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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등학교 현장수업으로 하나로서 기존 과학수업에서 보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적용은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기본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흐름, 흥미와 이해를 높여 전반적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최 등, 2012). 그러나 STEAM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융합현장교육(STEAM R&E) 프로그램의 하나인 축산농가 환경오염에 대한 암
모니아 감축방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참여대상은 청도고등학교 『STEAM R&E』 축산농가 환경오염에 대한 암모니아 감축방안 프로그램에 참여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11명과 여학생 19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시 기간은 2016년 8월 17일
∼ 9월 20일까지로 이 시기에 시행한 STEAM R&E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는 총 10개 항목(수업 이해도, 직업세계의 이해도, 과학수업의 가치, 실생활에서 과학수업의 적용,
학습효과, 암모니아에 대한 지식 습득, 동물사양, 융합프로그램, 이론수업 그리고 이론수업과 실험수업의 중
요성)의 설문을 통해 5점 척도의 리커트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14
VERSION)를 이용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간들의 집단 평균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공통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사전설문과 비교 시 총 10개 항목(수업 이해도, 직업세계의 이해도, 과
학수업의 가치, 실생활에서 과학수업의 적용, 학습효과, 암모니아에 대한 지식 습득, 동물사양, 융합프로그램,
이론수업 그리고 이론수업과 실험수업의 중요성)은 STEAM R&E 축사농가 환경오염에 대한 암모니아 감축
방안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설문 결과에서 수업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집단 평균비교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9개 항목(수업 이해도, 직업세계의 이해도, 과학수업의 가치, 실생활에서 과학수업의 적용, 학습효과, 암
모니아에 대한 지식 습득, 동물사양, 융합프로그램 및 이론수업 항목)에서 수업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적으로 STEAM R&E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호기심과 관심
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론수업과 실험수업의 중요성 항목에서는 사전·사후 비교에서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또한 고등학교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한 STEAM R&E 프로그
램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STEAM R&E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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