ⅳ-48> 사회 내용 중 가장 어려웠던 단원(%)
①정보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②정보사회에서의
윤리

③경제생활에서의
거래

④다양한
금융상품

⑤선거와
민주정치

⑥없다

0

0

22.7

9.1

54.5

13.6

선거와 민주정치를 꼽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내용 자체에 대한 어려움 보다는 배우
지 않은 수학내용과 접목되어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에서의 거래 단원을 어렵다는 의견은 특화, 분업 등 용어가 생소하고 사회내용
자체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금융상품 단원이 어렵다는 의견은 관심이 없던
분야라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거와 수학 단원에 대한 흥미가 낮게 나오고, 대부분 학생이 어려운 단원으로 꼽은 것
으로 보아, 이러한 영역에서의 자료 개발에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자료 개발 및 보다
여유 있는 수업을(본 연구에서는 많은 내용을 짧은 차시로 수업을 진행하였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와 수학 단원을 제외한 대부분 단원이 각 교과 자체에 대한 흥미나 유용하다
는 판단보다는 수학과 사회가 융합됨에 따라 더욱 흥미로워하며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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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사의견 분석 결과
실험수업을 실시한 교사들과의 심층면담 결과, 우선 본 개발 자료에서 사회과의 성취기
준이나 성취수준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과 개발 내용 중 발문이나 활동, 평
가 측면에서 수정 보완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실험 수업 실시 이후 연
구진에 의해 수정･보완되었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 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면담 내용 중 사회과 측면에서 볼 때 개발한 자료의 의의
나 가치에 대한 의견은 학생들이 수학과 사회를 융합한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는 것 같았고,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회 내
용은 사회 전공자가 수학 내용은 수학 전공자가 수업을 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공통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업할 때 어렵거나 곤란했던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 교사인 경
우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수학교사인 경우 사회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 사회과나 수학과의
성취기준이나 성취수준과는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혼란을 겪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이러한 자료를 현장에 투입할 때에
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성취수준과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하였다.
또한 모든 교사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에는 융합 자료에 대한 수업에서 어떤 교수법을 적
용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여 향후 융합자료에 대한 보다 특수한 교수법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발되어야 할 융합자료는 다양한 분야들을 개인
별로 언급하여 따로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4. 시사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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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등학교
1) 일반 수업에의 적용 가능성 모색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수학 기반의 융합교육 프로그램 모델이다. 여기에는 사회,
국어, 도덕 등 교과목에서 중요 내용 요소가 결합되어 기존에 해왔던 수업과는 차별화된
교과 학습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이 일반 학교 일반 학급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당 과목별 시수체계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블록타임(blocking
scheduling) 등의 연차시 수업, 교과 내 수업 형, 교과 연계형 수업(수학과 사회 교과 등
의 교과시간 활용 통합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 내용은 새로운 융합교육 자료 개발이나 특정 교과목의 교육목표 외에 새
로운 교과목의 교육 목표(예를 들어,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등)를 구성하여 볼 수 있겠다.

2)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도 증가
문제해결에 치중한 기존의 수업방식과 달리 스토리를 지닌 다양한 소재 안에서 문제 해
결의 당위성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을 익혀나가는 활동에서 수학에 대한 학생들
의 흥미도가 변화하는 것을 서답형 설문조사 결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
하여 수학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봄으로써 학습 의욕을 고취
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학 수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3) 단위수업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의 재점검
본 연구에서는 단위수업과 단위수업 사이에 스토리를 두어 연결하고, 큰 주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프로젝트 수업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때 큰 주제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의 단위 수업 안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2개 내지 3개로 정하였는데 이는 과목별 성취
수준에 포함될 내용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였지만 사실 이러한 목표 도달 여부를 모
두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단위수업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재점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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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도달해야할 필수 목표를 정해두고 주어진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양을 학습하여 오히려
학습의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4) 문제해결학습의 실마리 제공
초등학교의 수학교과에서 문제해결영역은 매 학년 제일 마지막 단원에 다루어져 교사
도 소홀히 다루게 되었던 점이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이 별개로 떨어져
있던 문제해결 단원을 쉽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수업
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스토리 속에서 자
연스럽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함양하는 수업이 학교 현장에 자
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5) 수학과 학습에 대한 재인식
본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수학 부진아들이 수업
에 활발하게 참여하려고 하였고 흥미를 가지고 수학 과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차후에
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고 지속
적인 교사연수를 통하여 이런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6)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
첫째, 실생활 연계형 소재를 통한 수학적 지식이 생활 주변 현상, 사회 현상 등을 이해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의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반 학급에서 교사들이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는 자료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소감문이나 심층면담 등을 통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실험 수업이 이루어진 반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 융합교육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융합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 및 적용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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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회 내용으로 수학 교과 내용 자체에 대한 흥미도도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생의 선호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자료를 개발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학
생의 선호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면서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학 내용과 새로운 사회 내용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나타내기도 하
였지만 이미 배운 익숙한 수학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내용과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것에도 많은 흥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 외에 이
미 배운 수학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발 방향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7)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적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일반 초등학교 학급의 학생을 실험반과 비교반으로 구분하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모든 학생이 제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반과
비교반의 학생, 교사, 환경 등의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실험
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의 설계 단계에서 실태파악을
통해 동일한 성향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프로그램의 효
과성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할 때 연구자의 학교, 학급에서 실시하여 사례수가 많
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일반화된 결과를 통해 융합
교육을 확대, 정착시키고자 하는 추세를 볼 때 후속연구는 더 많은 사례수의 연구를 통해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개선점을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수학에 대한 재미, 이
해, 타 과목과의 연관성 등이다. 미래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소양인 창의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면 수학과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안목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융합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는 현장 교사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융합적
사고가 강조되고 융합교육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들이 실제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다. 직무연수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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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융합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개발된 많은 자
료들이 책자, 파일 등의 형태로 교사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한다. 아울러
융합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의 성취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공
되어야 한다. 다양한 과목으로 이루어진 융합프로그램의 평가에서 어떤 성취기준을 중점
적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면 현장 교사들이 적용할 때 한결 수월
할 것이다.
둘째,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에서도 예비교사들에게 융합적인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 교과 간 융합,
주제별 융합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활동해본 예비교사들이 많아진다면 융합교육의 적용
이 수월할 것이다. 융합은 다양한 과목끼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예비교사로서 학습내용에서 융합적 요소와 주제를 찾고 재
구성하는 경험을 해본다면 실제 현장에서의 융합교육을 정착,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교과의 융합을 통해 시수를 확보해야하는 융합 수업을 위하여 일정시간의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범교과적 성격을 가지는 융합 수업은 교과시간에 배정되어도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융합수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으
로 학교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융합수업을 일정 시간 배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
지 주로 과학을 중심으로 한 융합수업이 향후 다른 교과목을 중심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
넷째, 학생들이 융합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찾고 적용되기를 장려해야
한다. 교재 개발과 같은 것은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현장에
서의 적용은 수업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과시간에의 적용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면 융합교육 동아리 활동의 지원, 체험학습을 통한 융합수업 지원 등을 통해 융합프로그
램을 경험하는 학생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나. 중등학교
1) 새로운 교과목으로의 활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수학만 강조하여 사회나 기타 영역의 내용은 상황 제시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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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사용하던 기존의 융합교육 모델 교과서와는 차별화된 교과내용이다. 따라서 ‘사회
수학(민주시민 소양과 문제해결)’이라는 새로운 교과명을 제시한 것과 같이 새로운 교과
나 자료를 개발할 때, 어떠한 한 과목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각 교과 내용들을 병렬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 내용은 새로운 융합교육 자료 개발이나 특정 교과목
의 교육목표 외의 새로운 교과목의 교육 목표(예를 들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등)를
지향할 때의 구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중학교 3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한 학기 분량(1단위 기준 17차시)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자료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및 평가(중간/기말 평가)에서부터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기존에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목(혹은
자료) 및 평가로 활용할 수 있다.

3) 1단위용 교과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선택형 교과목의 다양화
선택형 교과목을 다양하게 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때
에는 큰 단위(예를 들어 3~4단위)의 교과목부터 1~2단위의 선택 교과 등 다양하게 운영
하는 것이 학생의 선택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
다. 따라서 1단위 용 새로운 교과 운영은 선택형 교과목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4) 학교 교육과정에서 융합교육 자료나 교과목 운영에의 시사점 제공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업 형태를 실험수업에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특히 고등학교
의 경우 수학교사가 사회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사회교사가 수학을 가르
치는 것을 더욱 힘들어 하였을 뿐 아니라 개념 설명에도 오류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료
개발이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총 3차시를 유닛(unit)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수업진행은 사회과 1차시, 수학과 1차시, 융합 1차시(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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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사와 수학교사 공동 진행)의 블록타임(blocking scheduling)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자료를 개발할 때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 보이며, 또한 교과 내 수업 형, 교과 연계형 수업 등의 다양
한 형태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문･이과 융합자료 개발에의 시사점 제시
본 연구는 문이과 공통으로 배워야할 소양 과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민주시민을 양
성하기 위한 심화 선택 내용과 수리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 내용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이과생이 배우지 않았던 사회과 내용 중 민주시민 소양으로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선정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이과 학생들에게 실험수업을 제시한 결과 학생들
의 만족도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학이나 융합교육의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문･이과 융합자료 개발이나 교육과정 개발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6)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의 시사점 제시
첫째, 실생활 연계 소재를 통한 수학적 지식이 생활 주변 현상, 사회 현상 등을 이해하
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됨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
서 배우는 교과의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실험수업을 통해 수학이나 사회 과목 자체의 자신감이나 흥미, 불안, 학습 태도
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 학습 태도나 본 연구
에서 추구하는 융합교과의 학습 목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 결과 학생들에게 수업 방식과 태도를 묻는 모든 질문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국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는가 보다는 교사의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협력학습으로 활동할 것을 제
안한 개발자 역시 협력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다 활발한 학습자 참여를 이끌어 내
는 것을 어려워하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곤란해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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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수업보다는 학생 중심의 활동,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소그룹 형태의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사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수학 전공자들이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사회과 전공자들에
게 자문을 받거나 검토를 받는 형식으로 자료 개발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서 사회과와 수학과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학습 분량이나 학습 내용,
성취 수준을 결정하는데 어려움과 이견들이 제시 되었다. 따라서 이후에 병렬적인 융합자
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각 교과의 전공자들이 공동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 내용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수학이 가미되어 복리에 대한 원리,
자신의 미래 지출 계획을 세워보는 활동 등에도 학생들이 흥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또한 새로운 수학 내용과 새로운 사회 내용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이미 배운 익숙한 수학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내용과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것에도 많은 흥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개발된 자료가 사회→ 수학 →
사회수학의 구조로서 자료를 제시한 일부 병렬형의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한 융합교육 자
료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개발연구에서는 또 다른 융합교육 자료 개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선택 과목 중에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 외에 이미 배운 수학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 모델링이나 문제 해결 교과목
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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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국가적 현안과 불확실성이라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의융합형 인재가 요구되고 있으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교육의 각 분야에서 구안･추진되고 있다. 특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의
개선 방안으로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내용, 핵심역량 기반 교육내용을 다루되 인성교육,
가치교육, 융합형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 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정미경 외, 2013: 120-123). 이와 같이 융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일반학교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특성 및 융합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제 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융합
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일반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먼저 창의융합형 인재의 개념과 핵심역량을 분석하
였으며, 우리나라 융합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창의인재’와 ‘융합인
재가’ 결합하여 생성된 용어로 본 연구에서는 ‘창의융합형 학문적 역량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간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며 새로운 융합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정의하였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협력 역
량, 전공지식 융합 역량, 감성적 역량으로 구성되며, 각 역량의 하위 요소들은 인지적 측
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융합교육 현황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융합교육에 대한 논의는 주로 ‘융합인재교
육(STEAM)’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초기에는 정부주도로 일반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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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영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속적
으로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융합인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
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미래형 과학교실’, ‘융합인재교육 리더스쿨’, ‘생활과학교실’, ‘아
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융합인재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영재교육기관
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인재 교육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특성과 융합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첫째, 융합교육은 창의성이 강
조되어야 한다. 둘째,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고루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 학
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융합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초･중등학교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
였다. 조사영역은 융합교육의 필요성 및 이해도,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 융합교육 실행 경
험 등이었다. 교사들의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
하였으며,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융합교육 활성화방안을 구안하는데 반영하
였다.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연구진 중 교과 전문가가 초등학교용 개발팀과 중등학교용
개발팀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교사대상 요구조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당화 조사를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첫째,
인문학적인 기반 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각 교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강, 단점을 보
완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종합적 문제해결력 향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 ‘인성
교육’을 추구함으로써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비판적 사고 함
양을 강조하였다. 넷째, 교육내용은 수학과와 사회과가 융합된 내용으로 하였다. 기존
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과학과 미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 많고, 보다 다양한 교과 간 융합
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교과 군인 수학과 사회과를
기반으로 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타당성 평가를 한 결과, 학생들은
소감문,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여러 정보를 함께 알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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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업보다 집중
이 잘 된다는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사회 현상 속에 수학이 숨어 있고,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과목 간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수학 공부하는 즐거움, 재미 등에 효과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인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중등학교 학생들도 초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
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시행하
였다. 중학생들의 경우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들은 이후 수학에 대한 자신감 보
다는 사회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과 사회교과에 대한
태도와 가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모두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고등학생들은 수학을 통해 자신의 생활과 사회문
제와의 관련성을 생각하는 반응이 늘어났으며, 수학수업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과 사회수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타당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사회수학’, ‘중학교 사회수학’, ‘고등학교 사회수학’의 3종을 개발하여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pdf 파일로 제작하여 초･중등학교에서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5~6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수업 시간에 담임교사 가 적용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정규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용가능하며, 한 교과 교사가 실시해도 무방하나 수업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팀티칭 할 것을 제안한다.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선행연구 분석 및 교사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과 융합교육 활성
화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다음 절에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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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가.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첫째,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가운데 정의적 측면에 해당하는 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량
에 인내심, 개방성, 자발성, 집중성 등이 있고, 소통･협력 역량에서는 소통하는 태도, 협
력하는 태도가 있으며, 감성적 역량에는 자아효능감, 윤리의식, 책임의식, 타인을 위한
배려 능력, 타인 존중 능력 등이 있다. 창의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에 이러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영재가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주로 영재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며(김권숙, 최선영, 2012; 송
인섭 외, 2010; 이승우 외, 2013 등) 따라서 이를 영재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보통 수
준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보통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중등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각 교과 내용들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도
록 한다.
새로운 교과나 자료를 개발할 때, 어떠한 한 과목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각 교과 내용들
을 병렬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중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운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융합된 교과 중 한 교과 교사가 융합교육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직 교사의 융합교육 실천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교과 교사가 다른 교과 내용을 가
르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교사양성교육에서 융합교육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 향후
양성되는 교사는 융합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다고 해도 우선 현재 시점에서는 수업
진행을 한 교과 1차시, 다른 교과 1차시, 융합 1차시의 총 3차시를 한 유닛으로 운영하도
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미 학습한 내용이나 실생활과 연계된 소재로 개
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이 새로운 수학 내용과 새로운 사회 내용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나
타내기도 하였지만 이미 배운 익숙한 수학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 내용과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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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하는 것에 많은 흥미를 나타내었다. 새롭게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 외에 이미 배운 교과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
발하는 것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국가 수준
첫째,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시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내용량을 대폭 축
소하여 개발하도록 한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사 모두 융합교육 실행 시 예상되는 내적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교사가 기존 교과 수업의 진도 부담을 선택하였다. 이제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다.
둘째,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서를 개발한다.
현재 교사들의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이나 역량은 높지 않은 상태다. 2015개정 교
과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시 교사들이 손쉽게 융합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
발에 융합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미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과학과 공통사회가
개발될 예정이므로,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과서도 교과 내 영역 간 융합 내용이나 또는 특
정 주제에 대하여 다른 교과와 연계되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창의융합형 교과를 필수로 이
수하도록 이수 단위를 지정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지금 즉각적인 반영은 어렵지만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 창의융합형 교과에 대한 필수 이수단위를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한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창의융합과목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넷째, 다양한 창의융합형 선택과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
여 학업성적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수준의 창의융합교과목이 별도로 있지 않은 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융합교육에 대
한 내신 성적 산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1단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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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교과목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이 때 소인수 선택과목이 되어 등급이 산출되지 않을 경
우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융합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각 학교급과 학년 수
준에 적합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들이 공유하여 큰 어려움 없이 융합교육
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 수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의 융합교육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
극적으로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 교사 중 5년 미만 저경력 교사의 경우
‘용어를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교사 36.6%, 중등학교 교사 40.7%로
나타나, 응답 문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교
사도 초등학교 교사 8.5%, 중등학교 교사 5.4%로 나타나고 있어 교원양성교육에서 융합
교육 내용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교원양성교육에서의 융합교육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도 초등학교 교사
응답자의 87.4%, 중등학교 교사 응답자의 83.1%가 예비교사를 위한 융합교육이 필요하
다고 보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에 해당되는 교육과
정을 제외하고는 교원양성기관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게 된다. 교원양성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비교사들의 융합교육 역량을 증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 역량 증진 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양한 창의융합형 교과목이 개발된다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담당할 것인가이다.
선택과목의 다양화를 실효화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를 장려하고
있으나, 융합교육은 다양한 교과내용이 융합되어 하나의 과목으로도 개발될 수 있기 때문
에 특정 전공을 교사자격증에 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
지만 예를 들어 ‘교수가능 과목 1: 수학’, ‘교수가능 과목 2: 수학과 관련된 융합교과’라고
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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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를 확대해야 한다.
융합 교육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교사들이 ‘교원연
수’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교사들이 교원연수를 통해 융합
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원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손쉽게 융합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 교사들의 상당 수가 융합교육을
위한 현직교사 대상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초등학교 91.1%, 중등학교
86.7%), 연수에 참여의향을 밝혔다(초등학교 85.7%, 중등학교 77.8%). 특히 융합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초등 88.4%, 중등 82.0%) 그렇지 않은 교사들(초등
79.0%, 중등 71.3%)보다 참여의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001), 이는 융합교
육을 위한 교사 연수가 유의미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시･도교육청 수준
첫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개발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교사공동체나 연구에 참여
하는 교사들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융합교육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공유하고, 교사들이 융합교육에 관심을 가지
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수준의 융합교육 발표대회나 포럼
등을 개최한다.
셋째, 교사수준에서 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
요된다. 이에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
해 교사 업무 경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융합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 간에 학습공동체 구축을 장려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지
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원 방안은 재정지원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대학이나 유
관기관 또는 융합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될 수도 있다.
다섯째, 시･도교육청 내에 융합교육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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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관내에서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별도의 업
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융합교육을 위한 별도의 센
터를 설치한다.

3) 학교 및 교사 수준
첫째,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융합교육 연수를 기획한다.
단위학교 교사의 융합교육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대학교수나 전문가와의 주기적인
협의회 기회 마련, 동료들과의 협력적 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둘째, 협력적이고 허용적인 교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적 교직문화가 조성되어
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실제 수업을 위해서도 다른 교과 담당 동료 교사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권장, 허용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어려운 조직 문화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거나 발휘될 수
없다.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 발휘를 권장, 허용하는 조직문화를 형성
해야 한다(정미경 외, 2013: 156). 이를 위해서 학교관리자는 변화촉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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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주체

제도화 방안
- 국가 교육과정 개발
- 융합교육 가능한 교과서 개발
- 융합교과 필수 이수단위 지정
- 융합형 선택과목 개발･보급

국가

- 융합교육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교사교육체제 개선을 위한 지원
-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개선
- 교원양성기관 대상 융합교육 지원사업 개발
- 융합교육 연수 확대
- 융합교육 정보 공유를 위한 시･도교육청 단위 인프라 구축

시･도교육청

-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포럼 개최
- 융합교육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개발
- 융합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학교

- 학교 단위 융합교육 연수 기획･추진
- 협력적 교직문화 조성

아직까지 영재가 아닌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융합교육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융합교
육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도 제한적이며 융합교
육을 하지 않아도 국가 교육과정 준수에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의적 역량과 인
지적 역량이 균형을 이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는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수준에서 큰 어려움 없이 융합교육을 시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융합교육이 확산되고 실제 융합교육의
취지를 살리는 등 융합교육의 성공적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나 예비교사들의 융합
교육 역량이 절대적인 선결 조건이다. 아울러 국가수준에서 융합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나 관심이 뒷받침 된다면 융합교육은 사회적 힘을 얻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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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Developing Primary and Secondary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Mi-kyung Chung
Lee, Jae Duck
Park Kyun Yeal
Ko Ho Kyoung
Mangoo Park

▣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There is a demand for creative and convergence talents in today’social
environment, with growing uncertainties and national priority on implementing
creative economy. This has expanded the necessity and applica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aiming to foster creative and convergence talents.
However, the widely applied form of convergence education in Korea has bee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STEAM) for gifted students,
and most cases have been developed with a focus on scientific curriculums,
making average schools to lack an overall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ve and convergence talents, the concept of convergence education in
schools as well as programs that can be applied for in-class learning.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be applied to regular stud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with a
focus on fostering creative and convergence talents and propose measures to
further promote convergence education. In particular, the basic framework was
defined and developed to ensure strengthened character education and ho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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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olving skills and develop inspiring educational programs by considering
both inter-curricular convergence as well as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y.
In this regard, our study findings are expected to make the following make
contributions. First, the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program
development procedure established in this study will improve the access to
convergence education by reorganizing curriculums at school and teacher levels
under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In particular, they will serve as a
benchmark for developing relevant programs in the future, particularly based on
the theoretic modeling and program elements for developing primary and
secondary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Second, they can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developing a curriculum or course to foster creative and convergence
talents.
The initiative to develop educational course incorporating Integrated
Curriculum of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2015 first began in October 2014,
and the new course is scheduled for confirmation and announcement (Ministry of
Education, Sep. 24 2014. Press Release:6) in the latter half 2015. Therefore,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program development procedure of
this study will serve as reference for establishing future educational course for
humanities, social studies, mathematics curriculums. Third, the survey results of
teachers’ awareness and need on convergence education will provide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future policies on convergence education.

▣ Theoretical Background on Development of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s
Chapter II aims to analyze the concept of creative and convergence talents and
their core competency and provide implications on the orienta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status of convention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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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n this study, creative and convergence talents is defined as a “person
who understands the relationship of diverse knowledge having creative and
convergent academic skills and the ability to create and utilize new convergent
knowledge.” Moreover, the core competencies of creative and convergence talents
consist of creative thinking,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skills, convergence
knowledge, emotional ability, and each competency is divided into cognitive and
affective skills. Convergence education in Korea is divided into convergence
education for non-gifted regular students and for th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The discussions on convergence education have been focused on
Education for Convergent talents or STEAM education. In the beginning, the
government initiate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for non-gifted
students, and later on, many studies were conducted with a focus on education
for gifted students. The government has made continued efforts to expand
STEAM cases through programs including Future Science Class, STEAM Leader
School, Life Science Class, and Outreach Program through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to assist STEAM learning in
regular students. STEAM programs in institutions for gifted education are
provided at the discretion of each institution.
The review of characteristics of creative and convergent talents and the status
on convergence education led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of all,
convergence education must value creativity. Second, both cognitive and
affective dimensions must be considered. Third, it is essential to develop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for regular students. And lastly, we must
develop programs designed to foster creative and convergent thinking.

▣ Awareness and Demand of Teachers for Convergence Education
We examined the level of awareness and demand for convergence edu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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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to develop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s meeting the need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improve the feasibility of programs in
schools. The areas of study include the necessity and understanding of
convergence education, demand for convergence educ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 of convergence education. Our survey results of teachers’ needs
regarding convergence education wer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s, and

findings of teachers’ awareness

of

convergence education were incorporated in the development of measures to boost
convergence education.
The implications for promoting convergence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to
promote training of creative and convergent talents,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need to implement convergence education. Seco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train teachers for convergence education. Training programs for
convergence education need to be expanded. Fourth, diversity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is crucial. Fifth, an array of programs must be developed to encourage
teachers to try implementing convergence education or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uch development effort can from them. Sixth, to further develop
convergence education, it is required to limit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tional curriculum, leaving a room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within the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Seventh, it is all the more important to build an
infrastructure for exchange of information on convergence education to revitalize
convergence education. Eighth, a collaborative environment among faculty must
take root to promote convergence education in schools.
Next,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are as
follows. First, if adequate pedagogy is designed and tailored to students, it can
be applied to all grades in school. However,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primarily for fifth and sixth graders for primary schools and first yea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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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condary schools. Second,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once
developed, should be applied, if possible, to regular curriculum-based classes or
creative hands-on experience activities. Third,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ised for as many curriculums as possible.

▣ Development of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The basic principles and orientation for developing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were the following: First, questions were raised on the basis of
humanities, and the merits and demerits of each curriculum were supplemented.
Second, the programs were made available for use during regular class hours.
Third, an emphasis was focused on seeking to strengthen comprehensive
problem-solving skills, inspiring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nd
fostering critical thinking. Fourth, since most conventional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had been concentrated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art, the
study’s programs were based on other curriculum groups such as mathematics
and social studies. We applied the developed programs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evaluate their feasibility.

▣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In Chapter V, we provided recommendations for developing and revitalizing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have been made
for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First, programs should
accommodate both cogni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Second, programs
applicable to non-gifted regular students must be developed. Third, when
developing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for secondary schools, the contents
of each subject should be organized in parallel. Fourth, as for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 contents, it is more effective to uses themes o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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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re connected to students’in-class learning or daily lives.
Next, the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convergence education were divided
into different levels: the government,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chools and teacher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significant to
drastically reduce the volume of the curriculum contents when developing
curriculums, courses and textbooks, to make sure that convergence education
takes place. Second, it is significant to develop textbooks so that convergence
education is possible. Third, we have to actively seek ways to designate creative
and convergence curriculum as a mandatory course for credit when revising
curriculums in the future. Fourth, we have to develop and expand an array of
creative and convergent elective courses and improve academic performance
management scheme. Fifth, it is essential to build infrastructure for exchange of
information on convergence education. Sixth, it is critical to draw up measures
to support convergence education in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Seventh,
indication subject of school teacher’s certificate should be improved. Eighth, we
need to expand convergence education training for teachers.
As for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t is first required to build
a system where teachers can exchange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that
they designed. Second, it is also desired for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organize a convergence education competition or forum to identify
and share best practices and teachers become engaged in convergence education
with great interest. Third, creating conditions for teachers to fully commit to
pedagogy requires means to alleviate teacher’s workload. Fourth, measures are
also needed to support teachers’ learning community for convergence education.
Fifth, a person in charge of convergence education must be assigned in each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n schools and teachers,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organizing convergence
education training for teachers. Second, we need to create collabora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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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ve culture of teachers.
Convergence education for non-gifted regular students is yet to fully take root
in Korea. There i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convergence education and
limited number of available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However, there is
a growing social need today for promoting creative and convergent talents with
balanced cognitive and affective ability. Therefore, a variety of 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and exchanged so that teachers can
provide convergence education with ease.
Moreover, we need to build convergence educational capacity of teachers or
pre-service teachers for successful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convergence
education while promoting its true value. Moreover, when such effort is
supported by institutional framework or interest at the national level,
convergence education will surely gain social strength and spread at a record
pace.

❑ keyword: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Convergence Education,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Social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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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교사인식조사 설문지(초등학교)
[부록 2]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교사인식조사 설문지(중등학교)

[부록 1]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교사 인식 조사 설문지(초등학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창의∙인성교육지원센터에서는 금년에 ‘초∙중등학교 융합형 교
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정미경)’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
하여 본 조사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04.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백 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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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배경변인을 묻는 문항입니다.
선생님께 해당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1번~4번).

1. 재직 학교 소재지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2. 교직경력
① 5년미만

② 5년이상-10년미만

④ 15년이상-20년미만

⑤ 20년이상

③ 10년이상-15년미만

3. 최종 학위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4. 융합 교육과 관련된 경험(모두 표기)
① 연수 참여

② 타교사 수업 참관

③ 직접 수업 운영

④ 서적이나 논문 탐색

⑤ 없음

⑥ 기타(

Ⅱ. 다음은 융합 교육의 필요성 및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선생님께 해당되는 곳에 √ 표하시거나 선생님의 생각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5번~9번).

5.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융합 교육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6. 융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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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③
④
⑤

필요
보통
불필요
잘 모르겠음

7. 만일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아래 <보기>에서 세 개 골라 필요도의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학업 성취도 향상
② 실생활에서의 적용력 향상
③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유발
④ 분과적 개념 위주 교육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⑤ 진로 및 직업 선택 능력 함양
⑥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⑦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능력 증진

8. 융합 교육에 대한 선생님 자신의 이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
연수 및 청강 경험
자료 및 매체로 경험
용어를 들어본 정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음

9. 융합 교육과 관련한 정보의 습득 경위는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동료 교사
교원 연수
연구학교 재직
언론 및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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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Ⅲ. 다음은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선생님께 해당되는 곳에 √ 표 하시거나 선생님의 생각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0번~21번).

10. 몇 학년이 융합 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학년~2학년
② 3학년~4학년
③ 5학년~6학년
④ 적합한 학년군이 따로 없이 동일하게 적합하다
11. 융합 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업 시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교과 전체 시수의...
① 5% 미만
② 5% 이상-10% 미만
③ 10% 이상-15% 미만
④ 15% 이상-20% 미만
⑤ 20% 이상
12. 융합 교육은 다음 중 어느 시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규교과수업
② 창의적 체험활동
③ 방과후학교
④ 기타
13. 융합 교육을 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수업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제해결중심형
② 교과 내 수업형(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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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과 연계 수업형(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 연계)
④ 기타
14. 융합 교육을 실행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내적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아래 <보기>에서 세 개 골라 어려움의 순서대로 해당 번호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평가 전문성의 부족
② 기존 교과수업의 진도 부담
③ 기존 교과 학습의 기본 개념 및 기능 약화
④ 수업 내용 융합구성의 어려움
⑤ 교수-학습전략 모색의 어려움
⑥ 주제 선정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의 어려움
⑦ 교사 역량 부족(지식 및 이해도, 자신감 등)
⑧ 학습지 등 수업관련 참고자료 제작의 어려움
⑨ 기타

15. 융합 교육을 실행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외적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아래 <보기>에서 세 개 골라 어려움의 순서대로 해당 번호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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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① 예산 부족
② 학업성적관리제도
③ 국가교육과정 준수
④ 동료 교사와의 협력
⑤ 학부모 인식 부족
⑥ 관리자 및 관계자의 행정 태도
⑦ 학습자의 흥미 및 학습 동기 부족
⑧ 기타

16.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아래 <보기>에서 세 개 골라 중요도의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멘토링
② 교사 연수
③ 행∙재정적 지원
④ 수업 시수 확보
⑤ 프로그램 개발 모듈 제시
⑥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마련
⑦ 전문가들의 더 깊이 있는 융합 교육관련 연구 수행
⑧ 융합 교육 이수 학생에 대한 평가 방안
⑨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융합 교육과정 반영
⑩ 정보 공유의 인프라 구축(관련 자료, 교재 개발 및 공유)
⑪ 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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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음의 전문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융합에 대한 이해
② 융합 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 능력
③ 융합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학적 지식
④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18. 예비교사에게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19. 융합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20 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 융합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 간 협력학습을 권장해야 함
② 과정이나 활동을 결과보다 강조해야 함
③ 개인별/모둠별 결과물이 다르게 산출되도록 해야 함
④ 구체적 조작 도구나 공학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
⑤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과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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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선생님의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선생님께 해당
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있으시면 22번 문항의 ①번
보기에 √ 표시 후, 23번~29번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고, 실행 경험이 없으시면
22번 문항의 ②번 보기에 √ 표시 후, 30번~35번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융합 교육을 실시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23번으로 이동)

② 없다(30번으로 이동)

※ 실행 경험이 있을 경우(23번~29번)
23. 융합 교육의 실행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②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③ 과목 간 상호 연관성 때문
④ 해당 과목에 융합 교육적 적용이 용이해서
⑤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
⑥ 기타
24. 선생님께서는 가장 최근에 몇 학년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셨습니까?
① 1학년~2학년
② 3학년~4학년
③ 5학년~6학년
25. 선생님께서 가장 최근에 융합 교육을 실행한 교과목은 무엇입니까?(최대 3개 표시)
① 국어
⑤ 과학

② 영어
⑥ 음악

③ 수학
⑦ 미술

26. 선생님께서 실행하신 융합 교육 수업 과정은 무엇입니까?
① 정규교과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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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
⑧ 체육

② 창의적 체험활동
③ 방과후학교
④ 기타
27. 선생님께서 실행하신 융합 교육 수업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문제해결중심형
② 교과 내 수업형(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연계)
③ 교과 연계 수업형(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 연계)
④ 기타
28. 선생님께서 실행하신 융합 교육의 운영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수업에서
② 몇몇 동료 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수업에서
③ 교사 혼자 방과후학교나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④ 몇몇 동료 교사와 방과후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⑤ 기타
29. 선생님께서 실행하신 융합 교육의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평가 없이 진행
② 지필평가(선다형, 단답형)
③ 수행평가(포트폴리오 평가, 논술형, 관찰 등)
④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
⑤ 기타

◎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응답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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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경험이 없을 경우(30번~35번)
30. 선생님께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학년은 무엇입니까?
① 1학년~2학년
② 3학년~4학년
③ 5학년~6학년
31. 선생님께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교과목은 무엇입니까?(최대 3개 표시)
① 국어
⑤ 과학

② 영어
⑥ 음악

③ 수학
⑦ 미술

32. 선생님께서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 수업 과정은 무엇입니까?
① 정규교과수업
② 창의적 체험활동
③ 방과후학교
④ 기타
33. 선생님께서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 수업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문제해결중심형
② 교과 내 수업형(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연계)
③ 교과 연계 수업형(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 연계)
④ 기타
34. 선생님께서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의 운영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수업에서
② 몇몇 동료 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수업에서
③ 교사 혼자 방과후학교나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④ 몇몇 동료 교사와 방과후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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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
⑧ 체육

35. 선생님께서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의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평가 없이 진행
② 지필평가(선다형, 단답형)
③ 수행평가(포트폴리오 평가, 논술형, 관찰 등)
④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
⑤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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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교사 인식 조사 설문지(중등학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창의∙인성교육지원센터에서는 금년에 ‘초∙중등학교 융합형 교
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정미경)’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
하여 본 조사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04.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백 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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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배경변인을 묻는 문항입니다.
선생님께 해당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1번~6번).

1. 재직 학교급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2. 재직 학교 소재지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3. 담당 교과
① 국어
⑤ 과학

② 영어
⑥ 음악

③ 수학
⑦ 미술

④ 사회
⑧ 체육

4. 교직경력
① 5년미만

② 5년이상-10년미만

④ 15년이상-20년미만

⑤ 20년이상

③ 10년이상-15년미만

5. 최종 학위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6. 융합 교육과 관련된 경험(모두 표기)
① 연수 참여
④ 서적이나 논문 탐색

② 타교사 수업 참관
⑤ 없음

③ 직접 수업 운영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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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융합 교육의 필요성 및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선생님께 해당되는 곳에 √ 표하시거나 선생님의 생각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7번~11번).

7.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융합 교육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8. 융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잘 모르겠음

9. 만일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아래 <보기>에서 세 개 골라 필요도의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보 기>
① 학업 성취도 향상
② 실생활에서의 적용력 향상
③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유발
④ 분과적 개념 위주 교육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⑤ 진로 및 직업 선택 능력 함양
⑥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⑦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능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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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10. 융합 교육에 대한 선생님 자신의 이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
② 연수 및 청강 경험
③ 자료 및 매체로 경험
④ 용어를 들어본 정도
⑤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음
11. 융합 교육과 관련한 정보의 습득 경위는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동료 교사
교원 연수
연구학교 재직
언론 및 연구 자료

⑤ 기타

Ⅲ. 다음은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선생님께 해당되는 곳에 √ 표하시거나 선생님의 생각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2번~23번).

12. 몇 학년이 융합 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적합한 학년군이 따로 없이 동일하게 적합하다
13. 융합 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업 시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교과 3년 간 전체 시수의...
① 5% 미만
② 5% 이상-10% 미만
③ 10% 이상-15% 미만
④ 15% 이상-20% 미만
⑤ 20% 이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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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융합 교육은 다음 중 어느 시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규교과수업
② 창의적 체험활동
③ 방과후학교
④ 기타
15. 융합 교육을 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수업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제해결중심형
② 교과 내 수업형(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연계)
③ 교과 연계 수업형(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 연계)
④ 기타
16. 융합 교육을 실행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내적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아래 <보기>에서 세 개 골라 어려움의 순서대로 해당 번호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보 기>
① 평가 전문성의 부족
② 기존 교과수업의 진도 부담
③ 기존 교과 학습의 기본 개념 및 기능 약화
④ 수업 내용 융합구성의 어려움
⑤ 교수-학습전략 모색의 어려움
⑥ 주제 선정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의 어려움
⑦ 교사 역량 부족(지식 및 이해도, 자신감 등)
⑧ 학습지 등 수업관련 참고자료 제작의 어려움
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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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17. 융합 교육을 실행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외적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아래 <보기>에서 세 개 골라 어려움의 순서대로 해당 번호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예산 부족
학업성적관리제도
국가교육과정 준수
동료 교사와의 협력
학부모 인식 부족
관리자 및 관계자의 행정 태도
학습자의 흥미 및 학습 동기 부족
기타

18.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아래 <보기>에서 세 개 골라 중요도의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멘토링
교사 연수
행∙재정적 지원
수업 시수 확보
프로그램 개발 모듈 제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마련
전문가들의 더 깊이 있는 융합 교육관련 연구 수행
융합 교육 이수 학생에 대한 평가 방안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융합 교육과정 반영
정보 공유의 인프라 구축(관련 자료, 교재 개발 및 공유)
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이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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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음의 전문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융합에 대한 이해
② 융합 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 능력
③ 융합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학적 지식
④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⑤ 학습 목표에 맞춰 수업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능력
⑥ 학습 목표에 맞춰 융합적 요소를 추출하고 통합하는 능력
20. 예비교사에게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21. 융합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22. 융합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3. 융합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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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협력학습을 권장해야 함
과정이나 활동을 결과보다 강조해야 함
개인별/모둠별 결과물이 다르게 산출되도록 해야 함
구체적 조작 도구나 공학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과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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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선생님의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선생님께 해당
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있으시면 24번 문항의 ①번
보기에 √ 표시 후, 25번-31번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고, 실행 경험이 없으시면 24
번 문항의 ②번 보기에 √ 표시 후, 32번-37번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25번으로 이동)

② 없다(32번으로 이동)

※ 실행 경험이 있을 경우(25번~31번)
25. 융합 교육의 실행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②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③ 과목 간 상호 연관성 때문
④ 해당 과목에 융합 교육적 적용이 용이해서
⑤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
⑥ 기타
26. 선생님께서는 가장 최근에 몇 학년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행하셨습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27. 선생님께서 가장 최근에 융합 교육을 실행한 교과목은 무엇입니까?(최대 3개 표시)
① 국어
⑤ 과학

② 영어
⑥ 음악

③ 수학
⑦ 미술

④ 사회
⑧ 체육

⑨ 기타

28. 선생님께서 실행하신 융합 교육 수업 과정은 무엇입니까?
① 정규교과수업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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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의적 체험활동
③ 방과후학교
④ 기타
29. 선생님께서 실행하신 융합 교육 수업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문제해결중심형
② 교과 내 수업형(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연계)
③ 교과 연계 수업형(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 연계)
④ 기타
30. 선생님께서 실행하신 융합 교육의 운영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수업에서
② 몇몇 동료 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수업에서
③ 교사 혼자 방과후학교나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④ 몇몇 동료 교사와 방과후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⑤ 기타
31. 선생님께서 실행하신 융합 교육의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평가 없이 진행
② 지필평가(선다형, 단답형)
③ 수행평가(포트폴리오 평가, 논술형, 관찰 등)
④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
⑤ 기타

◎ 융합 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응답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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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경험이 없을 경우(32번~37번)
32. 선생님께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학년은 무엇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3. 선생님께서 융합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 교과목은 무엇입니까?(최대 3개 표시)
① 국어
⑤ 과학

② 영어
⑥ 음악

③ 수학
⑦ 미술

④ 사회
⑧ 체육

34. 선생님께서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 수업 과정은 무엇입니까?
① 정규교과수업
② 창의적 체험활동
③ 방과후학교
④ 기타
35. 선생님께서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 수업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문제해결중심형
② 교과 내 수업형(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연계)
③ 교과 연계 수업형(주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 연계)
④ 기타
36. 선생님께서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의 운영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교사 혼자 자신의 정규교과수업에서
② 몇몇 동료 교사와 팀티칭으로 정규교과수업에서
③ 교사 혼자 방과후학교나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④ 몇몇 동료 교사와 방과후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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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선생님께서 실행하고 싶은 융합 교육의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평가 없이 진행
② 지필평가(선다형, 단답형)
③ 수행평가(포트폴리오 평가, 논술형, 관찰 등)
④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
⑤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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