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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동향 분석 및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한 혜 숙 (단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 및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1년부터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개발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과 관련 논문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석의 대상에 포함된 19편의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관련 논문에는 ‘상황제시’, ‘자기 문제화’, ‘새로운 도전’, ‘자기 평가’의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에 중점을 두어 중학교 2학년 학생

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Ⅰ. 서 론

1)2)

2010년 교육부1)에서는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 과학

기술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하고자,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체험·탐구활동 및 과목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예술적 기법을 접목하여 과학-기술-공학-수학의 학습내용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구조화 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교육부, 2010). 그 후 교육계에서는 다방면에서 STEAM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초, 중등학교 현장에서는 STEAM 연구시범 학교나 STEAM 교사 연구

회를 중심으로 STEAM 교육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도에 STEAM

연구(시범)학교의 수가 16개로 시작하여 2012년도에는 80개, 2013년도에는 88개로 확대되었으며 STEAM 연구시

범 학교의 경우는 STEAM 관련 교과(과학, 수학, 기술·가정, 음악·미술)교육과정의 20% 범위 이내에서 STEAM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3).

이러한 STEAM 교육의 확산에 따라 수학교육분야에서도 STEAM 교육과 같은 통합/융합교육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수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STEAM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2012년 1월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의 입시 대비 변별력 확보를 위한 수학교육을 미래 대비 사고력

과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교육으로 개선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교육부, 2012),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서도 통합/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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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이 교육부로 변경되었으므로 본 논문의 본문에서는 명칭을 교육부로 통일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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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의 기본 방향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의 3가지로 제시되었는데, 이 중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

학과 타 교과간의 통합 교수-학습을 제안하였다. 즉 수학과 타 교과간 통합 교수-학습을 통해 정치, 경제, 음악,

미술 등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 녹아있는 수학적 개념․원리들을 탐색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하고 통합적․입체적 시각 및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교육부, 2012). 특히 수학과 과학 기술 과목간의 통합 교육의 경우는 STEAM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통합/융합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2012년도에 수학과 타 교과간 공통 학습요소를 반영한 교수-학

습 자료 및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과 연수과정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2년도에는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주관 하에 중학교 수학과 국어, 사회, 예술, 체육, 과학 교과의 통합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되

었고, 2013년도에는 고등학교 수학과 타 교과 통합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STEAM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STEAM 교육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자

STEAM 수업 모델 및 초, 중등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STEAM 교수-학습 자료와 STEAM 교육에

관한 참고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개인 연구자들도 수학교과에서의 STEAM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예. 고영주, 2012; 고원경, 2013; 김우진, 2012; 부경임, 2012; 부은영, 2012; 서보라,

2012; 송윤미, 2013; 최유나, 2013; 허형구, 2013)를 수행하고 있다. 수학사를 활용하여 STEAM-교수 학습 자료

를 개발한 연구(이민희, 임해미, 2013), 수학적 개념의 형성에 관해 다룬 연구(고은주, 2013; 고현지, 2013; 박수

진, 2012), 과학적 도구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연구(기연진, 2013; 김은정, 2013; 이범석, 2013; 천보문, 2012)등이

있고, 여러 연구(예. 김미숙, 2013; 김준송, 2013; 이승우, 백종일, 이정곤, 2013; 이정헌, 2013; 이민희, 임해미,

2013)에서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활용이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정의적인 측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이민희, 임해미(2013)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시계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삼각함수 관련 개념을 탐구하도록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하였는데 그러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학적 가치를 포함한 수학적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승우, 백종일, 이정곤(2013)은 초등수학 영재를 대상으로 각과 속력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

한 올림픽 경기와 앵그리버드게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흥미와 학습동기 등이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정현

(2013)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력에 있어서 STEAM 교육을 적용한 집단과 전통적인 수학 수업을 진행한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STEAM 교육은

중위집단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EAM 교육은 수학적 가치 인식과

수학적 호기심과 같은 태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지만 STEAM 교

육이 현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김지숙, 2013; 박영석 외,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STEAM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STEAM 교육에서 수학교과의 역할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학교과에서 STEAM 교육의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수학교과에서의 STEAM 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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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에서 STEAM 교육의 정의 및 구성 요소

백윤수 외(2012)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

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STEAM 교육의 철학 및 방향, STEAM 교육의 개념적 정의, 구성 요소, STEAM 수

업 구성의 원리(STEAM 학습 준거), 실행 방안 등에 대해서 제시하였고, STEAM 교육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내용을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

(Emotional Touch)으로 경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

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p. 37)

그들은 STEAM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내용 융 통합(Convergence)’, ‘배

려(Caring)’와 같은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현주 외(2012)는 STEAM 교육의 구성 요소를

크게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내용 융 통합’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창의적 설계란 “학습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지식(knowledge), 제품(products), 작품(artworks) 등과 같은 산출물을 구성하기 위하여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 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p. 535)이라고 정의하며 창

의적 설계의 과정은 수학, 과학적 문제해결의 과정이나 공학의 설계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지식의 산출이 목적인 창의적 설계의 과정은 ‘문제 인식’, ‘해결 방안 계획’, ‘해결 방안 실행’, ‘지식 산출’, ‘지식

평가’의 5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Polya가 제안한 수학적 문제해결의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제품 산출을 위한 창의적 설계의 과정은 ‘필요 발견’, ‘문제 정의’, ‘제품 설계’, ‘제품 산출’,

‘제품 평가’의 5단계로, 작품 산출의 과정은 ‘예술적 발상’, ‘아이디어 창안’, ‘작품 산출’, ‘작품 감상’의 4단계로 제

시하였는데 창의적 설계의 세 가지 산출 과정은 서로 배타적인 개별적 과정이 아닌 서로 상보적이며 융합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창의적 설계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서로 배려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감성적 체험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

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 타인 및 공동체와

의 관계, 자연과 문화 등의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p.

543)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감성적 체험은 학생들이 창의적 설계의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연계된 활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하는 학습동기의 유발로 연결되어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요소이다. 그들은 내

용 융 통합을 “두 개 이상의 교과 내용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p. 545)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주체로 실시된 2013년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오리엔테이션의 자료집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융 통합의 경우에는 과학교과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 통합을 하도

록 제안하고 있다. STEAM 교육이 수업을 통해서 실천되기 위해서 STEAM 수업은 ‘상황제시’, ‘창의적 설

계’, ‘감성적 체험(성공의 경험)’이라는 3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상황제시’란 학생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제 상황의 제시를 의미

하며(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이러한 상황제시는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 사항을 학생 자신의 문제로 인

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역할을 한다(박현주 외, 2012). 상황

제시 이후에 학생들은 창의적 설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현하여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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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 강조된다.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성공의 경험(감성적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내재적 보상은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도록 만드는 동기유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박현주 외, 2012). 이러한 STEAM 수업의 구조(학습 준거틀)

를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2012)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STEAM 학습 준거틀 (p. 161)

III.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분석

기존에 개발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 수학교과의 포함 비율 및 수학교과의 역할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발표된 학회지, 학위논문 가운데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분석 결과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총 131편의 논문을 선정하였으나,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단지 프로그램의 주제만 소개한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23편2)의 논문

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은 국내 학술 DB인 KERIS에서 ‘STEAM’ 및 ‘융합인재교육’을 핵심어로 검색하

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논문에 대한 1차 분석은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고, 논문 출판 유형에 따른 학교급별 프로그램의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논문
학위 36(50%) 16(22.2%) 20(27.8%) 72

학회지 37(67.3%) 9(16.4%) 9(16.4%) 55

계 73(57.5%) 25(19.7%) 29(22.8%) 1273)

<표 1>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현황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발표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가운데 초등학교급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57.5%),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급(22.8%), 중학교급(19.7%)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수가 전체 프로그램 수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특정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목을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교사가 주도적으로 STEAM 교

2) 학회지와 학위 논문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발표한 논문은 12편이었으며 중복처리 되었음.

3) 총 논문의 수는 123편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혼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 중복 처리되어 총 수

가 123을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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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는 각

교과목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각 교과의 전문성을 갖추면서 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태지훈, 2013), 초등학교급에 비해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인재 양성이라는 STEAM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STEAM 교육이 전 학교급에서 지

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등학교급에서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논문에 대한 2차 분석은 교과 내용 융 통합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즉 STEAM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교과 내용의 융 통합이 필요한데 각각의 프로그램이 어떤 유형

의 교과 내용 융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문 유형에 따른 학교급별 내용 융 통합 유형

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2>와 같다.

초등학교(73개) 중학교(25개) 고등학교(29개)

S T E A M S T E A M S T E A M

논문
학위 36 33 29 36 34 15 16 14 16 15 19 19 18 20 18

학회지 37 37 37 37 37 9 9 9 9 9 9 9 9 9 9

계 73 70 66 73 71 24 25 23 25 24 28 28 27 29 27

<표 2>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내용 융 통합 유형 분석

초, 중, 고등학교급 모두에서 학회지에 발표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 연구자들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5개 교과 모두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논문의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5개 교과의 융 통합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6개의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논

문에서는 4개 교과 이상의 내용 융 통합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123개의 논문에서 과학교과는 121편, 기술교과 119편, 공학교과 112편, Arts(예술)교과 123편,

수학교과 118편으로 Arts(예술) 교과, 과학 교과, 기술·수학교과, 공학교과 순으로 내용 융 통합 교과의 대상이

되었다. 모든 STEAM 프로그램에 Arts(예술) 교과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TEM 교육에서 STEAM

교육으로 변화하면서 Arts(예술)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수

학교과를 포함하는 논문은 초등학교급에서 71편, 중학교급에서 24편, 고등학교에서 27편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대부분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수학교과를 내용 융 통합의 대상으로 포함

하고 있었다.

2. 중심 교과목별 분석 결과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3차 분석은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중심 교과목에 대한 분석으

로 이루어졌다. 가정, 실과교과의 경우는 기술교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위·

학회지 논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개발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37.4%), 그 다음으로는 기술(30.1%), 수학(17.1%), Arts(13.8%), 공학(3.2%)교과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교

과와 기술교과를 중심으로 개발된 교수-학습 프로그램 관련 논문의 수가 전체 논문의 6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학, 기술교과 영역에서는 이미 STS, STEM 등 융·통합 교육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있어왔

고, 우리나라에서의 STEAM 교육은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재의 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 기술교과 영역의 연구자들을 고무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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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교과 논문 학위 논문 학회지 논문 편수(%)

과학 24(34.3%) 22(41.5%) 46(37.4%)

기술 16(22.9%) 21(39.6%) 37(30.1%)

공학 1(1.4%) 3(5.7%) 4(3.2%)

Arts(예술) 12(17.1%) 5(9.4%) 17(13.8%)

수학 17(24.3%) 2(3.8%) 19(15.4%)

계(편수) 70 53 123

<표 3> STEAM교육 프로그램의 중심 교과목별 분석

그런 반면에,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논문은 전체 논문의 17.1%로 나

타나 과학, 기술교과에 비해 STEAM 교육에서 수학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수학교육계에서도 수학 과학통합교육을 포함하여 MST, STEM 교육 등 수학과 타 교과간 통합/융합교육이 강

조되고 있으나 이는 과학, 기술교과에 비해서 수학교과에서의 융합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 저조하거나 수

학교과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어려움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Arts(국어, 사회, 지리, 미술,

음악 등)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고 분류된 17편의 논문들 중에서 12편의 논문은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개발되었

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예술적 상상력과 감성, 시각화 원리를 활용한다(Miler, 1996)는 점에서 미술교과를 중심으

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3.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수학교과에 대한 분석

4차 분석은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수학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의 영역(p. 2)으로 구성되고, 중학교 수학은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의 영역(p.

3)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수학과 내용 영역에 대한 분석은 2009개정 수학과 교

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교급별 수학과 내용 영역의 구분에 따라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경우는 중학

교 수학의 내용 영역과 같은 범주로 분석하였고, 내용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교급

수학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수와 연산 30(25.2%) 5(13.9%) 14(25.9%) 49(23.4%)

도형
기하

30(25.2%)
12(33.3%) 22(40.7%) 81(38.8%)

측정 17(14.3%)

확률과 통계 9(7.6%) 5(13.9%) 4(7.4%) 18(8.6%)

문자와 식 0(0%) 3(5.6%) 3(1.4%)

함수(규칙성) 33(27.7%) 14(38.9%) 11(20.4%) 58(27.8%)

계 119 36 54 2094)

<표 4>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의 수학 내용 영역별 분석

4) 한 프로그램에서 내용 영역의 요소가 2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내용 영역에 따른 논문의 총 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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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내용 영역은 규칙성 영역(27.7%)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수와 연산 및 도형

(각각 25.2%), 측정(14.3%), 확률과 통계(7.6%)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급에서는 함수(38.9%) 영역이 가장 많았

으며, 기하(33.3%), 수와 연산 및 확률과 통계(각각 13.9%), 문자와 식(0%) 순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급의 경우

는 기하(40.7%), 수와 연산(25.9%), 함수(20.4%), 확률과 통계(7.4%), 문자와 식(5.6%)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 전체에서는 기하(도형, 측정)영역이 가장 많았으며(38.8%), 그 다음으로는 함수(규칙성)(27.8%), 수와 연산

(23.4%), 확률과 통계(8.6%), 문자와 식(1.4%)순으로 나타났다.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 기하 영역과 함

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기하 영역이나 함수 영역이 실생활이나 타 교과와의 연결성 또는 접근성이

높은 특성을 갖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어떠한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에서 수학교과의 행동 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과 평가틀에서는 행동 영역을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의 4개 영역(조윤동 외, 2012)으로 제시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초등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행동 영역은 계산(49.5%)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해(36.6%), 추론(8.6%), 문제해결(5.4%) 순으

로 나타났다. 중학교급에서는 계산(60.7%) 영역이 가장 많았으며, 이해(35.7%), 추론(3.6%)순으로 나타났고, 고등

학교급의 경우는 계산(54.3%), 이해(40%), 문제해결(5.7%)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전체에서는 계산 영역이 가장

많았으며(52.6%), 그 다음으로는 이해(37.2%), 추론(5.8%), 문제해결(4.5%)순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

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중에는 수학적 추론이나 문제해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수에

비해 기본적인 계산 기능을 수학교과의 영역으로 포함시킨 프로그램의 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타

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수학교과를 단순이 계산 기능을 하는 도구 교과로 인식하는 경

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수학교과에서는 ‘계산’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만 STEAM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인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에서 수학교과의 역할이 도구적인 기능 보다는 추론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좀 더 고등적인 수학적 능

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급

수학 행동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계산 46(49.5%) 17(60.7%) 19(54.3%) 82(52.6%)

이해 34(36.6%) 10(35.7%) 14(40%) 58(37.2%)

추론 8(8.6%) 1(3.6%) 0 9(5.8%)

문제해결 5(5.4%) 0 2(5.7%) 7(4.5%)

계 93 28 35 1565)

<표 5>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의 수학 행동 영역별 분석

IV.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1.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분석

전체 논문의 편수인 123보다 많다.

5) 한 프로그램에서 행동 영역의 요소가 2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행동 영역에 따른 논문의 총 편수는

전체 논문의 편수인 123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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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문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주제
수학적 주제

대상

학교급

포함

교과

1 수자원, 제주도 도형, 합동, 프랙탈 초 STEAM

2 자동차, 하중, 건축, 디자인 입체도형, 피타고라스 정리, 프랙탈 초 STEAM

3 게임, 황금비, 탱그램, 반지 황금비, 도형, 논리, 문제해결 초 STEAM

4 여행, 숫자, 화석, 시장, 선거

큰 수, 연산, 소수, 경우의 수와 확률,

길이와 시간, 원, 둘레와 넓이,

규칙찾기, 그래프, 수의 범위, 어림

초 STEAM

5 올림픽, 게임 각, 속력 초 STEAM

6 축구공 정다면체, 준정다면체 초 STEAM

7 바퀴차, 무드등, 원뿔, 원기둥 원, 원기둥, 원뿔, 전개도, 단면, 도형 초 STEAM

8

무게중심, 달까지의 거리,

주사위, 정다면체, 길이, 작품

감상, 단세포, 한옥 처마, 대기권

무게중심, 닮음비, 정다면체, 다면체,

황금비, 측정, 부피, 겉넓이, 표면적,

삼각비

중 TAM

9 자원 절약 함수, 그래프 중 STEAM

10 어셔, 카메라 원, 부채꼴, 원주율, 길이, 넓이 중 STEAM

11 암호 일차함수, 그래프 중 STEAM

12 작도, 렌즈 작도 중, 고 STEAM

13 시계, 염색, 복리, 비행기
각도, 비례식, 함수, 그래프, 경우의 수,

삼각형
고 STEAM

14 해시계 삼각함수 고 STEAM

15 도시계획 부등식 고 TEAM

16 건축 황금비, 기하, 도형 고 STEAM

17 건축 황금비, 기하, 도형 고 STEAM

18 자취, 소리, 함수, 렌즈 이차함수, 삼각함수, 닮음 고 STEAM

19 건축물, 탈, 프랙탈 분수, 소수, 연산, 원기둥, 겉넓이, 부피, 고 STEAM

<표 6>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요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개발된 19편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제, 대상, 교과별 분석을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분

석은 본 연구자와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2인의 외부 연구자가 모여 각 프로그램에 대

해 충분히 논의를 한 후 STEAM 교육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STEAM 교육 체크리스트는 리커트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

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19편의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는 <표 6>과 같다.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테셀레이션, 황금비, 탱그램, 함수 등과 같이 수학적 요

소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주제보다는 건축, 도시계획, 제주도, 여행, 자원 절약, 카메라와 같은 실생활과 연계된

주제를 활용한 주제 중심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STEAM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적절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주제별 수학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황금비, 함수, 도형, 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

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기하(도형)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수행된 STEAM 교

수-학습 프로그램에서 수학교과 내용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하 영역이 실생활이나 타 교

과와의 연결성 또는 접근성이 높은 특성을 갖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동향 분석 및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531

STE

AM

교육

활동

준거

상황

제시

상황 제시 · 전체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상황을 제시하였는가?

자연스러운 융합 · 과학, 수학, 기술, 공학, 예술 교과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설계되었는가?

창의적

설계

학생 중심
·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중심으로 프로그램

이 설계되었는가?

아이디어 발현 · 프로그램에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는가?

자기 문제화 · 학습자가 학습 주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도록 수업이 구성되었는가?

학습 방법
· 개념을 교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고 활동을 통해 학생이 깨우치도록 설계되

었는가?

과정, 활동 중심 · 결과보다 과정이, 지식보다는 활동이 강조되었는가?

다양한 산출물 ·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다르게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는가?

협력 학습 · 동료, 교사, 다양한 도구와의 협력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감성적

체험

Hands-on
·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hands-on)을 통하여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가?

성공의 경험 · 학습자가 성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새로운 도전 요소 · 연계된 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설계되었는가?

평가 자기 평가 · 학습자가 스스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표 7> STEAM 교육 학습 준거 체크리스트(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비례식, 경우의 수, 규칙, 문제해결,

2. STEAM 교육 체크리스트를 통한 분석

한국과학창의재단(2012)에서는 STEAM 교육의 개념과 프로그램의 판단기준이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STEAM 교육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는데, STEAM 교육 체크리스트는 ‘STEAM 교육 목적’, ‘STEAM 교육 개

념’, ‘STEAM 교육 학습 준거’라는 세 가지 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1-7개 정도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하위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 또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

육 학습 준거’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한국과학창의재단(2012)

에서 제시한 ‘STEAM 교육 학습 준거’는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

나, 백윤수 외(2012)가 제시한 STEAM 수업 설계 준거틀에서는 ‘STEAM 교육 학습 준거’가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보상’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자기평가’의 요소를 ‘보상’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적 체험’의 요소 중 ‘자기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평가’라는 영역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가. 상황제시

‘상황제시’ 영역은 ‘상황제시’와 ‘자연스러운 융합’이라는 2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리커트척도

상황제시영역의 세부 항목
1 2 3 4 5 계(편)

상황 제시 11 3 1 4 0 19

자연스러운 융합 0 4 4 11 0 19

<표 8> 수학중심 STEAM 프로그램에서의 상황 제시

19편의 수학교과 중심의 프로그램 중 14편의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자연스러운 상황(문

제 또는 학습 상황)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4편의 논문에서만 상황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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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황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은 상황제시가 전혀 없거나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어내기 위해 프로그램의 초반에만 나타나 있는 경우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11편의 논문에서는 각각의 교과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전체 프로그램을 아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의 제시의 고안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

가 있다.

나.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영역은 ‘학생중심’, ‘아이디어 발현’, ‘자기문제화’, ‘학습방법’, ‘과정·활동중심’, ‘다양한 산출물’,

‘협력 학습’의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전반적으로

‘학생중심’, ‘아이디어 발현’, ‘과정, 활동중심’, ‘다양한 산출물’, ‘협력 학습’의 항목은 프로그램에 잘 반영되어 있는

논문의 수가 그렇지 않는 논문의 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 문제화’ 항목의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논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편에 해당하는 논문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자기 문제화’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결과는 ‘상황제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상황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문제해결 과정, 즉 창의적 설계의 과정에 몰입할 수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기 문제화의 부재는 결국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 설계의 과정에 의미

를 부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을지라도 문제 상

황의 범위나 수준이 학생의 수준에 비해 너무 높아서 학생들이 창의적 설계의 과정을 자신의 문제화로 인식하

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다. 따라서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

램의 개발 시에는 창의적 설계의 과정을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하

여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리커트 척도

창의적 설계 영역 세부 항목
1 2 3 4 5 계(편)

학생 중심 0 0 5 13 1 19

아이디어 발현 0 3 4 10 2 19

자기 문제화 8 8 3 0 0 19

학습 방법 0 5 7 7 0 19

과정, 활동 중심 0 1 6 12 0 19

다양한 산출물 1 3 2 10 3 19

협력 학습 1 4 0 9 5 19

<표 9> 수학중심 STEAM 프로그램에서의 창의적 설계

다.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의 세부 항목인 ‘Hands-on’, ‘성공의 경험’, ‘새로운 도전’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열정이나 흥미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은 13편이었고,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대한 성취감 또는 실패의 경험을 통한 성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논문은 17편으로 이 두 가지 ‘감성적 체험’의 세부 항목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연계된 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유도

하고 있는 논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시에 학생들로 하

여금 연계된 새로운 활동에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나 과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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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트 척도

감성적 체험 영역의 세부 항목
1 2 3 4 5 계(편)

Hands-on 1 2 2 11 2 19

성공의 경험 0 1 1 14 3 19

새로운 도전 요소 12 5 2 0 0 19

<표 10> 수학중심 STEAM 프로그램에서의 감성적 체험

라. 평가

‘평가’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논문은 9편으로 나타났고, 자기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논문은 10편으로 나타났다. 자기 평

가의 과정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이

러한 평가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수학적 지식이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고, 자신

의 부족한 점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기 평가 활동이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을 고려

해 볼 때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도 자기 평가의 기회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리커트 척도

평가 영역의 세부 항목
1 2 3 4 5 계(편)

자기 평가 6 4 0 8 1 19

<표 11> 수학중심 STEAM 프로그램에서의 평가

V.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현재까지 개발된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황제시’, ‘자기 문제

화’, ‘새로운 도전 요소’, ‘자기 평가’의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논문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중점 사항으로 두었다.

1.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절차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김진수(2011)가 제안한 준비, 개발, 실행, 평가의 4단계로 구

성된 PDIE 모형에 검증의 단계를 추가하여 [그림 2]와 같이 준비, 개발, 검증, 실행, 평가의 5단계를 거쳐 개발

되었다. 준비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의 학습 내용 조직을 위한 교육과정의 분석이 이루어

졌다. 개발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수업 과정안과 학생용 학습 활동지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검증의 단계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프로그램의 내용의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실행의 단계는 수

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부터 피드백을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적용 과정이 이루어졌고, 평가의 단계

에서는 프로그램의 수정 및 개선을 위하여 수업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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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목
교육과정

영역 관련 내용

2 과학 빛과 파동 · 소음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다.

2
기술

가정

·가족의 생활

·제조 기술

·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에 대해 알아본다.

<표 13> 프로그램의 교과별 관련 교육과정 분석

[그림 2]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절차

2.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내용

가. 주제선정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실생활 경험과 관련이 깊으면서 수학적, 과

학적 학습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주제를 탐색하여 소음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그 후 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실내화로 층간 소음 해결하기!’라는 학습 주제를 설정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5차시 분량의 학습 내용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및 소리 크기의 단위를 학습하고,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층간 소음 방지 실내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실내화의 제작비용을 산출하는 과정 속에

서 일차함수를 표, 그래프, 식 등으로 표현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실내화를 제작하는 과

정을 통해서 제품의 설계, 제작 및 평가의 과정 또한 체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과정 분석 및 STEAM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

‘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관련 교과의 학습 요소 및 교육과정 내용

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교과 학습 요소

과학 소음

기술/공학 소음 측정기(핸드폰 소음 측정 앱)를 사용한 소음의 측정, 제품의 설계와 제작

예술 실내화 디자인의 심미성

수학 일차함수와 그래프

<표 12> 교과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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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STEAM 학습 준거

상황

제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층간 소음 문

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 집 방문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고,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층간 소음 방지 실내화 만드는

문제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실내화를 만들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실내화 바닥재의 재질 및 두께와 소음간의 관계 파악하기, 실내화 제작비용 산출에 필요한 요소

파악하기

·다양한 재질에 따른 실내화 제작비용을 예상하면서 일차함수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 이해하기

·재료, 두께에 따른 실내화를 설계하고, 제작하기

·실내화 평가 기준표를 설정하고 평가 기준(예. 제작 비용, 소음도, 기능성, 심미성 등)에 따라 평가하기

감성적

체험

·층간 소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경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소통 및 협력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경험

·실내화를 제작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경험

<표 15> ‘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 프로그램의 STEAM 학습 준거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하여 만들어 본다.

1, 2, 3 미술 표현

· 표현 의도에 알맞은 주제,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등을

계획하여 나타낼 수 있다.

·표현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2 수학 함수 · 일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내용

목표

· 소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실내화의 두께 및 재질에 따른 실내화의 제작비용을 표, 그래프,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실내

화 제작에 따른 비용을 예측하면서 절편, 절편, 기울기 등의 수학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실내화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층간 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 과학적 원리가 활용됨을 체험함으로써 수학, 과학 학습의 필요

성을 느낄 수 있다.

· 실내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표 14> ‘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

‘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를 내용 목표와 과정 목표로 설정하였고, 그 내용은 <표

14>와 같다.

다. STEAM 학습 준거 요소

‘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 프로그램에서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5>와 같다.

라. 차시별 학생 활동과 학습 내용

‘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 프로그램은 총 5차시 분량으로 개발되었다. 1차시에는 소음의 개념, 소음 측

정 방법,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고, 2-3차시실내화

의 제작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차함수와 관련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5차시에는 실

내화를 제작 및 평가와 더불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차시별 학생 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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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생 활동 학습 내용

1차시

① 일상생활에서 소음의 종류를 찾아보기

② 생활 소음의 크기를 측정해보기

③ 생활 속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④ 다양한 방음재를 깔고 그 위에서의 소음을 측정해보기

② 가장 효과적인 방음재 찾아보기

소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음이 우리에

게 미치는 영향 및 소음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

2∼3

차시

① 실내화 바닥재 두께에 따른 바닥재 비용 및 두께에 따른 실내화

총 제작비용과의 관계를 표, 그래프로 나타내고, 두 그래프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기

② 실내화 바닥재 두께에 따른 바닥재 비용에 관한 일차함수의 식

과 그래프로부터 실내화 바닥재 두께에 따른 실내화 총 제작비용에

대한 일차함수의 식을 추론하기

③ 실내화 바닥재 두께에 따른 바닥재 비용 및 두께에 따른 실내화

총 제작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서 절편, 기울기
의 의미 이해하기

④ 주어진(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가지고 실내화를 제작할 때, 실내

화 제작 개수에 따른 남은 용돈의 관계)문제 상황을 통해 절편
이해하기

⑤ 실내화 바닥재 두께에 따른 실내화 제작비용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절편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⑥ 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가지고 실내화를 제작할 때, 실내화 제작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남게 되는 용돈에 대한 그래프, 일차함수 식

을 통하여 절편, 기울기 구하기
⑦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차함수의 예를 찾아보기

실내화의 바닥재 두께에

따른 바닥재 비용 그래

프를 통해서 실내화 바

닥재 두께에 따른 실내

화 제작비용 그래프에

대한 관계식을 추론.즉

일차함수    의
그 래 프 는 일 차 함 수

  의 그래프를 
축 방향으로 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실내화 제

작비용에서절편, 절
편과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서 일차함수 이해

4∼5

차시

①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어떤 실내화를 만들지 결정하기

② 결정한 조건에 따라 실내화를 제작하고 소음의 크기 및 실내화

총 제작 비용 산출하기

③ 실내화 평가 기준을 결정하고, 모둠별로 평가 기준에 따라 실내

화를 평가하기

④ 방음재 관련 직업, 진로 이해하기

⑤ 공동주거 환경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상

황 찾아보고 해결책 생각하기

⑥ 학습 내용 정리하기

실내화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제품의 설계, 제

작, 평가의 단계 이해

<표 16> 차시별 학생 활동과 학습 내용

학습 내용은 <표 16>과 같다.

3. STEAM 프로그램의 검증

‘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 라는 주제로 개발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STEAM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개발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 17>과 같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프로그램 검토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의 경우는 STEAM 교육 관련 연수에 3시간 이상 참

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STEAM 교육 체크리스트를 활용하

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8>과 같이 체크리스트의 세부 요소별 평가 결과의 평

균값이 4.14∼5점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전반적

으로 STEAM 교육에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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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 의견 수정 및 보완사항

·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재 선택시 다양한 소재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어야 다양한 산출물 또는 효

과적인 산출물이 나올 수 있음

⇨

· 한 가지 방음재료만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실내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함

<표 19> 전문가 집단의 의견 및 수정·보완사항

구분 요소 세부 설명 평균

STEAM

교육 목적
융합인재 양성 · 융합형 인재 양성 목적에 부합하는가? 4.43

STEAM 교육

개념

학생흥미 증진 ·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도록 설계되었는가? 4.43

실생활 연계 · 실생활속의 과학기술과 연관된 주제인가? 5.00

융합적 사고력

배양
· 학생의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었는가? 4.71

STEAM

교육

활동

준거

상황

제시

상황 제시 · 전체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상황을 제시하였는가? 4.57

자연스러운 융합
· 과학, 수학, 기술, 공학, 예술 교과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설

계되었는가?
4.43

창의적

설계

학생 중심
·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중심

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었는가?
4.43

아이디어 발현
· 프로그램에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상을 반영할 수 있도

록 기획되었는가?
4.57

자기 문제화
· 학습자가 학습 주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도록 수업이 구성되

었는가?
4.71

학습 방법
· 개념을 교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고 활동을 통해 학생이 깨우치

도록 설계되었는가?
4.29

과정, 활동 중심 · 결과보다 과정이, 지식보다는 활동이 강조되었는가? 4.71

다양한 산출물
·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다르게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는가?
4.14

협력 학습
· 동료, 교사, 다양한 도구와의 협력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4.43

감성적

체험

Hands-on
·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hands-on)을 통하여 열정을 가지고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4.71

성공의 경험 · 학습자가 성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는가? 4.14

새로운 도전

요소
· 연계된 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설계되었는가? 4.43

평가 자기 평가 · 학습자가 스스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5.00

<표 18> 전문가 검토 결과

구분 내용

전문가 집단 (N=7)

· STEAM 교육 전문가 1명

· STEAM 교과 관련 교사 5명

· STEAM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경험 연구자 1명

<표 17> STEAM 프로그램 내용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

또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프로그램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의견은 프로

그램의 수정 및 보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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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외에 또 다른 문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 공동 주거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상황과 해결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을 제시

· 관련 교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진로 및 직업

을 소개함으로써 교과 지식의 향후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문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군과 직업에

서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을 제시

질문 학습자 수업 소감

오늘의 수업(‘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에서

좋았던 점

· 활동하는 것이 많다.

·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

· 수학 내용이 이해가 더 잘된다.

· 평소에 궁금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좋다

· 대부분의 아이들이 할 수 있어서 좋다.

· 실생활에 사용해 볼 수 있다.

· 생각을 교환한다.

오늘의 수업에서 개선할 부분
· 재료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오늘의 수업과 일반적인 학교 수업과의

공통점

· 둘 다 수학 수업이다.

·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지식의 습득)

오늘의 수업과 일반적인 학교 수업과의

차이점

· 장소, 수업 참여도(호응도)

· 직접 만들어 본다. 활동적이다.

· 실험할 시간이 주어진다.

· 물어보고 싶은 걸 물을 수 있어서 좋다.

<표 20> ‘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 활동에 대한 학습자 수업 소감

4.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고 수업자와 학습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하여 E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중학교 2학년 대상 수학 탐구 프로그램의 수업에서 적용하였다. ‘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 활동은 총 5(225분)차시로 구성되었으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적용은 200분 동안

이루어졌다.

가. 학습자에 의한 평가

학습자들은 수업을 마친 후 개방형 문항의 설문지를 통하여 수업에 대한 의견 및 소감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학습자들은 ‘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 활동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을 주었는데 프로그램의 좋은점으로 활동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웠다는 의견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교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도

좋은점으로 들었다. 개선점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실내화 재료를 더 다양하게 선택했음 좋겠다는 의

견이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본 프로그램의 공통점으로는 지식의 습득에 대한 의견을 주었으나, 차이점으

로는 ‘실내화로 층간 소음 줄이기!’ 활동이 학교 수업 보다 학생들의 참여도나 호응도가 매우 높은점, 직접적인

체험, 실험 활동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나. 수업자에 의한 평가

수업자는 STEAM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실적이 있는 STEAM 교육 연구자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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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수업자의 수업 소감

1

·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상황제시가 수업 주제에 대한 아이들의 집중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음.

· 휴대폰 앱을 활용한 실생활 속의 다양한 소음 측정 활동이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킬

수 있고, 주의력을 흩뜨리는 것이 아니라서 좋았음.

2∼3

· 실내화 제작비용에 대한 내용을 표와 식으로 표현한 후 다시 현실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

서 학생들이 함수를 이해뿐만 아니라 내면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수학적 개념을 왜 배워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활동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는

점에서 학생들 스스로 수학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음.

· 절편, 절편과 기울기의 의미를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 상황 또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한 그래프
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함.

· 확장된 활동으로 실내화 두께에 따른 소음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을 제안함.

4∼5

· 학생 스스로가 실내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제작된 실내화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음.

· 활동지 3의 경우 설계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실내화 제작 과정에서의 재료에 따른 제작 시간의 차이가 있었음.

· 측정 장소(측정 바닥의 유형)에 따라 실내화의 소음 측정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실험 환경의 조

성이 어려움, 즉 위에서 뛰고 아래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상황의 설정이 어려워, 옆에서 소음을 측정

하였는데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및 장소에 따라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기타

· 학생들이 실내화를 제작하는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시간이 더 필요했음.

· 풀이나 본드와 같은 접착제 사용시 교사의 안내와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해 보임.

·학생들의 활동이 많다 보니 보조 교사나 도우미의 수업 보조가 필요함.

<표 21>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자의 수업 소감

· 실내화 바닥재 선정의 경우 한 가지 방음 재료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실내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 제공.

· 본 프로그램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새로운 도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소재를 통한 도전

의 기회 확대.

(1차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도전의 요소로 층간 소음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인의 노력이 아닌 또 다

른 해결 방안 찾기를 제안하였는데 최종 프로그램의 활동지 5에 ‘공동 주거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

해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과제를 추

가하여 도전의 기회를 확대함.)

에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안내를 받았다. 수업자는 본 STEAM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으나,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시간에 대한 문제, 층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환경

설정의 어려움, 수업 보조 인력 등과 관련된 의견도 주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표 21>과 같다.

5. 최종적으로 개발된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 내용, 수업자 및 학습자로부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토대로 1차

적으로 개발된 STEAM 교수-학습 자료에서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1차 프로그램에서 수정, 보완되어 최종 프로그램에 반영된 내용은 <표 22>와 같고, 최종적으로 개발한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및 학생 활동지의 예시는 <표 23> 및 <그림 3>

과 같다.

<표 22> 최종 프로그램에 반영된 수정, 보완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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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 주제 관련 교과 준비물

2-3 소음 방지 바닥재에 따른 실내화 제작 비용 산출하기! 수학
모눈종이, 자,

계산기, 활동지 3

학습단계 교수-학습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활동

소음 방지 실내화 제작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고, 경제적으

로도 유용한 실내화를 만들기 위해서 실내화 제작비용에 대

해서 생각해 보기

실내화 제작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 단계로서 실내화

제작비용 산출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학습

활동

- 두 종류의 바닥재를 선택한 후 실내화 바닥재 두께에 따른

바닥재 비용 및 두께에 따른 실내화 총 제작비용과의 관계를

표, 그래프로 나타내고, 각각에 바닥재에 대해서 두 그래프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기

- 실내화 바닥재 두께에 따른 바닥재 비용에 관한 일차함수

의 식과 그래프로부터 실내화 바닥재 두께에 따른 실내화 총

제작비용에 대한 일차함수의 식을 추론하기

- 실내화 바닥재 두께에 따른 바닥재 비용 및 두께에 따른

실내화 총 제작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서 
절편, 기울기의 의미 이해하기

- 절편이 존재하는 문제 상황(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가지고
실내화를 제작할 때, 실내화 제작 개수에 따른 남은 용돈의

관계)을 통해 절편 이해하기
- 실내화 바닥재 두께에 따른 실내화 제작비용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절편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 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가지고 실내화를 제작할 때, 실내화

제작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남게 되는 용돈에 대한 그래프,

일차함수 식을 통하여 절편과 기울기 구하기

- 실내화 바닥재 1개의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비의

개념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

며, 이 때 계산기의 사용을 허락

하도록 한다.

-일차함수  ≠의
개념을 1학년에서 배운 일차함수

  에 대한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 본 학습 활동의 소재를 활용

하여 절편이 존재하는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도록 한다.

마무리

활동

- 학습 소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문

제 상황을 만들어 본다.

- 우리주변에서 다양한 일차함수의 예를 찾아본다.

- 학습 활동에서는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제 1사분면에서만 존

재하는 경우만을 다루므로 제

2, 3, 4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

지는 다양한 실생활 문제 상황

을 찾도록 유도한다.

·새로운 도전의 요소로 실내화 바닥재의 두께에 따른 소음의 크기를 통해서 함수 개념의 탐구를 확장하

는 것도 제안되었으나 이 경우 소음도는 로그 함수로 나타내어지므로 중학교 2학년 수준을 넘어서는 내

용이므로 이 의견은 최종 프로그램에는 반영하지 않음.

· 문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군과 직업에서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을 제시

(활동지 5에 ‘화학자, 화학분석기사,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 연구원, 건축 디자이너 등의 직업군 소개’

내용 추가)

· 실내화 설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제공

(실내화 설계와 관련된 활동지 3을 4단계(설계의 목적 제시, 재료의 확인, 2종류의 실내화 디자인 하기,

실내화 평가)로 구성하여 설계의 과정을 보다 구체화 함.)

<표 23> 2∼3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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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완성된 활동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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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개발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STEAM 교육에서 수

학교과의 역할 또는 기능을 살펴보고,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토

대로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교과

융 통합의 대상으로 수학교과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교과의 내용 영역으로는 기하 영역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동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계산’ 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 STEAM 교육에서 수학교과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계산과 같은 도구적인 역할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STEAM 교수-학습 자료가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 기술교과에서 수학은 과학, 기

술, 공학의 개념과 내용의 표현을 위한 기초적인 언어로써 사용되는 도구적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수학교과에서 ‘계산’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STEAM 교육이 추

구하는 방향인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 수학교과의 역할

이 도구적인 기능 보다는 추론 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좀 더 고등적인 수학적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시에 수학교사들의 보다 적

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개발된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STEAM 교육 활동 준거 체크리스트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상황제시’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제시가 없

거나 또는 상황제시는 주로 프로그램의 도입 부분에서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장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경우 학습 전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키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학습 활동의 의미나 가치를 인식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전체 프로그램을 아우를 수 있는 상황제시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창의적 설계’의 과정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자기문제화’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TEAM 교육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의 경험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창의적 설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무엇보다 문제 상황을 자신의 문제

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학생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면 이것

은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학생들은 더욱 큰 만족감

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학습 과정에 몰입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 수준, 즉 눈높이를 고려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성적 체

험’의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연계된 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연

계된 새로운 활동에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나 과제의 제시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

로 분석의 대상이었던 논문의 절반 이상에서는 학습 활동의 결과를 학생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에서 평가는 주로 교사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자기 평가의 과정 속에

서 학생들은 수학적 지식이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평가 활동이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을 고려해 볼 때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도 자기 평가의 기회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제시’, ‘자기 문제화’, ‘새로운 도전’, ‘자기 평가’의 요소를 강조한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매우 의욕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작성한 수업 소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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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이라는 학습 주제가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보니 학생들은 더욱 문제 상황에 흥

미를 갖게 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어진 문제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본 연구에 참여

한 학생들은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었으므로 층간 소음 문제에 자주 노출이 된 상태이므

로 그러한 상황제시에 많은 흥미를 보였으나 공동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층간 소음

문제를 자신의 문제화로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생

활 환경, 문화, 관심분야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에 걸맞은 상황제시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본 프로그램에서는 수학적인 개념의 탐구 활동을 강조하였으나 학생들은 이러한 수학적 개념의 탐구 과

정을 단순히 일차함수를 학습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기 보다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내화를 만

드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여 수학적 개념의 탐구 과정을 실생활의 필요에 의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실내화의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하게 되는 일차함수의 그래프, 함수식, 절편, 기울기 등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이 보다 의미 충실하게 학생들에게 학습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실생활 맥락 속에서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수학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STEAM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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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analyze STEAM instructioanl materials to find research trends on STEAM 
instructional program and to develop mathematics-centered STEAM instructional program for middle school second 
graders. To conduct this study, the researcher collected total 123 research papers and thesi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TEAM instructioanl material and deduce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athematics-centered 
STEAM instrucational materials from the findings. The researcher found that improtant components of such as ‘context 
for learning', ‘internalization-mmersion’, ‘new challenge’, and ‘self-assessment' in STEAM education were not reflected 
properly in 19 mathematics-centered STEAM instructional programs. Therefore, the researcher put more emphasis on 
those componemt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mathematics-centered STE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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