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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1세기는 창의성의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지난 60여년에 걸쳐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로부터 각고의 노력과 열정으로 선진국의 기술과 정보를 빠르게 흡수
하여 응용함으로써 세계 아홉 번째로 교역량 1조 달러 국가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발
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 인재의 공헌은 지극히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변화와 지원 부족으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이전보다 약해
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1년 5월 13일 ʻ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대국을
위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ʼ11~ʼ15)｣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해외의
STEM교육을 발전시킨 ʻ미래형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육 강화ʼ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를 통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TEAM 교육 발전방안을 탐색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 학생들의 특성과 실제 학교 현장
에서의 교육지원 실태, 교육과정 뿐 만 아니라 교육시설 등에 이르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STEAM 교육의 발전 방안 등은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 정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
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연구의 중요 결과는 그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담당 선생님과 학생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에 기꺼이 응해주신 과학고등학교와 영
재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를 자문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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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요약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STEAM 교육 정책은 일반 초･중･고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 정책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
생들을 위한 보다 특화된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학생
들을 향후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STEAM 교육의 발전방안
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맞는 STEAM
교육의 개념과 체계를 구안하고, STEAM 교육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교원역
량강화, 행･재정적 지원, 물리적 시설 기반 구축, 법･제도적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영재교원 대상 워크숍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적합한 STEAM 교
육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론적 배경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이라는 특수한 대상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
성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영재 및 과학기술인재의 개념에 관한 문헌 검토 결과, 최근 영재성 연구에
서는 ʻ창의성ʼ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으며 창의적 업적을 이룬 인물들에서 다중적 능력
(polymathy)이 많이 나타남에 따라 다중분야에서의 능력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킨다
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오늘날 창의성 기반 사회로의 변화는 세계
적으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은 ʻ
전문성ʼ, ʻ사고력ʼ, ʻ윤리의식ʼ, ʻ소통력ʼ으로 종합해 볼 수 있었다.
둘째,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탐색해 본 결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
학교 학생들은 논리 수학지능, 개인이해 지능, 대인지능이 높고 자연지능이 낮으며, 내재
적 동기가 높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정의적
특성이나 학습 방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관련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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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STEAM 교육과 관련된 해외의 동향 및 사례에 관한 문헌을 분석한 결과, 미국
과 영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과학기술 분야에 유입
하고 이탈을 억제하기 위한 STEM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STEAM 교
육을 추진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듯했으나, 이 국가들은 인문학과 예술교육의 저변
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들의 STEM 교육은 결국 우리의 STEAM 교육과 유사한 교육내용
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 이스라엘, 싱가폴의 STEAM
관련 교육사례를 통해서는 STEAM 교육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으나 교육의 내용
적 측면에서 이미 과학, 기술, 공학, 인문･예술, 수학을 유기적으로 융합한 프로그램이
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의 결과를 통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을 위한
STEAM 교육의 목적을 ʻ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육성ʼ으로 명료화하고 요구되는 핵심역량
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에서는 STEM에 A를 첨가한 STEAM 교
육이 내용적으로는 물론 표면적으로도 강조되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여건 분석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심층면
담과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성에 관해 조사
한 결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은 과학, 수학, 체육, 음악, 미술의 순으로 교
과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혼자서 몰두하는 학습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창의성 계발을 위해
서는 팀별 프로젝트를 통한 의견교환 및 연구방식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STEAM 교
육의 인식에 관해서는 학생의 경우 인식도가 10% 내외로 특히 낮았으나, 학생, 교원 모
두 STEAM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60% 내외), 참여의사 역시 약 60% 정도
로 높게 나타나 STEAM 교육의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교육과정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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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학교는 기본교과와 자연계 심화학습을 위한 전문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활동 및 특별활동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 영재학교에는 융복합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 있으나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운영되고 있
지 않았으며, 두 유형의 학교에 공통적이면서도 학생중심적, 자율적인 활동은 R&E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의 측면에서 교사들은 80%이상이 STEAM 교육과정의 개발 및 수
업진행을 위한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으며 타교과에 대한 낮은 지식 이해도
등도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전용 공간 등 물리적 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며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STEAM 교육 추진을 위한 방안 탐색에 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 운
영 방안에 있어서 학생들은 STEAM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선택할 수 있도
록 하기를 원했으며 교사들은 STEAM 내용을 구성하여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유기적으
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에 있어서는 학생들
은 그들을 존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기술을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
한 자질로 꼽았으며, 교사는 STEAM 관련 교사들의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이 가장 필요
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환경 및 시설 부분의 지원이 절실하
며 기타 시범학교 운영, 관련 규정 정비 등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영재교원 대상 STEAM 교육 관련 워크숍은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워크숍은 교사들의 STEAM 교육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팀을 구
성하여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워크숍 결과, 교사들은
STEAM 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 부재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각 교
과 담당 교사간의 의견 충돌이 생겨 원활한 협력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둘째, 2차 워크숍은 1차 워크숍을 통해 계획했던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
발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교사들은 수학 및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예술 영역이 통합
되도록 수업안을 개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STEAM 교육이 추
구하는 목적과 내용을 이해해나감으로써 그에 적합하도록 수업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
었고 STEAM 교사로서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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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심층면담, 워크숍을 이용하여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여건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STEAM 교육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구체
적 방안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의 특성
과 교사들의 STEAM 교육에 관한 인식, 관련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및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STEAM 교육 발전방안을 보다 현장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STEAM 교육의 개념 재정립 및 교육의 방향
선행연구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과학교육 관련 정책방향과 사례들을 조사한 결
과, 이들은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STEM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STEAM 교육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장학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STEAM 교육은 융합적 사고를 통해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워
크숍을 통해 STEAM 교육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본 결과, 참여자들은 STEAM 교
육이 STEM 교육과는 어떻게 다르며, 과연 무엇인가 하는 개념적 측면의 혼돈을 겪고
있었으며 각자 생각하는 정의와 교육방향이 서로 달라 향후 STEAM 교육의 원활한 현
장 적용 및 발전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STEAM 교
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것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1. STEAM 교육의 개념 재정립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육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하였다.
STEAM 교육이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과학, 기술, 공학, 인문사회･예술, 수학을 연계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전문적 지식과 응용력을 강화하고 창의성 발휘를 촉진하며, 융합적 사
고와 태도를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STEAM 교육의 요소는 S(과학), T(기술), E(공학), A(예술), M(수학)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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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ts)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술(fine arts, music, etc.)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liberal arts)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인문･예술이 과학적 성과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반성적 사유(reflective thinking)와 미적 사
유(aesthetic thinking)를 특징으로 하는 인문예술(arts)은 과학, 수학, 공학, 기술의 사
유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창의적인 발상과 통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STEAM 교육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21세기 창의적 과학기술 인
재 육성’에 두고자 한다. 그리고 STEAM 교육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STEAM 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역량 측면: STEAM 교육의 목표는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육성
하는 것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인 전문성, 창의적 사고력, 윤리의식, 소통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

∙ 교수학습방법 측면: STEAM 교육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자간의 협력을 도출하고,
교육자와 학습자가 서로 개방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기반 구축 측면: STEAM 교육은 적절한 시설 및 기자재 등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며, 외부 자원과의 협력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내용적 연계 측면: STEAM 교육은 각 교과(영역)간 연계 방식에 있어서 내용 중심의 통합,
적용 중심의 통합, 창의성 중심의 통합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발전 방안
설정한 STEAM 교육의 개념 및 방향을 토대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발전방안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원 역량 강화, 행･재정 지원 체제 구축, 시
설 및 기자재 지원, 관련 규정 정비의 5개 측면에서 제시하였으며 각 방안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STEAM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STEAM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인 R&E 활동과 연결하여 구성하되 단계를 두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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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단계에서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R&E와 STEAM의 심화과정으로 분리되도록 운영한
다. R&E와 STEAM 활동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기초단계로 4학점 공통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R&E와 STEAM 활동
모두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방법 및 실험 탐구 등에 관련된 교육을 받음

∙ 2단계: R&E와 STEAM 활동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STEAM 활동을 선택한 학생들이
STEAM 연구활동을 정교화하고, 의사소통 및 협업 기술을 발전시킴

∙ 3단계: 2단계와 마찬가지로 STEAM 활동을 선택한 학생들이 참여하며, 연구의 전 과정을
스스로 주도하여 연구의 리더십을 높이고 독자적으로 STEAM 프로젝트를 책임, 완수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함

2. STEAM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본 연구가 제안하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STEAM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유형 및 역량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교원 유형: STEAM 코디네이터, STEAM 멘토, 팀별 조교, 여러 분야의 교사 및 외부 전문가 등
∙ 역량 강화 방안:
- 각 교원들의 역할과 필요에 적합한 교원연수의 다양한 기회 제공
- 교사협의회를 통한 현장 지원 강화
- 우수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STEAM 교육을 위한 행･재정 지원 체제 구축
STEAM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수준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수준: 국가 STEAM 센터 설립
- 도서관 역할, STEAM 교육관계자 간의 커뮤니티 역할, 인적자원 풀 제공의 역할 등 담당

∙ 지역 수준: STEAM 리소스 센터 설립
- 4개 과학기술대학에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지원을 위한 리소스 센터
를 설치 운영하여 인력과 시설, 자료 등 지원

∙ 학교수준: STEAM 교육 지원부 및 STEAM 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 학교 내 STEAM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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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관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STEAM Lab 운영: 학생들의 창의적 발명품 산출을 위한 각종 기설 구비
∙ 외부 자원 활용: 지역의 과학기술대학 및 연구기관 등 활용

5. STEAM 교육의 현장 착근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관련 규정 정비는 다음과 같다.
∙ STEAM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업시수 및 관련 규정 정비: STEAM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관련 제도 정비(R&E 활용 필수 및 선택 운영)

∙ STEAM 교육과정 기록 공식적 관리: NEIS와의 연계 등 고려

6. 향후 과제
이상,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STEAM 교육 발전방안에 더하
여,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STEAM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과제는 다
음과 같다.
∙ STEAM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 STEAM 교육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 구축
∙ STEAM 교육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인식 확산
∙ STEAM 교육 효과에 대한 순환 시스템 연구

주제어: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STEAM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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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Ⅲ)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지금의 세계는 과거 농경기술을 중심으로 한 ʻ제1의 물결ʼ과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의 ʻ제
2의 물결ʼ, 그리고 발달한 과학기술에 의한 ʻ제3의 물결(The Third Wave)ʼ인 정보화 시대를
지나 ‘하이콘셉트(high concept)’의 시대(Fink, 2009), 창의성 기반 경제(creativity-based
economy)에 접어들었다(Hamel, 2011). 즉, 기술 자체보다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와 문화, 비전을 창출하는 창의적 능력이 보다 핵심적인 가치로 부각되는 창의적 사회
(creative society)에 진입한 것이다(Resnick, 2007).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미국은 2006년 ʻ미국 경쟁력 강화 대책ʼ을 발표하였고, 영국
은 2004년 재무부(HM Treasury)와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공동으로 ʻ과학과 혁신을 위한 투자 기본 방향 2004-2014(Science &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2004-2014)ʼ를 발표하는 등, 선진국들은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적 방안에 대한 진지한 모
색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교육적 방안들 가운데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난 2004년 미국이 제안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통합적 교육(STEM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반적인 과학교육 방식에 비해 STEM 교육은 과학 이론과 지식만 습
득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과학적 원리와 지식이 실제
적인 공학(engineering)과 기술(technology)을 통해 현실에 접목될 수 있는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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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STEM 교육을 위해 미국 정부는 2004년 한해에만 2조
8천억원 가량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자하고, 그 후 STEM 교육은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을 비롯한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STEM 교육이 과학교육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보다 현실적 응용
성을 접목함으로써 흥미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요소가 결여
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창의적 사고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
음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Huffington Post, Feburary 20, 2011; The
Masstec Express, 2010; Eager, 2010; Trung Le, 2010; Brazell, 2010). 허핑턴 포스
트지(Huffington Post)는 학생들에 대한 STEM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창의성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Arts를 추가하여 STEAM으로 보완하자고
제안(Huffington Post, 2011, 2. 20 기사) 하였고, 미국과학교사협의회(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도 2010년 1월 11일 협회소식지인 Webnews Digest에 ʻReaching
students through STEM and the Arts’ 글을 통해 STEM 교육에 Arts를 추가함으로써
과학교육에서의 창의성을 신장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렇듯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STEM 교육의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이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Arts를 포
함한 STEAM 교육이 제안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선진국의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
과 궤를 같이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ʻ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ʼ 보고서를 통해 STEAM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후 2011년 5월 13일 ʻ창의
적 과학기술 인재 대국을 위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ʼ11-ʼ15)｣을 발
표하는 등 창의적 인재확보를 위해 초･중등 교육의 ʻ미래형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육 강화ʼ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은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의 과학교육을
혁신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중심
으로 하는 교육방식에 예술(Arts)을 접목시킴으로써 21세기 사회적 패러다임에 맞는 창
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TEAM 교육의 이 같은 가능성과 취지, 정책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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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에 따른 교육적 모형 및 교육방법, 그리고 현장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환경 등에 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로 인해 STEAM 교육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현장의 실천 과정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 있
고, STEAM 교육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듯 하다.
특히, 현 정책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을
위한 보다 특화된 대응이 요구된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상기할 때, STEAM 교육의 일반
학교에 대한 적용도 중요하나, 과학에 대한 높은 흥미와 소양을 지닌 과학영재학생들에
대한 STEAM 교육의 적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STEAM 교육은 일반학
생들에 대한 과학적 흥미도 제고 차원으로 접근되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과학기술인재
로의 높은 가능성을 지닌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위와 같은 STEAM 교육 연구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에서 일반 초･중･고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STEAM 교육의 정책을 특정
대상에게 보다 적합하도록 정교화 하는 차원에서, 특히,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학
생들을 향후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STEAM 교육의 발전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의 특징을 탐구함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STEAM 교육의 특성을 밝히고, STEAM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교원, 시설 및 기타 환경, 행･재정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STEAM 교육
또는 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교육 추진 현황과 실천 사례 등
을 탐색함으로써,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STEAM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더
욱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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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성은 무엇인가?
1-1.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의 특성은 무엇인가?
1-2. 그들을 위한 STEAM 교육의 특성은 무엇인가?
2.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행해지는 STEAM 교육 실태 및 환경은 어떠한가?
2-1. STEAM 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현황은 어떠한가?
2-2. STEAM 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원의 실태는 어떠한가?
2-3. STEAM 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물리적인 환경 및 시설은
어떠한가?
2-4. STEAM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실태는 어떠한가?
3. 과학기술 및 예술 융합 교육과 관련한 해외 선진국의 교육 동향은 어떠한가?
3-1. 해외 선진국의 과학기술 및 예술 융합 교육의 추진 현황은 어떠한가?
3-2. 해외 선진국의 과학기술 및 예술 융합 교육과 관련한 (우수)실천 사례는 어떠
한 것이 있는가?
4.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의 STEAM 교육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
엇인가?
4-1. STEAM 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방안은 무엇
인가?
4-2. STEAM 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교원 역량 강화 방안은 무
엇인가?
4-3. STEAM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4-4. STEAM 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물리적인 환경 및 시설 마
련 방안은 무엇인가?

6｜

Ⅰ. 서론

2. 3개년 연구추진에 대한 개요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계획, 추진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
되었다. 그러나 2011년도에 행해진 3차년도 연구는 초기 수립된 계획으로부터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여기에서는 연도별 추진계획, 1, 2차년도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 3개년
도 연구계획의 수정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연도별 추진 계획
2009년도에 수립된 3차년도 연구계획은 [그림Ⅰ-1]과 같다. 다음과 같은 3차년도의
연구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림 Ⅰ-1] 연도별 추진계획 및 변경된 3차년도 연구 주제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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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2차년도 주요 연구 결과
1차년도 연구인 ʻ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Ⅰ:
과학고등학교 입학자의 현주소 파악과 관련정책 분석ʼ에서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차년도
연구의 준비로서 과학고등학교 입학자의 학업 및 진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과학기술인재 육성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점인 1차 년도에 설정된 1, 2차년도 연구주제 및 방법은 다음 <표Ⅰ-1>과
같았다.

<표 Ⅰ-1> 1, 2차년도 연구방법 및 완성년도
연구문제

연구방법

연구시기

1. 과학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장년
기 과학기술인재들의 학업 및 진로 실태는 어떠한가?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학술대회

1차년도
2차년도

2. 국내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및 관련제도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헌연구

1차년도

3. 해외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및 관련제도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헌연구

1차년도

4. 이공계 진로와 활동을 돕는 긍정적인 요인과 진로 이탈 또
는 기피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학술대회

2차년도

1차년도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국 21개의 과학고등학교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집단
약 19,130명의 74.8%에 해당하는 14,314명의 연락처를 파악하였다. 이 중 6,352명의 현
재 소재지를 파악했고, 이들 중 2,983명으로부터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 동의를 얻었다.
둘째, 과학기술인재의 학업 및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고등학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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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대학원단계, 취업단계에서의 과학기술인재의 학업 및 진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한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셋째,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의 과학기술인재 육성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조사･분석한 결과, 각국은 공통적으로 탈이공계 현상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정 개선, 장학금 및 연구비의 확대, 다양한 진로 확충 등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국의 과학기술인재 관련 정책에서는 국가마
다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특히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연계성 및 시스템화
를 위해 과학영재교육체제 확립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년도 연구인 ʻ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

Ⅱ: 과학고등학교 입학자의 학업 및 진로 실태 분석ʼ에서는 전국 21개의 과학고등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학업과 진로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토
대로 그들의 학업과 진로 실태 및 이에 관련된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체계적이고 다각도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과학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중심으로 청장년기 과학기술인재들의 학업 및 진로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이공계 진로
와 활동을 돕는 긍정적인 요인과 진로 이탈 또는 기피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요인을 탐색
하는 것이었다.
2차년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과학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이들의 배경변인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이루어졌고, 수학･과학 학습흥미도, 학교수업 및 전공만족도, 대
학 희망 전공, 희망 직업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은 물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둘째, 이공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및 부정 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 긍정적 요
인에 있어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적성 등 개
인 특성 요인이 진로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공계 분야에 대
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 의식 등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의 경
우에도 이공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 요인은 개인적 성향과 특성으
로 전공 분야에 대한 흥미와 적성이 진로를 결정, 지속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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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가족, 학교, 사회문화적 요인들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부정적 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이공계에 대한 낮은 처우
와 부정적 인식 등 사회문화적인 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권유와 부실
한 학교교육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들은 병역
문제를 진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여학생들은 여성에 대한 비호의
성, 자녀 양육의 문제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취업자의 경우는 근무환
경이나 여건, 사회문화적 특성이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 2차 선행 연구결과를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재분석해 보면,
과학기술인재들과의 심층인터뷰에서 일관되게 주장되는 의견을 수합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다수의 과학기술인재들은 이공계 분야의 적성과 흥미가 정착되고 향후 학업
및 직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고등학교 때이므로, 이 단
계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적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의 특징과 관련하여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심각한 문
제는 입시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 수학, 과학 중심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재들의 균형 있는 사고와 창의적 지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융합
교육과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심화학습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육의 문제를 단지 과학교과의 문제로 한정하여 살
펴보기 보다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해야 함을 지
적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점에서 STEAM 교육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하겠다.

다. 3차년도 연구계획의 수정 배경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우수 과학기술인재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와 더불어 전생애적 과학영재교육 연계 모형 및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개년에 걸친 연구계획이 설계되
었고, 모든 연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제3차년도 본 연구에서는 1, 2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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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정부가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중기 계획으로 ʻ제2차 과학기술인
력 육성･지원 기본계획(ʼ11~ʻ15)ʼ을 내놓았고(2011년 5월), 2010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부 내용이 발표된 시점에서 연구의 범위를 대폭 수정하는 일
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인재의 생애전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전략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주제를 국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 종합
전략에 따른 ʻ중등과정ʼ의 교육적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에 따라 연구 주제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계획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ʻ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재학생ʼ으로 한정하였다. 1, 2차년도 연
구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발달 및 육성 전략을 포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의 대
상을 ʻ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재학생,ʼ ʻ대학생 및 대학원생,ʼ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
는 장년기 ʻ취업자ʼ의 삼단계로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과학 및 그와 관련된 학
문에 적성과 흥미를 느끼고, 미래를 선도하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하는데 발판
이 되는 고등학교 시기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변경하였다.
둘째, 3차년도 연구의 내용을 학교교육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환
하였다. 본 3차년도 연구의 원래 목적은 전생애적 과학영재교육 연계 모형을 산출하고
세계적인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본계획이 수립된 현 시점에
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미 2년 전에 설정하였던 3차년도 연
구의 내용이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결론 하에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수정하여 STEAM
교육의 발전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와 내용에 따라 <표Ⅰ-2>와 같이 2009년도에 설정하였던 연구문
제를 수정하였고, 각 연구문제별 주요 연구 내용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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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3차년도 연구문제의 변경 및 세부 연구 내용
변경 전 연구문제

변경 후 연구문제

변경 후 세부 연구 내용

1.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 1.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성
학교 학생들에게 적합
한 STEAM 교육의 특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의 특성 파악
1. 과학기술인재
성은 무엇인가?
∙ STEAM 교육의 특성 탐색
의 이공계 진
2.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행해지는 STEAM 교육
로 유입 활성
2.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
실태 및 환경
화 방안은 무
∙
교육과정 현황
학교에서
행해지는
엇인가?
STEAM 교육 실태 및 ∙ 교원실태
환경은 어떠한가?
∙ 물리적 환경 및 시설
∙ 행･재정적 지원 실태
3. 과학기술 및 예술 융 3. 과학기술 및 예술 융합 교육과 관련한 해외 선진국의 교
합 교육과 관련한 해
육 동향
∙
과학기술 및 예술 융합 교육 추진 현황 및 방식
외
선진국의
교육
동
2. 과학기술인재
∙ 과학기술 및 예술 융합 교육 우수 실천 사례
향은 어떠한가?
육성 및 지원
을 위한 전생
4.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의 STEAM 교육의 안착
애적 과학영재 4.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
및 발전을 위한 방안
학교에서의 STEAM
교육 연계 모
∙ 교육과정 운영방안
교육의 안착 및 발전
형은 무엇인가?
∙ 교원 역량 강화 방안
을 위한 방안은 무엇
∙ 행･재정적 지원 방안
인가?
∙ 물리적 환경 및 시설 마련 방안

3. 연구내용
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성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고등학생이 아닌, 미래의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과
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의 특성을 알아본다. 또한 STEAM 교육
의 안착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STEAM 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과
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실행하게 될 STEAM 교육의 목표 및 특성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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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행해지는 STEAM 교육 실태 및 환경
STEAM 교육에 필요한 교육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및 운영현황 파악, 둘째, 교사의 전문성 실상 파악, 셋째,
STEAM 교육에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 및 시설 파악, 넷째,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구되
는 행･재정적 지원 실태 파악 등을 수행한다.

다. STEAM 교육과 관련한 해외 선진국의 교육 동향
STEAM 교육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선진 정책 사례를 수집하여 해외 선진국의 과학기
술 및 예술 융합 등 학제 간 융합교육 동향에 대해 탐색한다. 이에 더해 해외 선진국의
STEAM 교육과 관련된 (우수)실천 사례를 수집･분석한다.

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의 STEAM 교육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한 방안
STEAM 교육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STEAM 교육과정의 운영 측면, 교원 역
량 강화 측면, 물리적인 환경 및 시설 측면, 행･재정적 지원 측면의 네 가지 측면에서
탐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EAM 교육의 고교･대학 간 연계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
지 고찰한다.

4. 연구방법
연구 내용별 연구방법은 다음의 <표 Ⅰ-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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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연구내용별 연구 방법
연

구

내

용

연구 방법

1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성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의 특성 파악
∙ STEAM 교육의 특성 탐색

-

문헌연구
조사연구
심층면담(포커스 그룹)
전문가협의회

2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행해지는 STEAM 교육 실태 및 환경
∙ 교육과정 현황
∙ 교원실태
∙ 물리적 환경 및 시설
∙ 행･재정적 지원 실태

-

문헌연구
조사연구
심층면담(포커스 그룹)
사례연구
전문가협의회

3

과학기술 및 예술 융합 교육과 관련한 해외 선진국의 교육 동향
∙ 과학기술 및 예술 융합 교육 추진 현황 및 방식
∙ 과학기술 및 예술 융합 교육 우수 실천 사례

- 문헌연구
- 사례연구

4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의 STEAM 교육의 안착 및 발전을 위
한 방안
∙ 교육과정 운영방안
∙ 교원 역량 강화 방안
∙ 행･재정적 지원 방안
∙ 물리적 환경 및 시설 마련 방안

-

조사연구
심층면담(포커스 그룹)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개최

가.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1) 문헌 분석
▪ 일반적인 과학영재 학생 및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의 정의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개념 및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에 관한 자료 수
집 및 분석

▪ STEM 교육 관련 국내･외 자료 분석
▪ STEAM 교육 특성 및 적용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 교육과정 분석
▪ 분석 목적 :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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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 교육 실시를 위한 시사점 도출

▪ 분석 대상 :
- 과학고등학교(2개교) : 인천과학고등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
- 영재학교(4개교) : 서울과학고등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
구과학고등학교

▪ 분석 내용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 학교 운영의 일반적인 현황(학생 및 교원 수, 교원의 경력 및 학력, 시설 현황 등)
- 교육과정(일반교육 과정 및 STEAM 교육 실시 여부)

▪ 분석 시기 : 5월~6월
▪ 분석 방법 : 교육과정 분석 틀에 근거한 학교별 교육과정 내용 정리 및 비교 틀을
구성하여 각 학교 담당교사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이를 수합하여 분석함.

나. 조사연구
1) 설문조사 관련 심층면담
▪ 면담 목적 : 설문조사 문항 개발의 기초자료 수집, 영재학교 학생의 특성과 융･복
합 교육 운영 현황, 인식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함.

▪ 면담 대상 : 영재학교의 재학생 및 교사
▪ 면담 내용 : 영재학교 학생의 특성 파악, 해당 학교의 융･복합 교과 운영 현황과
이에 대한 학생 흥미도 및 인식, 융･복합 교과 운영 어려움 및 개선방안

▪ 면담 시기 : 4월~6월
▪ 면담 방법 : 구조화된 면담지에 의한 심층면담으로 개별 면담방식으로 연구진이
직접 실시함.

▪ 면담결과 분석 방법 :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Miles & Huberman(1994)의 분
석 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함.
-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 전체 인터뷰 데이터를 대상으로 비슷한 경우와
패턴을 찾아 정렬함.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별로 데
이터를 그룹핑하거나 정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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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진열(data display) 및 결론 도출(drawing conclusion): 데이터 축소를
통해 얻은 준거를 토대로, 하위 준거와 코드를 찾고 중요한 주제나 코드가 생략
되었는지 다시 점검함. 이미 찾은 초기 준거와 주제가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고
수정함. 하위 주제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축소시키고, 코드 사이에 중요
한 의미와 관계를 파악함.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함.

[그림 Ⅰ-2] 심층면담 데이터의 분석 단계

2) 설문조사
▪ 조사 목적 : STEAM 교육에 대한 의견 수집
▪ 조사 대상 : 8개 과학고등학교 및 4개 영재학교 재학생, 교원(교사, 교장 및 교감),
시･도교육청 장학사
(대상자 수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1,004명), 교원(92명), 그리고 시･도
교육청 장학사(32명) 총 1,128명)

▪ 조사 시기 : 7월~8월
▪ 결과 분석 방법 : SPSS 12.0을 통해 먼저 전체 대상자별 차이를 분석하고 각 집단마
다 성별, 학교별 차이를 분석함. 그 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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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연구
▪ 목적 : 국외 STEAM 교육 및 기타 융복합 교육 운영 현황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
고, 적용 사례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대상 : 국외 4개국(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 선정이유 : 과학기술 및 예술 융합 교육을 선도하거나 관련 교육의 사례가 우수
한 나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구◸◸◸◸분

사◸◸◸◸◸◸◸례

STEAM 관련 교육정책

미국, 영국

STEAM 관련 교육사례

미국 IMSA 및 MIT Media Lab, 이스라엘 IASA, 싱가폴 NUS

▪ 내용 : 국내 영재학교의 융복합 교육 관련 사례연구, 해외 국가의 융복합 교육 관
련 정책 및 운영 현황 파악

▪ 시기 : 7월~10월
▪ 결과 분석 방법 : STEAM 관련 교육정책과 교육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함. 교육정책
분야는 창의적 과학 기술인재양성정책의 큰 흐름과 STEAM 교육 도입의 경향, 그
리고 STEAM 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제도 지원 네트워크
등을 분석함. 교육사례는 우수 과학고등학교의 STEAM 교육사례와 고등교육단계
의 STEAM 교육을 사례로 나누어 분석함.

라. 전문가 협의회
▪ 목적 :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주요 개념을 정립하고, STEAM 교육 발전 방안에 관
한 의견 수집

▪ 대상 : 국내･외 전문가 및 담당교원
▪ 개최 시기 : 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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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FGI :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워크숍 개최
▪ 목적 : 워크숍을 통해 과학영재에게 적합한 STEAM 교육 지도안을 구상･계획하고
현장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STEAM 교육 실제에서의 시사점을 도출
하기 위함. 또한 워크숍 참가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좀 더 구
체적인 현황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대상
- 워크숍 대상자 : 영재교육 담당 교사(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전공 등) 약 160명
-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FGI) 대상자 : 융복합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교사
총 6명

▪ 내용 및 방법 :
- 워크숍 : 과학기술, 예술 및 인문사회 분야가 통합된 교육과정 모델을 구성하고
제시된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토론하여
그것을 적용한 모의수업 실시
-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FGI)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STEAM 교육의 개념 및
특성,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상, STEAM 교육 발전 방향, 행･재정적 지원 방안
및 개선안 탐색

▪ 개최 시기 : 8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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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Ⅲ)

1. 과학영재, 과학기술인재의 개념
가. 과학영재 개념과 최근의 이론적 동향
과학영재는 영재성에 대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실제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과 연구자들에 의해 합의된 바는 없다
(김경화, 2005).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영재에 대한 일반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영재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Renzulli(1979)는 영재성을 평균 이상의 지능, 창의성 그리고 과제집착력의 상호 작용
으로 본 바 있는데, Gallahan(1985)은 이를 과학이라는 특정 분야에 적용시켜 과학영재
를 과학적 능력, 창의성, 과제 집착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윤경미, 2003 재
인용). 이는 Heller(2002)의 정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과학영재를 과학영역에
서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과학적 사고력의 잠재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
하였다(이방현, 2010 재인용). 즉, 과학영재를 일반영재와 같은 특성을 보이지만 특히
과학 분야에서 더 큰 재능을 보이는 대상으로 정의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과학영재를 단순히 일반 영재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학문분야와는 달리 과학이라는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잘 맞는 어떠한 특성
을 지닌 존재로 정의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Parloff(1968)는 탁월한 업적과 행적을 남긴 과학자의 특성을 통해서 발견한 과학영
재의 특성을 지능지수가 높고 재능이 뛰어나며 추상적인 언어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았다(김경화, 2005 재인용).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 영재성과 과학영재성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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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의하고자 했던 Blurton(1983)은 일반적인 영재성과 구분될 수 있는 과학영재성
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은 수학적 능력, 고도의 언어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Aiken(1973)은 연역적 추리력, 귀납적 추론, 수리력, 언어 이해력 등으로 과학영재성을
설명한 바 있다(김경화, 2005 재인용). 또한 이종승 외(1985)는 Csikzentmihalyi(1988)
의 영재성 개념모형을 바탕으로 과학 영재성을 나타냈다. 그는 먼저 과학영재를 비슷한
연령 수준의 학생에 비해 뛰어난 과학 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높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가지며, 과학 분야의 탐구활동에 강한 흥미와 긍정적 과학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로 과학영재를 설명하였다.

<표 Ⅱ-1> 과학영재성 구성 요소(이종승 외, 1985)
주요소

세부요소

지능･적성
∙
∙
∙
∙

언어
수리
도형
공간

능력
능력
추리
지각

창 의 력
∙
∙
∙
∙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개방성

흥미･태도
∙
∙
∙
∙
∙

성취동기
객관성
과제 집착력
과학적 흥미
비판적 사고력

과학능력
∙
∙
∙
∙
∙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그 외에도 이군현(1991)은 과학영재를 같은 연령 수준에 있는 사람에 비해 학업 성취
도가 매우 높고 뛰어난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소유하고 있고, 특히 과학 분야에 강한 흥
미와 과제 집착력을 보이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최근 영재성 이론의 관점변화는 과학영재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여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McAlpine(2004)는 “영재의 개념은 단순한 지능이나 IQ에 기초한 좁은
개념으로부터 학습적성, 창의성, 사회적 리더십, 아주 최근에는 ʻ지혜(wisdom)ʼ에 이르기
까지 ʻ초재능(meta talent)ʼ적 형식으로서의 광범위한 범위의 능력에 기초한 다범주적 개
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영재성의 범주가 다범주적 개념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더욱 강조되는 것은 ʻ창의성ʼ이다(Kaufman, Beghetto, Burges & Persson,
2009). Kaufman은 창의적 영재성(creative giftedness)이라는 개념을 이슈화하면서, 영
재이론에서도 창의적 영재성 혹은 창의적 잠재성(creative potential)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한다(Kaufman, 2009, Root-Bernstein, 2009). Simonton(1999)은 1500여명의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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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Terman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터먼의 영재들이
모두 높은 지능과 우수한 능력을 갖춘 영재들이었고, 대부분 매우 우호적이고 교육적인
가정환경 출신이었으나, 이들이 아주 뛰어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음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창의성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을 갖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지
적하였다. Simonton은 이 결과가 지능만으로는 창의적 천재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였다. Simonton은 창의적 재능의 발전에는 ʻ지능의 다양화(diversification)
를 독려하는 경험적 요구ʼ가 필요한데, 이 집단에는 그것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높은 창의성과 가정환경과의 상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Schaefer & Anastasi(1968)
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과학과 예술분야에서 창의성이 뛰어난 남학생이 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더 높고, 독서를 더 많이 하고 창의성에 대해 높게 생
각하며, 여행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과학기술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영재들을 ʻ어떻게ʼ 높
은 수준의 창의적 업적을 이루는 과학기술인재가 되도록 뒷받침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업우수자를 키우는 전통적 방식만으로는 창의적인 과학기
술인재를 키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창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두 개 이상의 영역에 대한 평균 이상의 관심과 평균 이상의
높은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는 이런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지금까지의 창
의성 이론은 한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이 발현되고, 한 분야에서의
높은 창의성은 다른 분야로 전이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Carey &
Spelke, 1994; Feist, 2005; Gardner, 1983; Gardner, 1999; Karmiloff-Smith, 1992,
이상 Root-Bernstein,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창의성이 하나의 분
야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학자들이 있었다. Cox(1926)는 역사적 인물들을
살펴보면, 창의적일수록 관심의 영역이 더 다양하다고 주장하였다. White(1931)는 천재
들은 관심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능력 범위에서 전형적인 대학졸업자들을 완전히 능가한
다고 했다. Terman도 영재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서, “음악과 예술에서처럼 매우
심하게 특수한 능력을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 중에 다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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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Root-Bernstein, 2009에서 재인용). Milgram & Hong(1993)
은 어떤 분야에서의 성공은 IQ나 성적, 표준화된 시험성적이나 이들의 총합보다는 다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지적인 자극이나 집중적인 부전공에 대한 관심과 더 상관관계가 높
다는 것을 밝혀냈다. Cranefield(1966)는 19세기 중엽 동안의 생물리학 분야에서 업적
을 남긴 과학자들(헬름홀츠, 뮐러, 뒤보아-레이몽 등) 중, 각 개인들이 추구한 부전공의
수･범위와 그들이 이룬 주요한 발견의 양･과학자로서의 위치 간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 Myers는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인물들을 연구한 후, 한 개
인이 몰입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다양성이 클수록 혁신적이고 효용성 있는 결과물의 숫
자가 커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창의성이란 연관적 기능(combinational
function)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하였다(Myers, 2003; 2006; Basbanes, 2006, 이상
Root- Bernstein, 2009에서 재인용).
Root-Bernstein은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언급하면서 영재성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를 요구하였다. 창의성은 영역 특수적이어서 높은 창의성을 얻기 위해서는 영역에서 요
구하는 특수한 지식과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주장(Amabile,
1996; Feldman, Csikszentmihalyi, & Garder, 1994)이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의 기
초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때 다중성(polymathy)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영재성이란, 서
로 이질적인 아이디어, 기술, 문제, 재능, 지식 등을 혁신적이고 효용적인 방식으로 연결
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다중성(polymathy)은 창의적 사고의 기초이고 이를 꽃 피울 잠
재적 가능성이다. 다중성은 창의적 결과가 나타날 때 필요하게 될 지식과 기술, 경험의
체계를 제공하며, 이 다중적 능력이 실제로 창의적 성과로 나타나게 될지의 여부는 재능,
기회, 인내, 환경 등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Cajal은 “우리가 창의적일 것이라 기대
하는 학생은 수업에서 1등으로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그 관심의 폭에서 다른 학생들을 능
가하는 두 번째 층위의 학생들이다”라고 주장하였다(Root-Bernstein, 2009). 또한
Root-Bernstein은 자신의 주장이 과거의 전인교육과 차별된다고 말한다. 그가 주장하
는 다중성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모범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2개 이상의 분
야에서 뛰어남을 의미한다(아인슈타인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국어, 사회, 미
술, 모든 분야를 두루 잘 한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음악에서 특별히 뛰어났다). 이는 훨씬

24 ｜

Ⅱ. 이론적 배경

많은 수의 창조적인 과학자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융합영역에서의 창조자들에
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다중성은 개인의 창의적 특성 중
하나로, 예를 들어, 개방성이나 확산적 사고 등으로 보기 보다는 교육 ʻ전략ʼ으로 보면
서, 이러한 다중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영재교육에서 ʻ전략적
으로ʼ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Sriraman & Dahl(2009) 역시 수학, 과학,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다중성(polymathy)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제 간 통합수업이 영재교육에 도입되어야 함
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통합수업이 문제아나 학교 부적응아들에게 수업에 흥미를 주기
위해 실시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모든 학문이 진리의 근본에 다다르려고 할 때 결국 이
를 수밖에 없는 종합적(synthetic) 성격 때문에 모든 것을 그 근원에서부터 탐구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영재들의 교육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교육방법이라고 주장한다.
Subotnik et al.(2009)은 STEM적 재능(STEM-talent)이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STEM적 재능은 성인기에서의 STEM 분야에서의 연계적 발견이
나 혁신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STEM적 재능은 S, T, E, M에
해당하는 각 분야에서의 뛰어난 재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영역 간을 넘나드는 재
능, 또 지금까지의 재능 구분방식과는 다른 유형의 재능들, 예를 들어 아이디어의 혁신
에 뛰어난 재능, 아이디어의 발전에 뛰어난 재능, 아이디어의 응용에 뛰어난 재능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와 같은 재능들의 경우, 전통적인 시험방식으로는 발견하
기 어렵기 때문에 수행과정의 관찰을 통해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음 세대
의 STEM 창의인재(STEM innovator or discoverer)가 될 잠재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나. 과학기술인재 개념과 최근의 이론적 동향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김미숙 외, 2009)에서 연구진들은 ʻ과학기술인재ʼ와 ʻ과학기술
인력ʼ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ʻ과학기술인력(Human Resource in S&T)ʼ을 OECD의 정의
를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자,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
을 수료하지는 못했으나 그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한 바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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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OECD의 ʻ과학기술인력ʼ에 대한 정의는 자격과 직종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앞으
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
의 1, 2차년도 연구에서는 ʻ청장년 시기’라는 수식어를 ‘과학기술인재’ 앞에 붙여 우리나
라 과학기술인재들의 ‘초･중등 교육단계, 이공계 대학단계, 이공계 취업단계 등 총체적
인 내용’(김미숙 외, 2009)을 다루는 연구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을 ʻ미래의
과학인재가 될 고등학교 단계의 영재들에 대한 교육ʼ으로 선회한 3차년도 연구에서는

ʻ과학기술인재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이들 용어와 관련하여 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변화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세계적으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인재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안이 되고 있다.
먼저, 국내정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HRD) 및 지역인적자원개발(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HRD)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인적 자원개발을 둘
러싼 국제적 환경의 변화 중 하나로 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연계성이 점차 증가하면
서 ʻ인재양성ʼ 또는 ‘인재교육’이 나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영란, 2008). 이 점에 주목하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추진 구조
와 방향을 새로이 확립, ʻ국가인적자원개발ʼ이라는 용어를 ʻ인재육성정책ʼ 또는 ʻ인재 정책ʼ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ʻ인재(人才)ʼ라는 개념에서 한문으로 ʻ才ʼ는 ʻTalent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해보면, 인재란 ʻ재주 또는 재능이 있는 사람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ʻ인적 자원ʼ이라는 용어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역량을 ʻ자원ʼ의 의미
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ʻ인재ʼ라는 용어는 ʻ재능ʼ이나 ʻ잠재
적 역량ʼ까지를 포괄함으로써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홍영란(2008)
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국가인재육성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이러한 때에 ʻ인
재ʼ 개념에 대한 재개념화가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인재를 “국가, 사회, 조직, 개
인의 효율적 목표달성과 성과창출을 위한 필요한 가치와 역량 또는 이를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인재의 구성요소를 ʻ인적 자산(human asset), 인적 가치(human value), 인적
1)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와 다양한 국가들의 정책적 정의들에 대해서는 제1차년도 연구
보고서 김미숙 외(2009). 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 I을 참
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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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human potenital)’의 3요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효율성과 수월성이
높은 능력을 갖춘 인재(인적 자산) 뿐만 아니라, 비전, 가치, 문화 등과 관련된 소프트 역
량을 갖춘 인재(인적 가치), 그리고 특히 미래 잠재가능성을 확보한 인재(인적 잠재성) 역
시 ‘Future People’로서 포함시켜, 국가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의 보장이라는 차원
에서 국가인재육성정책의 판을 구상해야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초･중등 단계의 학생들을 ʻ미래의 과학기술인재ʼ로 보고, 이
들의 교육문제를 인재육성정책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국외의 정세변화 역시 과학기술인재 의미의 확대를 요구한다. 점점 더 복잡화,
융합화 되어 가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변화로 인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인
력이 단순히 과학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둘러싼 복잡한 인
간의 삶과 환경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
람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진미석 등(2007)이 지
적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그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종사하
는 자”라는 OECD의 정의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과학기술 직종의 변화, 타 분야에 비
해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인력 양성기간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ʻ과학기술인재ʼ의 정
확한 재개념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재개념화 움직임은 과학기술인
력의 역량에 대한 질적 제고가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부터이고(이정재 외, 2009),
과거 모방형 과학기술에서 창조형 과학기술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다. 김세직과 정운찬(2007) 등은 ʻ창조형 인적자본ʼ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이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창조형 인적자본은 아직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
로이 생각해 내고 만들어 내는 근로자와 기업가들의 능력을 의미하며, 이에 반하는 모방
형 인적자본이란 이미 있는 것, 이미 알려진 것들을 베끼고 따라하는 근로자와 기업가들
의 능력을 의미 한다. 과거 국내의 기술수준이 낮은 경제발전 초기나 중기에는 이미 세
계의 어느 기업이나 특허 없이도 쓸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기술들을 잘 베껴서 그 기술을
잘 이용하는 능력, 즉 모방형 인적자본의 축적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들은 특허 등으로 베낄 수도 없고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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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창조형 인적자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재 역시 과거의 과학기술인재와는 다른 성격의 ʻ창의
적 과학기술인재ʼ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재상의 변화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재 정책에 반영되어, 2011년 교육과학기
술부가 제안한 ʻ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11-15)(2011.5.13)ʼ에서는

ʻ과학기술인재ʼ가 아니라 ʻ창의적 과학기술인재ʼ 양성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있다. 비록 위
의 기본계획(안)은 ʻ창의적 과학기술인재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맥락상으로 볼 때 ʻ창의성 기반 경제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ʼ으로 ʻ모방형 혁신
에서 창조형 혁신으로 전환을 주도ʼ하고 ʻ미래 산업을 주도ʼ할 인재를 ʻ창의적 과학기술인
재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과거 정부가 ʻ미래 과학기술인재ʼ 양성을 목
표로 ʻ기초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결합하여 가치 있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ʼ으로 과학기술인재를 정의한 것(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 변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ʻ창의적 과학기술인재ʼ란 단지 뛰어난 과학 기술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
람이 아니라, 뛰어난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삶과 환경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ʻ과학기술인재ʼ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역량은 무엇이며, STEAM 교육은 어떤 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에 21세기에 적합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역량을 살펴봄으로써, STEAM
교육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이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핵심역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의적 과학기술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STEAM 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
나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역량과 관련된 과학영재의 특성
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등에 비해 매우 드문 상태이고, 그 마저도 대체적으로 이론
적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역량개념으로 제시한 것들이 실제적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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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한적이나마 과학기
술인재의 역량에 관한 선행 문헌들을 바탕으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핵심 역량을 구
안하고자 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에 대해 정의한 선행 연구에서의 사례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표 Ⅱ-2>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역량 요소 사례
구

분

핵

심

역

량

NSF(1989)2)

∙
∙
∙
∙

통합
분석
혁신과 종합(Innovation and synthesis)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

Rugarcia et al
(2000)

∙
∙
∙
∙
∙
∙
∙

학습능력
문제 해결력, 비판능력, 창의능력
대인관계 기술,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 평가 능력
통합적, 글로벌 사고 능력(integrative and global skills)
변화-관리 능력(Change-management skills)

EPC(2000)3)

∙
∙
∙
∙
∙
∙

의사소통 능력
일반적인 IT 능력
숫자의 응용(Application of numbers)
다른 사용자와의 작업 (Working with others)
문제해결
자기계발 및 수행

UK-SPEC(2003)

∙
∙
∙
∙
∙

지식과 기술의 이해
학문적 및 실용적 디자인 방법(개발, 운영) 과정(시스템, 제품)
관리 (기술적, 상업적)
대인관계 능력
헌신과 의무 (사회, 직업, 환경)(Commitment and obligation)

IES(2004)4)

∙
∙
∙
∙
∙
∙
∙
∙
∙

수학, 과학, 엔지니어 지식
디자인 및 행동 실험(Design and conduct experiment)
분석
기술
의사소통 능력
평생 교육
사회과학의 영향 이해(Understanding the impact of science to society)
멀티-규율 팀 내에서의 기능 (Function within multi-disciplinary teams)
윤리 및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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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AAB(2005)5)

핵

심

역

량

∙
∙
∙
∙
∙
∙
∙

과학 및 엔지니어 지식
의사소통
기술 능력
표준화 및 문제 해결 (Formulating and solving problem)
디자인 및 운영(Design and operation)
리더십 및 관리
사회적, 문화적, 글로벌, 환경적 책임감(Responsibility to social, cultural, global,
environmental)
∙ 윤리 및 헌신
∙ 평생 교육

George Mason
University(2008)

∙
∙
∙
∙

과학적인 사고
연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및 관리 능력

Whanau(2010)

∙
∙
∙
∙

자기관리
언어 상징 및 문장 사용(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
참여 및 기부(Participating and contribution)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한국공학인증
기준(2005)

∙
∙
∙
∙
∙

전공분야 능력
교양능력
외국어능력
기초수학능력
인간소통능력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역량 요소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와 더불어 문제해결력, 분석적･종합적 사고력 등
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통력, 협동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내적 조정력, 리더십, 경영력 등 사회적 관계(intra + interpersonal) 조정력이 과
학기술인재의 핵심역량으로서 과학분야 전문성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음도 볼 수 있
다. 특히, 싱가폴의 IES(Institute of Engineering, 2004) 핵심역량 중에는 ʻ학제 간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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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팀 내에서의 기능(Funtion within multi-disciplinary teams)ʼ이라는 요소가 포함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학제 간 또는
다양한 분야 간의 융합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들은, ʻ과
학기술인재ʼ의 개념이 ʻ창의적 과학기술인재ʼ로 재개념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가 되기 위한 핵심역량의 ʻ+αʼ가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시대나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오늘날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의 특성은 과
거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는 한 개인이 융합적 능력을 다
갖춘 전근대적 다빈치형6)이 아니라, 융합적 마인드를 가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
의 창의적 업적을 만들어 내는 일에 기여하는 인재가 더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뚜렷
한 개인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단적 창의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ʻ융합적 마인드를 갖
춘 창조적 리더형 전문가ʼ가 그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집단적 창의성에 대한 요구는 과학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김왕동(2008), 엄미정
(2008) 등은 과학은 기본적으로 협업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점, 즉 집단적 측면
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는 과학 분야 창의적 연구 집단의 특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최근 개인적 창의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연구 집단
차원에서 창의적 성과를 도출하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는데, 이 연구들은 창의적 성과를 도출하는 집단의 특성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기초 메디컬 과학 분야 250개 연구조직(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분석
한 홀링워스(2006)의 연구, 유럽의 연구 집단을 연구한 CREA(2007)의 연구 및 엄미정
외(2009)의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ʻ다빈치형ʼ: 김왕동 외(2011)는 융합인재의 네 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 그 중 ʻ다빈치형ʼ은 융합인재의 첫
번째 유형으로서 과학과 예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을 의미한다. ʻ다빈치형ʼ은 학문 간 경계가 확실
하지 않았던 근대 이전의 역사에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던 인재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추사 김정희(고
증학의 대가이면서 추사체의 창시자, 화가)나 다산 정약용(철학자, 과학자, 공학자, 시인)과 같은 사례에
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문분야의 지식영역이 깊고 학문간 경계도 뚜렷하여 한 명
의 천재가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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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창의적 연구 집단의 특성
연◸구◸자

비◸교
창의적
연구 집단

∙
∙
∙
∙

소규모
전략 변화에 따른 높은 유연성
새로운 지식에 대한 높은 통합능력
조직 구성원의 높은 과학전문성 및 다양성

비창의적
연구 집단

∙
∙
∙
∙

대규모
변화하는 학문, 기술변화에 대한 낮은 유연성
고도로 분화된 조직성
다양성에 대한 낮은 통합능력

창의적
연구조직

∙
∙
∙
∙
∙
∙
∙
∙

개인의 과학적 관심사를 정의하고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촉진적인 리더십
소규모
과학적 다양성
다학제적 촉진(cross-fertilization)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미션
자금 활용의 유연성
과학적 명성, 윤리

Hollingworth(2006)

CREA(2007)

엄미정 외(2009)

내◸◸◸◸◸◸◸◸용

∙ 적절히 높은 과학적 다양성
∙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의사소통 및 통합
∙ 조직의 리더(과학연구트렌드 이해, 다양성 통합)

위의 창의적 연구 집단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면, 유연성, 통합능력, 리더십,
의사 소통력, 다양성, 자율성 보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과학기술인재의 핵심역량에 대한 문헌 연구, 창의적 연구 집단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할 때, 오늘날 요구되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이 분
류･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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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핵심역량 요소
영 역

하위영역

의

미

과학, 수학, 공학, 기술에 대한 높은
지식

연구기술

연구와 실험을 기획,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

EPC(2000)
UK-SPEC(2000)
IES(2004)
EAAB(2005)
한국공학인증기준(2005)
George Mason University(2008)

분석적 사고

대상, 현상,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
하고,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NSF(1989)
Rugarcia et al(2000)
IES(2004)

통합적 사고

대상, 현상, 자료간의 관련성과 맥락
을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지
식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NSF(1989)
Rugarcia et al(2000)
IES(2004)
Hollingworth(2006)

창의적 문제
발견･해결
능력

대상, 현상, 자료와 맥락을 새로운 차
원에서 유연하게 바라보고, 문제를 새
롭게 발견,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

Rugarcia et al(2000)
EPC(2000)
EAAB(2005)
Hollingworth(2006)

윤리･책임
의식

연구자로서의 윤리의식
연구가 사회와 환경,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과 공헌을 인식하는 능력

UK-SPEC(2000)
IES(2004)
EAAB(2005)
Whanau(2010)

소통･협업
능력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
고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연구를
협업하여 수행하는 능력

Rugarcia et al(2000)
EPC(2000)
UK-SPEC(2000)
IES(2004)
EAAB(2005)
Whanau(2010)
한국공학인증기준(2005)
George Mason University(2008)

리더십

다양한 분야 및 구성원들의 과학적 다
양성과 의사를 조율하고, 조직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Rugarcia et al(2000)
UK-SPEC(2003)
EAAB(2005)
George Mason University(2008)

전공능력

윤리의식

용

UK-SPEC(2000)
IES(2004)
EAAB(2005)
Holingworth(2006)
한국공학인증기준(2005)
George Mason University(2008)

전공 관련
지식

사고력

인

소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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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핵심역량을 ʻ전공능력ʼ, ʻ사고력ʼ, ʻ윤리의
식ʼ, ʻ소통력ʼ의 4개 차원과 하위 요인으로서 ʻ전공 관련 지식ʼ, ʻ연구기술ʼ, ʻ분석적 사고ʼ,

ʻ통합적 사고ʼ, ʻ창의적 문제발견･해결 능력ʼ, ʻ윤리･책임 의식ʼ, ʻ소통･협업 능력ʼ, ʻ리더십ʼ
의 8개 요소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1]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역량 개념

창의적 과학기술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공 능력이 필요하다. ʻ전공능력ʼ은 과학,
수학, 공학, 기술 등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높은 지식으로서 ʻ전공 관련 지식ʼ과 연구
와 실험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뛰어난 ʻ연구 기술ʼ을 하위 요소로 포함한다.

ʻ사고력ʼ은 대상과 현상,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ʻ분석
적 사고ʼ 및 대상과 현상, 자료간의 관련성과 맥락을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지식
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ʻ통합적 사고ʼ, 그리고 대상과 현상, 자료와 맥락을 새로
운 차원에서 유연하게 바라보고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고 정의하며 해결하는 ʻ창의적 문
제발견･해결 능력ʼ을 구성요소로 한다.

ʻ윤리의식ʼ은 연구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자신의 연구가 사회와 환경,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과 공헌을 인식하는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ʻ소통력ʼ은 연구 과정에서 자신이 의견을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연구를
협업하여 수행하는 ʻ소통･협업 능력ʼ과 다양한 분야와 구성원들의 과학적 다양성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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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조율하고,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ʻ리더십ʼ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재의 개념 및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역량분석을 토대로 ʻ창의적
과학기술인재ʼ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ʻ창의적 과학기술인재ʼ는 높은 수준의 전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토대로 동료 및
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의 연구와 과학적 성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
을 인식하는 인재로서, 과학기술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뜻한다.

2.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특성
일반적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영재교육 역시 학습자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급 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들의 발달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영재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
는 ʻ영재성ʼ 개념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외국 문
헌들 중 학교급별에 따른 발달과정 혹은 단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 이는 영재의
경우 발달과정이 개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계를 구
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진행된 과학영재의 특성 관련 연구들도 그 양이 많지 않다. 그나마 있는 몇
연구들도 그 대상이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다. 이는 한기순 외(2007)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의 국내에서 이루어진 영재교육 연구를 조사한 결
과 40% 이상이 초등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였고, 37% 정도가 중･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이 일정 단계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해서 영재 학생의 특성이나 성향을 발달적인 맥락과 관점에서 살펴볼 수 없다는 점이
기존 연구의 한계로 제시되고 있다.
고등학교급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19개의 과학고등학교와 4개의 영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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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설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고등학교급 영재교육은 거의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생 과학영재와 관
련한 연구는 많지 않아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고등학생 과학영재의 특성을 유추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몇몇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과학영
재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 및 학습 관련 특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지적 능력과 관련하여 이정철 외(2009)는 한국과학영재학교 학
생들이 언어 사용, 문자 습득과 같은 언어 관련 지능과 과학에 대한 특별한 지식, 기타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 이해도 및 성취도 등 일반적으로 지적 정신 능력에서 일반 학생
들에 비해 뛰어나다고 설명하였다. 나동진(2007), 이정규 외(2005) 역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의 지능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들 집단의 초･중･고등학교 때의 지능에 대한 정보를 통해 비교한 결과, 성장과정에서
도 영재집단의 지능이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지능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에서 5개 지역 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과학영재
의 다중지능은 음악적 지능, 대인 지능, 개인이해 지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논리수학
지능이 그 다음으로 높은 반면, 신체 운동적 지능과 자연지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명희 외, 2002).
한편, 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과학영재와 정보영재의 다중지능을 비교한 조현철
(2005)의 연구에서는 개인이해 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개인이해 지능은 정보영재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과학영재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영재의 약점지능을 자연지능으로 보았는데, 이
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효남(2010)은 인천, 부산 지역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인천지역 과학 세부과목별
영재학급의 고등학생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다중지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논리 수학지능
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개인이해 지능과 대인지능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자연지능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7개 과학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명선
(2009)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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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연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
교의 과학영재들은 논리 수학지능, 개인이해 지능, 대인지능이 높고 자연지능이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이혜영(2003)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과
학영재를 대상으로 MBTI를 실시한 결과 내향성, 감각형, 사고형, 인식형이 강하게 나타
났고, SJ, SP, NT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 과학영재들이 책임감과 의무존중,
위계질서 존중, 보수적 가치관, 전통중시, 근면정신, 경험과 체득 등의 특성을 가지는 성
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미용 외(2010)의 연구에서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재학 중
인 과학영재들은 MBTI 성격 검사 중 직관형, 사고형, 인식형이 강하고 외향형과 내향형
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MBTI의 유형 중 과학영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
는 기질은 NT, SP, SJ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혜영(2003)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
는 이유로는 표집의 차이를 들고 있으며, 이혜영(2003)의 연구가 영재시범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서 그 한계를 찾고 있다. 고등학생 과학영재의 정의적 측면에 대해
논의한 조석희 외(2005)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과학영재가 내재적 동기가 높고 창의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향이 강하며, 대체로 교우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으로 대표되는 고등학생 과학영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쉽게 그 특성을 추출해내기 어렵고, 정의
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특히 적어 관련 연구 수행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학습 관련 특성
고등학생 과학영재의 학습양식에 대한 연구에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재학 중
인 고등학생 과학영재 학생들은 독립형, 협동형, 참여형의 학습양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정철 외, 2009). 유사 연구인 이소연(2009)의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 과
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학습양식을 비교했는데, 경쟁형을 제외한 독립형, 의존형, 협동형,
참여형, 회피형의 5개 영역에서 과학영재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를 학교
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독립형과 경쟁형 학습양식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두
양식 모두 고등학생 과학영재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학습유형에 관한 초등과 중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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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들의 특성 연구들에서도 독립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이신동 외,
2007), 독립형과 협동형이 동시에 선호되는 경향(김판수 외, 2003; 여상인 외, 2005;
조정일 외, 2006; 황희숙 외, 2006; 소금현 외, 2009)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양식과 관련한 연구에서 나동진 외(2003)는 과학고등학교의 과학영재가 사법적, 행
정적, 계층적 양식을 선호하였고, 보수적 사고양식을 덜 선호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과학영재가 입법적, 자유적, 사법적 사고양식을 선호한다는 Grigorenko와
Sternberg(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
였다. 그러나 이는 박수경 외(2005)의 연구와는 유사점을 보이는데, 영재학교에 재학 중
인 고등학교 과학영재 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입법적, 사법적, 무정부제, 전체적, 외부적,
그리고 진보적 사고양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동진 외(2004)의 최근 연구
에서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사고양식을 비교했을 때 과학영재가 입법적, 행정적, 사법
적, 군주적, 계급적, 전체적, 내부적, 진보적 양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두
제와 무정부제를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
교급 과학영재가 입법적, 사법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면서 덜 보수적인 사고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중학생 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3. STEM & STEAM 교육에 관한 주요국의 동향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한 국가나 특정 시기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각국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오고 있는 일관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개념과 이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에 있어서 과
거 그 어느 시기보다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고, 이를 과학적 역량으로 결집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는 국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STEAM 교육에 관한 주요국의 동향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학교육 방식에 있어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주요한 특성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STEM 교육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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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미국에서 STEM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로서, 가령 미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와 국가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1996년, 1999년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과학교육기준
을 마련하고 STEM 교육 강화를 포함하는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1996), National Research Council(1999); National Science Foundation(1996)).
이 보고서는 후기 냉전 이후의 시대에서 글로벌화와 개발도상국에서의 의욕적인 정책
추진, 미국 경제 상황에서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혁신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과 공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의 확보, R&D 투자 강화, 혁신적 기반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7) 그
가운데 인재의 확보 관점에서 과학교육 방식에 대한 변혁을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오늘날 과학(science), 수학(mathmatics), 공학(engineering), 기술(technology)을 가르
치는 방식에서 혁신이 이루지고 있다. 19세기 식 교육방식과 다를 바 없는 교육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21세기의 기업과 시민들은 오늘날과 전혀 다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대학과 연구소는 단지 다음세대의 과학
자, 공학자, 수학자, 기술자를 배출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보다 의미 있
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과학적, 기술적, 수학적 문해력(literacy)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p. 1).

이와 같은 방향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인 교육적 조치로서 국내 과학, 공학
교육과 그에 따른 교육과정의 혁신을 추진하고, 다학제적 연구의 강화 및 외국의 과학,
공학 학생들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훗날 2005-2006년
에 이르러 미국 정부와 과학, 교육계를 중심으로 STEM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폭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특히, 2006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수립하여 1월 31일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로
발표한 ʻ미국경쟁력 강화 계획(ACI: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2006)ʼ은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강화, 우수 R&D 인적
7) 이 보고서는 향후 2005년 the National Innovation Act를 제정하는데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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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개발 및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운데, STEM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 보고서는 ʻ우수 R&D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 ʼ차원에서 ʻ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수
학･과학 교육의 강화ʼ하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초･중등 학생을 위한 수학프로그램

ʻMath Nowʼ 시행, 국가 수학교육패널(National Math Panel)을 통해 교육방법의 효과
를 검증하고 교육법과 교재개발 연구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
의회는 2007년 9월 ʻ미국 경쟁 법안(American COMPETES Act)ʼ을 제정하여, STEM을
중심으로 한 과학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Kuenzi, 2008). 위의 법안 가운데

ʻSTEM 교육 강화ʼ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TEM 분야 교사자격증 및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를 위해 법안은 2008년~2010년까지 매년 1억 5,12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간 1만 명의 우수한 초중등 STEM 분야 교사양성을 위해 ʻ로버트 노이스 교사
장학 프로그램(Robert Noyce Teacher Scholarship Program)ʼ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2008년 8,980만 달러, 2009년 1억150만 달러, 2010년 1억 4,05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현직 교사의 STEM 분야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하계교사교육을 위해 정부는
2008년 1억 달러, 2009년 1억 110만 달러, 2010년 1억 2,320만 달러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 교수법 향상을 위해 STEM 분야 시간제 석사학위 프로그램
(2-3년 과정), 1년 과정 석사학위 프로그램(STEM 자격증 취득)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
한 이를 위한 예산으로서 2008년-2010년까지 매년 1억 2,500만 달러 투자하기로 하였다.
넷째, 초･중등 STEM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K-12의 STEM
교육프로그램에 1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저소득층 학교의 AP/IB 과
목을 담당할 우수교사와 강좌를 확충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STEM 교육학습
강화를 위한 교육학습법 개발을 위한 전문가 패널을 신설하기로 하여 2008년에 12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초･중등 과정의 수학 교육 향상을 위한 Math Now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여섯째, 중등학교 STEM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과학기자재 지원을 위한
Laboratory Science Pilot Program을 확대하고, 2008년에 50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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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STEM 분야 특수학교의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2008년 1,400만 달러,
2009년 2,250만 달러, 2010년 3,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STEM 교육은 1990년대 후반에서 논의가 시작
된 후 2005-2006년을 지나면서 국가적 어젠더로 다루어지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STEM 교육이 과학교육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보다 현실적 응용성을 접목함으로써 흥미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
구하고, 창의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창의적 사고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Huffington Post, Feburary 20,
2011; The Masstec Express, 2010; Eager, 2010; Trung Le, 2010; Brazell, 2010).
예를 들어, 허핑턴 포스트는 학생들에게 STEM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TEM을 Arts를 추가하여 STEAM으로 보
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오하이오, 뉴욕, 플로리다, Arizona와 같은 주(state)에서는
STEM 교육이 예술과 인문사회 등과 같은 과목을 배제하는 협소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을 우려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것과 이를 위해 STEM에 Arts
를 추가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선 학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Arizona
주의 경우, 2011년 5월 1~4일에 걸친 제98차 타운홀(Town Hall) 회의를 통해 학교에서
의 문화예술을 강화하고, STEM에 Art를 추가한 STEAM을 핵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
을 제안하였다(Arizona Town Hall, 2010). 그리고 미국과학교사협의회(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은 2010년 1월 11일 협회소식지인 Webnews Digest에

ʻReaching students through STEM and the Arts' 글을 싣고, STEM에 Arts를 추가함
으로써 과학교육에서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은 지난 2011년
1월 “Bridging STEM to STEAM: Developing New Frameworks for Art/Science
Pedagogy”라는 2일간의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고, 2010년 워싱턴 주의 James
Langevin 의원은 워싱턴 하원에 추가 지원하는 STEM 교육에 예술과 디자인(arts and
design)을 추가할 것에 대한 결의안(resolution)을 제출한 바 있다(Harvard Education
Letter, May/June, 2011).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 미국 내 STEM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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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으로는 과학교육이 노정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STEM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창의성 개발 및 촉진과 관련된 ʻ예술ʼ을 포
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STEM 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대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영국
유럽 국가들 가운데 STEM 교육에 대한 정책 마련과 관련된 지원의 활발함 등에서 눈
여겨볼 국가로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이 STEM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의 정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은 2002년경부터로서, 정부는 옥스퍼드 대학의 물리학자인 로버트 경
(Sir G. Robert)에게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유입에 관한 정책 방향을 의뢰하면서 부터이
다. 이 보고서는 과학, 공학, 기술, 수학 분야에서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37개 항목
을 제안한다(Robert, 2002). 특히, 우수과학기술인재의 유입이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
로서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에서 수학･과학 교육의 질 저하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으로서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 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4년 재무부(HM Treasury)와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는 공동으로 ʻ과학과 혁신을 위한 투자 기본 방향 2004~2014(Science &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2004~2014)ʼ을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래경제에 대비하기 위
한 인적자원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맥락에서 SET(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06년
교육기술부와 무역 산업부는 STEM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설정하게 된다. 구
체적인 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DfES & DTI, 2006).

전략 1: 장관급 조정 위원회(Ministerial High Level Steering Group)를 통한 국가
수준의 STEM 전략 설정
전략 2: 교육기술부와 무역산업부를 포함한 범 부처 및 관련 재단, 외부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STEM 교육 단계별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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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STEM 자문 포럼(STEM Advisory Forum)을 통한 정책 개발
전략 4: STEM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한 국립학교과학이사회(National School
Science Board)의 STEM 소장 임명
전략 5: STEM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교육기술부내 학교과학이사회와 수학이사회
(Mathmatics Board) 협력
전략 6: 2006년 10월까지 기술위원회(Skills Working Group) 포럼을 통해 STEM 전
략 위원회(Strategy Group)의 경제계 인사 추천
전략 7: 2006년 12월까지 STEM 교육을 주관할 기관 선정
전략 8: 2007년 6월까지 STEM 전문가 양성 및 자료 제공을 위한 국가 과학학습센터
(National Science Learning Centre) 설치 타당성 검토

… 중략 …
전략 17: 2007년 7월까지 학교에 대한 STEM 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

이와 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2009년 York 지역의 National Science Learning Centre
에 STEM 관련 자료와 교육 지원을 전담하는 National STEM Centre가 설립되었고,
STEM 교육에 관한 종합도서관으로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자들에게 온라
인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잉글랜드 북동부 지방 요크대
학교 내에 설치된 국립 STEM 센터는 영국 정부의 STEM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STEM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시회단체, 학회 등의 관련 기관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
할 수 있도록 연락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STEM 교육을
위하여 회의실 제공, 전시장소 제공,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 STEM 센터 도서관은 LAMP, ILEA Science in Process, Warwick Process
Science와 같이 지난 40년 동안 출간된 STEM 교육 관련 도서, 자료 및 관련 분야 전문
가나 교사가 제작한 교재와 수업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소장 자료의 대부분은 5~1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료들은 디지털 스캔 작업을 거쳐 eLibrary에서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립 STEM 센터는 STEM 교육을 위한 우주의 활용을 임무로 하는 영국 우주교
육사무소(the UK Space Education Office, ESERO-UK)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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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무소는 우주와 관련된 우수 교수학습 자료 및 방법을 교･강사들과 공유하고, 우
주와 관련된 교육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초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며, 우주관련 기관과 교육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유럽우
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과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8)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STEM 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체계화하는 또 다른 노력으로서는 STEMNET
을 들 수 있다. STEMNET은 STEM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의 지원을 받는 독립정부기관
인데, STEMNET은 영국 전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잉글랜드 지방에 9개의 사무소
(North West, West Midlands, South West, North East, Yorkshire and Humber,
East Midlands, East of England, London, South East)가 있고, 그 밖에 웨일즈, 스코
틀랜드, 북 아일랜드 지방에 각각 한 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STEMNET은 주로
초･중등학교에서 “STEM의 강화와 향상(STEM Enhancement & Enrichment: STEM
E&E)”이라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과 교사에게 STEM 교육을 실시하고,
STEM 클럽과 STEM 대사(STEM Ambassadors) 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권역의
전문가들과 연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STEMNET이 추구하는 목표는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
의 삶에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의 흥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STEM 과목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STEM 교육이 학교 구성원 모두에
게 혜택을 미치며, 이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유발하도록 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영국 정부는 STEMNET과 52개의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 체
계를 구축하게 된다.
연계 체계 구축의 방안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서 STEM 대사 프로그램을 들
8) 영국 교육기술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는 2007년 노동당 고든 브라운 총리
정부에서 초･중등 의무교육과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ʻ아동, 학교, 가족부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ʼ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ʻ혁신, 대학, 기술부'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DIUS)ʼ로 분리되었다. 2010년 5월에 출범한 보수･자민당 연립정
부에서 DCSF와 DIUS는 각각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와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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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STEM 대사 프로그램은 초･중등학교에서 STEM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관련 분야의 전･현직 전문가 2만4천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STEM 대사의 직
업과 연력은 동물학자, 무대장치 디자이너, 기상과학자, 각종 공학자, 농부, 디자이너,
지리학자, 핵물리학자, 건축가, 물리학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STEM 대사들에게는
대사 신분증과 뱃지 그리고 신분증 보관용 지갑이 지급된다.
이들 STEM 대사들은 학교로 파견되어 교사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STEM 교
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STEM 과목과 관련된 직종에 대하여 정보
를 제공한다. 또한 STEM 대사들은 학교에서 각종 경연대회 심사위원, 이메일을 통한
진로상담, 강연, 연구기법 강의, 관련기관용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요령 설명 등의 일을
맡고 있다. 이들은 해당 권역이나 지역 내에서 사무소와 연계하여 위의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희망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특정 활동이나 학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영국은 2000년대 이후 21세기에서도 지속적인 영국의 성장과 국제적 경
쟁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STEM 교육을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STEM 교육 관련 제도적, 행정적, 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최
근 미국에서 STEM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STEAM에
대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STEAM 교육에 관한 별도의 움직임은 포착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 1999년 정부 보고서인 ʻAll Our Futures: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ʼ를 통해 창의문화교육이 앞으로의 영국의 국가발전과 교육에 왜 중요한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학교에서에서 기존의 문해, 수리력 중심의 교육과정과 문화예술교육의
균형을 강조하고(NACCCE, 1999), 이에 힘입어 2000년부터 문화예술관련 교과(art and
design, music, physical education)의 교육적 지위가 강화되고 QCA(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9)가 학교교육과정에서의 문해력, 수리력, 창의적 성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맥락을 볼 때(Sharp & Métais, 2000), 국가의 교육 전반
에서 볼 때 STEM 교육과 예술교육과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다.

9) QCA는 1997년 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를 전담하는 정부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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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교육 관련 국외 사례
과학영재학생들을 위한 STEAM 교육의 개념과 방향,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TEAM 교육 담
론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STEAM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으나, STEAM 교육의 맥과 취지를 공유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통해 과학영재학생들에게 있어 STEAM 교육의 특성과 가
능성,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진
이 조사한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 STEAM 교육의 맥락과 취지에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고
등학교 단계의 미국 일리노이 수학･과학고등학교(IMSA)와 이스라엘 예술과학 아카데미
(IASA), 싱가폴 대학부설 수학･과학고등학교(NUS) 같은 과학영재학교에서의 교육방식,
MIT 미디어 랩(MIT Media Lab)과 같은 대학 수준에서의 교육 방식을 들 수 있다.

가. 일리노이 수학･과학고등학교(Illinois Mathematics and Science Academy)
IMSA는 수학, 과학에 재능이 있는 일리노이 주 거주 학생들에게 도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6년 설립된 주립학교이다. 이곳은 일리노이 주 소재 일반학교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혁신적 교수 방법을 시범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일리노이 주
의 수학, 과학교육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학교이다.
IMSA는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학, 외국어, 예술, 체육을 경험하게 함
으로써 미래 지도자로서의 전인적 특성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며, 저명한 학자와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탐구 활동에 기초한 문제 중
심 및 통합된 학습 경험을 통해 문제 탐구 및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점을 특징으로 한
다. 특히, 예술 교육이 수학 및 과학, 사회과학과 다학문적으로 통합되게 함으로써 영역
간 경계를 넘는 유연한 사고를 함양하도록 한다. 이러한 예술 교육은 고급 예술 중심으
로 운영되며, 기술의 숙련 자체 보다는 예술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 인지적, 미적 판단
능력 및 자기 비평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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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예술교육과정은 음악과 미술과목이 있고, 한 학기 이상 수강해야 하며
(0.5학점), Pass/Fail 체제로 운영된다. 대개 학기당 5~7과목(2.5~3.5 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음악의 경우, concert band(1년 과정), 관악 앙상블(1년 과정), 현악 오케스트라
(1년 과정), 실내악(1년 과정), 합창연주(concert choir)(1년 과정), 중창(Chamber
choir)(1년 과정), 음악이론(한 학기 과정)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직접 무대에서 연주하
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에서 고급까지 수준별로 편성되어 있다.10)

[그림 Ⅱ-1] IMSA 오케스트라 연주 장면(2006~2007학년도)

미술에는 디자인(한 학기 과정), 도예(한 학기 과정), 사진(한 학기 과정), 고급 도예(한
학기 과정, 도예과목에서 A 등급자에 한해 수강 가능)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미술에
서의 문제해결능력과 미적 판단 및 자기비평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통합적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생탐구 및 연구(SIR, Student Inquiry
and Research)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관점에서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예술, 인
문사회 등을 넘나드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발표하게 된다. SIR은 우리나라의 R&E
방식과 흡사한 것으로서 학생이 독립적, 또는 동료학생이나 저명한 과학자와 협력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2010년 SIR 산출물 대회에 발표된 융복
합적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ʻPutting it Together: The Development of Theatrical
10) 2010-2011 IMSA Learning Opportunities Course Syllabi 내용을 주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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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Productionsʼ과 같은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시카고의
Goodman Theatre를 대상으로 관객과의 소통 및 무대 제작 측면, 배우 및 운영자의 행
동 특성을 연구하여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11)

[그림 Ⅱ-3] SIR 발표 자료집

또 다른 사례로서 대중음악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ʻPredicting
Fame: Discovering and Applying Today's Popular Music Techniques(2009)ʼ, 영화
와 저자(auther)의 관계를 영화기법의 공통적 측면에서 접근한 ʻFilms and the
Auteur(2009)ʼ, 음악 산업에서의 저작권과 저작권료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룬 ʻMusic
Copyright and Royalty Laws: The Impact of Technology on the Music Industry(2009)ʼ
등도 예술교육 경험을 통해 영감을 받은 연구물들이다.12)
이처럼 IMSA에서 실시된 예술교육의 구체적인 성과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으
나 평소 학교생활에서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녕감을 높이고, 예술을 통
해 미적 판단 능력과 자기 비평적 능력, 유연한 사고능력이 함양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
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SIR 결과 발표 자료집, IMSAloquium(2010) 참고.
12) SIR 결과 발표 자료집, IMSAloquium(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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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스라엘 과학예술영재학교(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
IASA는 과학, 수학, 예술분야에서 또는 다중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교
육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된 3년 과정의 국립 고등학교이다. IASA는 학교의 명칭에 나
타나있는 바와 같이 과학 및 예술분야에 대한 집중 심화교육을 제공하고, 과학과 예술
간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IASA는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는 전
공 영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되 다학문적 접근방법으로 학습한 것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간성과 인류의 선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가치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IASA의 교육 철학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전문분야 교육으로서
학생들의 분야별 재능에 대한 심화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교양교육과 학제 간 교육(General core studies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에 관한 것으로서, 과학전공 학생과 예술전공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상호
촉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적 시야를 확대하고 분야 간 상호 이해를 강
화한다. 세 번째는 사회에 대한 봉사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
한 책임감과 기여심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네 번째는 인류에 대한 보편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으로서, 특히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함양하도
록 한다. 이러한 IASA의 교육철학을 통해 볼 때, IASA가 추구하는 인재는 단지 과학적
전문가 양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문화･예술적 소양, 리더십과 인
성, 공동체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인재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교육철학과 인재상에 근거하여 IASA는 예술과 과학의 조화를 통해 상위
1% 학생의 창의성과 영재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예술과 과학, 학
문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융합적 정신은 학교
전반에 흐르는 기저인데, 예를 들어 길더 프로젝트 주간(The Gildor Project Week)에
학생들은 8일간 개인과제를 수행하는데,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전공 영역외
의 다른 전공영역의 연구 프로젝트 주제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 이 길더
프로젝트 주간에는 특별한 수업은 없으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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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평소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
거나, 연구 주제에 대한 학교 교사들의 강의가 마련되기도 하며, 밤에는 ʻTheme night’
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끼리 주제별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IASA의 교육과정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독립적인 실험 계획 수립과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고급 데이터 분석 도구 사용 능력, 과학을 문화, 역사, 철학, 윤리적 측면
에서 이해하는 능력,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월성을 위한 교육 측면에서는 수학, 컴퓨터 과학, 역사, 철학, 윤리학,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전공 영역의 심화교육으로서는
과학이나 인문, 음악, 미술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성과 인성 교육
측면에서 간학문적 접근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과학영재와 예술영재가 공동으로 프
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융합교과목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제공하고 여러 영역 간에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24시간 동안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통합적인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공 교과별 교육내용에 있어서 과학 전공 학생들은 수학과 컴퓨터는 물론 생물학,
화학, 물리학으로 세부전공이 나뉘는데 11학년에서는 ʻ과학철학(philosophy of science)’
과목과 12학년에서는 ‘과학윤리(ethics in science)’를 이수해야 한다. 미술 전공 학생들은
베자엘(Bezael) 대학 및 히브리(Hebrew) 대학의 예술가들과 협동수업을 진행하거나 미술
관련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는 동시에 컴퓨터와 비디오 아트와 같은 과목을 이수해야 한
다. 음악 전공 학생의 경우, 악기연주가 이루어지나 주로 작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
자컴퓨터 음악이나 ʻ과학과 음악(science and art)ʼ과 같은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예술과학 영재학교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교육을 강조한
다는 점에서 STEAM 교육이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기본 철학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싱가폴 대학부설 수학･과학고등학교(NUS High School of Math & Science)
아시아권의 영재교육기관에서 융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싱가
폴의 대학부설 수학･과학고등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igh Schoo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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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 Science)를 들 수 있다. NUS 수학･과학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가운
데 융복합적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Da Vinci Programme이다. 6년 과정으
로 진행되는 다빈치 프로그램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평소의 학교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학제적 맥락에서 심화된 이해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연구 및 혁
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지닌 연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다빈치 프로그램
은 기초과정(foundation years)에서부터 심화과정(advancement years)으로 진행되어
가는데, 기초과정에서 학생들은 다학제적인 연구와 함께 문제해결 기술과 같은 연구 능
력들을 연마하게 된다. 다빈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모듈 1: Foundation Module (Year Long)
기초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목표는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구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 기술과 연구 윤리,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 비판
적 사고 등과 관련된 요소들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화하기(generating)와 집중하기(focusing)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
여 실제 현장에 대한 답사와 다양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산출, 다학제적인 사고 등 전통
적인 주제(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생각을 유도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체적으
로 다학제적, 또는 간학문적인 접근들이 많이 활용되고, 실험실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
답사,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의 활용이 많이 이루어진다.

• 모듈 2-1: Design & Engineering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초과정에서 습득한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스케치나 드로잉,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디자인하고 구체화하는 기
술을 습득하게 된다.

• 모듈 2-2: Creative Problem Solving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보고,
문제(주제)가 미래의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떤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검토
한다. 이 과정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연구기술뿐만 아니라 발표 기술
과 윤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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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 2-3: IT Skills for Research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연구에 있어서 IT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며, Latex
나 발표를 위한 소프트웨어 미디어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IT 기술의 원활한 활용은 연
구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모듈 3-1: Research Methodology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연구 방법에 관한 집중적인 훈련을 진행하는데, 문헌 연구와 과학
적 논문 쓰기, 실험 및 분석, 연구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등과 같은 기술에 초점을 둔다.

• 모듈 3-2: Da Vinci Seminar Series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논문을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게 되며,
학생들로 하여금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의미를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을 계발하도록 한다.

• 모듈 4-1: Independent Research Project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연구(Independent Research Project, IRP)
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학교 밖의 the Science Mentorship Programme이나
Nanyang Research Programme, 또는 the Young Defence Scientistsʼ Programme, 및
the National Weather Study Project 등과 같은 연구 자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간다.

• 모듈 4-2: Science Communication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파트너들, 예를 들어 Science Center Singapore, Botanical
Gardens, Singapore Zoological Garden, Raffles Biodiversity Museum and NUS
Faculty of Science 등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모듈 5: Advanced Research Project
이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은 수학, 과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 고급연구프로젝트(Advanced
Research Project, ARP)을 진행해야 하며, 졸업을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로서 연간 개최되는 NUS High School Research
Congress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성과에 따라 학생들은 점수가 아
닌 매우 우수(Excellent), 우수(Merit), 만족(Satisfactory), 불만족(Unsatisfactory)의
평점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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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빈치 프로그램은 NUS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과학적 전문성과 함께 문
제(주제)를 복잡한 맥락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연
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라. MIT 미디어 랩(MIT Media Lab)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과학예술 통합적 교육 외에도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로
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MIT의 미디어 랩이다. MIT 미디어 랩은 MIT 대학
의 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에 속한 기관으로서 1985년 과학기술과 디자
인, 멀티미디어의 융합을 통해 사람과 보다 나은 미래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설립 취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디어 랩은 세계 제1의 기술자체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기보다는 기술의 구현, 기술의 새로운 접근, 기술의 새로운 응용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미디어 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학적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학기술과 인
문･예술13)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랩은 다른 어느 연구기관보다 과학기술에
인문･예술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이는 인문･예술을 통해 엔지니어링을 감싸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미디어 랩에는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예술전공자들
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전공 출신 대학원생들은 예술에서의 기발한 상상력
과 재미있는 발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촉매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랩은 자유
로움 자체, 자유로운 상상력과 과학 기술이 만나는 공간이며, 예술은 과제(프로젝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주제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예술이 주(主)라기 보다
는 과학기술 연구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13) 정기원(MIT Media Lab 석사)과의 인터뷰 중에서 “미디어랩의 몇 명 국내에 알려진 교수들의 경우 때
문에 미술 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미술 쪽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디어 랩에 arts의 의미는 liberal art를 매우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나 MIT 학
부의 경우 대부분 liberal art와 전공을 분리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면담일자: 2011년 10월 11일/면담자: 이미경, 서예원, 강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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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랩 소속 학생작품
(회화+전자센서)

움직이는 물고기 영상의 탁구대
(중앙 현관)

[그림 Ⅱ-4] 미디어 랩의 작품

MIT 미디어 랩의 또 다른 특징은 소통을 들 수 있다. 미디어 랩은 자원(rescource)을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데, 연구실에 설치된 장비나 부자재는 어느 특정 연구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연구 정보도 자
유롭게 이용하고 소통된다. 이는 미디어 랩이 추구하는 정신이 결국 소통과 통합임을 의
미한다. 기자재 및 장비의 소통, 공간의 소통, 정보의 소통, 사람의 소통, 기술의 소통,
지식의 소통, 이러한 소통이 매우 자유롭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랩의 가장 큰 자산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문화이며, 이를
수용하는 환경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MIT 미디어 랩의 연구(교육) 방식은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STEAM의 교육적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과학기술
과 인문･예술의 융합에 관한 것으로서, 인문･예술은 과학기술의 최종적 산출에 해당되
는 동시에 과학기술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자극하는 상상력의 촉매제가 된다. 두 번째 공
통점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과 융합의 소통을 중시하는 것이다. 미
디어 랩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시도, 놀이적 측면을 강조하
는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는 과학적 성과를 조급히 재촉하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수용되기 힘든 측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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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공통점은 과학기술인재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에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디어 랩이 일반 기업이나 독립 연구기관이 아닌 대학에
설치되어 석･박사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은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자
유로운 상상력이 계발되고 여러 가지 소통의 장벽을 넘어 융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다른
연령시기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STEAM 교육도 자유로운 사고와 소통을 요
구한다는 점에서 연령 시기가 어린 청소년기에 보다 적합한 과학교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 연령기의 학생들을 과학자로 단정하고, 과학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정된 교육방식을 벗어나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과 습관을 강화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MIT 미디어 랩은 자유로운 정신, 대담성, 모험이 있는 과학의 공간이자 실험
의 공간이며,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인문･예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재의 양성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과학자들에게
인문･예술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과학이 보다 폭넓게 소통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STEM
에 Arts가 포함되는 이유와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5. 종합 및 시사점
영재성과 과학기술인재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STEAM 관련 국외 정책동향과
교육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영재 또는 영재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로부터 창의적 영재성 개념이 이슈
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영재성 이론에서도 ʻ창의성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의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
다. 특히, 창의적 영재성 개념과 더불어 창의적 인물들의 재능의 다중성(polymathy)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분야 전문성에 기초하여 속진과 심화교육을
강조하는 현재의 영재교육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재능의 다중성이 창의적 사고
(creative thinking)를 촉발하는 중요한 기초로 작용한다면(Root-Bernstein, 2009), 과

｜

55

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Ⅲ)

학영재들에게도 재능의 다중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또한 과학 영재들을 위한 학제 간 통합교육 등이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함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기술인재의 개념 역시 ʻ창의성ʼ이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ʻ창의적 과학기술인
재ʼ로의 재개념화가 요구되고 있다. 모방형 기술에 의존했던 산업사회에서 창조형 기술
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 등 국내외 정세의 변화는 ʻ창의적 과학기술인재ʼ를
요구한다. 뚜렷한 개인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단적 창의성을 만들어 내는 ʻ융합적 마인
드를 갖춘 창조적 리더형 전문가ʼ를 필요로 한다.
셋째, 기존의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역량에 대한 여러 연구와 21세기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핵심역량을 전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고력, 소통력, 윤리의식 등 4개 차원과 하위 요인으로서 ʻ전공 관련
지식ʼ, ʻ연구기술ʼ, ʻ분석적 사고ʼ, ʻ통합적 사고ʼ, ʻ창의적 문제발견･해결 능력ʼ, ʻ윤리･책임
의식ʼ, ʻ소통･협업 능력ʼ, ʻ리더십ʼ의 8개 요소로 종합하였다.
넷째, 국내 고등학교급 과학영재에 대한 연구는 일단 연구물의 수 자체가 극히 적으
며, 또 대부분의 연구가, 영재를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과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높다거나(이정철, 2009; 이정규 외, 2005), 내재적 동기가 높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향이 강하며, 대체로 교육관계가 원만하다(조석희 외,
2005)는 등의 매우 일반적인 연구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 시대에 적합
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의 융합적인 접근이 전략
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
이 수학과 과학 외에 어떤 교과를 선호하는지, 그 선호도가 얼마나 다양한지, 융복합 교
육에 대한 학생내적 동기는 충분한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 STEM과 STEAM 교육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을 우리나라의 여건과 비교 분석
해 본 결과, 다음의 사항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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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주요국 동향 및 우리나라 여건과의 비교
미국･영국의 STEM 교육

우리나라의 STEAM 교육

∙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 감소와 인재부
족 현상을 전환하기 위함

∙ 단순한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유연성 있고 창의적인 생
각, 협업능력과 협업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갖
춘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준비하기 위함
∙ 인문학예술교육의 저변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A
(인문･예술)를 통한 ʻ사물과 인간의 근원에 대한 탐구,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는 능력ʼ 등을 키워내는 STEAM
교육으로의 확장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인문학교육과 예술교육의 저변 풍부
∙ STEM 교육의 경우에도 STEAM 교육의
내용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여섯째, 해외 유수의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상의 특징과 STEAM
관련 교육과정, 그리고 한국의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STEAM 교육과정 발전방안에 던
지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Ⅱ-6> 해외교육 사례에 나타난 STEAM 관련 교육과정의 특징 요약과 시사점
구분

교육과정 상의 특징

STEAM 관련
교육과정의 특징

장

점

시 사 점

∙ 수학, 과학 뿐만 아니 ∙ 학생 탐구 및 연구(SIR, ∙ 융복합적 연구를 ∙ 해외의 영재학교에서
라 사회과학, 인문학, Student Inquiry and 자유롭게 선택할 는 우리나라의 R&E
일리노이 외국어, 예술, 체육 등 Research)과정에서 융복 수 있음.
연구활동과 유사한 방
수학･
의 교과 강화.
합적 연구를 선택할 수 ∙ 타 교과에서도 융 식으로 융합적 수업을
복합적 연계지도함. 진행하고 있음.
과학고등 ∙ 예술교육이 수학 및 과 있게 함.
학, 인문사회과목과 다
학교
학문적으로 통합하여
∙ 영재에게는 융합적 수
가르침.
업을 진행하기보다는,
∙ 각 전공분야의 심화 ∙ 길더 프로젝트의 8일간 ∙ 융합교육 및 인성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 학생들은 개인과제를 수 교육에 대한 학교 선택하게 하고 수업이
공하면서도, 융합적 정 행함. 이 때 학생들은 의 교육철학이 뚜 없는 특별한 주간을 설
정하는 등, 자기주도적
신은 학교 전반에 흐 융복합적 주제를 자유 렷함.
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르는 교육과정의 철 롭게 선택함.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예술과학 학임(과학영재와 예술 ∙ 이 기간 동안 수업은 없으
주고 있음.
영재학교 영재가 공동프로젝트 나 저명 전문가 초청강의,
진행하거나 융합교과
목 제공, 기숙사 생활
을 통해 통합적인 학
습 공동체 구성 등).

연구주제에 대한 교사들
의 특강, 학생들끼리 주제
별 토론을 하는 ʻTheme
night' 등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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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과정 상의 특징

STEAM 관련
교육과정의 특징

장

점

시 사 점

∙ 6년간에 걸친 융복합 ∙ 다빈치 프로그램(6년과 ∙ 융합적인 연구능 ∙ 기초과정부터 단계적
적 교육과정을 체계적 정) : 기초과정에서 심화 력과 과학적 연구 으로 전체과정을 체계
으로 운영하고 있음.
역량 강화를 동시 화하고, STEAM 관련
과정체계화 되어 있음.
에 얻을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연구능력
싱가폴
구성되어 있음.
계발 프로그램인 R&E
NUS
∙ 프로젝트의 전체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과정이 기초부터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체계화 되어 있음. 것이 좋겠음.

이상에서 살펴본 세계 유수의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는 비록 STEAM 교육을 명시
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으나,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과학, 기술, 공학, 인
문･예술, 수학이 유기적으로 융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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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등학교는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일반고교 과학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계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들에게 적합한
특별한 과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다(서혜
애 외, 2006). 2011년 현재 전국에 1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영재학교는 과학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수학･과학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전일제 학교로서, 2003년 한국과학영재
학교를 필두로 하여, 2011년 현재 전국에 4개(서울, 경기, 부산, 대구) 과학영재학교14)
가 운영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영재학교는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법의 측면에서 과학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5).
또한 학생 선발의 경우, 과학고등학교는 관내 중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이에 상
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교장추천 전형과 일반전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반
면, 과학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다단계의 선발과정을 거쳐 신입생
을 선발한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수･과학 분야에 있어 전국 최상위권
에 속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발표력, 문제해결력, 과제수행능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
한 역량을 지닌 잠재력이 풍부한 재원이다. 이러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이
14) 현재 과학 이외의 분야에 대한 영재학교는 설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이하 영재학교로 용어를 통일
한다.
15) 2009년 3월 1일 이후, 한국과학영재학교는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로 개명하는 동시에 KAIST
에 흡수, 통합되고, 개정된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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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학 분야에서 보이는 뛰어난 역량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STEAM 교육은 일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
해서는 먼저 현장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육 실시를 위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특성 및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그리고 영재 교사를 대상으로 한 STEAM 교육 관련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구체적 조사 내용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개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과 교원, 그리고 행정기관 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탐색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A 영재학교 학생 6명과 교원 1명을 대상으로 사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구조화된 면담지를 사용했으며, 면담 결과는 설문지 제
작과 영재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 정보로 활용되었다.
면담 결과를 토대로 3종의 설문지(학생, 교원, 장학사)를 제작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19개 과학고등학교 가운데 권역별로 선정한 8개 과학고등학교와 4개 영재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2011년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학생 1,034명, 교원 102명, 담당 장학사 42명에게 발송되었으
며, 최종 1,129명(88.5%)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표 Ⅲ-1> 설문조사 회수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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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발송된 설문지 수

회수된 설문지 수

회수율(%)

학 생

1,034

1,004

97.0

교 원

102

92

90.1

장학사

42

33

78.5

합 계

1,178

1,129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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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한 1,09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
상자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학생, 교원, 장학사
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 설문조사 및 교원을 위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대상별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심층면담 조사
가) 학생
STEAM 교육에 대한 학생용 설문 조사지 개발을 위한 사전 내용탐색을 위해 A 영재
학교 2학년 학생 6명(물리전공 2명, 화학전공 3명, 생물전공 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을 실시하였다.
<표 Ⅲ-2> 심층면담 대상 학생
학생이름

성별

학년

전공교과

A

남

2학년

물리

B

남

2학년

화학

C

남

2학년

물리

D

남

3학년

생물

E

남

2학년

화학

F

남

2학년

화학

나) 교원
영재학교 교원의 경우 A 영재학교 교원 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영
재학교의 운영특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근무경력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생물과 담당 남자 교사로 약 2년의 영
재학교 근무 경력을 가진 평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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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가) 학생
STEAM 교육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8개 과학고등학교와 4개 영재학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 균등성을 위하여 영재학교가 있는 4개
지역(서울, 경기, 부산, 대구)을 비롯하여 도단위의 과학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한 학생들의 학교 및 성별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Ⅲ-3> 설문조사 대상자(학생) 분포
분류

과학고

학

여 자

남 자

결 측

전 체

N

%

N

%

N

%

N

%

강원과학고등학교

14

24.6

42

73.7

1

1.8

57

100.0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5

17.4

70

81.4

1

1.2

86

100.0

경남과학고등학교

14

16.7

70

83.3

0

0.0

84

100.0

부산과학고등학교

5

13.5

29

78.4

3

8.1

37

100.0

전남과학고등학교

19

25.7

54

73.0

1

1.4

74

100.0

제주과학고등학교

7

18.9

30

81.1

0

0.0

37

100.0

충북과학고등학교

18

36.0

32

64.0

0

0.0

50

100.0

한성과학고등학교

27

19.0

112

78.9

3

2.1

142

100.0

119

20.9

439

77.4

9

1.7

567

100.0

경기과학고등학교

11

10.2

97

89.8

0

0.0

108

100.0

대구과학고등학교

15

16.0

75

79.8

4

4.3

94

100.0

서울과학고등학교

11

9.3

107

90.7

0

0.0

118

100.0

한국과학영재학교

25

21.4

89

76.1

3

2.6

117

100.0

소

영재
학교

교

계

소

계

62

14.2

368

84.2

7

1.6

437

100.0

합

계

181

18.0

807

80.4

16

1.6

1,004

100.0

설문조사 대상이 된 학생들의 학년은 그 학교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교육과정,
학교의 분위기 등의 전반에 적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구과학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에 영재학교로 전환되어 현재 1학년 학생부터 영재학
교 재학생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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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
교원의 경우 융합교육인 STEAM 교육이 포함하는 모든 과목의 교사들에게 골고루 응
답을 얻기 위하여 수학과, 과학과, 예술과(음악, 미술), 국어과,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 교사 외에도 학교별로 최소 1명의 교장 또는 교감의
응답을 의뢰하였다. 이에 응답한 교원의 학교 및 성별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Ⅲ-4> 설문조사 대상자(교원) 분포
분류

과학고

학

여 자

남 자

결 측

전 체

N

%

N

%

N

%

N

%

강원과학고등학교

1

20.0

4

80.0

0

0.0

5

100.0

경기북과학고등학교

4

57.1

3

42.9

0

0.0

7

100.0

경남과학고등학교

0

0.0

7

100.0

0

0.0

7

100.0

부산과학고등학교

3

42.9

4

57.1

0

0.0

7

100.0

전남과학고등학교

4

50.0

2

25.0

2

25.0

8

100.0

제주과학고등학교

1

14.3

6

85.7

0

0.0

7

100.0

충북과학고등학교

4

44.4

4

44.4

1

11.2

9

100.0

한성과학고등학교

3

37.5

5

52.5

0

0.0

8

100.0

20

34.5

35

60.3

3

5.2

58

100.0

경기과학고등학교

2

22.2

7

77.8

0

0.0

9

100.0

대구과학고등학교

4

44.4

5

55.6

0

0.0

9

100.0

서울과학고등학교

5

55.6

4

44.4

0

0.0

9

100.0

한국과학영재학교

3

42.9

4

57.1

0

0.0

7

100.0

소

영재
학교

교

계

소

계

14

41.2

20

58.8

0

0.0

34

100.0

합

계

34

36.9

55

59.8

3

3.3

92

100.0

응답한 교원을 직책별로 살펴보면, 주임교사 및 평교사가 84.6%로 가장 많았고, 교감
이 13.0%였다. 이들의 교직경력은 16년~25년 이하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11년~15
년 이하가 21.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담당교과로는 과학과가 41.5%로 가장 많았고,
수학과 20.2%, 국어과 13.4%의 순으로 많았으며 음악과가 3.3%로 가장 적었다. 최종학
력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가 6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STEAM 교육 관련 연수 경험은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에서 모두 ʻ없다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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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교원이 STEAM 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원 스스로 교과를 통합하여 수업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교원들이 ʻ없다ʼ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 영재학교의 경우 교과 통합 수업의 경
험이 있는 교사가 44.1%로 경험이 없는 38.2%보다 약간 많게 나타났다.
다) 장학사
행정가로서 장학사들이 생각하는 STEAM 교육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하여 16개 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STEAM 교육 또는 영재교육에 대한 전
문성을 가진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영재교육 전반, STEAM 교육,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
학교를 주 담당업무로 하고 있는 장학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응답한 장학
사들의 지역 및 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Ⅲ-5> 설문조사 대상자(장학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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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서

여

자

남

자

전

체

N

%

N

%

N

%

울

0

0.0

2

100.0

2

100.0

부

산

2

66.7

1

33.3

3

100.0

대

구

1

25.0

3

75.0

4

100.0

인

천

1

33.3

2

66.7

3

100.0

광

주

0

0.0

1

100.0

1

100.0

대

전

1

50.0

1

50.0

2

100.0

울

산

0

0.0

1

100.0

1

100.0

경

기

0

0.0

3

100.0

3

100.0

강

원

0

0.0

2

100.0

2

100.0

충

북

2

50.0

2

50.0

4

100.0

충

남

1

33.3

2

66.7

3

100.0

전

북

1

50.0

1

50.0

2

100.0

전

남

0

0.0

1

100.0

1

100.0

경

북

0

0.0

1

100.0

1

100.0

경

남

0

0.0

1

100.0

1

100.0

제

주

0

0.0

0

0.0

0

100.0

합

계

9

27.3

24

72.7

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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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장학사를 담당업무별로 살펴보면, 영재교육 전반을 담당하는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STEAM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6.1%로 가장 적었다. 또한 경력별은 2
년 이상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50% 이상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조사내용(도구)
설문조사 문항은 사전 심층면담을 통해 확보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먼저, 사전 심층면담지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의 특
성을 파악하고, STEAM 교육 및 창의성 교육과 관련한 학생 및 교원의 의견, 나아가
STEAM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심층면담지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표 Ⅲ-6> 심층면담지 문항 구성
학◸◸◸생◸◸◸용

교◸◸◸사◸◸◸용

1. 과학(수학) 흥미도, 장래 직업
2. 학습방식의 특징 및 구체적 사례
3. 여가 시간 활용, 취미, 평상시 성격 특성, 교우관
계, 부모 및 가족 관계 등
4. 창의성 및 미래에 요구되는 능력에 관한 의견
5. 창의성 교육의 방식, 학교교육의 문제점
6. 예술 및 인문사회 분야 학문에 대한 흥미도, 필요
성, 과학 분야와의 관련성
7. 과학 및 예술･인문사회 분야의 융･복합 교육에
대한 의견

1. 영재학생의 특성 및 구체적 사례 - 학습방식
및 정서적 특징
2. 영재학생의 여가 시간 활용, 취미, 평상시 성
격 특성, 교우관계, 부모 및 가족 관계 등
3. 창의성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의견
4. STEAM 교육 정책에 관한 의견 - 찬반, 정책
실행을 위해 학교에 요구되는 요건, 현재 학
교교육의 문제점
5. 우리나라 교육 맥락에서 융･복합 교육 실시
의 실효성 및 문제 상황 등

사전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현황 및 문제
점,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학생용, 교원용, 장학사용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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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설문조사 문항 구성
영

역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개념

STEAM 교육
현황 및 환경

발전 방안

과학영재의
특성

문

항

내

용

문 항 번 호
학생용

교원용

장학사용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개념

1

1

1

STEAM 교육 취지에 대한 공감도

2~3

2~3

2~3

STEAM 교육의 개념

4~5

7~11

7~9

교육과정 현황

6~8

4~6, 12

4~6, 10

교원 현황

-

13

11

환경 및 시설

-

14

12

법적, 행･재정 지원

-

15

13

교육과정

11

16

14

교원

12

17

15

환경･시설

13

(14)

(12)

법적, 행･재정 지원

-

18

16

기타의견

-

19

17

선호교과

14

-

-

소질 분야

15

-

-

참여활동

16~17

-

-

학습 방식 및 창의성 계발 방법

9~10

-

-

18

-

-

19~21

20~27

18~21

관심이슈
배◸경◸변◸인

다. 자료 분석방법
심층면담 결과는 대상자별로 문항을 정리하고, 질적 분석 방법에 따라 데이터 축소,
진열, 결론 도출의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결과 분석을 위해 SPSS
12.0이 사용되었으며, 응답자들의 배경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중요 배경변인에 따
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과 교원의 경우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응답을 두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이들의 응답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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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성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특성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 검토되었기에, 설문지에서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성 도출을 위해, 이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가 무엇이며 공부하는 방식은 어떤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학생 및 지도교사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제반 의견을 조사하였
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선호교과 및 학습법
1) 학생이 선호하는 교과목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개설된 교과에 대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목 1순위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선호도는 과학, 수학, 체육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학생의
50.4%가 과학을, 28.8%가 수학을, 10.2%가 체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1순위 선호교과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수학

과학

국어

사회

역사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기타

합계

287
(28.8)

502
(50.4)

17
(1.7)

6
(0.6)

7
(0.7)

10
(1.0)

102
(10.2)

27
(2.7)

25
(2.5)

14
(1.4)

997
(100.0)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수학(남학생: 29.4%, 여학생: 24.9%), 체육
(남학생: 12.0%, 여학생: 2.8%)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선호하며, 과학(남학생:
49.8%, 여학생: 53.0%), 음악(남학생: 2.5%, 여학생: 3.9%), 미술(남학생: 1.7%, 여학
생: 6.1%)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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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1순위 선호교과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단위: 빈도(%))

수학

과학

국어

사회

역사

합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45
(24.9)

236
(29.4)

96
(53.0)

399
(49.8)

9
(5.0)

8
(1.0)

1
(0.6)

5
(0.6)

2
(1.1)

5
(0.6)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기타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4
(2.2)

6
(0.7)

5
(2.8)

96
(12.0)

7
(3.9)

20
(2.5)

11
(6.1)

14
(1.7)

1
(0.6)

13
(1.6)

여

남

181
(100.0)

802
(100.0)

선호하는 교과에 대한 학교유형별 차이의 경우, 수학과 과학에 대해 과학고등학교 학
생들이 영재학교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수학-과학고등학교: 30.9%,
영재학교: 26.0%/과학-과학고등학교: 53.3%, 영재학교: 46.5%), 체육에 대해서는 영
재학교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선호도(과학고등학교: 7.3%, 영재학
교: 14.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1순위 선호교과에 대한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간의 차이
(단위: 빈도(%))

수학

과학

국어

사회

역사

합계

과학
영재
과학
영재
과학
영재
과학
영재
과학
영재
과학
영재
고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174
(30.9)

113
(26.0)

300
(53.3)

외국어

202
(46.5)

6
(1.1)

체육

11
(2.5)

5
(0.9)

음악

1
(0.2)
미술

2
(0.4)

5
(1.2)

기타

과학
영재
과학
영재
과학
영재
과학
영재
과학
영재
고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4
(0.7)

6
(1.4)

41
(7.3)

61
(14.1)

16
(2.8)

11
(2.5)

13
(2.3)

12
(2.8)

2
(0.4)

563
(100.0)

434
(100.0)

12
(2.8)

A 영재학교 학생 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이 학교에서 주요 전공과목
으로 하고 있는 수학･과학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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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수학･과학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응◸◸◸◸답◸◸◸◸내◸◸◸◸용
∙
∙
∙
∙
∙
∙

세상에 대한 원리와 규칙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흥미로움
자연현상 자체가 흥미로움.
인류 생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움.
실용적이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흥미로움.
증명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음.
어렸을 때부터 과학 관련 경험을 자주 접하게 되어 흥미가 생김.

<표 Ⅲ-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과학 및 수학을 통해 밝혀지는 결과를 통
해 현실 세상에 대해 알 수 있고,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과 수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B-“저는 그 중에서 수학과 과학이 자연을 설명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수학이라는 자
연의 언어를 사용해서 어떠한 개체, 물체의 운동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과학이 저에게
는 정말 경이로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생D-“....여행을 가고 제가 직접 여러 체험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 왔던 것 같습니
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자연 현상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제가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된 첫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학생E-“제가 과학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로서 과학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F-“...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논리적인 원리로 일들을 설명하는 만큼 과학을 배
우면 배울수록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생각들로 세상의 원리
들과 규칙성을 하나 하나 찾아가고, 남이 찾지 못한 지식들을 찾아갈 때에 지적욕구
가 충족되고 내가 인류에 기여한다는 자존감이 충족됩니다.”

또한 수학･과학 이외의 교과에 대한 관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A 영
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 예술 및 인문사회 과목에 대한 흥미를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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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교과목 선호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응답 내용
∙ 흥미를 가지는 교과목
- 서양 음악과 서양 음악사에 관심이 있음.
- 언어(외국어) 및 심리학에 관심이 높음.
- 사회나 정치, 경제에 관심이 높음.
- 철학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음.
∙ 공부(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전공과의 연계성
-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임.
- 과학적 연구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응용학문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임.
- 인문사회학적 원리와 과학적 원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
-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학생A-“...학문적 특성자체가 과학과 많이 다르다 보니, 과학만 공부하다보면 가끔씩 과학
과는 조금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고 신기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학생C-“...미술이나 음악은 취미나 여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알 수 없었
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합니다...”
학생D-“...널리 말하는 음악과 미술은 과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과학자
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도 하지만 가끔식 예술 활동도 하면
서 스트레스를 풀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F-“...평소에 과학/수학 이외의 학문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취미로 하고
있고, 미술관에도 가끔 가는 등 예체능 분야에도 관심이 있으며...”

영재학교 학생들은 예술, 인문사회, 경제, 정치 등의 다양한 교과에 대하여 흥미를 골
고루 나타냈다. 이러한 과목에 흥미를 가지는 이유로는 교과과정의 전반을 이루는 수
학･과학 교과와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중
예체능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일환으로 순수하게 음악이나 미술을 즐기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과학 또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융합적인 사고를 돕고 사회에 활용 및 응
용하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인문사회및 예체능 과목을 선호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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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A-“...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과 예술이 과학에 많은 응용학문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인문 예술학을 공부한다면 앞에 장래에는 과학이
더 많은 곳까지 응용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학문이란 하나의 큰 틀에서 과학
과 인문은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합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언젠가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학생C-“당연히 공부, 연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정말 혼자 틀어박혀서 생각
하고 연구하는 것이라면 위의 인문예술학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들은 함께 살아갑니다. 연구를 하던지 프로젝트, 사업을 하더라도 과학만 가지고는 너
무나 좁은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혼자만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의 기여이기 때문에 인문예술학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D-“...언어, 사회, 경제, 정치 등의 학문들은 과학의 발전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E-“그러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목
의 지식들은 자연과학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자연과학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예전부터 여러 분야에 꾸준히 관심이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B-“저는 평소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예체능, 인문사회 등의 과목에 관심을 가지
고, 경험해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인지, 저는 천문, 우주 물리, 입
자 물리, 물질 물리, 유기 화학, 생물에도 어느 정도,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등등
많은 분야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우주/입자 물리 R&E팀을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으
며, 유기물 합성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서 실험실에 갔다가 반해서 졸업 연구를
유기 화학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생물도 뇌나 인체와 같이 관심 있는 분야는 책
을 읽기도 하고, 저번 학기에 미네소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외국인에게 ECC코스를
통해서 영어로 심리학을 배웠고, 철학도 들었습니다.”
학생C-“평소에도 수학, 과학을 제외한 다양한 학문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각하
면서 배워 볼 수 있는 과목들을 좋아합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말하는 법이나 다른 나
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배우면서 모르고 있는 사회요소라거나 과거 역사를
배우면서 현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배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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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통해 좀 더 많은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이 수학･과학 이외에
어떤 과목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아보았다. 앞서 살펴본 선호도 조사와 동일하게 체육
(27.4%)에 대한 흥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20.7%), 미술(9.9%)의 순으
로 흥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Ⅲ-13).

<표 Ⅲ-13> 수･과학 이외 선호교과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16)
항◸◸◸◸◸◸목

빈◸도

%

순◸위

수◸학

25

2.8

10

과 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44

5.0

7

국◸어

73

8.3

6

사◸회

36

4.1

8

역◸사

82

9.3

4

외국어

81

9.2

5

체◸육

242

27.4

1

음◸악

183

20.7

2

미◸술

87

9.9

3

기◸타

27

3.1

9

무응답

3

0.3

11

883

100.0

-

합◸◸◸계

이들 과목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43.1%가 ʻ재미있어서ʼ, 26.6%가 ʻ과목관련 흥미ʼ 때
문이라고 응답하여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에도 ʻ스트레스 해소ʼ라고 응답한 학생이 10.7%로 심층면담 결과와 유사하게 취미 또는
여가의 일환으로 체육, 음악, 미술 등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표 Ⅲ-2-8). 이러한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은 50% 이상의 학생들이 1시간 이상 10시
간 미만으로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4, 표 Ⅲ-15).

16) 수학･과학 이외 교과에 대한 선호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과학으로 응답한 학생
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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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선호 이유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항

빈 도

%

순 위

과목관련 흥미

224

26.6

2

재미있음(좋아함, 단순흥미)

363

43.1

1

필요성(성적, 직업관련, 체력증진)

43

5.1

5

잘하니까(능력, 성취)

34

4.0

6

주변 환경 영향(부모님, 종교, 담당교사, 친구)

16

1.9

7

스트레스 해소

90

10.7

3

수학･과학 이외의 교과이기 때문

5

0.6

9

이유 없음

7

0.8

8

기타

61

7.2

4

843

100.0

-

합

목

계

<표 Ⅲ-15> 수학･과학 이외 선호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항

목

빈도

%

순위

1시간 이하

274

33.1

2

1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59

55.5

1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59

7.1

3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2

2.7

4

30시간 이상

12

1.5

5

기타(항상 다름, 불규칙, 시간 날 때마다)

1

0.1

6

합

827

100.0

-

계

2) 선호하는 학습 방식
가) 학생 의견
A 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 각자의 학습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
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먼저 혼자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한 다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하거나, 과목에 따라서 다른 학습 방식을 적용하면서 공
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부할 때는 여러 교과목을 골고루 다루는 것보다는 한
과목에 대해 충분히 공부한 뒤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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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A-“...처음에는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생각해보고 이
해가 되지 않으면 표시를 해놓고 넘어간 후에 한꺼번에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친구들
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식으로 공부합니다. .”
학생B-“...주로 각자의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같이 물리를 좋아하던 친구와 블랙
홀, 우주, 타임머신에 대해서 수식을 써가면서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생E-“...개념 이해가 중요한 수학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목을 듣는 친구들과 문
제풀이나 토론을 하면서 공부하였고, 세계사는 언어과목 등 암기가 중요한 과목의 경
우는 같이 공부하기 보다는 이전과 같이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습니다...여러 가
지를 한꺼번에 공부한다기보다는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물리를 공부한다
면 며칠 동안은 물리만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생F-“...어떤 한 가지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 한 가지 공부를 만족할 만큼 끝낼 때 까지 다른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거기 몰입하게 되면
다른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지고 오직 그것만 공부하고 싶어지고...여럿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기 보다는 먼저 혼자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좀 더 효율적으
로 공부를 하고, 혼자 생각해봄으로써 응용력과 사고력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책,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친구, 선
생님 등 주변에 물어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공부하고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토
론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A-“..이해가 되지 않으면 표시를 해놓고 넘어간 후에 한꺼번에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식으로 공부합니다...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답
이 나오더라도 선생님께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확실한 답을 듣는 쪽으로 공부하
고 있습니다.”
학생B-“...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아주
깊은 곳 까지 파고 들어가고, 때로는 그 분야에 관련된 서적을 더 공부함으로써 한
가지에 대한 깊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점이 생기면 다시 그 분야를 공
부하는 방법으로 학습을...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토
론하는걸 좋아하는데,”
학생C-“...모르는 것이 생길 때는 혼자 간직할 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검색을
통해서 얻고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알아나갑니다.”
학생D-“...저는 다른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어떠한 점이 중요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공
부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모르는 내용이 생겼을 때는 우선
관련 자료를 책과 인터넷으로 찾아서 공부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은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선생님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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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자신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연상방법을 사용하거나 실험 등을 통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준비해본다는 응답도 있었다.
학생A-“...관심 있는 부분이나 실험을 통해서 유추해보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연구노트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록해 놨다가 찾아보거나 예비실험과정을 직접구상해보는 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C-“모든 것이든지 그려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수학문제가 있어도 물리 문제, 화
학문제가 있어도 머릿속으로 꼭 그려보고 가능하면 영상처럼 돌려보기도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조사한 결과, 이들
학생들의 50% 이상은 ʻ한 과목에 몰입해서 공부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답을 찾는 것을 더
좋아한다ʼ(56.9%), ʻ인터넷을 뒤지거나 필요한 각종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이해한다ʼ
(54.0%)고 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의 3순위가 ʻ여럿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학
습을 선호한다ʼ(53.5%)로 나타난 것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심층면담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ʻ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 해결한다ʼ(48.4%)든가,

ʻ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편이다ʼ(41.2%)에 대해서는 이
보다 적은 학생들이 ʻ그렇다ʼ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Ⅲ-16>과 같다.

<표 Ⅲ-16> 학습 방식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질

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한 과목에 몰입해서 공부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답을 찾는
것을 더 좋아한다.

133
(13.3)

299
(29.8)

570
(56.9)

1002
(100.0)

여럿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학습을 선호한다.

112
(11.2)

356
(35.5)

534
(53.5)

1002
(100.0)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 해결한다.

141
(14.1)

376
(37.6)

484
(48.4)

1001
(100.0)

인터넷을 뒤지거나 필요한 각종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이해
한다.

119
(11.9)

341
(34.1)

541
(54.0)

1001
(100.0)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편
이다.

221
(22.1)

368
(36.7)

413
(41.2)

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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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식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ʻ한 과목에 몰입해서 공
부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답을 찾는 것을 더 좋아한다ʼ(58.3%), ʻ인터넷을 뒤지거나 필요
한 각종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이해한다ʼ(53.4%)의 순으로 응답한 학생이 많은 것에 반
해, 여학생의 경우 ʻ여럿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학습을 선호한다ʼ(55.0%)와 ʻ
인터넷을 뒤지거나 필요한 각종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이해한다ʼ(55.0%)라는 응답이 동
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이 혼자서 몰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은
여학생의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46, α<.005),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공
부하는 경향 역시 남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p=.045, α<.005)을 알 수 있었
다(표 Ⅲ-17).

<표 Ⅲ-17> 학습 방식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단위: 빈도(%))

여
질

문

자

남

자

보통
보통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이다
이다

합
여자

계
남자

차이
검증

한 과목에 몰입해서 공부하고
25
혼자서 생각하고 답을 찾는 것
(13.9)
을 더 좋아한다.

67
(37.2)

88
(48.9)

106
229
470
(13.3) (28.4) (58.3)

180
806
(100.0) (100.0)

x2=6.15
df=2
p=.046

여럿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을 22
나누는 학습을 선호한다.
(12.2)

59
(32.8)

99
(55.0)

89
295
422
(11.0) (36.6) (52.4)

180
806
(100.0) (100.0)

x2=.97
df=2
p=.614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물어보고 16
설명을 들어 해결한다.
(8.9)

67
(37.2)

97
(53.9)

123
301
381
(15.3) (37.4) (47.3)

180
805
(100.0) (100.0)

x2=5.56
df=2
p=.062

인터넷을 뒤지거나 필요한 각종 16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이해한다. (8.9)

65
(36.1)

99
(55.0)

103
272
430
(12.8) (33.8) (53.4)

180
805
(100.0) (100.0)

x2=2.15
df=2
p=.340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분 32
야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편이다. (17.7)

81
(44.8)

68
(37.6)

187
284
333
(23.2) (35.3) (41.5)

180
805
(100.0) (100.0)

x2=6.18
df=2
p=.045

이러한 학습 방식은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 학생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ʻ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물어보고 설
명을 들어 해결한다ʼ(59.6%), ʻ한 과목에 몰입해서 공부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답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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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더 좋아한다ʼ(59.5%)ʼ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반면, 영재학교 학생들은 ʻ한 과목에
몰입해서 공부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답을 찾는 것을 더 좋아한다ʼ(53.5%), ʻ인터넷을 뒤
지거나 필요한 각종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이해한다ʼ(52.6%)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
타났다

나) 교원 의견
A 영재학교 심층면담에서 나타난 교원이 느끼는 영재학교 학생의 특성은 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모습과 유사하다. 학생들은 혼자서 몰두
하여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룹과 토론 등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
는 그룹으로 나뉘며, 그룹 내에서의 역할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시각에서 볼 때, 혼자서 몰두하여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에 대한 높은 집중력을 보이며, 집단 내에서는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나가려는 특징
이 있으며, 토론 등의 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과 어울려서 함께 작업해 나
가는 과정을 즐기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표 Ⅲ-18).

<표 Ⅲ-18> 영재학교 학생 특성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응답 내용

학습방식 및
정서적 특성

∙ 이론적인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그룹과 실험활동에 흥미를 느끼는 그룹으로 나뉨.
∙ 이론적인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그룹은 혼자 공부하며 좋아하는 과목에 높은 집중
력을 보이고, 리더십을 보임.
∙ 실험활동에 흥미를 느끼는 그룹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며, 토
론수업에 적극적임.

3) 창의성 계발에 좋은 학습 방식
가) 학생 의견
STEAM 교육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ʻ창의성 계발ʼ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
육이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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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영재학교 학생 특성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응답 내용
･
･
･
･
･
･
･

토론수업, 다양한 질문 제시
학습활동의 자율화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경험지식 제시
공부동기를 부여하도록 해야 함.
주입식 단순 암기 수업 및 서열화 된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함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하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 등 학생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을 통해서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고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수업
이나 여러 경험지식을 전달하는 방식 또한 유용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책을 통해 배우는 방식이 아닌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창의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생A-“...완벽한 창의성 교육이라면 단순히 책으로 배우는 상식에 비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나 사고활동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B-“창의성 교육은 정말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창
의성 교육은 기존의 지식들이 분명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자유를 부여해서 알아서 공부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D-“창의성 교육에는 자율적인 부분이 다른 곳보다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
인도 창의적인 생각은 여유를 가질 때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여유를 가지
고 자율적으로 여러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최소한의 관리로 창의적인 여러 활동들
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창의성의 발전을 위해서 높은 질의 교육과 활
동을 교육받아야 하고 많은 책들을 자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학생E-“학생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이라던가 문제풀이라던가 수업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
확히 한 후, 그 목표에까지 도달하는 방법은 자유롭고 새롭도록 하여 학생들이 스스
로 그 방법을 찾아나감으로써 창의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F-“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폭넓은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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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창의성 계발에 좋은 공부 방법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의 70% 정도가 창의성 계발을 위해 좋은 방법으로 ʻ팀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한다ʼ(71.7%), ʻ실험 및 현장체험 등 관련된 활동을 경
험한다ʼ(69.2%)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ʻ관련 전문가로부터 직접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ʼ(57.4%), ʻ스스로 몰입해서 공부한다ʼ(53.1%), ʻ개인별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ʼ
(50.2%)를 들었다. 그러나 ʻ선생님의 강의를 충실히 듣는다ʼ(32.8%)는 ʻ보통이다ʼ라는 응답
이 더 많아,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0).

<표 Ⅲ-20> 창의성 계발에 좋은 공부 방법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합계

스스로 몰입해서 공부한다.

137
(13.7)

333
(33.2)

532
(53.1)

1002
(100.0)

개인별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146
(14.6)

353
(35.2)

503
(50.2)

1002
(100.0)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
며 연구한다.

63
(6.3)

220
(22.0)

717
(71.7)

1000
(100.0)

실험 및 현장체험 등 관련된 활동을 경험한다.

54
(5.4)

255
(25.4)

693
(69.2)

1002
(100.0)

관련 전문가로부터 직접 교육받을 수 있는 기
회를 갖는다.

89
(9.1)

328
(33.5)

563
(57.4)

980
(100.0)

선생님의 강의를 충실히 듣는다.

212
(21.2)

461
(46.0)

329
(32.8)

1002
(100.0)

질

문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심층면담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학생들은 강의식으로
학습하기보다는 토론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의성 계발에 좋은 공부 방법에 대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의견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모든 방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합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순서대로 볼 때 그 경향
성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 모두 ʻ팀별 프로젝트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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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한다ʼ(과학고등학교: 76.0%, 영재학교: 66.1%), ʻ실험 및
현장체험 등 관련된 활동을 경험한다ʼ(과학고등학교: 72.7%, 영재학교: 64.6%), ʻ관련
전문가로부터 직접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ʼ(과학고등학교: 61.1%, 영재학교:
52.1%)의 순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나) 교원 의견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방법에 대한 A 영재학교 교사의 의견도 학생들의 의견과 유
사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학생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
양성은 인정해주는 교육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21>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응답 내용
∙ 개개 학생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중요함.
∙ 자유로운 교육환경과 연구 활동이나 인문학, 미술, 그리고 음악 등의 교과에서 잘 발현됨.
∙ 개인의 다양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문･예술 과목에서의 창의성 교육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창의성 평가에서 지식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과학 창의성 교육방법으로 수학･과학 교원과 인문학 교원의 공동수업(co-teaching)이 이루어져야 함.

4) 참여 동아리 활동
심층면담을 통해서 영재학교 학생들이 공부시간 이후에 어떠한 활동을 하며 여가시간
을 보내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체육관련 활동(조정, 농구, 등산, 축구), 노래 부
르기, 음악 감상, 악기연주, 영화감상, 동아리활동,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생A-“여가시간에는 대부분 동아리활동을 하거나 혼자서 영화를 보는데 사용합니다....부모
님과 가족 간의 관계는 매우 원만한 편이며 자유롭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입니다.”
학생B-“체력 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거나 레크리에이션실(노래방)에 가서 마음껏 노래 부르는
것을 즐깁니다. 연구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천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측을 하기도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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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C-“요즘은 주로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봅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도서관이나 서점
에 들러서 재미있는 책을 찾고 읽기도 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서 현재 클럽활동
을 하고 있는 조정 연습을 하거나 농구를 합니다. ”
학생D-“여가시간에는 학교 친구들과 농구, 당구를 즐깁니다. 하지만 가끔씩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피아노도 가끔씩 연주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군인이신 아버지와
산에도 자주 등산을 합니다.”
학생E-“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거나 혼자서 컴퓨터(인터넷) 및
게임을 주로 합니다.”
학생F-“학교 공부 이외의 여가시간에는 주로 혼자 음악 감상을 하거나, 친구와 함께 노래방
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가 시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학생의
89.0%가 현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2).

<표 Ⅲ-22>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질문

N

%

있다

878

89.0

없다

108

11.0

합계

986

100.0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내외 동아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응답
내용을 범주화 하여 비교한 결과, 교내 동아리 활동으로 수학･과학 관련 동아리(28.7%)
가 가장 많았고, 음악 관련 동아리(19.7%), 체육 관련 동아리(14.9%) 순으로 높게 나타
나, 학생들의 선호 교과목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교외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응답 역
시 음악 관련 동아리(13.1%)나 수학･과학 관련 동아리(7.1%)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교외의 동아리인 만큼 봉사, 종교, 기타 비교과 관련 흥미를 위한 동아
리(63.1%) 위주의 활동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Ⅲ-23, 표 Ⅲ-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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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참여 교내 동아리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항

목

빈도

%

순위

수학과학 : 생물, 물리, 발명, 로봇, 과제연구, 전문교과, 스터디 등

348

28.7

1

음악 : 밴드, 뮤지컬, 합창, 국악

239

19.7

2

춤 : 댄스, 힙합

49

4.0

7

연극

34

2.8

8

체육 : 축구, 농구 등

181

14.9

3

사진 영화 : 사진, 영화, 방송 등

80

6.6

6

독서 : 신문편집, 교지 등

81

6.7

5

영어, 외국어

24

2.0

10

컴퓨터

25

2.1

9

기타(봉사, 마술, 미술, 건축학, 종교, 보드게임, 바리스타, 심리학)

148

12.2

4

없음, 모르겠음

1

0.1

12

오답

4

0.3

11

1,214

100.0

-

빈도

%

순위

수학과학 : 생물, 물리, 발명, 로봇, 과제연구, 전문교과, 스터디 등

6

7.1

3

음악 : 밴드, 뮤지컬, 합창, 국악

11

13.1

2

춤 : 댄스, 힙합

1

1.2

6

연극

1

1.2

6

체육 : 축구, 농구 등

6

7.1

3

사진 영화 : 사진, 영화, 방송 등

5

6.0

5

기타(봉사, 환경보존, 봉사, 공연기획, 제과제빵, 투자, 게임개발, )

53

63.1

1

없음, 모르겠음

1

1.2

6

84

100.0

-

전

체

<표 Ⅲ-24> 참여 교외 동아리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항

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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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제반 의견
1) STEAM 교육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인식
가) 학생 의견
STEAM 교육의 도입을 위해서 먼저 학생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알
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학생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STEAM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STEAM 교육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에 대해, 응답 학생의 10.8%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58.0%의 학생들은
STEAM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Ⅲ-25).
<표 Ⅲ-25> STEAM 교육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질

문

STEAM 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질

문

있다

없다

합계

108
(10.8)

896
(89.2)

1004
(100.0)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합계

97
(9.7)

323
(32.3)

581
(58.0)

1001
(100.0)

STEAM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학교 유형별 분석 결과 영재학교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
들이 STEAM 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TEAM
교육의 필요성은 두 학교 학생 모두에게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이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22, α<.05)(표 Ⅲ-26).
<표 Ⅲ-26> STEAM 교육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간의 차이
(단위: 빈도(%))

과학고등학교
질

문

STEAM 교육에 대해 들
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재학교

합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50
(8.8)

517
(91.2)

58
(13.3)

379
(86.7)

차이검증
과학
영재학교
고등학교
567
(100.0)

437
(100.0)

x2=5.10
df=1
p=.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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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등학교
질

문

필요하 보통
지 않다 이다

STEAM 교육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46
(8.1)

171
(30.3)

영재학교

합계

필요
하다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348
(61.6)

51
(11.7)

152
(34.9)

233
(53.4)

차이검증
과학
영재학교
고등학교
565
(100.0)

436
(100.0)

x2=7.64
df=2
p=.022

STEAM 교육 참여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ʻ보통이다ʼ가 29.4%, ʻ있다ʼ가 58.4%로
긍정적인 반응이 87.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64.1%)이 남학생(57.0%)보다 더
강한 참여 의사를 보였다(표 Ⅲ-27, 표 Ⅲ-28).
<표 Ⅲ-27> STEAM 교육 참여 의사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질

문

만약 학교에서 STEAM 교육을 실시한다
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다

보통이다

있다

합계

123
(12.3)

295
(29.4)

586
(58.4)

1004
(100.0)

<표 Ⅲ-28> STEAM 교육 참여 의사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단위: 빈도(%))

여자
질

문

만약 학교에서 STEAM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남자

없다

보통
이다

있다

8
(4.4)

57
(31.5)

116
(64.1)

합계

없다

보통
이다

있다

여자

남자

112
(13.9)

235
(29.1)

460
(57.0)

181
(100.0)

807
(100.)

차이
검증
x2=12.44
df=2
p=.002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STEAM 교육의 참여에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앞서 실시한
A 영재학교 학생들의 응답과 유사했다.
학생A-“...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학문의 안목을 더 넓힐 수 있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
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학생B-“이러한 수업들은 딱딱한 강의식 수업, 노동형 과제가 가득하던 메마른 사막만 같았
던 학교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성취감을 몇 배로 증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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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C-“이공계에 다니고 특히 공대의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사회과학 분
야와 예술 분야 학문의 습득과 경험입니다. 물론 기존의 있던 학문을 통합 학문으로
대치한다면 반대합니다. 하지만 함께 들어보는 것이라면 큰 기회입니다.”
학생D-“저는 예술을 과학적인 시각에서 보거나 과학을 예술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들의 안목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E-“사회과학 및 예술 분야에 대한 지식은 교양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
으로, 사회과학 및 예술 분야에 대한 공부는 자연과학 분야에 대해서만 배울 때 보다, 사
고력의 폭을 넓히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F-“자연과학 분야에 뜻을 가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STEAM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STEAM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70%이상의 학생들은 ʻ딱딱한 내용에서 벗어나 신선
하고 흥미로운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동기와 성취력을 증가시킨다ʼ(73.6%), ʻ예술,
과학, 인문학적 상상이 결합된

학습방식을 통해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을 계발한다ʼ

(71.0%)로 응답하였다(표 Ⅲ-29).
<표 Ⅲ-29> STEAM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질

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

예술 및 인문사회분야와의 통합을 통해 올바른 세계
관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69
(6.9)

281
(28.0)

652
(65.1)

1002
(100.0)

딱딱한 내용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흥미로운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동기와 성취력을 증가시킨다.

73
(7.3)

192
(19.1)

738
(73.6)

1003
(100.0)

예술, 과학, 인문학적 상상이 결합된 학습방식을 통
해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을 계발한다.

71
(7.1)

210
(21.0)

721
(72.0)

1002
(100.0)

현상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80
(8.0)

253
(25.2)

670
(66.8)

1003
(100.0)

사회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 및 소통 능력
을 신장시킨다.

92
(9.2)

299
(29.9)

610
(60.9)

1001
(100.0)

미래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함량 할 수 있다.

101
(10.1)

325
(32.5)

574
(57.4)

1000
(100.0)

과학분야의 연구만으로 미래에 닥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37
(13.7)

294
(29.5)

566
(56.8)

99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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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 및 장학사 의견
학생과 다르게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원의 72.8%는 STEAM 교육에 대해 들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학사의 93.9%가 STEAM 교육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AM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교원과 장학사 그룹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
견에 높은 응답률을 보여(교원: 69.6%, 장학사: 78.8%) 학생, 교원, 장학사 모두
STEAM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Ⅲ-30).

<표 Ⅲ-30> STEAM 교육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전체 교원 및 장학사 응답
(단위: 빈도(%))

질

문

STEAM 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질

문

STEAM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

원

장 학 사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67
(72.8)

25
(27.2)

92
(100.0)

31
(93.9)

2

33

(6.1)

(100.0)

교

원

필요하 보통
지 않다 이다

필요
하다

합계

64
(69.6)

89
(100.0)

3
(3.3)

25
(27.2)

장 학 사
필요하 보통
지 않다 이다
2
(6.1)

5
(15.2)

필요
하다

합계

26

33

(78.8)

(100.0)

교원을 학교 유형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의 교원 모두 인
지도가 높지만, 특히 영재학교 교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STEAM 교육에 대해 인
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1, α<.05).
STEAM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 교원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TEAM 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와 관련하여 질문에서는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66.7%
의 교원이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마찬가지로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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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1> STEAM 교육 참여 의사에 대한 전체 교원 응답
(단위: 빈도(%))

질◸◸◸◸◸◸◸문
만약 학교에서 STEAM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다

보통이다

있다

합계

10
(11.5)

19
(21.8)

58
(66.7)

87
(100.0)

참여 의사에 대해 교원과 장학사 모두는 ʻ예술, 과학, 인문학적 상상이 결합된 학습방
식을 통해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을 계발한다ʼ(교원: 80.9%, 장학사: 87.9%)라는 이유에
가장 많이 ʻ그렇다ʼ라고 응답했다. 특히, 교원의 경우 ʻ현상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ʼ(79.5%)라는 이유로 STEAM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장학사는 ʻ딱딱한 내용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흥미로운 과
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동기와 성취력을 증가시킨다ʼ(87.9%)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응
답하였다(표 Ⅲ-32).

<표 Ⅲ-32> STEAM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전체 교원 및 장학사 응답
(단위: 빈도(%))

교원
질

문

장학사

보통
이다

그렇다

예술 및 인문사회분야와의 통합을 통해
5
올바른 세계관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5.6)

16
(17.8)

딱딱한 내용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흥미로
4
운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동기와 성취
(4.5)
력을 증가시킨다.

합계

합계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69
90
(76.7) (100.0)

3
(9.1)

4
(12.1)

26
33
(78.8) (100.0)

19
(21.3)

66
89
(74.2) (100.0)

1
(3.0)

3
(9.1)

29
33
(87.9) (100.0)

예술, 과학, 인문학적 상상이 결합된 학습
4
방식을 통해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을 계
(4.5)
발한다.

13
(14.6)

72
89
(80.9) (100.0)

1
(3.0)

3
(9.1)

29
33
(87.9) (100.0)

현상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과학에
5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5.7)

13
(14.8)

70
88
(79.5) (100.0)

3
(9.1)

6
(18.2)

24
33
(72.7) (100.0)

사회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 및
6
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
(6.7)

21
(23.6)

62
89
(69.7) (100.0)

3
(9.1)

6
(18.2)

24
33
(72.7) (100.0)

미래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함
7
량 할 수 있다.
(7.9)

23
(25.8)

59
89
(66.3) (100.0)

2
(6.1)

13
(39.4)

18
33
(54.5) (100.0)

8
과학분야의 연구만으로 미래에 닥칠 문제
(9.1)
를 해결할 수 없다.

18
(20.5)

62
88
4
(70.5) (100.0) (12.1)

9
(27.3)

20
33
(60.6) (100.0)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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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교육 개념에 대한 교원 및 장학사 의견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STEAM 교육의 개념이나 모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STEAM 교육의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STEAM 교육의 개
념에 대한 정립일 것이다.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장학사들이 현재
STEAM 교육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STEAM 교육의 개
념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STEAM 교육을 ʻ교과 간 수평적 통합ʼ이라고 생각하는 교원이 31.7%로 가장 많았
으며, 창의성 발현(12.7%)이나 사고력 발현(11.1%)을 위한 교육을 STEAM 교육으로 보는 응
답도 많았다. 장학사 역시, STEAM 교육을 ʻ교과 간 수평적 통합ʼ(31.7%)으로 보는 경우가 가
장 많았다. 그러나 교원과 달리 장학사는 ʻ학문과 사회현상의 유기적 교육ʼ(14.6%), ʻ수업방식
의 차별화 교육ʼ(14.6%)을 STEAM 교육의 개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표 Ⅲ-33).

<표 Ⅲ-33> STEAM 교육 개념에 대한 전체 교원 및 장학사 응답
(단위: 빈도(%))

항

목

장학사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창의성 발현을 위한 교육

8

12.7

3

4

9.8

3

사고력 발현을 위한 교육(통찰력, 융합적 사고)

7

11.1

4

3

7.3

4

학문과 사회현상의 유기적 교육

3

4.8

6

6

14.6

2

교과 간 수평적 통합

20

31.7

1

13

31.7

1

전인발달교육

6

9.5

5

2

4.9

5

주제 통합

2

3.2

9

2

4.9

5

수업방식의 차별화 교육(참신한 교육)

3

4.8

6

6

14.6

2

인재육성(리더십)

3

4.8

6

1

2.4

6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

-

-

1

2.4

6

잘 모르겠음

1

1.6

10

-

-

-

기타

10

15.9

2

3

7.3

4

52

82.6

-

38

100.0

-

합

90 ｜

교원

계

Ⅲ.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여건 분석

3) 융복합 교과 구성에 대한 교원 및 장학사 의견
STEAM 교육을 현장에서 시행할 때 실제로 어떤 교과목을 통합하면 좋을지와 관련한
교원 및 장학사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먼저 교원은 과학, 수학+예술(26.6%), 과학, 수학+
인문사회(23.4%)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학과 과학 교과만을 통합
하는 것과 관련된 의견도 17.0%로 비교적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표 Ⅲ-34).
<표 Ⅲ-34> 융복합 가능 교과에 대한 전체 교원 응답
항◸◸◸◸◸◸◸목

빈도

%

순위

과학, 수학 + 기술

7

7.4

5

과학, 수학 + 예술

25

26.6

1

과학, 수학 + 인문사회

22

23.4

2

과학, 수학 + 기술+ 예술

3

3.2

7

과학, 수학 + 기술+ 인문사회

1

1.1

9

과학, 수학 + 예술 + 인문사회

1

1.1

9

수학 + 과학

16

17.0

3

과학

5

5.3

6

인문 + 예술

2

2.1

8

인문

1

1.1

9

기타(예술만, 기술 + 예술, 모든 교과 등)

11

11.7

4

94

100.0

-

합◸◸◸ ◸◸◸계

동일한 질문에 대한 장학사의 응답을 살펴보면 장학사 역시 과학, 수학+예술(26.5%) 간
의 통합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의 응답과 다르게 과학, 수학
+기술(16.3%)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학 교과만의 결합에 대한 응답도 10.2%로 높게 나타나, 교원과 장학사 집단에서 동일하
게 과학과 수학 교과 간의 통합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Ⅲ-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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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5> 융복합 가능 교과에 대한 전체 장학사 응답
항◸◸◸◸◸◸◸목

빈도

%

순위

과학, 수학 + 기술

8

16.3

3

과학, 수학 + 예술

13

26.5

1

과학, 수학 + 인문사회

4

8.2

5

과학, 수학 + 기술 +인문사회

2

4.1

7

과학, 수학 + 예술 + 인문사회

3

6.1

6

수학 + 과학

5

10.2

4

과학

3

6.1

6

기타(예술, 기술 + 예술, 모든 교과 등)

11

22.4

2

합◸◸◸◸◸◸◸계

49

100.0

-

이렇게 융복합 수업을 구상할 때 어떤 주제로 교육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했
다. 그 결과 교원과 장학사가 생각하는 융복합 가능 주제는 유사하였는데, 응답내용을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Ⅲ-36).
<표 Ⅲ-36> 융복합 가능 주제에 대한 교원 및 장학사 응답
주제
인류

예◸◸◸◸◸◸◸

시

∙ 인간 복제 기술과 생명 존중
∙ 생명의 탄생과 진화
∙ GMO와 국제적 식량난 해소 노력

∙ 로봇, 새로운 발전기 구상
과학발전
∙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로켓을 스케치한 후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실제로 제작
및 개발
∙ 물리실험 개발에의 전자공학 응용법 수업/전자파와 핸드폰
∙ 쓰나미의 발생 모형 제작을 통한 실험으로 결과값을 정량적인 수치를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제작
∙ 자연물(식물 등) 그린 그림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예술적으로 어떻게 담아내고 승화시켰는지 감
상하고 분석해 보기
자연 및 ∙ 별자리에 대해 공부하고 별자리에 대한 감상을 쓴 시를 공부한 뒤(영시) 운율과 심상을 살려 시
를 직접 창작해 보기
환경
∙ 생명체의 기관발생과 향후 발생 패턴을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예술 활동을 위해)
∙ 지구환경과 유토피아적 상상력의 결합
∙ 환경문제, 녹색성장
∙ 과학 또는 과학의 논리적인 사고는 윤리적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윤리성∙
∙ 행복한 삶, 사회를 위한 조건에 과학기술의 영향은?
도덕성
∙ 과학윤리, 과학사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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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예◸◸◸◸◸◸◸

시

문화

∙ 야구 등 운동과 운동법
∙ 국가별로 대중이 선호하는 가수의 음성을 물리적으로 분석하기(실습)
∙ 과학소설+현실과학에서의 실현/과학적 과정을 시로 표현

역사

∙
∙
∙
∙

전통놀이를 이용하여 선조들의 생활상과 놀이기구 속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전래동화 속에 담겨있는 숨은 과학원리 찾기
역사적 사실을 배운 뒤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그림으로 구체화시켜 보기
특정시대의 과학적 연구 성과와, 문화-예술 트렌드의 상호 영향관계 탐구하기

정리된 주제는 인류, 과학발전 및 개발, 자연 및 환경, 윤리성･도덕성, 건축, 문화, 역
사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업 구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원 및 장학사가 제시한 주제들은 학생들에게 질문한 ʻ미래사회 이슈ʼ에 대한 응답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연 재해, 자원 부족 등 자연과 관련된 내용
들이 중요한 미래사회 이슈라고 응답했다. 또한 인류, 과학발전 및 개발, 윤리성･도덕성
등의 주제를 중요 이슈로 꼽아 교원 및 장학사가 융합교육에서 가능한 주제로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Ⅲ-37).

<표 Ⅲ-37> 미래사회의 이슈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항◸◸◸◸◸◸◸목

빈도

%

순위

인류(노령화, 질병, 취업 등)

115

19.8

2

식량

21

3.6

5

자연(재해, 멸망, 자원)

236

40.5

1

윤리성, 도덕성

17

2.9

6

과학발전 및 개발 관련(로보트, 대체에너지, 첨단기술)

49

8.4

4

국가간 문제(종교, 전쟁)

17

2.9

6

정보사회

10

1.7

8

기타

108

18.6

3

없음, 모르겠음

3

0.5

10

오답

6

1.0

9

582

100.0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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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교육 현황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 학교에 STEAM 교육을 도입할 여건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정 현황 및 융복합 교과 개설 현황, 교원 현황, 물리적 시설 및 교육 환경, 행･재
정 지원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 현황
1)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육과정 비교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개의 영재학교(한국과
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와 2개 과학고등
학교(경북과학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4개 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991년 부산과학고등학교로 개교하였으나, 2003년 우리나라 최
초의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5년 교명을 한국과학영재학교로 변경하였으
며, 2009년부터는 KAIST 부설로 운영되면서 KAIST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은 물론 운영
과 시설 측면의 향상을 이루었다. 총 학생 수는 450명이며, 총 4개의 학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다른 학교와 달리 인문교과와 자연교과라는 명칭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문교과는 수학･과학 중심의 콘텐츠를 활용한 융합교육형태 수업방식
을 취하며, 토픽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자연교과 중 수학과 물리 교과 같은 경우는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며, 강의 교과목과 실험교과목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각 교과
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과목이 개설되고, 강의, 토
론 및 발표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 이루어진다. 자연교과는 특히 수리정보, 물리지구, 화
학생물 과목을 포함하는 융합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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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영재학교의 연구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며, 학년에 따라 1학년의 창
의기초연구활동, 2학년의 소집단 연구 활동, 3학년의 졸업연구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창의기초연구활동은 1학기에는 분야별로 연구를 소개하고, 2학기에는 8명이 1팀을 구성
하여 소집단활동으로 이루어진다. 2학년 소집단 연구 활동인 R&E활동은 4명이 1팀을
구성하여 1년 연구 활동으로 수행한다. 3학년 졸업연구 활동은 KAIST HRP 프로그램
또는 개별연구 중 선택하고, 학생들이 개별연구를 진행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한다. 2학
년 R&E, 3학년 KAIST HRP 프로그램에는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연구가가 책임 또는
공동지도자로 참여하고, 이러한 연구 활동은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연구 과제를 선
정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활동은 단체 활동과 봉사활동으로 구성되고,
단체 활동은 동아리 활동, 인성활동으로 글로벌 리더십, 특별강연, 체육활동 등이 있다.
봉사 활동은 교내･외 봉사활동을 포함한다. 정규교과 이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는 학
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ECC, 동아리활동, 각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 및 인사들을
초빙하는 KSA 특별강연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는 1988년 개교하였으며, 2009년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
고 있다. 총 학생 수는 340명이며, 학업 담임제(AA)를 도입하여 학생 개별 지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전인교육을 위한 일반교과와 흥미와 소질, 능력 계발을 위한 전
문교과로 편성되어 있고, 이는 각각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전문
교과의 심화 선택과목은 대학수준의 과목으로 개설하고, 과학 영재들의 특성을 고려하
여 관심 분야의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중 특강 과목은
대학의 학부 전공과 동등한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전문교과에서 좀 더 심화된 학습
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연구 활동은 자율연구(R&E, 과제연구, 연구발표), 현장연구(자연탐사, 해외위탁교육),
졸업논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졸업논문(3학점)을 포함하여 30학
점의 연구 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교 연구 현장에서 첨단 과학 연구방법을 익히고
높은 수준의 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R&E는 4인 1팀으로 구성하여 대학교수 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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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전문가에게 사사 받는다. 또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여 국내 및 국제 학
술지에 게재한다. 과제연구는 연구 주제 선정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목표로
교내에서 연구 결과 발표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현장연
구는 대체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기간 중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등을 방문하여 이
루어진다. 그 중 자연탐사는 제주도 일원에서 지리적 특성, 지질조사, 생물상 조사, 야
외 실험･실습, 과학자 초청강연, 탐구 학습 결과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탐구능력을 기르고 폭넓은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게 된다. 또한 특
별 활동에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활동,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과의 멘토링 활동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신의
연구 동향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영재교육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
여 국가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규교과 이외의 활동에는 학생 동아리 활동, 특별교육과정, 다양한 행사활동이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창의성 리더십 신장을 위한 맞춤식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고 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는 1983년 개교하였으며, 2010년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
고 있다. 현재 총 학생 수는 268명으로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무
학년 무학급제를 통해 개별 교육과정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경기과학고등교는 토론식 교수학습방식으로 일반교과를 운영하고, 전문교과는 강의식
과 토론식, 발표식 수업을 적절히 조합하고, 실험 및 탐구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용지식 이해가 부족한 학생을 위해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인 주말학습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 활동은 자율연구, 현장연구, 졸업논문연구로 구성되고, 그 중 자율연구는 연구
중심의 R&E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는 학기 초에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1년간 연구
후 그 결과를 논문의 형태로 작성, 발표, 심사하는 방식으로, 특히 특정 분야의 심도 깊
은 연구를 원하는 학생을 위하여 연구소나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장연구는
인턴십, 전문프로그램 이수,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연구 및 탐구대회 실적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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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주관의 과학관련 인턴활동 및 학교 주관의
국내외 심화 프로그램 활동과 국제교류협력 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과련 전문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국내학회와 국외학회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
하며, 과학탐구대회 및 논문발표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마지막
으로 졸업논문연구는 앞에 설명했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물을 토대로 수정･보완하
여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인된 수학, 과학, 정보과학 관
련 학회지에 게재하거나 게재 승인을 득한 경우 졸업논문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규교과 이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는 주말학습프로그램, 기초학력신장프로그램, 학생
동아리 활동, 학교행사가 있다. 사교육비 절감과 자율적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주
말학습프로그램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주당 4시간씩 운영하
고 있다. 그 외에도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교과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학
력신장프로그램도 주당 6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교육, 친목도모를 위한
학생동아리 활동의 경우 13개의 과학 관련 동아리뿐만 아니라 인문예체능 관련 동아리도 주
당 2시간씩 운영되고 있다. KAIST 견학 및 실험실 탐방, 유명 과학자 특강 및 각종 컨설팅
교육 등 과학도로서의 기본적 소양 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학교 행사도 운영되고 있다.

 대구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는 1988년 개교하여 2011년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
다. 총 학생 수는 214명으로 현재 1학년은 영재학교로, 2, 3학년은 과학고등학교로 운영
되고 있다. 특히,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AR)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구과학고등학교는 아카데미교실, 창의적 사고력 학습활동, 단체 활동 등 인문학적
현상 이해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일반교과와 다양한 자연 현상에 대한 과
학적 고찰을 위한 자기주도적 탐구활동을 실시하는 전문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일반교
과는 조별토론학습과 글쓰기 및 논술지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문교과는 수준별
맞춤형 수강 신청으로 강의 및 실험 실습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 활동은 1, 2학년 대상의 자율연구와 현장연구, 3학년 대상인 졸업연구로 구성되며
1학년 자율연구는 대구과학고등학교 및 교육청 소속 교사가 주체가 되어 GRF(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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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rontier) 해외 유명대학 summer school에 참여하는 현장연구로 진행된다.
2학년 자율연구는 대학교수가 수업주체가 되어 개인별 contact에 의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인턴십 과정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학년 졸업연구는 전공 트랙 분
야 중 1, 2학년의 자율 및 현장연구와 연계하여 자신의 전공 희망 분야에 대한 창의적
결과물을 산출하여 심의를 받게 된다.
특별활동은 사회봉사 동아리, 학술 연구 동아리, 인문예술 동아리로 구성되며 학생들
이 평소 하고 싶어 했던 활동 등을 스스로 설계하고, 교과 공부와 병행하여 수행하게 된
다. 특히, 특별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세 가지 부분의 동아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규교과 이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는 방과 후 활동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선택적
심화활동과 챌린저 학습활동을 주중 오후에 선택학습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택적 심화
활동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부분에 특화된 인재에게 보다 심화된 교수 학
습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연구 및 대학 단체와 연계하여 우수 교수진을 강사로
초빙하고 부분별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챌린저 활동은 특화된 교과목 이외 미비
교과에 대한 교육 보상 프로그램으로 기초 필수 및 현재 진행되는 학기수업에 대한 보충
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2개 과학고등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는 1993년 개교하였으며, 총 학생 수는 92명으로 현재 학습 동아리 운영
의 활성화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북과학고등학교는 학생의 기본적인 자질과 지식을 가르치는 일반교과와 수학, 과학
분야의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하는 전문교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문교과 지도는 각 교
과별로 지정된 특별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6년 전에 ʻ통섭 교육ʼ 관련 시범학교로 지정
되어 2년간 시험적으로 융합 교육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자기주도형 학습 및 조별탐구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창의성과 탐구력을 신장시키는데 노력하고 있고, 학생
들을 위한 배려로 우수 졸업생을 활용한 멘토 수업 및 대학교수, 교사, 학생이 연계한
R&E 연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특정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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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명사초청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구 활동에 MEMBERSHIP 제도를 운
영하여 조기수료 및 조기 졸업이 결정된 대상자에게 학습과제를 선정하여 부여하고 있
고, 대상자 중 과제 이수 상태를 점검하여 MEMBERSHIP 증서 및 메달을 수여하고 있
다. 그리고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이루어진 창의적 체험활동
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구성된 특
별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과정 이외에 방과 후 활동 학생동아리, 학교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전교생을 8
개의 학술동아리에 가입(1인 1학술동아리 가입)하게 하여 일 년 동안 계획적, 학생 주도적
으로 활동하여 그 결과물을 매년 4월 ʻ교내학술동아리발표대회ʼ에서 발표하여 시상한다.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는 1994년 개교하였으며, 총 학생 수는 191명으로 교원 54명이 학생
들을 지도하고 있다.
인천과학고등학교의 일반교과는 주로 교실수업위주로 각 해당 교사별로 짜여진 계획
에 의거하여 수행평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교과 중 특히 수학과는 주로 수학실에서
설명과 문제풀이로 진행하고, 특별활동으로 문제해결학습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전문교과 중 1학년의 기본과학은 이론적인 내용의 빠른 습득을 위한 강의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며, 심화과학은 2학년에 주로 배정되어 실험 위주의 수업으로 운영되
고 있다. 전문교과의 선택과정은 주로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며,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 묶여진 교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교사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고 있다.
연구 활동은 과제연구, 창의재단 R&E, 교과부 R&E, 전람회 등의 연구대회로 구성되
며 과제연구는 정규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이루어지며, 1~ 2시간을 배정하
고 있다. 창의재단 R&E는 교사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여러 학생을 연구 활동에 참
여시키는 방식이며, 교과부 R&E는 주로 교내에서 지도교사의 활동에 따라 외부 전문가
를 자문으로 모시고 운영한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으로는 방과 후 활동과 학생동아리가 있으며 방과 후 활동
은 특기적성수업과 면접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학생동아리는 학년
초에 결성된 동아리별로 정해진 시간에 지도 선생님 입회하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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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 교육과정의 비교
지금까지 4개 영재학교와 2개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Ⅲ-38>은 6개 학교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쉽게 비교해 보기 위해 앞서 제시
하는 내용을 비교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Ⅲ-38>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육과정 비교표
정규교과 활동
분류
학교

시수

일반
교과

융복합
전문 연구 특별 관련 수업
교과 활동 활동

한국과학 62
73
영재학교 (인문) (자연)

서울과학
고등학교

경기과학
고등학교

57

54

83

81

30

35

240

･자율연구(R&E)
･현장연구
- 인턴쉽 활동
- 전문프로그램이수
-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 연구 및 탐구대회 실적
･졸업논문연구

･자율연구
･현장연구
-GRF 참여, 국내･외 대학 인 ･선택적 심화학습
300 ･융합과학
턴쉽 과정
･챌린저 학습활동
･졸업연구
-창의적 결과물산출

80

30

경북과학
고등학고

97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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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수리정보 ･창의 기초 연구활동
･ECC
16AU
･KSA 특별 강연
･물리지구 ･소집단 연구활동(R&E)
(256)
･화학생물 ･졸업연구활동(KAIST HRP) ･조정, 국궁 팀을 통한 활동

30

60

92

정규교과 이외의 활동

･자율연구(과제연구, R&E, ･학생동아리
･과학
연구발표)
･특별교육과정
280 -통합과학 ･현장연구(자연탐사, 해외위 -정규동아리
특강
탁교육)
-비정규동아리
･졸업논문
･행사활동

대구과학
고등학교

인천과학
고등학교

연구활동 과제

-

92

-

-

･주말학습프로그램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
･학생동아리 (과학, 인문예능)
･학교행사

-

･R&E
-MEMBERSHIP 제도 운영

･방과 후 학교
･학생동아리
･학교행사

-

･과제연구
･창의재단 R&E
･교과부 R&E
･전람회 등의 연구대회

･방과 후 활동
･학생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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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는 인문교양 및 전인교육
영역을 다루는 일반(인문계열)교과와 흥미와 소질, 능력계발을 위한 전문(자연계열)교과
로 나누어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학생들은 그들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다.
각 학교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학교가 연구 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해 학
생들 스스로의 학습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특히, 연구소나 대학과 연계하여 R&E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지도교사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가 지도 및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마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색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행사를 통해 학생
들의 기초학력 및 자율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재학교는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연구 활동을 포함시켜 진행하고, 연구 활동은 기본
적으로 자율연구, 현장연구, 졸업연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나 이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과학고등학교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규교육과정 외에 연구 활동 및 특
별활동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영재학교는 교육과정에 융복합 교육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과학영
재학교는 융합과목이라는 과목 내에서 수리정보, 물리지구, 화학생물이라는 교과를 두고
있다. 또한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심화선택 과목 중 과학교과에서 통합과학특강이라는 강
의를 진행 중이고, 대구과학고등학교는 기본선택 과목 중 융합과학이라는 교과를 두고
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역시 교육과정상 융합교육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12년
부터 과학과 미술, 과학과 음악, 과학과 예체능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과학고등학교 역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융합교육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각종 R&E 및 연구대회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연구
능력 배양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융합교육과 관련된 교과는 전혀 개설되어있지 않다.
경북과학고등학교의 경우, 97학점의 일반교과와 87학점의 전문교과 이외에도 92학점의
특별활동이 있었으나 그 중 융합과 관련된 교과는 없었다. 인천과학고등학교 역시 92학
점의 일반교과와 88학점의 전문교과 중 융합교육 관련 교과는 없었다.
이는 과학고등학교의 조기졸업제에 따라 필수과목을 압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인데, 과학고등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은 조기 졸업제도를 통해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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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2년에 마치고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래의 취지인 탐구실험 중심
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반해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더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어, 수
학･과학 뿐 아니라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의 기본 소양을 강조하고,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학습자 주도적인 창의활동 및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3)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융복합 교과 개설 현황
STEAM 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교과들의 융복합이 필요하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
교의 융복합 교과 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생 의견
학생에게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중 융복합 교과 개설 여부에 관한 질
문을 한 결과, ʻ없다ʼ라는 응답이 83.4%로, ʻ있다ʼ 16.6%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Ⅲ-39).
<표 Ⅲ-39> 융복합 교과 개설 여부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질◸◸◸◸◸◸◸문
학교 수업과정 중 STEAM 교육에 가까
운 수업이 있습니까?

있

다

165
(16.6)

없

다

829
(83.4)

합

계

994
(100.0)

이 질문에 대한 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
학교 모두 ʻ없다ʼ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영재학교는 ʻ있다ʼ라는 응답이 25.8%, 과학고등
학교는 '있다ʼ라는 응답이 9.6%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대한 학생의 응답은 p<.001 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Ⅲ-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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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0> 융복합 교과 개설 여부에 대한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간 차이
(단위: 빈도(%))

질

문

학교 수업과정 중 STEAM 교육
에 가까운 수업이 있습니까?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54
(9.6)

509
(90.4)

563
(100.0)

111
(25.8)

320
(74.2)

431
(100.0)

차이검증
x2=46.06
df=1
p=.000

그리고 개설된 융복합 수업의 교과 통합 형태를 보면, 과학, 수학+예술 통합이 42.5%
로 가장 많았고, 과학, 수학+인문사회도 27.5%로 비교적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과학, 수학+기술+예술+인문사회(0.5%)를 결합하는 STEAM 교육의 경
우,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Ⅲ-41).

<표 Ⅲ-41> 개설된 융복합 수업의 세부교과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항◸◸◸◸◸◸◸목

빈도

%

순위

과학, 수학 + 기술

7

3.6

5

과학, 수학 + 예술

82

42.5

1

과학, 수학 + 인문사회

53

27.5

2

과학, 수학 + 기술 + 예술

2

1.0

10

과학, 수학 + 기술 + 인문사회

2

1.0

10

과학, 수학 + 예술 + 인문사회

10

5.2

4

과학, 수학 + 기술 + 예술 + 인문사회

1

0.5

12

수학 + 과학

3

1.6

8

과학

6

3.1

6

인문사회 + 예술

3

1.6

8

모르겠음

6

3.1

6

기타(예술, 기술 + 예술, 모든 교과 등)

18

9.3

3

합◸◸◸◸◸◸◸계

193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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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 의견
교원에게 재직학교에 STEAM 교육의 취지에 가까운 수업 유무에 관한 질문을 한 결
과, ʻ없다ʼ라는 응답이 60.0%로 ʻ있다ʼ 40.0%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Ⅲ-42).

<표 Ⅲ-42> 융복합 교과 개설 여부에 대한 전체 교원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있다

없다

합계

재직 학교에 STEAM 교육의 취지에 가
까운 수업이 있습니까?

36
(40.0)

54
(60.0)

90
(100.0)

교원의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과학고등학교는 ʻ없다ʼ라는 응답이
68.4%로 높게 나타났고, 영재학교는 ʻ있다ʼ라는 응답이 54.5%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
형에 대한 교원의 응답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과학고등학교에 비해
영재학교에 더 많은 융복합 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Ⅲ-43).

<표 Ⅲ-43> 융복합 교과 개설 여부에 대한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간 차이
(단위: 빈도(%))

질

문

재직 학교에 STEAM 교육
의 취지에 가까운 수업이
있습니까?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18
(31.6)

39
(68.4)

57
(100.0)

18
(54.5)

15
(45.5)

33
(100.0)

차이검증
x2=4.59
df=1
p=0.032

개설된 융복합 교과의 통합 형태는 과학, 수학+인문사회(45.7%), 과학, 수학+기술
(20.0%), 과학, 수학+예술(14.3%)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응답
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특히 과학, 수학+기술+예술+인문사회 융복합 과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Ⅲ-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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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4> 개설된 융복합 수업 세부 교과에 대한 전체 교원 응답
항◸◸◸◸◸◸◸목

빈도

%

순위

과학, 수학 + 기술

7

20.0

2

과학, 수학 + 예술

5

14.3

3

과학, 수학 + 인문사회

16

45.7

1

과학, 수학 + 기술+ 예술

1

2.9

5

과학, 수학 + 기술 + 예술 + 인문사회

1

2.9

5

수학 + 과학

1

2.9

5

기타(예술, 기술 + 예술, 모든 교과 등)

4

11.4

4

합◸◸◸◸◸◸◸계

35

100.0

-

다) 장학사 의견
이번에는 장학사에게 근무 중 STEAM 교육 또는 유사한 교육의 사례를 본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ʻ있다ʼ라는 응답이 54.5%로 ʻ없다ʼ 45.5%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Ⅲ-45).

<표 Ⅲ-45> 융복합 교과 개설 여부에 대한 전체 장학사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있다

없다

합계

STEAM 교육(또는 유사한 교육)의 사
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18

15

33

(54.5)

(45.5)

(100.0)

사례에서 본 융복합 수업의 구체적인 교과 통합 유형을 살펴보면 과학, 수학+예술
(35.0%), 과학, 수학+인문사회(15.0%), 과학, 수학+기술(15.0%)로 나타나, 교원의 응답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현재 현장에서 개설되어 있는 융복합 수업은 대
체로 이 세 가지 통합 유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표 Ⅲ-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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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6> 사례로 본 융복합 수업 세부 교과에 대한 전체 장학사 응답
항◸◸◸◸◸◸◸목

빈도

%

순위

과학, 수학 + 기술

3

15.0

2

과학, 수학 + 예술

7

35.0

1

과학, 수학 + 인문사회

3

15.0

2

과학, 수학 + 기술+ 예술

1

5.0

5

과학, 수학 + 기술 +인문사회

2

10.0

4

과학 , 수학 + 예술 + 인문사회

1

5.0

5

인문

1

5.0

5

기타(예술, 기술 + 예술, 모든 교과 등)

2

10.0

4

합◸◸◸◸◸◸◸계

20

100.0

4) STEAM 교육 도입 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가) 학생 의견
STEAM 교육을 현재 교육과정에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ʻ가르칠만한
선생님이 없다ʼ(57.1%), ʻ실시할 시설 및 환경이 미비하다ʼ(56.8%), ʼSTEAM 교육을 실시
할 시간이 없다ʼ(52.9%)를 지적했으며, ʻ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다ʼ에 대하여서는 26.9%
가 ʻ그렇다ʼ고 하였다(표 Ⅲ-47).

<표 Ⅲ-47> STEAM 교육 도입 시 문제점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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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다.

346
(34.6)

386
(38.6)

269
(26.9)

1001
(100.0)

STEAM 교육을 실시할 시간이 없다.

185
(18.5)

287
(28.6)

530
(52.9)

1002
(100.0)

가르칠만한 선생님이 없다.

168
(16.8)

261
(26.1)

572
(57.1)

1001
(100.0)

실시할 시설 및 환경이 미비하다.

162
(16.2)

270
(27.0)

568
(56.8)

1000
(100.0)

Ⅲ.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여건 분석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문제점으로 ʻ실시할
시설 및 환경이 미비하다ʼ(여학생: 63.3%, 남학생: 55.5%)와 ‘가르칠만한 선생님이 없다ʼ
(여학생: 60.9%, 남학생: 56.3%), ʻSTEAM 교육을 실시할 시간이 없다ʼ(여학생: 56.7%,
남학생: 52.2%)를 더 많이 지적하였으며, ʻ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다ʼ는 두 집단 모두 ʻ보
통이다ʼ(여학생: 43.0%, 남학생: 37.8%)가 ʻ그렇다ʼ(여학생: 21.8%, 남학생: 28.2%) 보
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ʻ실시할 시설 및 환경이 미비하다ʼ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63.6%), 남학생은 ʻ가르칠만한 선생님이 없다ʼ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56.3%).
문제점 중 ʻ실시할 시설 및 환경이 미비하다ʼ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
며, 나머지 문제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Ⅲ-48).

<표 Ⅲ-48> STEAM 교육 도입 시 문제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단위: 빈도(%))

여자

남자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다.

63
(35.2)

77
(43.0)

39
(21.8)

274
(34.0)

305
(37.8)

227
179
806
(28.2) (100.0) (100.0)

x2=3.27
df=2
p=.194

STEAM 교육을 실시할
시간이 없다.

25
(13.9)

53
(29.4)

102
(56.7)

154
(19.1)

231
(28.7)

421
180
806
(52.2) (100.0) (100.0)

x2=2.78
df=2
p=.249

가르칠만한 선생님이 없다.

19
(10.6)

51
(28.5)

109
(60.9)

144
(17.9)

208
(25.8)

454
179
806
(56.3) (100.0) (100.0)

x2=5.59
df=2
p=.061

실시할 시설 및 환경이
미비하다.

17
(9.4)

49
(27.2)

114
(63.3)

143
(17.8)

215
(26.7)

446
180
804
(55.5) (100.0) (100.0)

x2=7.90
df=2
p=.019

질◸◸◸◸◸◸◸문

합계
여

남

차이
검증

학생의 학교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에 비해 문제점으로 ʻ실
시할 시설 및 환경이 미비하다ʼ(과학고등학교: 64.4%, 영재학교: 47.0%)ʻ와 ʼ가르칠만한
선생님이 없다ʼ(과학고등학교: 60.2%, 영재학교: 53.1%), ʻSTEAM 교육을 실시할 시간
이 없다ʼ(과학고등학교: 55.4%, 영재학교: 49.7%)를 더 많이 지적하였다. ʻ학생들이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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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할 것 같다ʼ는 두 집단 모두 ʻ보통이다ʼ(과학고등학교: 38.7%, 영재학교: 38.4%)가 ʻ그
렇다ʼ(과학고등학교: 27.8%, 영재학교: 25.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학고등학교 학생
들은 ʻ실시할 시설 및 환경이 미비하다ʼ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64.4%), 영재학교
학생들은 ʻ가르칠만한 선생님이 없다ʼ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53.1%). 문제점 중 ʻ실
시할 시설 및 환경이 미비하다ʼ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문제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Ⅲ-49).

<표 Ⅲ-49> STEAM 교육 도입 시 문제점에 대한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간의 차이
(단위: 빈도(%))

과학고등학교
질◸◸◸문

영재학교

합계
영재
학교

차이검증

아니다

보통
그렇다 아니다
이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과학고

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다.

189
(33.5)

218
157
157
(38.7) (27.8) (35.9)

168
(38.4)

112
(25.6)

564
437
(100.0) (100.0)

x2=0.86 df=2
p=.649

STEAM 교육을 실시할
시간이 없다.

99
(17.5)

153
313
86
(27.1) (55.4) (19.7)

134
(30.7)

217
(49.7)

565
437
(100.0) (100.0)

x2=3.26 df=2
p=.196

가르칠만한 선생님이
없다.

89
(15.7)

135
340
79
(23.9) (60.2) (18.1)

126
(28.8)

232
(53.1)

564
437
(100.0) (100.0)

x2=5.26 df=2
p=.072

실시할 시설 및 환경이 59
(10.5)
미비하다.

142
363
103
(25.2) (64.4) (23.6)

128
(29.4)

205
(47.0)

564
436
(100.0) (100.0)

x2=0.91 df=2
p=.000

나) 교원 의견
STEAM 교육을 현재 교육과정에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교원들은 ʻ
STEAM 관련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없다ʼ(80.0%), ʻ교과별 시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STEAM 관련 교과를 추가하기 어렵다ʼ(75.8%), ʻ전문교과 등에 STEAM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목이 없으므로 교과운영이 어렵다ʼ(75.8%), ʻ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단위를 80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 STEAM관련 교육과정 구성이 어렵다ʼ(69.2%)라고 응답하였다. 그리
고 54.9%의 교사가 ʻ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 예술 및 인문사회교과 시수가 축소됨으로
써, 전문교사, 운영시간 등의 문제가 있다ʼ(54.9%)에 ʻ그렇다ʼ고 하였다(표 Ⅲ-50).
교원의 성별 및 학교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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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0> STEAM 교육 도입 시 문제점에 대한 전체 교원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과학교육과정이 순수학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STEAM 관련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없다.

5
(5.4)

13
(14.4)

72
(80.0)

90
(100.0)

한정된 단위 수 내에서 교과별 시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STEAM관련 교과를 추가하기 어렵다.

5
(5.5)

17
(18.7)

69
(75.8)

91
(100.0)

전문교과 등에 STEAM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목이 없으
므로 교과운영이 어렵다.

8
(8.8)

14
(15.4)

69
(75.8)

91
(100.0)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 예술 및 인문사회교과 시수
가 축소됨으로써, 전문교사, 운영시간 등의 문제가 있다.

14
(15.4)

27
(29.7)

50
(54.9)

91
(100.0)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단위를 80단위로 제한하
고 있어 STEAM관련 교육과정 구성이 어렵다.

6
(6.6)

22
(24.2)

63
(69.2)

91
(100.0)

다) 장학사 의견
STEAM 교육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많은 장학사들이 ʻ한정된 단위 수 내에서 교과별 시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STEAM
관련 교과를 추가하기 어렵다ʼ(84.4%), ʻ과학교육과정이 순수학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어, STEAM관련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없다ʼ(81.3%)에 ʻ그렇다ʼ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ʻ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 예술 및 인문사회교과 시수가 축소된다ʼ에는 46.9%만이 ʻ
그렇다ʼ라고 응답했다(표 Ⅲ-51).
<표 Ⅲ-51> STEAM 교육 도입 시 문제점에 대한 전체 장학사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과학교육과정이 순수학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STEAM 교육 관련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없다.

3
(9.4)

3
(9.4)

26
(81.3)

32
(100.0)

한정된 단위 수 내에서 교과별 시수가 정해져 있으므
로 STEAM 관련 교과를 추가하기 어렵다.

3
(9.4)

2
(6.3)

27
(84.4)

32
(100.0)

전문교과 등에 STEAM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목
이 없으므로 교과운영이 어렵다.

4
(12.9)

5
(16.1)

22
(71.0)

31
(100.0)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 예술 및 인문사회교과 시
수가 축소된다.

9
(28.1)

8
(25.0)

15
(46.9)

32
(100.0)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단위를 80단위로 제
한하고 있어 STEAM관련 교육과정 구성이 어렵다.

3
(9.1)

8
(24.2)

22
(66.7)

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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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EAM 교육 추진에 대한 교원 준비 현황
1) 교원 의견
학교 현장에서 STEAM 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의 이에 대한 준비도 및 교원입장에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원에게 ʻ학교에서 실제 STEAM 교
육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ʼ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교원의 86.8%가 ʻ기존
교육과정의 준비와 더불어 STEAM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 진행에 따른 교사 부담이
크다ʼ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교원이 ʻ담당 교원의 타 교과에 대한 지식
이해도(전문성)가 낮다ʼ(73.6%)를 지적하였다. ʻSTEAM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르겠다ʼ(67.0%), ʻ교원 간 협동 및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ʼ(52.7%), ʻ교원의 STEAM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51.1%)도 많은 교사가 STEAM 교육 추진에
의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표 Ⅲ-52).

<표 Ⅲ-52> 교원 준비 현황에 대한 전체 교원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교원의 STEAM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12
(13.0)

33
(35.9)

47
(51.1)

92
(100.0)

담당 교원의 타교과에 대한 지식 이해도(전문성)가 낮다.

3
(3.3)

21
(23.1)

67
(73.6)

91
(100.0)

STEAM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르겠다.

5
(5.5)

25
(27.5)

61
(67.0)

91
(100.0)

기존 교육과정의 준비와 더불어 STEAM 교육과정의 개
발과 수업 진행에 따른 교사 부담이 크다.

1
(1.1)

11
(12.1)

79
(86.8)

91
(100.0)

교원 간 협동 및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10
(11.0)

33
(36.3)

48
(52.7)

91
(100.0)

이러한 의견은 남녀교사 간에도 비슷하였으며, 과학고등학교 교원과 영재학교 교원간
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두 집단의 응답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경
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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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사 의견
교원 준비 현황에 대하여 장학사는 ʻ담당 교원의 타 교과에 대한 지식 이해도가 낮다ʼ
(100%), ʻ기존 교육과정의 준비와 더불어 STEAM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 진행에 따른
교사 부담이 크다ʼ(90.9%)를 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ʻ교원 간 협동 및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ʼ(84.8%) 역시 중요한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표
Ⅲ-53).

<표 Ⅲ-53> 교원 준비 현황에 대한 전체 장학사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교원의 STEAM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3(9.1)

4(12.1)

26(78.8)

33(100.0)

담당 교원의 타교과에 대한 지식 이해도(전문성)가 낮다.

0(0.0)

0(0.0)

33(100.0)

33(100.0)

STEAM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르겠다.

2(6.3)

5(15.6)

25(78.1)

32(100.0)

기존 교육과정의 준비와 더불어 STEAM 교육과정의 개
발과 수업 진행에 따른 교사 부담이 크다.

1(3.0)

2(6.1)

30(90.9)

33(100.0)

교원 간 협동 및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0(0.0)

5(15.2)

28(84.8)

33(100.0)

다. STEAM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현황
STEAM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로 요구되는 물리적 시설 확보 뿐 아니라, 학교장을 비
롯한 학부모의 이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는 STEAM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 학생 의견
STEAM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ʻ다양한 수업 방
식을 진행할 수 있는 전용 공간ʼ(67.8%), ʻ학부모들의 인식의 전환ʼ(66.9%), ʻSTEAM 교
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구비ʼ(65.5%) 순으로 응답했다(표 Ⅲ-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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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4>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합계

100(10.0)

308(30.9)

588(59.0)

996(100.0)

다양한 수업 방식을 진행할 수 있는 전용 공간

52(5.2)

268(26.9)

675(67.8)

995(100.0)

STEAM 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구비

71(7.1)

263(26.4)

662(65.5)

996(100.0)

학부모들의 인식의 전환

71(7.1)

259(26.0)

666(66.9)

996(100.0)

161(16.2)

387(39.1)

443(44.7)

991(100.0)

질◸◸◸◸◸◸◸문
멀티미디어 시설 등 첨단 기자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주제관련 특강 실시

이러한 응답에 대한 학교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ʻ다양한 수
업 방식을 진행할 수 있는 전용 공간ʼ(73.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데 반해, 영재학
교의 경우 ʻ학부모들의 인식의 전환ʼ(66.4%)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전용 공간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0, α<.001)를
보였으며, 'STEAM 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구비ʻ(과학고등학교: 71.4%, 영재학교:
60.1%) 역시 유의미한 차이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영재학교에 비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Ⅲ-55).
<표 Ⅲ-55>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간의 차이
(단위: 빈도(%))

과학고등학교
질◸◸◸문

필요하지 보통
않다
이다

영재학교

필요하 필요하지 보통
다
않다
이다

합계
필요하
과학
다 고등학교

영재
학교

차이
검증

멀티미디어 시설 등 첨 46
단 기자재
(8.2)

157
359
(27.9) (63.9)

54
(12.4)

151
229
(34.8) (52.8)

562
(100.0)

434
(100.0)

x2=13.26 df=2
p=.001

다양한 수업 방식을 진 19
행할 수 있는 전용 공간 (3.4)

131
411
(23.4) (73.3)

33
(7.6)

137
264
(31.6) (60.8)

561
(100.0)

434
(100.0)

x2=20.03 df=2
p=.000

STEAM 교육과 관련된 28
도서 및 자료 구비
(5.0)

133
401
(23.7) (71.4)

43
(9.9)

130
261
(30.0) (60.1)

562
(100.0)

434
(100.0)

x2=16.63 df=2
p=.000

38
(6.8)

146
378
(26.0) (67.3)

33
(7.6)

113
288
(26.0) (66.4)

562
(100.0)

434
(100.0)

x2=.27 df=2
p=.872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81
해당 주제관련 특강 실시 (14.5)

220
258
(39.4) (46.2)

80
(18.5)

167
185
(38.7) (42.8)

559
(100.0)

432
(100.0)

x2=3.06 df=2
p=.216

학부모들의 인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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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의견
융복합 교과라는 특성 상 교원이 STEAM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러 환경적 여건이 갖
춰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환경에 대해 질
문한 결과, 교원은 ʻSTEAM 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가 부족하다ʼ(65.2%), ʻ외부 전문
가 활용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다ʼ(64.8%)고 하였다. 또한 47.8%의 교원이 ʻ다
양한 수업 방식을 진행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미비하다ʼ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50% 이
상의 교원이 ʻ학부모들의 인식이 부족함ʼ(57.8%)을 지적하였다(표 Ⅲ-56).
<표 Ⅲ-56> 교육환경 현황에 대한 전체 교원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멀티미디어 시설 등 첨단 기자재가 부족
하다.

32
(34.8)

36
(39.1)

24
(26.1)

92
(100.0)

다양한 수업 방식을 진행할 수 있는 전
용 공간이 미비하다.

18
(19.6)

30
(32.6)

44
(47.8)

92
(100.0)

STEAM 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가
부족하다.

6
(6.5)

26
(28.3)

60
(65.2)

92
(100.0)

기관장의 인식이 부족하다.

14
(15.6)

42
(46.7)

34
(37.8)

90
(100.0)

학부모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8
(8.9)

30
(33.3)

52
(57.8)

90
(100.0)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 부족하다.

5
(5.5)

27
(29.7)

59
(64.8)

91
(100.0)

교육환경 현황에 대한 의견은 남･여 교원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교 유형
에 따라 비교해볼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향성을
비교해볼 때, 과학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ʻ외부 전문가 활용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
족하다ʼ(과학고등학교: 68.4%, 영재학교: 58.8%)에 ʻ그렇다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영재학교 교원은 ʻSTEAM 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가 부족하다ʼ(과학고등학교:
65.5%, 영재학교: 64.7%)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
를 보였다. 또한 ʻ기관장이 인식이 부족하다ʼ라는 질문은 영재학교에 비해 과학고등학교
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27, α<.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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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사 의견
많은 장학사들이 ʻ외부 전문가 활용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다ʼ(97.0%)에 ʻ그렇
다ʼ라고 응답해, 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필요로 하
는 교원의 의견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들이 기관장의 인식 부족을 문제로 인
식하고 있는 반면, 장학사들은 ʻ학부모들의 인식이 부족하다ʼ(93.9%)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STEAM 교육 관련 도서와 자료도 많이 부족(81.8%)하다고 느끼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Ⅲ-57).

<표 Ⅲ-57> 교육환경 현황에 대한 전체 장학사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멀티미디어 시설 등 첨단 기자재가 부족
하다.

7
(21.2)

13
(39.4)

13
(39.4)

33
(100.0)

다양한 수업 방식을 진행할 수 있는 전
용 공간이 미비하다.

3
(9.1)

9
(27.3)

21
(63.6)

33
(100.0)

STEAM 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가
부족하다.

0
(0.0)

6
(18.2)

27
(81.8)

33
(100.0)

기관장의 인식이 부족하다.

0
(0.0)

4
(12.1)

29
(87.9)

33
(100.0)

학부모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0
(0.0)

2
(6.1)

31
(93.9)

33
(100.0)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 부족하다.

0
(0.0)

1
(3.0)

32
(97.0)

33
(100.0)

라. 행･재정적 지원 현황
STEAM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의견
조사결과, 교원은 ʻSTEAM 교육 관련 교원 연수가 부족하다ʼ(76.7%), ʻ교사 간 협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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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시 수업시수 책정에 문제가 있다ʼ(76.7%)고 하였으며, ʻ교사 간 협동 수업 및 협력 연
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ʼ(75.8%), 'STEAM 교육 진행을 위한 재
정 지원이 부족하다ʼ(72.5%)고 하였다. 그리고 ʻ조기 졸업제도로 인해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의 시도가 어렵다ʼ(51.1%)고 응답하였다(표 Ⅲ-58).

<표 Ⅲ-58>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전체 교원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STEAM 교육 진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부
족하다.

3
(3.3)

22
(24.2)

66
(72.5)

91
(100.0)

교사간 협동 수업 및 협력 연구를 위한 연
구비 지원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

4
(4.4)

18
(19.8)

69
(75.8)

91
(100.0)

STEAM 교육 관련 교원 연수가 부족하다.

7
(7.8)

14
(15.6)

69
(76.7)

90
(100.0)

교사 간 협동수업 시 수업시수 책정에 문제
가 있다.

5
(5.6)

16
(17.8)

69
(76.7)

90
(100.0)

조기 졸업제도로 인해 다양하고 새로운 교
육의 시도가 어렵다.

20
(22.2)

24
(26.7)

46
(51.1)

90
(100.0)

이러한 결과를 학교 유형에 따라 그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과학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ʻ교사 간 협동수업 시 수업시수 책정에 문제가 있다ʼ는 의견에
80.7%가 ʻ그렇다ʼ라고 답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영재학교 교원은

ʻ교사 간 협동 수업 및 협력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등 관련 제대로 미비하다ʼ는 의견이
82.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조기졸업 제도와 관련해서는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과학고등학교 교원의 64.9%가 ʻ조기 졸업제도로 인해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의
시도가 어렵다ʼ라고 응답한데 반해, 영재학교 교원은 ʻ아니다ʼ에 42.4%의 교원이 응답해
조기 졸업제도에 대한 문제를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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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9> 행 ･재정적 지원에 대한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간의 차이
(단위: 빈도(%))

과학고등학교
질◸◸◸문

영재학교

합계

보통
그렇다 과학고
이다

STEAM 교육 진행을 위한 3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5.3)

14
(24.6)

40
(70.2)

0
(0.0)

8
(23.5)

26
(76.5)

57
(100.0)

34
(100.0)

x2=1.91 df=2
p=.384

교사 간 협동 수업 및 협력
3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5.3)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

13
(22.8)

41
(71.9)

1
(2.9)

5
(14.7)

28
(82.4)

57
(100.0)

34
(100.0)

x2=1.27 df=2
p=.529

STEAM 교육 관련 교원 연 5
수가 부족하다.
(8.8)

9
(15.8)

43
(75.4)

2
(6.1)

5
(15.2)

26
(78.8)

57
(100.0)

33
(100.0)

x2=0.23 df=2
p=.890

교사 간 협동수업 시 수업 3
시수 책정에 문제가 있다. (5.3)

8
(14.0)

46
(80.7)

2
(6.1)

8
(24.2)

23
(69.7)

57
(100.0)

33
(100.0)

x2=1.57 df=2
p=.454

37
14
10
(64.9) (42.4) (30.3)

9
(27.3)

57
(100.0)

33
x2=15.62 df=2
(100.0)
p=.000

조기 졸업제도로 인해 다양
6
14
하고 새로운 교육의 시도가
(10.5) (24.6)
어렵다.

영재
학교

차 이
검 증

보통
그렇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2) 장학사 의견
행･재정적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장학사들은 특히 ʻSTEAM 교육 관련 교원 연수가 부족
하다ʼ(97.0%), ʻ교사 간 협동 수업 및 협력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등 관련 제도가 미
비하다ʼ(93.9%)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ʻ교사 간 협동수업 시 수업시수 책
정에 문제가 있다ʼ(87.9%) 역시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60).
<표 Ⅲ-60>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전체 장학사 응답
(단위: 빈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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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STEAM 교육 진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0(0.0)

6(18.2)

27(81.8)

33(100.0)

교사간 협동 수업 및 협력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

1(3.0)

1(3.0)

31(93.9)

33(100.0)

STEAM 교육 관련 교원 연수가 부족하다.

0(0.0)

1(3.0)

32(97.0)

33(100.0)

교사 간 협동수업 시 수업시수 책정에 문제가 있다.

0(0.0)

4(12.1)

29(87.9)

33(100.0)

조기 졸업제도로 인해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의 시도가 어렵다.

9(28.1)

7(21.9)

16(50.0)

3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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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교육 추진을 위한 방안 탐색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의 STEAM 교육의 안정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요
구되는 필요 사항 및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 운영 방안
1) 학생 의견
STEAM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
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의 56.9%는 ʻSTEAM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
하기는 하되, 선택과정으로 원하는 학생만 학습한다ʼ고 하였다. 반면, ʻSTEAM 교육을
기존의 과학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로 학습한다ʼ에 대해서는
27.5%만이 ʻ적합하다ʼ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STEAM 교육이 필수과정보다는
선택과정으로 운영되길 더 많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TEAM 교육이 운영되는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ʻSTEAM 교육을 정규교과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다ʼ에 대해 학생의 35.0%가 ʻ적합하다ʼ고 하여 ʼ적합하지 않다ʻ
(27.0%)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많았다. 또한 ʻ기존보다 인문사회, 예술관련 과목의 비
중을 강화한다(예: 수업시수 증가 등)ʼ에 대해서는 학생의 32.7%가 ʻ적합하지 않다ʼ라고
하여 ʻ적합하다ʼ(27.3%)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문사회, 예술관련
과목의 수업시수 증가를 별로 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Ⅲ-61).
<표 Ⅲ-61>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적합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합계

STEAM 교육을 기존의 과학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로 학습한다.

292
(29.1)

435
(43.3)

276
(27.5)

1003
(100.0)

STEAM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기는 하되 선택과
정으로 원하는 학생만 학습한다.

131
(13.0)

302
(30.1)

571
(56.9)

1004
(100.0)

STEAM 교육을 정규교과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271
(27.0)

381
(37.9)

351
(35.0)

1003
(100.0)

기존보다 인문사회, 예술관련 과목의 비중을 강화한다.
(예: 수업시수 증가 등)

328
(32.7)

401
(39.9)

274
(27.3)

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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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학교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응답결과는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거의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2) 교원 의견
STEAM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원의 64.1%는 ʻSTEAM 내용을 구성하여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도
록 한다ʼ고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ʻ정규교과 이외의 시간을 활
용하여 실시한다ʼ에 대해 ʻ그렇다ʼ(23.1%)보다 ʻ아니다ʼ(44.0%)에 더 많은 교원이 응답함
으로써, 앞서 제시한 학생의 응답과 다른 응답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원이 발생할 수 있
는 업무 부담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ʻSTEAM 교육을 필수 과목
으로 이수하도록 한다ʼ에 대해서는 교원뿐 아니라 학생 모두 찬성하기보다는 이에 반대
하는데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 모두 STEAM 교육이 필수
과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Ⅲ-62).

<표 Ⅲ-62>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전체 교원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STEAM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
록 한다.

28
(30.4)

42
(45.7)

22
(23.9)

92
(100.0)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기는 하되 선택
과정으로 원하는 학생만 학습한다.

22
(23.9)

30
(32.6)

40
(43.5)

92
(100.0)

STEAM내용을 구성하여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11
(12.0)

22
(23.9)

59
(64.1)

92
(100.0)

정규교과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
한다.

40
(44.0)

30
(33.0)

21
(23.1)

91
(100.0)

STEAM 교육을 따로 실시하기 보다는
인문사회, 예술관련 과목의 비중을 기존
보다 강화한다.(예: 수업시수 증가 등)

23
(25.6)

32
(35.6)

35
(38.9)

90
(100.0)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학교 간 차이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응답결과는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고 거의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118 ｜

Ⅲ.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여건 분석

3) 장학사 의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장학사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75.8%가

ʻSTEAM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ʼ에
ʻ그렇다ʼ라고 응답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 및 교원과 마찬가지로 STEAM 교
육을 위한 새로운 수업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좋
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ʻSTEAM 교육을 따로 실시하기 보다는 인
문사회, 예술관련 과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강화한다(예: 수업시수 증가 등)ʼ(59.4%),

ʻ정규교과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다ʼ(42.4%)는 문항에는 ʻ아니다ʼ라고 응답한 장
학사들이 더 많았다(표 Ⅲ-63).

<표 Ⅲ-63>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장학사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 STEAM 교육을 이수
하도록 한다.

8
(24.2)

7
(21.2)

18
(54.5)

33
(100.0)

STEAM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2
(6.1)

6
(18.2)

25
(75.8)

33
(100.0)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기는 하되 선택과정으
로 원하는 학생만 학습한다.

12
(36.4)

8
(24.2)

13
(39.4)

33
(100.0)

정규교과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4
(42.4)

10
(30.3)

9
(27.3)

33
(100.0)

STEAM 교육을 따로 실시하기 보다는 인문사
회, 예술관련 과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강화한
다.(예: 수업시수 증가 등)

19
(59.4)

7
(21.9)

6
(18.8)

32
(100.0)

나. STEAM 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방안
1) 학생 의견
STEAM 교육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STEAM 교육을 위해 교원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학
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학생들은 ʻ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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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로서의 기술ʼ(77.7%), ʻSTEAM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
는 자세ʼ(74.3%)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ʻ학생들이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민주적 태도ʼ와 ʻ다양한 분야에 박학다식한 전문가적 지식ʼ에 대해서도 각각
69.3%, 67.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학생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64).

<표 Ⅲ-64> 담당교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전체 학생 응답
(단위:
빈도(%))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합계

다양한 분야에 박학다식한 전문가적 지식

49
(4.9)

276
(27.5)

679
(67.6)

1004
(100.0)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
는 조력자로서의 기술

29
(2.9)

195
(19.4)

780
(77.7)

1004
(100.0)

학생들이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주적 태도

37
(3.7)

271
(27.0)

696
(69.3)

104
(100.0)

STEAM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자세

32
(3.2)

226
(22.5)

746
(74.3)

1004
(100.0)

질◸◸◸◸◸◸◸문

담당교원 역량과 관련된 방안에서 과학고등학교 학생과 영재학교 학생은 응답에서 전
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 ʻ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조력
자로서의 기술ʼ(과학고등학교: 80.2%, 영재학교: 74.4%), ʻSTEAM 교육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자세ʼ(과학고등학교: 76.0%, 영재학교: 72.1%)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ʻ다양한 분야에 박학다식한 전문가적
지식ʼ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28, α<.05)를 보였는
데 영재학교 학생이 과학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이러한 교사의 역량을 더 필요하다고 느
끼고 있었다(표 Ⅲ-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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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5> 담당교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간의 차이
(단위: 빈도(%))

과학고등학교
질◸◸◸문

필요하 보통
지 않다 이다

영재학교

합계

필요 필요하 보통
하다 지 않다 이다

필요
과학
하다 고등학교

차이
검증

영재
학교

다양한 분야에 박학다식한
전문가적 지식

22
(3.9)

143
(25.2)

402
(70.9)

27
(6.2)

133
(30.4)

277
(63.4)

567
(100.0)

437
(100.0)

x2=7.17
df=2
p=.028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연
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조
력자로서의 기술

13
(2.3)

99
(17.5)

455
(80.2)

16
(3.7)

96
(22.0)

325
(74.4)

567
(100.0)

437
(100.0)

x2=5.27
df=2
p=.071

학생들이 활동을 자율적으
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민주적 태도

21
(3.7)

138
(24.3)

408
(72.0)

16
(3.7)

133
(30.4)

288
(65.9)

567
(100.0)

437
(100.0)

x2=4.70
df=2
p=.095

STEAM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에 임하는 자세

12
(2.1)

124
(21.9)

431
(76.0)

20
(4.6)

102
(23.3)

315
(72.1)

567
(100.0)

437
(100.0)

x2=5.43
df=2
p=.066

2) 교원 의견
STEAM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교원의 85.9%는 ʻSTEAM 관련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ʼ라고 하였다. 교
원의 81.1%는 ʻ코티칭 및 수업개발을 위한 학교 내 교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한다ʼ고 하였
으며, 75.6%는 ʻSTEAM 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한다ʼ를, 62.9%는 ʻ교원 양성 기관에
STEAM 교육 관련 전문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ʼ고 하였다. ʻSTEAM 교육을 위한 별도의 전
문 교사를 배치한다ʼ에 대해서는 36.7%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66).
<표 Ⅲ-66> 담당교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전체 교원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교원 양성 기관에 STEAM 교육 관련 전문 과정을 개설 운
10(11.2)
영한다.

23(25.8)

56(62.9)

89(100.0)

25(27.8)

32(35.6)

33(36.7)

90(100.0)

STEAM 교육을 위한 별도의 전문 교사를 배치한다.
STEAM관련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6(6.5)

7(7.6)

79(85.9)

92(100.0)

코티칭 및 수업개발을 위한 학교 내 교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5(5.6)

12(13.3)

73(81.1)

90(100.0)

STEAM 교육관련 연수를 확대한다.

6(6.7)

16(17.8)

68(75.6)

9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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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등학교 교원과 영재학교 교원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유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ʻSTEAM 관련 교사
들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ʼ(과학고등학교: 84.5%, 영재학교: 88.2%),에 대하
여 가장 많이 ʻ필요하다ʼ라고 응답했다. 또한 ʻ코티칭 및 수업개발을 위한 학교 내 교사협
의회의 활동을 지원한다ʼ(과학고등학교: 77.2%, 영재학교: 87.9%), ʻSTEAM 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한다ʼ(과학고등학교: 77.2%, 영재학교: 72.7%) 역시 중요한 지원으로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학사 의견
담당교원 역량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많은 장학사들은 ʻSTEAM 관련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ʼ(90.9%), ʻSTEAM 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한다ʼ(90.9%)에

ʻ그렇다ʼ라고 응답했다. 또한 ʻ코티칭 및 수업개발을 위한 학교 내 교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한다ʼ(84.8%) 역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ʻSTEAM 교육을
위한 별도의 전문교사를 배치한다ʼ(48.5%)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사들이 동
의하였다(표 Ⅲ-67).

<표 Ⅲ-67> 담당교원 역량 방안에 대한 장학사 응답
(단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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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교원 양성 기관에 STEAM 교육 관련 전문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3
(9.1)

5
(15.2)

25
(75.8)

33
(100.0)

STEAM 교육을 위한 별도의 전문 교사를 배치한다.

8
(24.2)

9
(27.3)

16
(48.5)

33
(100.0)

STEAM 관련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
한다.

1
(3.0)

2
(6.1)

30
(90.9)

33
(100.0)

코티칭 및 수업개발을 위한 학교 내 교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3.0)

4
(12.1)

28
(84.8)

33
(100.0)

STEAM 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한다.

1
(3.0)

2
(6.1)

30
(90.9)

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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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AM 교육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1) 교원 의견
STEAM 교육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대해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원의 많은
수는 ʻ교과교실 구비 및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지원ʼ(78.9%), ʻ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
교 자율권 확대ʼ(72.2%)에 ʻ그렇다ʼ라고 응답했다. 특히, 예산 지원이 교과교실 구비와
시설 보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은 점은 현황 파악 시 STEAM 교
육 관련 도서와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통해서 환경･시설적인
부분의 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ʻSTEAM 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
지침관련 법적 근거 마련ʼ(67.0%), ʻ국가차원의 STEAM 리소스 센터를 운영하여 정보교
류를 확대ʼ(65.9%), ʻSTEAM 교육의 전문 교･강사 채용을 위한 예산 지원ʼ(62.2%)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시범학교의 연차적 운영 추진과 조기졸업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각각
57.8%, 48.3%의 교원이 그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68).

<표 Ⅲ-68> 행･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전체 교원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STEAM 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지침관련 법적 근거
를 마련한다.

6
(6.6)

24
(26.4)

61
(67.0)

91
(100.0)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교 자율권을 확대한다.

6
(6.7)

19
(21.1)

65
(72.2)

90
(100.0)

교과교실 구비 및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0
(0.0)

19
(21.1)

71
(78.9)

90
(100.0)

STEAM 교육의 전문 교･강사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13
(14.4)

21
(23.3)

56
(62.2)

90
(100.0)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10
(11.1)

28
(31.1)

52
(57.8)

90
(100.0)

국가차원의 STEAM 리소스 센터를 운영하여 정보교류를 확
대한다.

13
(14.3)

18
(19.8)

60
(65.9)

91
(100.0)

조기졸업제도를 개선한다.

15
(16.9)

31
(34.8)

443
(48.3)

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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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 교원이 느끼는 행･재정 지
원 방안에 대한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두 학교 교원 모
두 ʻ교과교실 구비 및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지원ʼ(과학고등학교: 78.9%, 영재학교:
78.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ʻ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교 자율권 확대ʼ(과
학고등학교: 73.7%, 영재학교: 69.7%)나 ʻ국가차원의 STEAM 리소스 센터를 운영하여
정보교류 확대ʻ(과학고등학교: 69.0%, 영재학교: 60.6%) 역시 중요한 지원 방안으로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69).

<표 Ⅲ-69> 행･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간의 차이
(단위: 빈도(%))

과학고등학교
질◸◸◸◸문

영재학교

합계

보통
보통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과학고
이다
이다

영재
학교

차이
검증

STEAM 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2
및 교육지침관련 법적 근거를 마
(3.5)
련한다.

13
(22.8)

42
(73.7)

4
(11.8)

11
(32.4)

19
(55.9)

57
34
(100.0) (100.0)

x2=3.94
df=2
p=.139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교 자율 3
(5.3)
권을 확대한다.

12
(21.1)

42
(73.7)

3
(9.1)

7
(21.2)

23
(69.7)

57
33
(100.0) (100.0)

x2=.50
df=2
p=.777

교과교실 구비 및 시설 보완을 0
(0.0)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12
(21.1)

45
(78.9)

0
(0.0)

7
(21.2)

26
(78.8)

57
33
(100.0) (100.0)

x2=.00
df=1
p=.986

STEAM 교육의 전문 교･강사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14
(24.6)

38
(66.7)

8
(24.2)

7
(21.2)

18
(54.5)

57
33
(100.0) (100.0)

x2=4.05
df=2
p=.132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6
19
추진한다.
(10.5) (33.3)

32
(55.1)

4
(12.1)

9
(27.3)

20
(60.6)

57
33
(100.0) (100.0)

x2=.36
df=2
p=.832

국가차원의 STEAM
5
리소스 센터를 운영하여 정보교
(8.6)
류를 확대한다.

13
(22.4)

40
(69.0)

8
(24.2)

5
(15.2)

20
(60.6)

58
33
(100.0) (100.0)

x2=4.37
df=2
p=.112

6
22
(10.5) (38.6)

29
(50.9)

9
(28.1)

9
(28.1)

14
(41.2)

57
32
(100.0) (100.0)

x2=4.62
df=2
p=.099

조기졸업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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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STEAM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은 심층면담에서 얻은 영재학
교 교원의 의견과 유사했다. A 영재학교 교원 역시 STEAM 교육 도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서 기존 과
목에 변형을 주어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STEAM 교육을 위해서 관련
교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면서 교원들이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표 Ⅲ-70).

<표 Ⅲ-70> 행･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질문 내용

응답 내용
∙ 찬성함.
∙ 단, 기존 교육과정의 개인형 맞춤교육과정 안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
∙ 현재 개설된 교과목이나 필수과목 중 일부를 STEAM 교육을 적용한 융
합교과목으로 변형함.
∙ 인문･예술 영역 교원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시범 운영함.

STEAM 교육 정책에 관한
의견 - 찬반, 정책실행을
위해 학교에 요구되는 요
건,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
점

∙ 영재학교에 대한 국가사회의 기대가 다소 위축되었음.
∙ 학교의 목적 및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고민이 있음.(과학영재를 양성해
야 하는가, 글로벌영재를 양성해야 하는가)
STEAM 교육의 도입을 위해 교원의 인식과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함.
기존 교과목 가운데 일부를 융합교과목으로 운영함.
인문･예술 영역 교원과의 공동수업 모형 개발이 필요함.
융합교과는 선택교과로 운영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함.
시범사업으로 융합교과의 콘텐츠를 개발함.
시범사업으로 교원들이 STEAM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 융합교과 도입 시 기존 교과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교원의 부담
을 줄임.
∙
∙
∙
∙
∙
∙

2) 장학사 의견
행･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장학사는 ʻ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ʼ
(87.9%), ʻ국가차원의 STEAM 리소스 센터를 운영하여 정보교류를 확대한다ʼ(84.8%)에
대해 ʻ그렇다ʼ라고 응답했다. 또한 ʻ교과교실 구비 및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ʼ
(81.3%), ʻSTEAM 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지침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ʼ(75.8%)
도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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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1> 행･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전체 장학사 응답
(단위: 빈도(%))

질◸◸◸◸◸◸◸문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STEAM 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지침관련 법적 근거
를 마련한다.

4
(12.1)

4
(12.1)

25
(75.8)

33
(100.0)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교 자율권을 확대한다.

4
(12.1)

10
(30.3)

19
(57.6)

33
(100.0)

교과교실 구비 및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3
(9.4)

3
(9.4)

26
(81.3)

32
(100.0)

STEAM 교육의 전문 교・강사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7
(21.2)

4
(12.1)

22
(66.7)

33
(100.0)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1
(3.0)

3
(9.1)

29
(87.9)

33
(100.0)

국가차원의 STEAM 리소스 센터를 운영하여 정보교류를
확대한다.

2
(6.1)

3
(9.1)

28
(84.8)

33
(100.0)

조기졸업제도를 개선한다.

13
(40.6)

8
(25.0)

11
(34.4)

32
(100.0)

5. 영재교원 대상 STEAM 교육 관련 워크숍: STEAM 교육의 학교
현장 운영 가능성 탐색
가. 워크숍 개요
영재교원 대상 STEAM 교육 관련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STEAM 교육의 학교 현장
운영 가능성 및 운영여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 심화연수의 일환으
로 운영된 STEAM 교육 관련 교사 연수 기회를 활용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우선 영재교원의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영재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모델을 구상하며, 실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여, 적용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본 워크숍에 참여한 영재교원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선정된 영재교육 관련교사로 초등
107명, 중등 55명 총 162명이었다. 지역별 참가자 구성표는 다음의 <표 Ⅲ-7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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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2> 각 지역별 참가자 구성표
지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계

연수인원(명)

7

18

30

6

20

4

16

15

13

20

13

162

워크숍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한 STEAM 교육 심화연수의 전체 6단계17) 중 세
단계를 활용하였다. 즉 2단계 합숙연수(이하 1차 워크숍)와 4단계 워크숍I(이하 2차 워
크숍) 6단계 워크숍Ⅱ(이하 3차 워크숍)의 기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는데, 각각에 대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워크숍(2단계 합숙연수)은 8월 1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이루어졌으며,
STEAM 영재교육 이해 특강, STEAM 영재교육 활용 워크숍, STEAM 영재교육 프로그
램 개발 계획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차 워크숍은 과정을 함께 할 교사들과
팀을 구성하고,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듣고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많은 토론을 통해 서로의 분야에 대해 공유하고, 융합과 통
합이 가능한 주제와 방법 등을 찾으면서 최종적으로 영재학생을 위한 STEAM 교육 프
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2차 워크숍(4단계 워크숍Ⅰ)은 10월 7일(금)부터 10월 8일(토)까지 이루어졌으며, 협
력을 통한 상호피드백과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논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차 워크숍의 경우, 1차 워크숍 중 계획했던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향후 현장 적용을 위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시간으로 이
루어졌다.
3차 워크숍(6단계 워크숍Ⅱ)은 11월 25일(금)부터 11월 26일(토)까지 예정되어 있으
며, 교사들은 최종적으로 개발된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18).

17) 심화연수 6단계 : 1단계 사전학습, 2단계 합숙연수, 3단계 현장적용실습Ⅰ, 4단계 워크숍Ⅰ, 5단계 현
장적용실습Ⅱ, 6단계 워크숍Ⅱ.
18) 3차 워크숍은 본 연구보고서의 최종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되므로 이에 관한 분석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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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 워크숍 결과: 영재교원의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
1차 워크숍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은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 부
족과 이로 인한 개념의 미정립이었다. 또한 개념상으로는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교원들
이 실제 자기분야 중심 사고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운영 초반
에는 교원들 간의 불만의 목소리와 논쟁의 시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각
반을 담당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드러났는데, “STEAM 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부재로 인하여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
학 또는 과학 교과 담당교원과 예술 교과 담당교원 사이의 의견 충돌이 있어 교사 간의
협력 분위기를 이끌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 영역별 전문가의 강의와 오랜 시간의 논의를 통해 STEAM
교육의 중점 교과가 수학 및 과학이라는 생각 하에 예술 분야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일부
교원의 인식이나, 예술 교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시각으로 융합을 꾀하려
는 의도로 작업을 진행하는 교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즉, 교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위한 논의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워크숍의 마지막에는 교원들 간의 일정 수준의 융합적 사
고와 조화로운 작업이 가능해졌고, 사전에 목표로 설정한 영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
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원들은 STEAM
교육이 단지 S, T, E, A, M에 해당하는 교과 간 통합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학생, 학생-교사, 교사-교사, 교사-외부전문가 간의 융합
적 연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교실교실, 학교-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완성되는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갔다.
워크숍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진은 워크숍에 참여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STEAM 교육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현재의 환경에서 STEAM 교육에 대한 가
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FGI를
몇몇 교원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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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우선 워크숍 중 실시한 개방형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교원의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73> 워크숍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
여자

지도학교급

남자

전체

N

%

N

%

N

%

초등학교

43

49.4

44

50.6

87

100.0

중학교

24

63.2

14

36.8

38

100.0

고등학교

1

25.0

3

75.0

4

100.0

초등학교 및 중학교*

1

33.3

2

66.7

3

100.0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0

0.0

3

100.0

3

100.0

무응답

5

45.5

6

54.5

11

100.0

전체

74

50.7

72

49.3

146

100.0

*, ** 영재교육원 지도 교원

본 워크숍을 통해서 STEAM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배운 바를 토대로 STEAM 교육이
어떠한 측면에서 유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워크숍에 참여한 교원들은
STEAM 교육의 유용성은 ʻ사고의 유연성 및 폭 확대ʻ(30.8%)와 ʼ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
통합적 접근 가능ʻ(22.2%)에 있다고 응답하였고, ʼ창의성 신장ʻ(17.9%)에도 도움을 줄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표 Ⅲ-74).
<표 Ⅲ-74> STEAM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응답
구분

내◸◸◸◸◸◸◸용

빈도

%

1

사고의 유연성 및 폭 확대

36

30.8

2

창의성 신장

21

17.9

3

인성교육에 효과적

10

8.5

4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9

7.7

5

리더십 신장

5

4.3

6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통합적 접근 가능

26

22.2

7

협동심 신장

3

2.6

8

다른 분야에서의 영재성 재발견

2

1.7

9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와 지적자극 제공

5

4.3

117

1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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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STEAM 교육을 현재 학교 현장에 도입하여 실시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해 워크숍 참여 교원들은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교원들을 지
원하는 것(27.7%)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TEAM 교육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STEAM 교육에 대해 안내(19.6%)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보았다. 행･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과 자료를 공유하고
교사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18.7%)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 Ⅲ-75).

<표 Ⅲ-75>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
구분

내◸◸◸◸◸◸◸용

분류

빈도

%

1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65

27.7

2

STEAM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수 및 안내 필요

교원

46

19.6

3

네트워크 구축(인력풀) 및 공유(전문적 강사와의 연계, 교사
동아리, 전문적 강사 지원)

행･재정

44

18.7

4

행･재정적 지원

행･재정

33

14.0

5

교사 업무 경감

교원

23

9.8

6

교사, 학부모 및 사회의 인식 변화

기타

7

3.0

7

교육과정의 자율성

행･재정

5

2.1

8

STEAM 이론 정립

기타

4

1.7

9

입시 및 평가 문제 해결

기타

3

1.3

10

STEAM 교육에 대한 홍보

행･재정

2

0.8

11

전문 교사 양성 및 배치

교원

2

0.8

12

예술분야 관련 연수

교원

1

0.5

235

100.0

합◸◸◸◸◸◸◸계

그리고 영재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한 후 이러한 과정
을 어떻게 현재의 교육과정과 연결시켜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참여 교
원의 많은 수가 STEAM 교육을 위한 수업을 따로 개설하기 보다는 현재의 교육과정 안
에 적용하여 부분적으로 편성하는 것(27.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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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6>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응답
구분

내◸◸◸◸◸◸◸용

빈도

%

1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부분적으로만 편성

22

27.5

2

교육과정 개편 및 융합교육 신설

14

17.5

3

특별활동시간으로 편성

11

13.8

4

통합 교과 및 주제 설정 중요

8

10.0

5

점진적으로 통합 수준 확대

7

8.8

6

초등에서는 편성가능(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 중등에서는 어려움

5

6.3

7

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

5

6.3

8

주제 중심 통합교육 필요

5

6.3

9

교육과정 구성의 자율성 필요

3

3.8

80

100.0

합◸◸◸◸◸◸◸계

총 5일간 진행된 1차 워크숍에 대한 교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총 3.43점으로 보
통 수준이었다. 그 중 2.7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은 워크숍 시간의 적절성이었
다. 초기 교원의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강의와
논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점은 향후 진행될 STEAM
교육 관련 교사 연수에서 좀 더 여유로운 시간 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워크숍에 참여한 교원의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
기 위해 초등학교 교원 1명, 중학교 교원 1명, 고등학교 교원 4명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
룹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워크숍을 통해 이들이 느낀 STEAM 교육
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TEAM 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개념
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STEAM 교육에 대한 단어의 명확성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한 교원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초등보다 자신의 고유 교과 영역이 명확히 구분
되어 있는 중등에서는 타 학문과 융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STEAM 교육에서 수학과
과학 이외의 학문 분야는 보조 역할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일부 교원들의 불만이 컸다.
셋째, 현 교육과정 내에서 STEAM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정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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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으로 편성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제 연구 및 동아리 활동,
전람회 등을 통해 STEAM 교육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STEAM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 수료증을 주고 이를 대학
진학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정책적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현실적으로 STEAM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다른 교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수 학
점 및 연구점수 등을 부여해 교사의 자부심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다. 2차 워크숍 결과: STEAM 교육 수업안 작성 및 논의
1) 수업안 작성
2차 워크숍은 1차 워크숍을 통해 계획했던 영재교육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실제
로 개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향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 교원이 실제로 영재
학생을 지도하는 현장에서 운영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보고 수정･보완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제안된 교원들의 수업안을 살펴보면, 자연 현상 및 자연 재해, 역사적
사실 및 고전작품, 기술 및 건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작성된 수업안이 있었다. 특히
예술적인 작품, 현상, 인물 등을 주제로 하여 작성된 수업안들이 많이 있었다.
당초 워크숍은 초등 세 개 반과 중등 두개 반으로 운영되었고, 각 반에는 4~5명이 한
조를 이루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가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를 대상으로
하기에, 여기에서는 중등 수업안 두 개를 선정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인 A조는 교육청 및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
로 생물, 화학 등의 중등과학을 담당하는 교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빛과 관련한 예술
적 요소와 중등 과학 과목을 융합한 수업안을 구성하였다. A조의 교원들은 이 수업안을
통해서 ʻ빛ʼ, ʻ색ʼ, 그리고 ʻ인간의 색 감각ʼ 이라는 물리-화학-생물의 과학 개념을 새로운
예술 영역(New media art, Light art, 조명 예술 등)과 통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STEAM의 융합적 인식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은 영재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과학 개념 이해와 더불어 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기
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개발되었고, 세부적인 수업계획은 다음의 <표 Ⅲ-7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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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7> A조의 수업 계획
차시
수업목표
(시간) 및 기대효과

주요내용

교수방법
및 활동

차시별
산출물

교육매체

실험을 통해 빛
의 본성을 이해
하고, LED를 이
1 용한 현대 영상
(90분) 표현을 체험한
다.

주제 : 빛의 본성
- New media art 동영상 상영, 명화 감상
- 문제 발견 : 빛이란 무엇일까?
활동1: 빛의 본성 조사하기
활동2: 프리즘을 통해 빛을 분해하기
활동3: RGB의 LED 램프를 이용해 빛을 합성
하기
- 빛의 본성 이해하기(빛의 삼원색과 가산혼합)

･탐구･발견 학습 Light Art
･PPT 자료
･실험
소작품 만들기 ･프리젠테이션
･토의
기기
･협동학습
･빛합성기 조작
세트(RGB 램프)

색이란 특정 빛
파장만사람의
눈에 들어와서
인식된 것임을
알고 빛의 삼원
2 색과 색이 삼원
(90분) 색 관계를 이해
한다.

주제 : 물감과 색
활동1: 동굴 벽화 또는 명화를 통한 색의 역사
- 문제 발견 : 사물은 왜 색을 띌까?
활동2: 색 관찰
주변의 사물과 색 관찰
- 물감(색종이)의 색 관찰
- 물감 혼합하기(보색 혼합)
- 색의 삼원색과 감산 혼합 이해하기
활동3: 색 스크린(색지)에 단색광(빔프로젝트
이용) 비추기
-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 관계 이해하기

･탐구･발견 학습
･실험
･토의
색의 삼원색
･협동학습
으로 색상환
만들기

세가지 원추세
포의 흥분에 의
한 인간의 색감
각을 이해하고
색이 인간생활
에 미치는 영향
을 인식한다.

주제 : 색감각과 인간의 생활
- 색심리 실험 동영상 상영
[EBS 다큐프리엄: 인간의두얼굴]
- 문제 발견 : 인간의 색감각과 영향
활동1: 눈의 구조와 기능
- 읽기 자료와 눈 모형 분석
-사람의 눈과 카메라 비교
활동2: 색감각 형성 원리
- 시세포의 종류와 기능
빛의 삼원색과 사람의 원추세포
색팽이 돌리기
활동3: 인간 생활 속의 색
- 색과 인간의 감정
수술복, 교통표지판, 어린이보호차량, 남녀
화장실 표지판의 색
색 관련 언어, 로고의 색

･탐구･발견 학습 색팽이 돌기기 ･PPT 자료
･모둠별 조사할동
･프리젠테이션
･협동학습
기기
･토의
･사람의 눈 모형
･RGB LED램프

주제 : 산출물 제작 및 발표
- 무대 조명 관련 동영상 시청
무대 조명 관련 기술
활동: 무대를 꾸며라!
- 무대 상황 설정
- 역할 분담 및 준비
산출물 제작
발표 및 평가

･창의적 사고기법 빛과 색을 이용 ･PPT 자료
･협동학습
한 무대 꾸미기 ･프리젠테이션
･토의
기기
･발표 및 평가

3
(90분)

빛과 색이 적용
되는 산출물을
제작함으로써 과
4 학과 예술의 통
(90분) 합을 체험한다.

･PPT 자료
･프리젠테이션
기기
･색스크린( 색
지)과 단색광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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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의 또 다른 사례인 B조는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서 중등학생을 대상으
로 화학, 물리, 생물 등의 중등과학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들은 무중력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을 상상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표현
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과학적 추론을 위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적 지식
의 융합이 선행되도록 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미술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각 영역간의 통섭 효과는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
고 수업안을 개발하였다. 세부적인 수업계획은 다음의 <표 Ⅲ-78>과 같다.
<표 Ⅲ-78> B조의 수업 계획
활동주제
(단계, 시간)

주요수업활동

지도 내용

강의 형태

통합
영역

피카소의 생각을 피카소 작품의 이해
피카소 작품의 미술사적 의미와 표현 방법의 작품 감상, 토론 미술, 과학
읽자
피카소의 사고와 과학 특징을 과학적 사고와 연결하기
미술교사 co-teaching
(탐색, 60분)
을 연결하기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발상의 전환이 산출
물에 반영되도록 함
식물이 서로 다른 특이한 구조를 가진 식 식물의 특이한 구조를 찍은 사진 발표회
식물의 형태 및 해부학적 구조의 관찰. 구조,
모양을 하는 이유는? 물 찾기
(탐색, 60분)
식물의 구조, 기능, 환경 기능, 환경의 관계 설명하기
의 관계문제 제시

관찰, 탐구활동
발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미술

무중력 환경에서의 무중력 환경의 특징
변화
우주인의 변화와 생활
(탐색, 60분)
무중력 환경에서 식물
의 변화 추론하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통찰을 통한 사물의 해
석

토의
화학, 물리,
지구과학교사
co-teaching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피카소가
무중력에서 사는
식물을 그린다면?
(산출물 제작, 120분)

탐구 주제 제시
탐구 주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안내
상상한 식물의 시각화
식물의 형태 변화에 대
한 과학적 근거 제시

우리들의 전시회 산출물 전시 및 발표
(정리, 120분)
교사, 학생 상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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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현상 등 물질의 분포
무중력 환경에서 겪는 사람의 신체적 변화, 무
중력환경에 적응된 생활의 변화 탐구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찾기(물리, 화
학, 생물, 지구과학적 통찰)
식물을 대상으로 개체 수준에서 원자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물질 해석

무중력 상태에서 구성한 바이오스피어 안의 토의, 조별활동 물리, 화학,
생물,
물리, 화학, 생물,
식물의 진화상 추론
지구과학, 미술교사 지구과학,
무중력 환경 추론
co-teaching
미술
무중력 환경에서 식물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는 원인 찾기
무중력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그
에 맞는 구조 상상하기
피카소의 사고가 반영된 무중력 식물의 표현
입체파 표현 기법, 아이콘화, 엑스레이 투시
효과, 단순화 작업, 모양자 활용 등
구조-기능-환경을 연결, 원자～개체 수준까
지 구성
교사, 학생 상호 평가
작품 분석

토론 물리, 화학, 생물, 물리, 화학,
지구과학, 미술교사
생물,
co-teaching
지구과학,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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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준거 개발 및 의견 반영
작성한 수업안이 STEAM 교육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일차로 검토
준거를 개발하고,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가 그 준거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
으로 수업안을 검토하였다.
검토준거는 학습 목표가 STEAM 교육에 적합한지, 교수학습방법 및 내용이 학생, 교
사 및 전문가에게 적절한지, 평가 계획은 적절한지, 현장적용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평가 준거의 내용은 다음의 <표 Ⅲ-79>과 같다.

<표 Ⅲ-79> STEAM 교육 프로그램 평가 준거표
범◸◸◸◸주

학습목표

교수학습
방법
및 내용

학습목표가
STEAM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에
적합한가?

기◸◸◸◸◸◸◸준
전문성

1. 해당 교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주고 있는가?

창의성

2. 창의성을 계발하고 있는가?

융합적 사고

3. 학문간 초월적 인지, 실맥락적 응용력을 계발하고 있는가?

융합적 태도
(3Cs)

4. 소통력(communication), 협동심(collaboration), 사회에 기여하
는 마음(contribution)을 갖도록 하는데 적합한가?

학생-중심

교사 및 전문가

평가 계획

평가의 적절성

현장적용성

현장적용 적합성

5.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는가?
6.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가?
7. co-teaching을 활용하고 있는가?
8. 외부 전문집단과의 co-work를 활용하고 있는가?
9. 평가계획은 학습목표와 일관되어 있으며 적절한가?
10. 현장적용에 적합한가?

워크숍에 참여한 교원들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문
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워크숍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학생들에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원은 재직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을 점검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첫 번째 사례인 A조의 경우, 활동지의 내용이 단순하고 교사 간 코티칭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중학생 수준에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러한 검토내용에 따른 수정 내용은 다음의 <표 Ⅲ-80>과 같다.

｜

135

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Ⅲ)

<표 Ⅲ-80> A조의 검토내용 및 반영내용
검토내용

반영내용

학습자의 내용이 ʻ자료조사ʼ에 한하기 때문
에 소통 협동 등의 측면에서 팀원들 사이
의 의견 소통이나 아이디어의 협응 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학습자의 내용을 학생들이 생각해 보거나 토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더 많이 제시
- 학생들이 학습할 때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더
많이 제시하고 토의할 수 있는 시간 마련

활동지 내용이 단순하고, 활동중심이기 보다
는 내용적인 측면을 구조화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자발적인
참여의 유도라는 측면에서 수정이 요구됨

- 지도 안에 추가될 활동 관련 PPT를 첨부하여 지
도하는 교사의 이해도를 높임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포
함되어 있음

- 어려운 내용 삭제
- 빛의 삼원색을 혼합하는 가산 혼합과 색의 삼원색
을 혼합하는 감산 혼합(충정용 잉크와 홍판 활용)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임

B조의 경우, 산출물을 내는 과정에서 처음의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는 활동이 포함되
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추상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주요학습내용의 개념도에 나타난 각 영역의 요소
들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지가 수업 지도 계획에서
잘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검토내용에 따른 수정 내용은
다음의 <표 Ⅲ-81>과 같다.
<표 Ⅲ-81> B조의 검토내용 및 반영내용
검토내용
피카소의 작품 세계와 과학의 무중력의 개념
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지도안에 지도 가이드라
인이 부족함. 현재의 무중력 상태내서 이루어
진 실험 데이터 부족, 음악적 도구 활용성과
목표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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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용
-

피카소의 작품세계 보완 자료 추가
피카소의 생각 읽기
과학적 현상 및 개념 자료 제공
상상화가 아닌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식물
표현
- 음악적 도구 활용 삭제

학생들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개발한 프로
그램이므로 참신성을 가지고 있으나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이 더욱 필요함.

- 창의성 유방 자료 개발 및 보완
- 다양한 영역의 자료 두입 후 성과 확인

프로그램에서 피카소가 소재로 등장한 이유가
다소 부족함. 주요 학습 내용의 개념도에 나타나
있는 각 영역의 요소 상호 연관성 보완 필요함.

- 원근법적 통찰을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
의 통찰로 전환
- 개념도 보완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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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 및 시사점
지금까지 6장의 조사,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성 탐색
1)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의 특성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이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와 학습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학생들은 과학, 수학, 체육 교과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음악, 미술 등
의 교과를 선호하였다.
학생들은 수학･과학 교과를 선호하는 이유로 이들 교과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이해하
고 동시에 세계에 일련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교과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학･과학 교과를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며, 이 과정에서 오
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수
학･과학 관련 동아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활동은 음악관련, 체육
관련 동아리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수학･과학 교과 외 체육이나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나 활동을 선호하는 것은 이 과목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흥미를 갖고 있거나 이 과목
들이 딱딱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재미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점은 창의성 계발에 좋은 학습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와도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 창의성 계발에 좋은 학습방식에 대한 심층면담 결
과, 학생과 교원은 모두 시간적 여유, 자유, 자율적으로 선택 보장, 다양성 보장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학생들이 여유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창의
적인 여러 활동에 대해 보장하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자유를 부여할 때 창
의성이 가장 잘 계발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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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STEAM 교육이 창의성 계발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이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하고 도발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개진되고, 실패를 경험하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ʻ놀이 같은 수업ʼ, ʻ동아리 활동 같은 수업ʼ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창의성 계발에 좋은 학습 방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에 상
관없이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실험 또는 현장체험과 같은 관련 활동을 경험하는 방식 또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STEAM 교육 수업 운영방식으로 팀별 프로젝트 및 실험･현장
체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학생들은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대부분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
보다는 한 과목에 혼자서 몰두하여 공부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한 분야에서 정통한 지식
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여 의문을 풀어가는 개인적 몰두의 시간이 필요
하다. 그러나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특성은 창의적 과학연구의 성격이 점점 팀
별 프로젝트식의 조직적 연구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영재들이 지나치게
혼자 경쟁적으로 학습해 온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협
업능력과 소통능력, 연구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향후
과제이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의 경우,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들은
혼자 몰두하여 공부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과학영재의 특성과 그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방안 등을 연구할 때 참고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2)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제반 의견
지금까지 파악한 학생 특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STEAM 교육을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
이 STEAM 교육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학교에 비해 과학고
등학교 학생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
원의 경우에는 STEAM 교육에 대해 들어본 경우가 더 많았으나 경향성은 학생과 유사
하여, 전체적으로 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의 STEAM 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영재학
교에 비해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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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육과정 비교에서는 4개 영재학교 중 3개교에 융합교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반
해, 2개 과학고등학교 중에는 어느 곳도 융합교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재학교 학생들에 비해 융합교육에 덜 노출되어 있음
을 보여준다.
STEAM 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STEAM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61.6%)으로 나타났다. 교원 역시 많은 수가 STEAM 교육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는 것(과학고등학교: 69.0%, 영재학교: 70.6%)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듯, 58.4% 이상의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학생과 교원이 STEAM 교
육 참여에 긍정적인 의향을 밝혔다.
이들이 생각하는 STEAM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조사 대상인 세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들 모두 STEAM 교육을 통해서 신선하고 흥미로운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
동기와 성취력을 증가시키고, 교과 통합된 학습 방식을 통해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을 계
발할 수 있으며, 융합적 사고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들은 향후 STEAM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학습 목
표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확립되어야 할 부분은 STEAM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
이다. 이에 대해 교원 및 장학사는 STEAM 교육을 “교과 간의 수평적인 통합 수업”으
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창의성을 발현하는 교육, 학문과 사회현상을 유
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이라 답한 경우가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워크숍을 통해 STEAM 교육에 대해 토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한 교원들을 관찰
하는 과정에서 교원들 간의 STEAM 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STEAM 교육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원들과 융합적 접근 자체가 힘들었다. 융합적인 교육내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타
교원들에 대한 열린 마음과 타 분야에 대한 개방적 자세가 필요한데, 그 이전에 STEAM
교육에 대해 각자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상이 달라 교원 간 협의가 생산적으로 모아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 STEAM 교육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
비되어야 할 것은 STEAM 교육의 개념과 기본 방향에 대한 교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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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시간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STEAM 교육을 포함하는 융복합 교육에서 교과 간 통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교원과 장학사 모두는 과학과 수
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이나 인문사회 교과와의 통합으로 융복합 교과를 운영할 수 있다
고 보았다. 한편, 교원과 장학사들의 응답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ʻ기술ʼ이나 ʻ공학ʼ의
융복합 가능성에 대해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ʻ기술ʼ이나 ʻ공학ʼ교과
가 현재의 학교교육과정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ʻ기술ʼ의
경우에는 교과로서 존재하기는 하나, 포함 내용이 ʻ목공ʼ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기술에 관
한 내용들뿐이고 수학･과학의 원리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스마트폰과 LED 기술
이 쏟아지는 최첨단 시대와 어울리는 공학적 내용들은 어디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
다. 그러므로 예술과 인문사회를 끌어들이기에 앞서,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기술과 공학
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STEM적 교육내용이 교육과정 중에 탄탄
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술과 공학을 제외한, 수학-과학-예술-인문사
회 만의 통합은 기존의 통합교육과 내용 상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원과 장학사들에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융복합이 가능한 수업의 주제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자연 재해, 자원 부족과 관련된 주제와 인
류, 과학 발전 및 개발, 윤리성 및 도덕성 등의 주제가 제안되었다. 제안된 주제들에서
나타나는 경향 역시 같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에서도 ʻ기술ʼ과 ʻ공학ʼ이
강조되는 STEAM적 주제는 거의 없었다.

나.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교육 현황 및 STEAM 교육 도입 시의
현실적인 어려움
1) 교육과정 현황
실제 본 연구의 대상인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의 도입과 발전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들 학교의 현재 교육 여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교육과정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해 4개 영재학교와 2개 과학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이들 학교는 기본 교과에 대한 수업과 자연 계열 교과를 세부적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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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연구 활동 및 특별 활동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영재학교에서 융복합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반면, 과학고
등학교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R&E 활동이나 현장연구의 개설, 연구 활동
에 대한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영재학교가 과학고등학교보다 더욱 다양한 활동을 추구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과학고등학교 보다 영재학교에서
더 많은 융복합 교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과 수학을 바탕으로
예술이나 인문사회 교과를 통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영재학교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되어, 과학고등학교에 비해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더 자유롭고 대학입시에
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들 학교에서 운영되는 R&E 과정이나, 자율연구, 현장연구, 졸업연구 등
은 정규 교육과정이면서도 연구주제 선택이나 운영방식 등에서 학생 중심적, 자율적으
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는 STEAM 교육의 현실적 가
능성을 모색할 때 이 시간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육과정 상의 어려움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의 운영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STEAM 교육을 도입하
기 위해 해결해야할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교육과정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학생들은 ʻ가르칠만한 선생님이 없다ʼ(57.1%)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 다음은 ʻ교육 시설, 환경 미비ʼ(56.8%), ʻ시간 부족ʼ(52.9%) 등
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교원과 장학사는 학교 유형이나 담당업무에 따른 차이 없이 모두

ʻSTEAM 관련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없다ʼ(80.0%), ʻ교과별 시수가 정해져 있어 추가하
기 어렵다ʼ(75.8%) 등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에 비추어 볼 때,
STEAM 교사 연수가 필요하며,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도 STEAM 관련 내용이 현재의
교과 내로 침투해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교원의 준비 정도
교원의 STEAM 교육의 준비 정도에 대해서 교원은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STEAM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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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도입될 경우 ʻ기존 교육과정의 준비와 더불어 STEAM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진행
에 따른 교사부담이 클 것ʼ(86.8%)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담당 교원의 타 교과에 대한
지식 이해도가 낮아 STEAM 교육 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73.6%)이라고 보았다.
또한 ʻSTEAM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모르겠다ʼ는 응답도 67.0%로 높았다.
장학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 ʻ타 교과에 대한 지식 이해도ʼ(100%), ʻ교사부담ʼ(90.9%),

ʻ교원 간 소통 부족ʼ(84.8%) 등을 어려움으로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STEAM 교사연수에서 어
떤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시사한다. STEAM 교사 연수에서는 타 교과에 대한 열
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의 최소한의 입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STEAM
교육 관련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해, 교원 간 소통력 계발 등을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
다. 또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워크숍 진행 중에도 확인되었다. 워크숍의 참여 교원들의 대부분은 오
랜 기간 동안 영재교육을 담당하여 본인의 전공 교과에 대한 깊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 교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술 분야에 대한 깊은 차원의 원리나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시각적인
효과 등에 치우쳐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아, 연쇄적으로 타 분야 교사(예:
예술 분야)와의 협업에 어려움을 미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도
타 분야 교사나 외부전문가와 협력하게 하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의 노
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4) 교육 환경적, 행･재정적 어려움
교육 환경적 측면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수업을 위한
전용 공간이나 관련 자료, 멀티미디어와 같은 첨단 기자재 등 물리적인 부분에서 부족함
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같은 의견은 과학고등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과학고등학교 학생과 교원 모두가 멀티미디어 시설 등 첨단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인식
하고 있었다. 반면, 영재학교 학생은 학부모들의 인식과 같은 사회적 부분에서 가장 부
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재학교 교원 역시 관련 자료 부족과 외부 전문가 활
용과 같은 연계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들의 경우 상당수가 첨단
기자재와 관련한 부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과학고등학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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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영재학교가 STEAM 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더 잘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사들의 대부분은 학부모 및 기관장의 인식과 외부 전문가 또는 지
역 사회와의 연계 부족을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STEAM 교육 운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인식의 문제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TEAM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홍보와 안내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행･재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원은 수업시수 책정과 관련한
어려움과 더불어 협동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사 간 협력 연구비 지원 제도의 미비, 그리
고 STEAM 교육 관련 연수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은 장학사의 응답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나, STEAM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서 수업시수 책정과 관련된 문제와
협력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1) 교육과정 운영방안
조사결과 향후 STEAM 교육 도입 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은 선택과
정으로 운영되길 원했고, 교원의 경우 ʻSTEAM 내용을 구성하여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ʼ(64.1%)를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학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는 STEAM 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 내에 편성하
되 선택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학생들)과 기존교육과정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교원 및 장학사들)과의 사이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을 시사한다. 특
히, 후자의 방안은 STEAM 교육 내에서 인문사회과목이나 예술과목 교원들을 동원하여
STEAM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교원역량강화 방안
STEAM 교육을 위한 교원의 필요 역량에 대해서 학생들은 ʻ다양한 분야에 박학다식한
전문가적 지식ʼ(67.6%)보다 ʻ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
서의 기술ʼ(77.7%)과 ʻ학생들의 활동을 허용하는 민주적 태도ʼ(69.3%)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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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경우에는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 모두 별도의 ʻSTEAM 교사를 배치하는
것ʻ 보다, ʻSTEAM 교육과 관련한 교사들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ʼ하고(85.9%),

ʻ학교 내에서도 연구와 관련된 교사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협의회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ʼ(81.1%) 등을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지적된 교사협의회 활동은 융합적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위해서도 필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원들이 타 교과에 대한 지식을 쌓고 다른 교원들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워크숍을 통해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많
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협의회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쌓으면서 STEAM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과 간 융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협
업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행･재정 지원 방안
STEAM 교육을 도입하여 시행할 때 필요한 행･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많은 교원들은
예산지원과 관련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교
실 구비 및 시설보완 등 시설적인 측면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교과편성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행･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장학사의 의견은 교원과는 달랐는데, 예산지원보다는 시범
학교를 운영해 STEAM 교육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STEAM 리소스 센터를 운
영하여 정보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워크
숍을 통한 영재교원의 의견을 반영할 때 STEAM 리소스 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연수와
교사 협의회 운영을 통한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학･과학 교과 이외의 예술 교과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적 인
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담당 교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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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STEAM 교육 발전방안
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Ⅲ)

1. 연구 요약 및 쟁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STEAM 교육은 왜 필요한가?
오늘날 창의성 기반 사회로의 변화는 세계적으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양성을 요구
하고 있다. 영재성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창의적 업적을 이룬 창의적 인물들의 다중적
능력(polymathy)이 이슈화됨에 따라, 다중분야의 능력이 새롭게 보기, 다르게 표현하기
등을 통해 창의적 발상을 촉진시킨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전공분야 속진심
화라는 영재교육의 전통적인 방법에, 유연한 사고와 응용력 등을 계발시키는 교육방법
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영재들의 창의적 사고를 제고시킬 수 있다. STEAM 교육은 이
에 적절한 교육방법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58%이상의 학생들이 STEAM 교
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원 역시 60%이상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이론적
동향과 현장의 요구, 양 측면에서 모두 STEAM 교육은 매우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STEAM 교육은 무엇인가?
해외의 경우, 과학기술교육이 STEM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아직
STEAM 교육을 정식의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STEAM 교육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STEAM
교육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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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STEAM 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이 쉽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이론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STEAM 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을 의미한다. 결국, STEAM 교육이 기대하는 소기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TEAM 교육에 대한 타당하고 명료한 개념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워크숍을 통해 STEAM 교육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교사 간 STEAM
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STEAM 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명료화해야할 중요한 실제적 근거라 하겠다.
세 번째,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교육은 어떤 것인가?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STEAM 교육의 특성을 알아보고
자,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와 학습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STEAM 교육의
초기단계에는 수･과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더불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예술･체육적 활동을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STEAM 교육에서는 현실적 응용력과 관련된 기술과 공학 교육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선호도나 필요성은 크지 않아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술 및 공학 관련
지식 및 활동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학습방식의 경우에 있어서 학생, 교사 모두 시간적 여유, 자유,
자율적으로 선택 보장, 다양성 보장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STEAM 교육의 주요한 목적을 창의성 계발로 보았을 때, STEAM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다양하고 도발적이며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개진되고 그에 관한 실험, 탐구활
동이 장려되도록 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수업의 형태는 실패를 경험하고 결과를 두
려워하지 않는 ʻ놀이 같은 수업ʼ, ʻ동아리 활동 같은 수업ʼ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적합한 STEAM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방법
은 무엇인가?
설문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의 경우 STEAM 교육과정을 선택과정으로 운영하길 원했
으며, 교원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학생, 교원 모두 STEAM 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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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두 학교유형 모두에 R&E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이면서도 소그룹 중심의 심화된 연구
활동의 특징을 가지므로, 학생들의 연구주제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전문가들과 소
통하면서 자기주도적인 연구진행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STEAM 교육을
위한 교원의 전문적 역량만 보강된다면, R&E 과정은 별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 부담
없이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STEAM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해결해야할 문
제는 무엇인가?
먼저, 교원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STEAM 교육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교
원연수의 기회가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ʻ교사 간 협
동 수업 및 협력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ʼ는 점이 많이 지적
되었으므로 교사 연구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및 제도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해외사례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국이 정
부차원의 전략과 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STEM 교육 프로그램, 학생,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차원의 STEAM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지방단위의 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지원센터는 교수학습자료의
공유와 인력풀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STEAM 리소스 센터를 운영하여 정보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국에서 STEMNET을 만들어
지방에 9개의 사무소를 두고 지역 STEM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각
지역의 과학기술대학에 STEAM 리소스 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
교와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시설 측면에서, 각 지역 및 학교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
여 STEAM 교육을 위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의 측면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0% 이상이 ʻ교사 간 협동수업 시 수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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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책정에 문제가 있다ʼ고 하였고, 특히 과학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이 의견에 80.7%가 ʻ그렇
다ʼ라고 답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STEAM 교육의 안착
과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업시수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STEAM 교육의 개념 재정립 및 교육의 방향
STEAM 교육에 대한 타당하고 명료한 개념 설정은 STEAM 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이 구성한 STEAM 교육의 개념과
방향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 STEAM 교육의 개념 재정립
STEAM 교육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과 소기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
에서 정의하는 STEAM 교육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STEAM 교육이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과학, 기술, 공학, 인문사회･예술, 수학을 연계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전문적 지식과 응용력을 강화하고 창의성 발휘를 촉진하며, 융합적 사
고와 태도를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1) STEAM 교육 개념의 주요 전제
STEAM 교육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개념이 추구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STEAM 교육의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STEAM 교육 개념의 가장 핵
심적인 전제는 ʻ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ʼ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가 STEAM 교육의 개념 정립에서 중요한 이유는 급변하는 21세기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창의적 과학기술인

150 ｜

Ⅳ.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STEAM 교육 발전방안

재의 육성은 기존의 전문분야로 세분화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교육 방식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성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STEAM 교육은 기존의 과학교육방
식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이미 앞에서 다양한 문헌분석과 현장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는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외연
에 대한 확장과 이를 통한 융합적 사고와 태도를 고양할 수 있는 교육이 균형을 이룰 때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STEAM 교육의 개념은 이와 같은 21세기의 변화된 시대
적 특성과 교육학적 개념을 반영한 것이며, 과학과 기술, 공학과 수학 등과 같은 과학기
술 분야와 직접 관련된 학문 뿐 아니라 인문사회･예술 분야의 학문까지 연계하여 융합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2) STEAM 교육 개념에서의 Arts(예술)의 특성
STEAM 교육의 개념은 또한 기존의 STEM 교육과 차별된다는 점에서 특성을 지닌다.
S(과학)+기술(T)+공학(E)+수학(M)을 결합하는 STEM 교육이 유목(classification)의 관
점에서 이공계열의 영역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인접 분야를 통합하는데, 이러한 통합방
식의 STEM은 주로 논리 수학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STEM에 Arts(예술)를 포함하는 STEAM 교육은 유목 방식에 있어서 이공계열의
범주를 벗어난 타 분야의 학문들을 포함하고자 하며, 사고 양식에 있어서도 논리･수학
적 사고뿐만 아니라 예술적 사고(음악, 미술, 문학, 무용 등), 인문학적 사고(인문, 사회
등)를 포함한다. STEAM 교육의 이러한 개념은 바로 Arts(예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
로서, STEM 교육에 비해 STEAM 교육이 지니는 주요한 특성은 Arts의 개념 및 역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ʻ예술’이란 비단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순수예술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미 동･서양
에서 오랫동안 지성인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예컨대, 시(詩), 서(書), 화(畵)를 지
성인의 필수 덕목으로 간주하여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도록 한 동양의 삼절(三絶) 개념,
서구의 대학에서 강조해온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등의 인문정신(Humanitas)을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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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예술적 특성이 STEM 교육에 참여함으로 인해 어떤 교육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은 예술적 특성과 STEM적 특
성의 만남을 통한 창의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가령 샤비니나(Shavinina)는 과학 분야 노
벨상 수상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노벨상 수상자들은 발견 과정(discovery process)
에서 직관적 느낌을 활용하며 미적 특질(aesthetic qualities)과 아름다움에 대해 민감
하였음을 발견하고, 미적 가치에 대한 인식 능력이 과학에서의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Shavinina, 2004), 미시간 주립대의 생리학과 교수인 루
트 번스타인(Root-Bernstein) 역시 같은 관점에서 과학적 성과에 있어 예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Root-Bernstein, 2003: 73). 이는 인문예술이 과학적 성
과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STEAM 교육에 있어서 인문예술(Arts)은 반성적 사유(reflective thinking)
와 미적 사유(aesthetic thinking)를 특징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과학, 수학, 공학, 기술
의 사유방식을 보완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발상과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다. 이와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STEM 교육에 대해 예술이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도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Ⅳ-1).

[그림 Ⅳ-1] STEAM 교육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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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EAM 교육의 방향
그렇다면 STEAM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육의 방향을 ʻ21세기 창의적 과학기술인재ʼ를 육성하는 것에 두고자 한다. 이
러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STEM 교육을 구성하는 방향과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
STEM 교육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과학과 수학에 대한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한 암기
식, 지식 중심의 교육방식을 비판하고, 실제의 현실에서 어떻게 과학과 수학의 원리가
적용되고 응용되는지에 대한 실제적 맥락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고양하고
자 하는 점에 있다. 때문에 STEM은 기존 과학교육에 비해 응용적 맥락인 기술
(technique)과 공학(engineering)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STEM 교육은 주로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 내용적 연계를 중시하고 교사에 의한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교육의 효과성은 다소 의문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기존의 STEM 교육의 방식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Arts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STEAM 교육은 단지 교과목(분야)을 단지 내용적으로 배열하거나 융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본질적인 맥락에서 STEAM 교육 개념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STEAM 교육의 방향은 기존의 STEM 교육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점을 지
닌다. 본 연구의 STEAM 교육 개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측면은 첫째, 구현하고자 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있어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역량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내용적 차원의 연계만이 아니라 교수
학습방법에 있어서 분명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 셋째, STEAM 교육에 필요한 기반적 요
소를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점, 넷째, STEAM의 내용적 요소와 교수 학습적 요소, 기반
적 요소가 전공능력, 창의적 사고력, 소통력, 윤리라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역량을
목표로 융합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이 이러한 차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한 STEAM 교육의 방향을 개념도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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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STEAM 교육의 방향

1)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역량 측면
STEAM 교육이 개념과 취지에 맞는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방향은 교
육의 지향점이 심화된 전문지식만을 함양하거나 개인의 과학적 성과를 위해 공동체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전공능력과 더불어 창의적으로 사고하
며, 동료 및 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의 연구와 과학적 성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STEAM 교육을 추진
함에 있어서 교육자는 늘 이러한 교육목표를 상기하고, 어느 한 요소만이 지나치게 강조
되어 다른 요소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수학습방법 측면
STEAM 교육이 지향하는 두 번째 방향으로서는 교육을 실천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
한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STEAM 교육의 올바른 방향은 교수학습에 있어
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자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자
의 일방적 지도가 아니라 교육자와 학습자의 개방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상호작용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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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자 특성 고려
STEAM 교육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학습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며, 소화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 연구 방식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과
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방식이 여전히 교사 중심으로, 기 설정
된 교육과정의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STEAM
교육에서의 연구 주제와 방식은 특히 더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나) 교육자간 교육 협력
STEAM 교육은 또한 교육자간의 상호 호혜적이면서도 수평적이며, 열린 마음의 협력
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또는 융합 관련 수업에서 발
견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과목에 따라 해당 과목 교사의 참여와 기여에 있어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공 과목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중학교 이상의 단
계에서는 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사 간 협력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STEAM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교육자의 교육협력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 교육자-학습자 상호작용
STEAM 교육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이
때 교육자와 학습자는 기존의 교사-학생의 위계적 관계가 아닌 연구 팀의 맥락에서 관
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연구 팀의 관점에서 볼 때 교사는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과 자료 등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지만, 일방적인
리드가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를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STEAM 교육에 있어서 교육자와 학습자는 지도-수혜의
관계가 아니라 연구의 대등한 참여자적 성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교육자와 학습자가
연구의 대등한 참여자로 인식될 때에 비로소 작은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존중되고, 이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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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교육의 기반 구축 측면
STEAM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기반 구축에 관한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TEAM 교육은 기존의 과학교육 방식과 상당한 차이
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교육현장에 융화되고 착근되기 위해서는 STEAM 교
육의 특성을 반영한 기반들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기반 구축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크게 물리적 지원, 행･재정적 지원, 법･제도적 지원으로 구성된다.
물리적 지원이라 함은 학교의 시설 및 기자재, 도구와 자료 등에 관한 것으로 STEAM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한 환경적 여건을 의미한다. 행･재정적 지원이라 함
은 STEAM 교육의 추진 방식에 있어서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될지, 아니면 비정규교육
과정으로 운영될지, 또는 STEAM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의 자격과 직책을 어떻게 규정
할 것인지, STEAM 교육을 위해 외부 자원과 연계한다고 할 때,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고려 항목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지원은 과학고등학교 및 영
재학교에서 STEAM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STEAM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법적 측면을 의미한다.

4) 내용적 연계 측면
STEAM 교육이 적절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용적 연계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내용을 연계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첫째, 소재를 중심으로 한 방식, 개념을
중심으로 한 방식, 실맥락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방식과 같은 내용 중심(contentcentered)의 방법, 둘째, 과학과 수학에 대한 원리 및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하거나, 과
학과 수학의 원리를 구체적 산출물로 제작(표현)함으로써 원리의 응용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는 적용 중심(application-centered)의 방법, 셋째, 기존에 생각되지 못한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고 혁신적인 방식을 시도하는 창의성 중심(creativity-centered)의 방법
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적 연계의 다양한 방법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으나, STEAM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성과 교육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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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교육 목표 등을 고려하여 어떤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인지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STEAM 교육에서의 내용적 연계는 단순한 교과목의 배열이나
소재의 배열 수준을 넘어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융합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3.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를 위한 STEAM 교육 발전방안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특화된 STEAM 교육 발전 방안을 교육과
정 편성 및 운영, 교원 역량 강화, 행･재정적 지원 체제 구축,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현장 착근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의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STEAM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
본 연구의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적절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방안은 학생들
의 특성과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한 과
목에 혼자서 몰두하여 공부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하는 방식을 가장 좋아
하며, 실험 또는 현장체험과 같은 관련 활동을 경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STEAM 교육을 도입한다면, 학생과 교원 모두 이를 과외 활동보다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서 유기적으
로 운영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진은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STEAM 교육을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학
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R&E 활동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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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는 연구 및 교육(Research and Education) 활동을 뜻하는데, 과학고등학교 및 영
재학교에만 운영되고 있는 연구 활동에 기반을 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4명 내외의 학생
소그룹이 자율적인 연구를 하는 사사교육 프로그램이다. R&E 프로그램은 영재학교에서
1, 2학년 또는 2학년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3학년까지
확대하려는 추세이다. R&E 프로그램은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관심사에 따라 주제를 선택하여 팀
이 구성된다. 연구 주제를 제시했던 전문가가 연구책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사교육
을 통해서 소그룹 학생들을 지도, 지원하면서 1년 동안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R&E 활동은 가능하면 최종적으로는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
며,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매우 심화된 내용을 연구할 뿐 아니라 전문가로부
터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
까지 R&E 활동은 심화된 과학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타 학문과의 연계나
융합적 주제는 연구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토대로 깊이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R&E 활동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여기에 STEAM 교육을 접목시켜 구
성,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하고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STEAM 교육과정은 융복합적 주제를 다루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자
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한다.
기존의 R&E 활동은 과학 관련 연구주제를 연구책임자가 제시하고 학생들은 그 주제
를 연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STEAM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여러 학문을 넘나들
며 연구할 수 있는 융복합 주제를 찾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가 되어 연구를 진행해
가는 과정을 주도해나가도록 한다. 교수나 기타 전문가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STEAM 활동의 전 과정은 학생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STEAM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일은 모두에게 생소하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의도한 연구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
생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주도하는 STEAM 활동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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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흥미 있고 매력적인 융복합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
여, 그것에 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발전시키며 산출물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ʻ자율성ʼ과 ʻ개방성ʼ은 STEAM 교육과정 운
영의 핵심 원칙이 된다.
셋째, STEAM 교육과정은 학생 및 전문가가 협력하는 다자간 공동연구를 지향한다.
STEAM 교육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연계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심화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한 개인이 모두 가지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STEAM 교육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 권장된다. 기존의 R&E 활동도 학생 및 전문가가 협동하는 공
동연구이기는 하지만 단일 분야의 전문가 한 명이 연구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STEAM 교육 활동은 한 명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다
양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개입과 연
구지원에 관한 사항은 STEAM 코디네이터가 조정, 운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STEAM 연
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최근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시켜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기술과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R&E 활동과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TEAM 교육과정의 구성 및 특징은 다
음과 같다.
STEAM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인 R&E 활동과 연결하여 구성하되 단계를 두어 최
종 단계에서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R&E와 STEAM의 심화과정으로 분리되도록 운영한
다. R&E와 STEAM 활동은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기초단계로 4학점 공통필
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R&E와 STEAM 활동 모두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방
법 및 실험 탐구 등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 이 때 STEAM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융
복합 주제를 접하고 이에 관한 연구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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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R&E와 STEAM 활동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각 활동을 심화해가는 방식을 따르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3단계로 구성한 STEAM 교육과정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활동 모형

[그림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활동은 3단계
로 구성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R&E와 STEAM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R&E 활동을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
STEAM에 관한 기본적 이해와 소양 증진의 기회가 없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1단
계 과정으로 구성하여 필수 이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STEAM 활동의 각 단계별 기간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재학교의 경
우, 가능하다면 1단계는 1학년, 2단계는 2학년, 3단계는 3학년에 실시하는 것이 권장되
며 3단계의 경우, 졸업논문을 대치하는 활동으로 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
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기졸업으로 인해 2년 동안 정규
교육과정을 마쳐야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각 단계를 1년 동안 지속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따라서 1, 2 단계는 학기마다 2학기에 걸쳐 실시하고 3단계는 2학년 1년 동
안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각 단계별 세부 활동 및 구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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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STEAM 놀이터

① 목적과 특징
1단계는 STEAM 활동을 위한 워밍업 단계로서, 학생들이 융복합 주제를 실제 연구에
적합하게 발전시켜보는 과정을 통해 STEAM 교육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ʻSTEAM 놀이터ʼ라는 단계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에서는 STEAM 연
구를 위한 기본적 소양을 쌓은 뒤, 관련된 활동을 마치 놀이하듯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ʻ놀이판ʼ의 개념은 MIT의 미디어 랩에서 추구하는 정신
중 하나로서, MIT 미디어 랩은 학생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 무엇보다 주제
를 즐길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STEAM 주제로 ʻ놀 수 있는ʼ 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일방적이거나 교사주도
적인 학습이 아닌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
생들이 ʻ재미있다ʼ라고 생각할수록 1단계의 성공 정도는 높다고 하겠다.

② 구성 및 운영방식
본 단계는 2가지 방식, 즉 기초과정과 소그룹 활동 과정으로 진행된다. 두 과정은 순
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림 Ⅳ-4] STEAM 놀이터 단계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방식

｜

161

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Ⅲ)

공통기초과정은 ⒜R&E와 STEAM 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초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IT 포함)과 연구방법, 연구윤리 등 학습하는 과정과

⒝비판적 세미나가 있다. 비판적 세미나에서 학생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과 토론하고 설득하며 소통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표 Ⅳ-1> 비판적 세미나 주제의 예시
※ 비판적 세미나 주제(예)
∙ 에너지, 환경, 건강
∙ 환경과 과학의 조화(환경파괴)/ 뇌과학+IT/ NT, ITBT/ 인터넷
∙ 인구, 기후이상
∙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지부족
∙ 신세계의 등장과 윤리의식의 결여 문제
∙ 외계행성을 찾아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것
∙ 문화컨텐츠 및 기술의 융합
∙ 식량문제, 물 부족
∙ 환경오염
∙ 대체에너지의 발전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방안)
∙ 의공학과 에너지공학, BT, GT, IT, NT
∙ 우주개발, 지구환경보존
∙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와 기술이 부족한 나라의 낙후, 우주산업
∙ 새로운 질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기술의 융합
∙ 3D 기술
∙ 원자력 발전을 위한 문제들
∙ 기아, 인구문제
∙ 친환경 발전 무인자동차
∙ 결단력 있는 두뇌 인재들 개발
∙ 국제 질서 확립, 외교기술
* 표에 제시한 주제는 설문조사와 교사 워크숍을 통해 조사된 예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선정한 것임.

이러한 훈련은 세미나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세미나는 인문사회, 예술 관련 정
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업시수를 보완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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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관련 교과 담당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할 수 있
다. 담당 교사들은 학기 초에 함께 모여 세미나 개최를 위한 연간계획을 짜고 코티칭 전
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과정은 STEAM 코디네이터가 이끌어간다.
세미나가 개최되기 전, 학생들은 관련 자료 조사 및 현장 답사, 연구실 방문, 전문가
초청 강연, 미술관 관람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는다. 이후 이러한
경험과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를 결합시킨 내용을 토대로 세미나를 실시하는데 학생들은
동일한 프로젝트일지라도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연구방법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고 비
판적으로 검토하며, 다양한 학문들이 어떻게 같은 목적을 위해 서로 연결되고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지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확산적, 비판적 사고가 향상
되며 타 분야나 학문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융합적 사고방식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 활동 과정은 기초학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STEAM 산출물 제작 활동을 하게 된
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교사 또는 STEAM 코디네이터가 STEAM 연구에 적합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제시할 수도 있다. 그것
을 발전시켜 소그룹으로 연구를 디자인하는 활동을 한다. 주제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
미를 최대한 자극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는 기술(technology)과
공학(engineering)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 사례: 자연적인 에너지 활용 기술을 응용하여 에너지 제로 주택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지진에도 끄떡없는 건물의 구조를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프로젝트 등

학생 그룹은 정기적으로 교내 STEAM Lab에 모여서 연구를 진행해나가는데, 실제 연
구에 필요한 관련논문, 실험도구나 기자재, 기타 첨단 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 과
학기술대학에 설치된 STEAM 리소스 센터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필요
한 자원에 관한 이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STEAM 코디네이터가 STEAM 리소스센
터에 연락하여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다.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는 것으로는 작업이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기 중에 STEAM week 기간을 두어 학
생들이 집중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대학 내 STEAM
리소스 센터에 설치된 Lab에 직접 가서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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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STEAM 발전

① 목적과 특징
2단계는 R&E 활동과 STEAM 활동 중 STEAM 활동을 선택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단계는 1단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STEAM 연구활동을 좀 더 정교화하
고, 그룹 활동 및 대학 간 연계를 통해 타인과 함께 연구하는 의사소통 및 협업의 기술
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구성 및 운영방식
2단계의 핵심은 팀워크에 있다. 학생들은 STEAM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
로 소그룹을 형성하게 되는데 1단계처럼 동일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한 그룹에 모
이지만 그룹구성의 규칙이 있다. 한 그룹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4명 내외로 구성하
되 각 구성원은 물리, 화학, 수학, 정보과학의 한 분야에서 높은 흥미와 재능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한 과목에서 특히 뛰어난 학생들은 각자 그 분야에서 나름대
로의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의 경우, 탁월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경쟁에서 밀리면서 자
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미성취 영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STEAM 발전 단계에서는 다방면에 모두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한 영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미성취 영재들이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도
와주는 협력 관계를 통해 자신이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못하는 부분은 보완
해내갈 수 있다.
소그룹으로 팀이 구성되면 본격적인 STEAM 활동이 시작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첫
작업은 STEAM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하는 일이다. 1단계에서는 교사가
STEAM 연구에 적절한 프로젝트를 제시해주기도 하지만 2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
트를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그룹별로 STEAM 연구에 적합한 융복합 주제를 찾고 어
떻게 그 주제를 통해 다양한 학문들을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지 일종의 제안
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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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은 각자의 연구제안서에 담긴 아이디어가 합당한지를 워크숍을 통해 상호 점
검해나간다. 학생들은 타 그룹의 제안서가 STEAM 교육의 취지에 맞는지, 수정,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하며, 제안서를 발표하는 그룹은 구성원
이 모두 협력하여 아이디어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방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심화된 지식을 토대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발표의 기술과 협동심을 증진시키게 된다.
워크숍을 통해 STEAM 주제들이 정련되면 학생들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생
그룹은 정기적으로 교내 STEAM Lab에 모여서 연구를 진행해나가는데, 실제 연구에 필
요한 관련논문, 실험도구나 기자재, 기타 첨단 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 과학기술
대학에 설치된 STEAM 리소스 센터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주로 수, 과
학 분야에 뛰어나기 때문에 STEAM 리소스센터에서는 인문사회나 예술 분야의 적합한
교수나 전문가를 선정, 섭외하여 학생들과 연결시켜 주고, 대학교내 연구실이나 실험실
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허가를 받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워크숍은 연구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계속되며, 각 그룹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교수 또는 멘토,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을 STEAM 코디네이터가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동료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다.

다) 3단계: STEAM 심화

① 목적과 특징
3단계는 STEAM 연구 활동의 최종 단계로서 연구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융합
적 연구주제의 설정 및 디자인, 탐구 및 실험, 관련 전문가 모색 및 모형제작, 논문 작
성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주도함으로써 연구의 리더십을 높이고 독자적으로 STEAM
프로젝트를 책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구성 및 운영방식
각 학생들은 우선 공동연구를 수행할 소그룹 구성을 위해 참신하고 흥미로운 융복합
주제를 발굴하여 같은 학년 학생에게 공고한다. 이 때 가능하면 타 학교와 연계하여 타
교 학생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공고를 통해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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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학생을 모집한 후 소그룹을 형성한 학생은 그룹의 리더가 되어 참여 학생들과 연
구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는다. 리더는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하나의
융복합주제로 수렴시키고, 의견의 차이를 조율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등 경영의 기술이
필요하다. 각 그룹의 리더는 리더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서로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
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한다.
실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은 2단계와 유사한데, 3단계에서는 자신의 팀
에 가장 적절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학생들이 직접 탐색하여 선정한다. 다만
전문가와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은 STEAM 코디네이터 또는 STEAM 리소스센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STEAM 연구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학생들은 전국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ʻ청소년 STEAM 연구 대회ʼ에 참여하여 발표할 수 있다. 대회는 고등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대회 등 기존의 대회를 활용할 수도 있다.
※ 해외 사례
미국의 ISEF(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등.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그 동안 갈고 닦았던 발표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식으로 STEAM 연구과정과
산출물에 대하여 발표한다. 결과에 따라 팀별로 해외연구기관 탐방 등의 포상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3단계의 STEAM 심화 활동을 통해 STEAM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융합적
지식과 태도를 성숙시키고 연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3단계 STEAM 활동의 단계별 특성을 정리하면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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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STEAM 활동의 단계별 특성
STEAM
활동 단계

목적

초점 기술 및
역량

학습내용 및 활동 특성

교사 역할

∙ 기초 연구기술
및 방법 학습
∙ STEAM 교육이해
∙ STEAM 연구의
1단계 기본 소양 함양

개방적 태도 ∙ R&E와 STEAM 공통 기초
비판적 사고 ∙ 비판적 세미나: STEAM 연구 수
융합적 사고
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방식
토론 및 소통 훈련
∙ 다양한 학문들의 연결 및 융합경험
∙ 산업체 현장답사, 연구실 방문, 전
문가 초청강연, 미술관, 음악회,
공연 관람 등

∙ STEAM 연구에
적합한 프로젝
트 사전 제시
∙ STEAM 관련
교과 교사의
협업 및 코티칭

∙ STEAM 연구활
동 정교화
∙ 의사소통 및 협
2단계 업 기술 증진

∙ 워크숍: 융복합 주제의 적합성 평
소통능력
협업, 협동심 가, STEAM 연구제안서 수정 및
다학문적
개선, 멘토에 의한 지식 및 기술
지식
지원
교내 STEAM Lab 및 과학기술대
학 내 STEAM 리소스센터 활용

∙ STEAM 코디
네이터의 시설
및 행정 지원
∙ 다양한 학문
영역의 전문가
및 멘토의 그
룹별 연구지도

∙ 학생 주도적
STEAM 연구 수행
∙ STEAM 연구를
3단계 위한 지식 및 기
술 심화
∙ 리더십 능력 개발

분야별 전문
지식 및 기술
STEAM 연구
방법
창의적 사고

∙ 청소년 STEAM 연구대회 1, 2단
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STEAM
연구를 학생 주도적으로 수행 및
발표
∙ 리더협의회: STEAM 연구 구성원의
협업 및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의견 교환 및 해결책 모색

교육과정
운영 특성
∙ R&E와
STEAM 활동을
포괄하는 공통
필수 교육과정
인문사회, 예
술 등 기존교
육과정과 연
계 운영

∙ STEAM 선택
형 교육과정
으로 기존의
R&E활동과
STEAM 과
정 중 선택
하게 함.
타교 학생과
∙ STEAM 코디 공 동 연 구
네이터의 시설 수행 가능
및 행정 지원
∙ 다양한 학문
영역의 전문가
및 멘토의 그
룹별 연구지도

나. STEAM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STEAM 교육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업을 준비하고 이끌어
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과 예술,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도 중요하고,
외부전문가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들과 학교교사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아직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다. 우리나라 교
원의 개인적 역량은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는 하나, 타교사와 협력
하고 내가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공동의 팀워크를 이뤄내는 일은, 우리
의 학생들에게 낯설 듯이 교사들에게도 낯선 일이다. 그러므로 STEAM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색하고 혼돈스러운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사들이
이러한 일에 큰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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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유형 및 필요 역량
우리는 앞서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에 적합한 STEAM 교육과정 모델을 제안하였
다. 이 STEAM 교육과정 모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TEAM 교육과정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교원의 유형과 역할, 그리고 그 역할에 필요한 역량 또는 자질이 무
엇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교원의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Ⅳ-3> 단계별 교사의 역할 및 필요 교원 유형
STEAM
활동 단계

학습내용 및 활동 특성

대상

∙ 기초과정 : ⒜R&E 와 STEAM 공통 전 학생
학습과정 ⒝비판적 세미나 소그룹
활동
1단계

교사 역할

필요 교원 유형

∙ STEAM 관련 교과 ∙ STEAM 코디네이터
교사의 협업 및 코 ∙ 팀별 조교
티칭 STEAM 연구 ∙ 여러 분야의 교사 및
에 적합한 프로젝트 외부 전문가
사전 제시

∙ 워크숍: 융복합 주제의 적합성 평가, STEAM 과정 ∙ STEAM 코디네이 ∙ STEAM 코디네이터
STEAM 연구제안서 수정 및 개선, 선택 학생
터의 시설 및 행정
지원
멘토에 의한 지식 및 기술 지원
∙ STEAM 멘토
2단계
∙ 교내 STEAM Lab 및 과학기술대학
다양한 학문 영역의
내 STEAM 리소스센터 활용
전문가 및 멘토의 ∙ 팀별 조교
그룹별 연구지도
∙ 청소년 STEAM 연구대회 1, 2단계
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STEAM
연구를 학생 주도적으로 수행 및 발표
3단계
∙ 리더협의회: STEAM 연구 구성원의
협업 및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
한 의견 교환 및 해결책 모색

졸업논문을 ∙ STEAM 코디네이 ∙ STEAM 코디네이터
융합관련으 터의 시설 및 행정
로 선택한
지원
∙ STEAM 멘토
학생
다양한 학문 영역의
전문가 및 멘토의 ∙ 팀별 조교
그룹별 연구지도

가) STEAM 코디네이터
STEAM 코디네이터는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의 교사 중 STEAM 관련 전문 교사로
서의 연수를 받거나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담당한다. STEAM 코디네이터는 프로젝트의
매니저로서 전체 프로젝트의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STEAM 코디네이터
는 기본적으로 STEAM에 대한 기초 소양, 창의력,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개
방성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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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STEAM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크게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STEAM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디네이
터는 연초에 STEAM 과목 관련 교사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학생들에게 적합한 STEAM
주제를 선정하여, 어떤 교과들과 협력할지, 어떤 교사들이 협력할지를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업을 계획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
을 맞춘다.
둘째, STEAM 교육에 필요한 외부 인력 및 기관을 섭외하고 관리한다. 기본적으로 외
부 전문가(멘토, 팀별조교, 타 분야 전문가 등) 섭외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사
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교사들 간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수업 운영을 관리한다. 팀별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
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팀별 지원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평가한다.

나) STEAM 멘토
STEAM 멘토는 STEAM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대학 교수 또는 STEAM 관
련 분야 경험이 있는 교사 등이 담당할 수 있다. 2단계와 3단계에서 팀별 프로젝트 활동
을 지도하고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이들을 멘토라고 부르는 이유는 연구내용을 이끌어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STEAM 분야
의 개척자로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지도도 함께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
다. 특히 멘토는 학생들을 자신의 lab에 초대하여 같이 작업하면서 그들에게 비전과 꿈
을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STEAM 멘토는 STEAM 관련 전문성, 리더십,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조력자로서의 자질,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대한 민주적 태도, 타 교원들과의 적극
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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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팀별 조교
팀별 조교는 STEAM 관련 분야 유경험자로서 실험 기자재를 능숙하게 다루고 IT 기
술에 능통한 자가 담당한다. 주로 대학의 조교 또는 대학원생 등이 담당할 수 있다. 이
들은 학생들의 팀에 각각 들어가 멘토를 돕는 역할이며, 특히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학생
들을 도와준다.
따라서 팀별 조교는 STEAM 관련 기술적 전문성,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조
력자로서의 자질,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대한 민주적 태도, 타 교원들과의 적극적
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

라) 여러 분야의 교사 및 외부 전문가
STEAM 교육과 관련된 교과의 여러 교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STEAM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STEAM 코디네이터와 함께 교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협의하여 공
동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설계하고 필요에 따라 팀티칭 한다. 여러 분야의 교사 및
외부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STEAM 관련 기본 소양,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 창의적
사고, 타 분야에 대한 개방적 태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조력자로서의 자질,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대한 민주적 태도, 타 교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량이 필요하다.

2) STEAM 교육 교원연수
가)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사 연수
STEAM 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원 모두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STEAM 교육이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교원연수의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 장의 설문조사에
서도 보았듯이, 장학사들의 약 97%가,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교원의 약 76.7%가
STEAM 교육 관련 교원 연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73.6%의 교원들이 ʻ담당 교원의 타 교과에 대한 지식 이해도(전문성)가 낮다ʼ고
지적하였다. ʻSTEAM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르겠다ʼ(67.0%), ʻ교원 간 협동
및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ʼ(52.7%)고 답변하였으며, 장학사들 역시 ʻ담당 교원의 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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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 이해도ʼ(100%), ʻ기존 교육과정의 준비와 더불어 STEAM 교육과정의 개발
과 수업 진행에 따른 교사 부담이 크다ʼ(90.9%)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ʻ교원 간 협동 및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ʼ(84.8%) 역시 중요한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STEAM 교원연수를 개설함에 있어 위 내용들을 포함하여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겠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STEM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 STEM 센
터 도서관을 통해 STEM 교육 관련 도서와 자료, 교재와 수업자료들을 디지털 스캔 작
업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STEMNET을 통해 전국에 STEM 클럽과 STEM 대사
(STEM Ambassadors) 제도를 운영하면서 STEM 관련 직종의 외부 전문가들을 모으고
이들이 학교에 파견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 STEAM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연수
앞서 제시되었던 STEAM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STEAM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연수가 필수적이다.
STEAM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연수에서는 STEAM 관련 타 교과들에 대하여 열린 마
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입문교육을 시작으로, STEAM 교육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중심으로 개설하며, 교사 간 협동 및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STEAM 코디네이터 연수의 형식은 특강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 활동 중심의
연수보다는 실제로 STEAM 활동을 해보는 워크숍 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STEAM 활동에서 실제로 어떤 점이 부족하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경험해 보지 않
으면 팀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예 : STEAM 코디네이터 워크숍(3~5일)
○ 팀 구성(10명 내외) - 신청교사들과 2명의 테크니컬 조교들
○ 10~14개의 주제를 정하고 팀별로 선택하게 함
○ 팀별로 작업하여 워크숍 끝난 뒤 전시함.
 실제 사례: sharing experience 2009] http://myboyhood.tistory.com/40
한국의 MIT 미디어 랩, 카네기멜론, 하버드 대 유학생들과 연구원들이 모여 다학제 간 실
험적 작업을 해보는 경험을 한국 학생들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일주일 동안 월요일은 MIT
미디어랩, 한국의 교수들, 이외에도 학계 외의 인사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열고, 화수목은
워크숍을 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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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AM 멘토 및 팀별 조교 사전 연수
STEAM 멘토 및 팀별 조교를 위한 사전연수는 강의식 보다는 협의회나 워크숍 등을
열어 서로 논의를 통해 이해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문
제 등을 감안하여 STEAM 교육과 영재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사이버 연수 자료를 개발
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STEAM 멘토와 팀별 조교의 사전 연수는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 STEAM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멘토 및 조
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라) 외부 전문가 연수
외부전문가 연수의 형식은, 멘토나 팀별 조교의 연수처럼, 강의식 보다는 협의회나 워
크숍 등을 열어 서로 논의를 통해 이해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다. STEAM
교육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연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
○ STEAM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STEAM 관련 타 교과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입문교육
○ STEAM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
○ 교사 간 협동 및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팀티칭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3) 교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ʻSTEAM
관련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지원ʼ(85.9%)을 들었다. 즉 교사들은 STEAM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현재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
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STEAM 교사 연구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는 있
으나, 일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TEAM 교육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
서 영재학교 및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도 특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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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STEAM 연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사들에게 연구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STEAM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협의회를 통
한 현장 지원이 강화되어야겠다.

4) 우수 프로그램 발굴(선정) 발표기회 확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STEAM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는 우수한 STEAM 프로그램의 보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차원의 교사대회 또는 교사 페스티벌을 열어 우수한 STEAM 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는
STEAM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고,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우수사
례를 통한 배움의 장 및 교류의 장을 통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보급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더 나아가 차세대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STEAM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수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인지과학,
예술분야, 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진이 참여하여, 지식과 기술을 융
합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와 협력하여 STEAM 프로그램을 발표한 교수진들 또한 연구 성과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또한 영재학생들이 수행한 우수한 STEAM ʻ프로
젝트 OO’을 선정하고 보급함으로써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한다면, 우수한 STEAM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확산되어져 융합인재교육이 활성
화되고, 교원역량강화에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교원 역량 강화방안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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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교원 역량 강화방안
유

형

과학
고등

목

적

중 점 사 항

운영방식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이론적 측면 STEAM 교육의 개념 및
교사들의 STEAM 교육에 가치:
･전체강의(특강)

･소그룹 활동
대한 기초적 이해 및 교육 - STEAM 교육의 우수사례
･토론(대그룹,
과정 개발 등에 관한 실제 - STEAM 교육 과정의 구성방식
학교 및
- STEAM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 소그룹)
적 협동 경험 제공
영재
식의 특성
학교
･실제적 측면:
교사
- STEAM 교육과정 공동개발
연수
- STEAM 수업안 공동개발
- STEAM 모의수업 실시 및 상호평가
STEAM
교육
교원
연수

각 학교에서 학생 교원 시 ･STEAM 활동 경험: 학생들에게 제공 ･워크숍
설 지역사회 자원 등을 연 할 STEAM 교육과정을 실제로 경험 ･토론
코디네
계하여 실제적으로 STEAM 해 보고 필요한 지원과 방법모색
이터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는 전
양성
문성 증진

STEAM

학생들의 STEAM 연구를 ･STEAM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기초 ･협의회
소그룹별로 지도할 멘토 적 내용
･워크숍
멘토 및
및 조교의 역량 강화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사이버 강의
팀별
이해
조교
･STEAM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사전
･STEAM 교육을 위한 멘토 및 조교의
연수
역할과 특성 이해
STEAM

STEAM 교육 활성화를 위 ･STEAM 교육을 위한 팀티칭의 방안 ･협의회
외부
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및 교원으로서의 역할 중요성
･워크숍
전문가
전문가의 교원으로서의 자
･소집단 대상 강의
연수
질 향상
･토론
교사 협의회

STEAM 교육 실행을 위한 ･STEAM 교육실행을 위한 교원의 전 ･소그룹 연구회
교원의 학문적 역량 강화 문 분야를 바탕으로 한 협동연구
･STEAM 교육 프로그램 산출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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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AM 교육을 위한 행･재정 지원 체제 구축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의 STEAM 교육이 적절히 운영되기 위한 행･재정적 지
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 및 장학사는 ʻSTEAM 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지
침관련 법적 근거 마련ʼ(67%), ʻ국가차원의 STEAM 리소스 센터 운영 및 정보교류 확대ʼ
(65.9%), ʻSTEAM 교육의 전문 교･강사 채용을 위한 예산 지원ʼ(62.2%), ʻ시범학교의 연
차적 운영 추진ʼ(57.8%)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교 현장 교사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서는 네트워크 구축과 공유, 교사 업무 경감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워크숍을 통한 인터뷰 내용 및 관련 문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행･재정 지원 방안을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Ⅳ-5] 행･재정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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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 수준별 구체적인 행･재정 지원 체제 구축 방안은 다음
과 같다.

1) 국가수준 : 국가 STEAM 센터 설립
STEAM 교육이 원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STEAM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수준
에서 종합적인 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국이 2009년 STEM 교육의 추
진을 위해 요크 대학(York University)에 설립한 National STEM Center의 사례와 맥
을 같이 한다. 영국의 국립 STEM 센터는 STEM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축,
제공하는 종합도서관의 성격과 STEM 관계자들에게 온라인 소통 기능과 회의실, 전시장
소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의 성격, 관련된 기업과 사회단체, 학회 등의 기관 및 전문가
들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적 성격, 다양한 STEM 교육 관계자 및 기관들과의 연결을 지
원하는 네트워크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영국의 국립 STEM 센터는 STEM 교육이 효
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의 STEAM 교육 운영에 있어서 ʻ국가 STEAM 센
터ʼ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STEAM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도서관 역할) STEAM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제공한다. 제공하는 방식은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상의 지원과 오프라인에서의
실물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실을 설치하도록 한다.
둘째, (커뮤니티 역할) STEAM 교육을 추진하는 교사 및 참여 학생, 관계자 및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STEAM 교육을 위한 회의실과 학생들의 STEAM 결과물을 발표, 전시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네트워크 역할) STEAM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기관, 학회, 기업
등에 대한 인적자원 풀(pool)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STEAM 교육 운영 과정에서
일선 학교 및 관계자의 요청을 바탕으로 STEAM 교육 현장에 적절히 연결해 준다.
넷째, (홍보 및 인식 제고) STEAM 교육 운영과 관련되어 해결되어야 할 요소 중의
하나로서 ʻ학부모의 인식 부족ʼ이 지적되는 바와 같이,19)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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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및 일반 국민들에게 STEAM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올바른 이해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STEAM 산출물 대회나 캠프 등을 운영하여 STEAM 연구 성과를 의미 있는 결
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며,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
하도록 한다.

2) 지역수준 : 4개 과학기술대학에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 지원을
위한 리소스 센터 설치
실제 STEAM 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의 하나는 지리적 근접
성이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열정이 높다 하더라고 지근(至近) 거리에서 STEAM 관련
자료와 실험 공간, 인적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STEAM 교육의 효과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의 STEAM 교육이 효과적으
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국 권역별(충청지역, 경상지역, 전라지역)로 설립된 4개
과학기술대학(KAIST, UNIST, GIST, DGIST)에 STEAM 리소스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의 STEAM 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
4개 과학기술대학에 STEAM 리소스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지역
의 거점 연구중심 대학이 지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고교 단계의
과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대학-고교 연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영재학교의 경우 R&E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들과의 연
계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과학기술대학에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에서의 STEAM 교육 지원을 위한 리소스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설치된
STEAM 리소스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 자원 지원) STEAM 교육과 관련되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가, 기
관, 단체 등에 대한 인력 풀(pool)을 확보하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분야별 및
주요 특성별로 체계화함으로써, 지역 내의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의 STEAM 교

19)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7.8%가 융복합 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부족을
문제점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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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시설 지원)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STEAM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실과 과학적 원리를 직접 적용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제작시설 및 기자재가 필요하며,
예술적 측면을 접목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자료 지원)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STEAM 교육에는 기존의 분과적 교
육과 달리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STEAM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
보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진로 지도)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운영되는 STEAM 교육은 예비 과학
자로서의 경력 개발과 연계되어 있다. 이에 STEAM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심화된 교
육으로 연계되고, 향후 구체적 직업 및 분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로 지도를 제공하도
록 한다.
다섯째, (연수 지원) 해당 지역 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운영되는 STEAM
교육 교사 및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지원하도록 한다.

3) 학교수준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내에 ʻSTEAM 교육 지원부ʼ 및 ʻSTEAM 교육
운영위원회ʼ 구성
가) STEAM 교육 지원부 설치
학교 단위에서 STEAM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위 단계에서의 지원
시스템과 연계되어 학교 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교무지원부, 수리정보부, 인문예술학부, 연구지원부 등과 같은 부
서와 각 부에 대한 부장 직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STEAM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학
교 내 ʻSTEAM 교육 지원부ʼ와 ʻ부장ʼ의 직책을 운영하도록 한다. STEAM 교육 지원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 STEAM 교육 지원부에는 부장 교사와 스팀 코디네이터 교사(2~3)로 구
성된다.
둘째, (기능) 교내의 STEAM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와 시설 및 기자재 관리, STEAM 교사 협의회 등을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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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원) STEAM 교육 지원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속 교사들에 대한 수업시
수 경감이나 잡무 경감 등을 통해 STEAM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STEAM 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학교 단위에서 STEAM 교육 지원부가 운영 관리의 직접적인 주무 부서라고 한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학교 STEAM 교육 운영위원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 학교 STEAM 교육 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STEAM 교육지원부장,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 자문위원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분야의 교수, 교
사, 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가급적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역할) 학교의 STEAM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해 자문하고, 교육과정 운영
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발전 방향을 조언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관리를 지
원하도록 한다.

라. STEAM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시설 및 기자재 측면에서 STEAM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재학생들은 STEAM 교육을 실시할 시설과 환경이 미비하다고 응답하였으
며(과학고등학교 64.4%; 영재학교 47.0%),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재직 교사들 역
시 STEAM 교육관련 시설과 도서 및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78.9%). 특히 STEAM 교육이
기존 과학교육방식과 다른 점 중의 하나가 학생 스스로의 질문과 호기심, 탐구심을 적극
적으로 장려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 그리고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
조한다는 점에서 그에 적합한 시설과 기자재 구비가 필요하다.
원활한 STEAM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측면은 교내의 직접적인 시설
운영과 교외의 시설 운영으로 구분되며, 양자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
에 대한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이 개념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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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STEAM 교육을 위한 환경 지원 방안

위의 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EAM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제 간 융합
적 협력과 상상력을 고취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교내 STEAM Lab 운영
학교 내에 기존의 실험실, 연구실 등과 더불어 STEAM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Lab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STEAM Lab에는 예를 들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의 기
자재뿐만 아니라 예술분야에서의 피아노 등의 악기나 신디사이저, 드로잉 도구나 포토
샵, 일러스트, 영상 제작을 위한 컴퓨터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연구과정에서
의 효과적 의사소통과 산출물 발표를 위한 IT 장비 등이 필요하며, 과학적 원리를 공학
과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시설과 도구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STEAM Lab에 필요한
주요 시설 및 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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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학 및 기술 관련) 과학 원리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결과물로 제작할 수 있기
위한 기자재 및 시설, 특히 학생들이 창의적인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 및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둘째, (예술 관련) 예술 원리와 현상을 연구에 접목, 응용할 수 있기 위한 악기나 음
향기기, 관련 장비, 그래픽과 영상 관련 장비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셋째, (소통 관련) STEAM 교육은 팀원 간, 또는 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효과적 소통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가 지원되어야 한다. 가령, 화상 회의 시스템
과 같은 이를 위한 IT 장비 등을 구비함으로써, 타 학교에서 진행되는 STEAM 연구 팀
과의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는 대학의 연구진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시공간
적 제약을 넘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급에 STEAM 교육을 위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마련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연구를 위해서는 학교 밖, 특히
지역 거점의 과학기술대학의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외부 자원 활용
학교 내에 구비하기 어려운 STEAM 교육 관련 시설 및 기자재는 지역의 과학기술대
학 및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활용 자원을 보유한 기
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해당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유기적 협력 체제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MOU의 내용 가운데 특히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이
대학의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STEAM 연구를 위한 자료와 도서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STEAM 교육이 외부 자원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역의 과학기술대학에 ʻSTEAM 리소스 센터ʼ를 설치함은 물론 과학
기술대학 재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ʻ과기대 STEAM Labʼ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하여 설치된 과기대의 STEAM 랩은 기본적으로 과기대 학생들로 하여금
STEAM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나,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에 부족한 STEAM 시설이나 기자재, 자
료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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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TEAM 교육의 현장 착근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STEAM 교육이 운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교
육과정이 취지대로 편성, 운영될 수 있는가와 연관을 지닌다. 앞서 STEAM 교육과정 운
영 측면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1학년 과정에서
STEAM 교육과정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2~3학년 과정에서는 선택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STEAM 맥락에서 졸업 논문이 작성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상의 제도
적 한계에 대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재직 교사들은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
과단위가 80단위로 제한되어 있어 STEAM 교육과정 구성이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다
(69.2%).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TEAM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지침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67.0%),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학교 자율권을 확
대하고(72.2%), 조기 졸업제를 개선할 것(48.3%)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STEAM 교육의 운영을 위해 구비되어야 할 제도적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STEAM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업시수 및 관련 규정 정비
STEAM 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으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주당 4시간으로 운
영되는 R&E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이에 1학년에서의 STEAM 교육
과정을 필수과정으로 2~3학년에서 선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야 한다. 특히 영재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수
업 시수 조정 등이 큰 문제가 없으나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국가기
본교육과정의 운영 지침을 따른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STEAM 교육과정 기록의 공식적 관리
STEAM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및 학생 특성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고,
이를 NICE에 연계하는 등 기록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대학입시에 입학사정관제에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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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의 STEAM 교육을 위한 개념과
방향, 그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STEAM 교육
정책에서 교육대상별로 특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STEAM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STEAM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TEAM 교육 활성
화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환경적, 사회적 차원 등을 넘나들면서 엮어져야 하는데, 이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관련 예산의 확보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이 2007년 ʻ미국경쟁법안(American COMPETES Act)’을 제정하여 STEM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연간 1만 명의 초･중등 STEM 교사 양성 재원으로
약 3억3천만불(3조9천6백 만원, 2008~2010 기준)을 투입하거나, STEM 교육을 위한
과학기자재 지원을 위해 연간 500만불(60억원, 2008 기준)을 지원한 사례는 STEAM 교
육 정책의 추진에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에 대한
STEAM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STEAM 교육이 발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
어야 할 것이다. 가령 2004년부터 STEM 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영국은
교육기술부 단독 추진 방식을 벗어나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재
무부와 교육기술부가 공동으로 ʻ과학과 혁신을 위한 투자 기본 방향ʼ을 설정한 것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 교육기술부와 무역 산업부를 포함한 범 부처 및 관련 재단이 참여하도
록 한 것은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또한 영국은 STEM 정책 추진의 위상을 ʻ장관급 조정
위원회ʼ로 격상시켰으며, STEM 자문 포럼을 개최하여 정책 개발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들의 참여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STEM 교육 정책이 발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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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과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및 특허청 등, 범정
부적인 협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진 기구의 위상을 격상한다면 STEAM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STEAM 교육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그에 따른 인
재 확보가 국가 생존의 문제로서 부각되는 시대에서 STEAM 교육은 창의적 과학기술인
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인식을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STEAM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STEAM 교육에 대한 효과를 주기적으
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
시스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 연구와 정책의 수립, 그에 따른 현장에
서의 실천이 삼위일체로 순환될 때 비로소 정책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실증적인 관점에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대한 STEAM 교
육의 적용 효과를 분석하고, STEAM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우수실천
사례를 발굴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이 발전적인 방
향으로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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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ster students in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by guiding direction to the STEAM educat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e concept and the school system, training curriculum for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n STEAM education, teacher empowermen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physical facilities support, and specific methods regarding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were researched to come up with suitable STEAM
educational development for students in Science High Schools and Gifted School.
In order to carry out the research, analysis on previous studies,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orkshops with teachers at Gifted Schools were performed
an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came up with the suitable method for
STEAM educational development in Science High Schools and Gifted School.

❏ Theoretical background
The followings are the theoretical analysis on the previous studies to explore
the appropriate characteristics of STEAM education targeting specialized
students with talent in Science High Schools and Gifted School.
First, based on the reviews on science talents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the recent studies show ‘creativity’ is arising as an important factor and
among people who has made many creative achievements possessed multiple
ability (polymathy) which strongly defends the logic that ability in various
fields promotes creative thinking. Especially the changes in today’s society to
the creative based, requires fostering international creative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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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alents and such core competencies, ‘professionalism’, ‘thinking’,

‘ethics’, and ‘communication’ are required.
Second, the results on students’ characteristics of Gifted High School show
that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students have high ability in 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 understanding of pers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intelligence and low in natural intelligence and also have high internal
motivation and have strong creative ability to solve problems. There were
almost no findings on other affective characteristics nor on their learning styles
that th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be carried out.
Third, the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related cases on STEAM education
analysis show that the U.S. and the U.K. is implementing STEAM education to
inflow outstanding talent and control the escape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It may seem different looking at the
operation of STEAM education in Korea, however looking at the aspects that
these countries have abundant base on humanities and arts education, the
ultimate STEAM education contained similar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In
addition, analysis on STEAM related educational cases in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Singapore did not explicitly advocate, however looking at the point
of educational content aspect that combine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humanities, arts, and mathematics show that it has been operated through
organically combined programs and educational curriculu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hes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purpose of STEAM education on ‘Creative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the students in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to be able to come up with the core competency where the term A is
added on STEM in Korea which not only in the content itself but also through
the amicable emphasis which should be put into, in order to pursue the need
through variety range of resource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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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alysis of STEAM educational conditions in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In order to analyze the educational conditions in Science High Schools and
Gifted Schools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he main results from the surveys and in-depth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to find the appropriate characteristics of the STEAM
education toward students in Science High schools and Gifted School, the
research show that students in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preferred
subjects in the order of science, math, physical education, music, fine arts and
liked to study alone, whereas for the tasks that requires creative ability
development, students stated that they liked exchanging ideas among others
through team-based projects and preferred the kind of research style. The
students’ awareness on STEAM education was quite low of 10%, however both
students and teachers raised the need awareness on STEAM education (about
60%) and showed their participation interests as high as about 60% which
means they have a positive view on the training implementation.
Second, the result on the survey about the state of educational conditions
who that these schools established and operated basic courses and advanced
curriculum for science field development and put effort to enable the operation
of research activities and specialized activities. In most of the Gifted School the
convergence related curriculum was provided, however the Science High school
did not have these subjects and both types of schools were student-centered
and there was the autonomous activity called R & E. In teachers’ aspects, more
than 80% of teachers responded they have difficulties and are burdened by the
development of courses and operating of STEAM education curriculum and also
the problems lies in the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 other field of
studies. In terms of learning environment, it turned out that the need to secure

｜

195

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Ⅲ)

space and variety of physical facilities and financial support was mentioned.
Third, the survey result on the opinions about STEAM education promotion
and operation plan, the students wanted the STEAM education in the regular
education courses where they can choose the subjects and also teachers wanted
to organize the STEAM content and operate flexibly with the existing courses.
The method to strengthen the teachers’ competencies, students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eachersʼ qualification and abilities who can respect and assist
them as a supporter, and teachers responded the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s. In regards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here were comments on urgent supports on environmental and municipal parts
and other model operation and preparation on legal grounds.
The workshops on STEAM education targeting teacher educating the talented
students was conducted twic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workshop was conducted in order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basic knowledge of STEAM education and made teams to plan STEAM
educational programs. Through the workshop, the result show that teachers
were confused because of the absence of exact concept of STEAM causing
conflicts among teachers where they could not come to a smooth cooperation.
Second, the second workshop was planned to focus specifically on the actual
STEAM educational development. Teachers developed the curriculum by
integrating art field focusing in math and science area and with the help of
experts they were able to come up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aim and
content of STEAM education, as a result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lesson
plan, therefore enabling to develop teachers’ abilities as the STEAM educators.
The study and analysis on STEAM education condition based on the above
survey, in-depth interviews and workshops at the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these materials are important data to meet the ultimate goa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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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education in order to develop specific plans and measures. The opin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from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the awareness of STEAM by the teachers and the expectations on supports and
planning from the related agencies are to make STEAM education development
to toward to more suitable real-world plan.

❏ The Direction and Reconceptualization of STEAM Education.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direction of science education in the major
foreign countries, these countries performed STEAM education in order to foster
creative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and the STEAM education aspects were
quite similar to Korea. Moreover, surveys show that teachers, students and school
vice-commissioner believe that the STEAM education allows the in-depth
understanding and insight in science through the combination thinking. However,
the effort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the real-world implementation through
the workshops, participants were confused between the two terms STEAM and
STEM, and were not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s where every individual had
their own definitions and opinions on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making it
difficult to implement in the real-world 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is to define the STEAM education concept and show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as a result providing and establishing the basis on
STEAM education to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1. Establishing the concept of the STEAM education
In this study, STEAM education is defined as follows.
STEAM education is the combination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humanities
arts, and mathematics to enhance professional knowledge and versatility to promote
creativity and expand convergence thinking and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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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elements ‘Arts’ of STEAM education includes not only general art
(fine arts, music, etc.) but also liberal arts. This is the essential elements for
scientific achievements in liberal arts which supplement thinking method in
science, mathematics, engineering and technology that promotes reflective
thinking and aesthetic thinking which makes creative thinking and insight
possible.

2. The Direction of STEAM education
The summary of the direction of STEAM education are as follows.
∙ The aspect of students’ creative ability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goal of
STEAM education is to foster creative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by developing
necessary competencies such as professional, creative thinking, ethical awareness,
communication power through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association.

∙ The aspects i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TEAM education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and draw the cooperation between educators and
learners where educators should interact openly and freely.

∙ The aspects of education-based establishment: STEAM education should acquire
appropriate facilities and equipment needed to operate and such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must be equipped to work well in cooperation with external
resources.

∙ The aspect of content-based linkage: In the linkage style the STEAM education of
each curriculum (area), integration of content-based, application of integration and
creativity-centered of the integration in various ways should be appropriately used.

❏ STEAM Education Development Plan in the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Based on the concept and direction of STEAM curriculum made for the Science
High Schools and Gifted School were presented in terms of maintaining the five
key points: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curriculum development pla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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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competencies; draw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upporting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organizing related regulations and the below
shows the core elements for each points.

1.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TEAM curriculum
STEAM curriculum, in conjunction with R & E, should consist of several steps
where the final stage should have two separate advanced courses of R&E and
STEAM, depending on students’ choice. R&E and STEAM activity consist of
three steps and the features are as follows.
∙ Step 1 :The 4 credit prerequisite course which all students should enroll that
includes basic research methods and experimental survey studies necessary for
both R&E and STEAM activities.
∙ Step 2: The elective course related to R&E and STEAM activities where students
can select the STEAM research activities which refine the research activities and
develop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technologies.
∙ 3 Steps: Similar to Step 2, students may choose and participate in STEAM
activities where they involve in the overall process and individually build
leadership and independence to foster responsibility and ability to complete the
STEAM project.

2. Empowering teachers for STEAM education development
This study suggests the type of teachers needed to operate STEAM education
at the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 Type of teachers: STEAM coordinator, STEAM mentor, team assistants, teachers and
external experts in various fields.
∙ Ways to strengthen teachers’ competency:
- Teachers should know their roles and appropriate training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 Strengthen the on-site support through teacher association committee.
- Provide opportunities to present excellent training program on STEAM educa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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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tablishment 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n STEAM system
To present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thods to promote
STEAM education are categorized by the levels as follows.
∙ The national level: The establishment of ｢STEAM National Center｣
- In charge of the role as a library, the role of STEAM community among education
officials, the role of human resources poll.

∙ The local level: Establishment of ｢STEAM Resource Center｣
- Build and operate resource center for personnel, facilities and materials support
on STEAM educational development in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at
four Univers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 The school level: ｢Organizing STEAM Education Support and STEAM Training
Operating Committee｣
- Support more efficient operation of STEAM education in schools.

4. Facilities and equipment support in STEAM education activation
Measures for facilities and equipment support are as follows.
∙ Operate ｢STEAM Lab｣: Provide various options to foster students’ creative inventions.
∙ Utilize external resources: Utilize local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of
Science and Technology

5. Regulations for real-world implantation of STEAM education
The legal (regulation) support measures are as follows.
∙ Operation of class hours and relevant provisions on STEAM education courses:
Utilization of R & E operation optionally.

∙ Formal management of course record on STEAM education courses: With the
conjunction with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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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uggestions for the future
With this, in addition to the STEAM education development planning in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hool below are the future challenges for more
progressive STEAM education promotion.
∙ Secure funding for STEAM education
∙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for STEAM education development
∙ Increase social awareness on STEAM education
∙ Research on circular systematic on the effectiveness STEAM education

Keywords: Creative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 STEAM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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