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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 유형 탐색

Exploring the Image Type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Talented Person i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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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age type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talented
person in convergence and to find the differences in drawing images of the talented person in convergence among the
students who have taken STEAM class and the ones who haven't. One hundred and eighty seven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asked to draw a
picture of the talented person in convergence with a brief explanation. Based on students' pictures, researchers
categorized their perception about convergence and talented person in convergence by using an inductive method.
The result indicated that second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s were categorized into convergence as individual
cognitive processing and collective cognitive processing and convergence as outcomes. The image of the
convergence in a talented person leaning toward individual cognitive processing was divided into the following seven
types: idea banker type, various talented celebrity type, multi-tasking master type, multi-talented career type, active
problem-solver type, creative developer type, and unrealistic ideal man type. Another image of collective cognitive
processing was split into expert group type and interactive-mates group type. The other image was transformer type
which is the subcategory of convergence as outcomes. From this study, it can be suggested that secondary school
students express the various images of the talented person in convergence depending on experiencing STEAM or not.

Key words: talented person in convergence, secondary school students, STEAM, image typ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1Hyojung Middle School

전북 학교∙1효정중학교

J Korea Assoc. Sci. Edu, Vol. 33, No. 7, pp. 1486-1509(2013. 12)

Ⅰ. 서 론

‘어떠한 인재를 육성해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 답이라 할 수 있는 바라는 바 인재상은 모든 교

육의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계속해서 변해 왔

고, 그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가능하게 양성하고 사회

에 공급해야하는 각급교육기관인 학교의 위상과 역할

도 그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다. 또한 그러한 인재의

학문과 기술을 전수하는 연구 및 교육전통체계인 학

문의 패러다임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변모해 왔다(홍

성욱, 2011). 과거에 없던 학문분야가 신생하여 자신

들 만의 연구전통과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

의 강성분야가 사라지기도 하는 등 생태계의 자연선

택과정과 유사한 생몰을 거듭하고 있다(박상욱,

2012).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한 개인의 힘만

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는 통섭형 혹은 융합형 인

재가 필요하다. 미래사회가 원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

성하고자 수년 전부터 세계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권난주, 안재홍, 2012). 

한국형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 정부도 2011년

주요과제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융합인재

교육(STEAM)」강화 제시하 으며, 개정된 새 교육과

정을 통해 창의-인성 교육 및 융합형 교육의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예술 및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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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벽을 허무는 우리의 STEAM은 이공계만의 통합

인 LUMA, STEM등에 비하여 더욱 본격적인 통섭과

융합을 추구한다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에 한 이

론수준의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수업자료 개

발, 교육과정 검토 및 실천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이에 한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은 급증하고 있다(권난주, 안재홍, 2012; 김

성원 등, 2012; 박성진, 유병길, 2013; 손연아, 2012;

이성희, 2013; 최 미, 홍승호, 2013). 이상에서 보듯

여러 나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키우고자하는 융

합형 인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앞으로의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들 스스로 융합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상

을 형성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과학자에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미지와 인식의 형성이 올바른

과학교육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김현 등, 2012; 임성만 등,

2008; Narayan et al., 2013).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인재상은 학생들에게

는 되고 싶고 닮고 싶은 인물에 한 표상으로 직업선

택과 개별 교과의 학습동기에 많은 향요인이 되며,

교사 및 예비교사들에게는 교육의 목표점을 설정한다

는 측면에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게 된다. 뿐만 아니

라 미래사회를 살아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융합적

인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다는 측

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사회전

반에서 융합인재 양성이 강조되고, 이에 한 교육정

책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융합인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하여 알려

진 바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등학생들

의 융합인재 이미지에 해 그들 나름 로 얼마나 다

양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알아보고

자 하 다. 또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이유가

STEAM 수업을 받아본 경험 등으로 인해 향을 받

았는지에 해서도 알아보고자 하 다. 

실제 융합인재교육은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국을 위

한 제2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의

일환으로 전체 초∙중등 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전국 리더스쿨 96개, 교사연구회 217개

운 및 교사 상의 STEAM연수 등으로 최근 3년간

여러 다양한 역을 통해 행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을

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의 교과내 수업, 교과연계

형 수업 및 방과후를 이용한 특기적성 형태의 창의적

체험활용형 수업의 형태로 이뤄져 왔다(조향숙 등,

2012). 

학생들이 특정 상에 해 가진 이미지를 구체적

으로 표상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설문이나 면담으로 파악하기 힘든 내적 이미지를 그

림을 통해 탐색하면 보다 쉽게 학생들의 인식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

하기 힘든 부분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

서 과학에서의 DAST 사례처럼 많은 연구를 통해 활

용되어 왔다(Thomas et al., 2001; van der Veen,

2012).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융합인재’에 해 그

린 그림을 통해 서로 비슷한 유형별로 분류하여 중등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하 으며, 파악

된 유형들을 통하여 융합인재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

지 못한 학생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아보

았다. 활동지는 상황이 제시되지 않은 개방형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융합인재상에

한 초기 연구로, 학생들이‘융합’이라는 측면과‘융

합을 잘 하는 인물’에 해 어떤 상황적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지 표성을 추출한다는 측면에서 시도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

의 두 가지이다. 첫째, 중등학생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는 어떤 유형으로 형성되어있는가? 둘째, 융합

인재교육(STEAM)을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

생들 간에는 융합인재 이미지 유형에 있어 차이가 존

재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중등학생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를 어떻게 형

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부권 소재 중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에서 187명의 학생들이 이 연

구에 참여해 주었다. 연구참여 학생들은 중학생이 90

명이었으며, 고등학생은 97명이었다. 이중 융합인재

교육(STEAM)에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중학생이

41명, 고등학생이 5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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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귀납적

이고 탐색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중등학생

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가 어떤 유형으로 형성

되어있지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자에 한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DAST(Draw-a-scientist-

test)(Chambers, 1983)를 참고하여 학생 스스로 자

신이 생각하는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개방형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검사지는 연구

진에 의해 초안이 개발된 뒤에 현장에서 융합인재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력 교사 4인에 의하여 함께 검

토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융합인재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중인 과학교육전문가 2인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 검사도구는‘융합인재(융합을 잘하는 인물)을 그리

고 설명하세요’라는 지시문이 포함되어있으며 중앙

에 학생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백이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자신이 그린 그림에 한 부연설명을 적

어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두어 보다 상세한 자료를 수

집하고자 하 다. 만약 그림만 그리고 해당 그림에

한 설명을 적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그린 그림

을 보여주면서, 추가 면담을 통해 설명을 듣거나 혹은

종이에 적도록 하여 텍스트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분

석에 활용하 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모두 세단계의 분석 절차에 따라

해석적이고 순환적인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질적자료들(전사된 텍스트 자료 및 그림 자료

들)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시하는 반복

적 비교분석(contrast comparative analysis)을 통

하여 유형을 범주화 하 다. 두 번째 단계로는 비교와

분석을 위해 그림만으로 범주화된 유형과 텍스트 자

료들만으로 형성된 유형들의 교차점을 찾아 정리하

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모든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관

찰하면서 표적인 사례를 추출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례 추출

은 범례적 이해의 방식을 따랐다(조상식, 2002). 세

번째 단계는 교차점에서 사용되는 질적 자료 중 의미

가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을 실시하 다. 분석된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

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의 분석 상을 학생의 융합인

재에 한 그림이외에, 그림에 한 학생 스스로 작성

한 텍스트 자료, 해당 학생을 담임하거나 STEAM 수

업을 담당한 교사와의 면담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활

용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 다. 

두 번째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경험한 학생

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에는 융합인재 이미지 유형

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범주화

된 유형에 맞추어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

하 다. 이 연구의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PASW 18.0

을 이용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중등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 유형

학생들이 융합인재 - 즉, 융합을 잘 하는 인물에

하여 어떤 관점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그들이 그린 그림들을 귀납적으로 탐

색해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융합인

재의 이미지는‘융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개인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 ‘집단인지과정으로서

의 융합’, ‘산물(産物)로서의 융합’의 세 가지 유형으

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개인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

학생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들 중 첫 번째로

범주화 된 유형은‘개인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이다.

이는 융합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 개인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자신의 인지구조 내에서

새롭게 통합 혹은 융합하는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

는 견해이다. 또한 융합을 개인인지과정으로서의 융

합으로 해석하고 있는 유형의 이미지들은 하위 유형

으로서‘두뇌수준 사고 융합형’, ‘누구나 아는 유명인

사형’, ‘생활의 달인형’, ‘다양한 직업형’, ‘문제해결

자형’, ‘창조적 개발자형’, ‘실존하지 않는 이상적 인

간형’이 발견되었다. 각 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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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뇌 수준 사고 융합형

학생들은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를 떠올림에 있어

서 다방면의 지식과 사고를 겸비한 사람에 한 모습

을 나타내 주었으며, 이는‘두뇌 수준 사고 융합형’으

로 범주화 해볼 수 있었다(Fig. 1). 이러한 유형에 속

하는 이미지들의 특징은 융합을 철저하게 개인의 두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Fig. 1-1, 1-2와 같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양

한 지식과 생각이 넘쳐나는 모습이나, Fig. 1-3, 1-4

와 같이 다양한 지식들이 가득한 뇌구조를 형상화 한

그림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Fig. 1-1에서 학생

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융합인재란‘다양한 분야

의 지식을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

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아울러 Fig. 1-3을 그린 학생

의 속에서도 나타나는 데 이 학생은 융합인재에

해‘하나의 상황이나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보면서

관련지어 갈 수 있는 다재다능한 지식인’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를 나타낸 학생들이 자

신의 융합인재 이미지에 해 설명한 텍스트 자료들

중 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융합인재라는 건 모든 일을 다양한 지식으로

생각해 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지식, 기

술, 과학, 감정, 공부, 동물, 식물, 로봇 등으로 관련

지어 깊게 생각하거나 연관 지으면 다양한 생각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D 중

학교 학생 JJ의 텍스트 자료)

한 가지 주제에 해 다방면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

람 (H 중학교 학생 KR의 텍스트 자료)

예술∙과학∙수학∙기술∙공학 등을 자기 머릿속에

서 이리저리 융합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모

습이다. 융합인재는 혼자서 남보다 많은 생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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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images of various talented celebrity type

것 같아서 이런 그림을 그 다. (S 고등학교 학생

CY의 텍스트 자료)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살펴볼 때‘두뇌 수준 사고

융합형’으로 융합인재의 이미지를 표현한 학생들은

융합인재를 다양한 지식들을 연관 지음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확 재생산을 수행할 줄 알며(학생 JJ), 한 가

지 주제일지라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며(학생

KR), 아울러 지식이나 생각의 절 량 자체도 남들에

비하여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누구나 아는 유명인사형

학생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 중에는 자신들이

많이 보아 익히 알고 있는 특정인으로 표상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해당 특정인은 중들이 흔히 알고 있

는 유명인으로 형상화 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유명인

의 이미지를 융합인재로 나타냄에 있어서 그들의 재

능이나 인생궤적이 매우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 음을

강조하 다. 이는‘누구나 아는 유명인사형’으로 범

주화 해볼 수 있었다(Fig. 2).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이미지들 역시 융합을 철저하게 개인 수준의 능력으

로 보고 있다. 즉, 개인의 삶속에 체화된 다양한 분야

의 지식이나 재능이 혼합된 바탕은 유명인 자신 속이

라는 것이다. 

Fig. 2-1은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을 표현한 것이

다.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은 앙드레 김이 예술적 감각

이 뛰어나면서 동시에 뛰어난 디자인 능력이 있고 더

불어 옷감 등 재료에 한 과학적 이해가 풍부한 사람

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앙드

레 김이 작고한 뒤 TV에서 방 된 그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다고 언급했다. 여러 가지 분야

에 재능이 있는 유명인물(celebrity)은 융합인재의 전

형적인 이미지이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들은 학생

들이 위인전이나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분야

의 유명인사로 표출된다. 앙드레 김이나 김연아처럼

과학기술분야 인물이 아닌 경우도 등장한다. Fig. 2-



6은 융합인재의 상징으로 많이 거론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그린 학생은 레오나

르도 다빈치에 한 전기를 읽고 미술, 과학, 기술,

건축, 철학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재능을 나타낸 것

이 부럽고 인상적이어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었다

고 술회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종 왕(Fig. 2-5), 이

순신, 아인슈타인 등 위인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

들이 많이 언급되었다. 이 경우 중요한 선정 근거는

해당 유명인이 얼마나‘다재다능한가?’이다. 동일한

논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리차드파인만의 경

우는 물리학자면서도 생물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음

악밴드활동도 했으며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것

을 이유로 그를 융합인재의 전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Fig. 2-2). 

학생들이 나타낸 융합인재 이미지 속의 유명인사들

중에는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 가수 혹은 군인이나 정

치인, 유명 기업의 CEO 등도 나타났다. 이는 C.

Wright Mills(1956)가 그의 책「The Power Elite」

에서 강조한 신흥 권력집단인 유명인사 집단과 동일

하다. Mills(1956)는 이들이 중에게 향력을 발휘

하게 되는 근본적인 힘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구축을 통해 나온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학생들 역시

다양한 유명인사들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종

미디어를 통해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Yue et al. (2011)이 독일과 중국의 학생들을 상

로 창의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미지를 조사했을

때 tri-star(pop-star, movie star, sports star)라

는 유형으로 범주화 한 집단과 유사한 속성을 나타나

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제시한‘파워 엘리트 그룹’

에 해당하는 유명 인사들은 모두 현역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이었다. 표적인 예는 바로 김연아 선수와 안

철수 의원이다. 아래 텍스트 자료는 학생 HS가 자신

의 그림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김연아 선수가 바로 융합인재라고 생각해요. 김연아

는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트리플악셀을 성공할 만

큼 운동신경도 좋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에게 어로 프리젠테이션도 했는데 거

의미국사람들같이 잘하잖아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러워요. (S 중학교 학생 HS의

텍스트 자료)

김연아 선수의 경우, 뛰어난 실력의 스포츠 스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과정

에서 보여준 유창한 어실력이나 정치적 향력, 예

능프로그램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춤과 노래실력, 그

리고 각종 광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된 긍정적

인 다재다능함에 한 이미지를 각인시켜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서울 융합기술 학원 원장이

었다는 경력 이외에도 다양한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

의 행보를 통하여‘융합의 아이콘’으로 언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왔다. 이러한 미디어의

향은 새로운 인재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고 있으며,

‘융합인재’이미지도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형성하고자 하는 그것과 같을 수도 혹은 다를 수도 있

는 것이다. 

중에게 알려진 특정인을 통해 이미지를 드러내게

되는‘누구나 아는 유명인사형’에서는 무엇보다도 학

생들에게 많이 노출된 친숙함과 인지도가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학자의 경우는 KAIST 정

재승 교수나 이화여 에코과학부 최재천 교수처럼

중 강연이나 청소년 교양도서 집필 등으로 유명세

가 있는 인물을 지목했다. 유재석이나 반기문 UN 사

무총장, 버락 오바마 미국 통령을 통해 융합인재를

설명한 학생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3) 생활의 달인형

학생들의 그림들 중에는 융합인재를 마치‘생활의

달인’과 같은 형태로 제시한 것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 속에서 융합은 협업 혹은 협동이 아닌 개인의

사고과정 속에 일어나는 활동에 국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인 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에 한 표

상이다. 학생들이 나타낸‘생활의 달인’유형에 해당

하는 융합인재 이미지를 살펴보면 아래 Fig. 3과 같

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이미지들은 개 가족이나 친

구, 선생님처럼 학생의 생활 속에서 근접 거리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융합인재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

다. 

생활의 달인형 이미지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들을 통해 융합인재의 이미지

를 형성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Fig. 3-1은 학생이 자

신의 학교 과학 선생님을 통해 융합인재의 모습을 투

하고 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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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서도 발견되었으며, 과학 외의 과목 교사를

그린 사례도 있었다. 학생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 선생님이 STEAM 융합 수업을 해주시고, 융합

에 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융합인재라고 생

각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융합인재교육에

해 접하게 되는 통로가 부분 교사이며 그중에서

도 과학교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3-2는 취업준비를 위해서 자기 소개서를 적는

언니를 그리면서 언니가 동시에 여러 일을 소화해내

는 모습을 표현하 다. 학생은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은

그림에 한 설명으로 자신의 언니가 컴퓨터로 자기

소개서를 쓰면서도 전화도 받고 질문에 친절하게 답

변도 해주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여러 가지 책도 함께

참고하고, 청소∙요리∙양치질도 하는 등 동시에 상

당히 많은 일을 무리 없이 해내는 능력에 놀라고 있

다. 이는 전형적인 멀티태스커의 모습으로 이 학생은

융합인재를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데 능한 멀

티태스킹(multi-tasking) 능력이 탁월한 사람의 이

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멀티태스킹 관점에서 융합인재를 바라보고 있는 경

우는 Fig. 3-3, 3-4, 3-5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Fig. 3-3에서는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운전도 하고 농

사도 지으며, 취미로 바리스타에도 도전하시는 등 다

양한 일들을 소화해 내시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를 융

합인재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Fig. 3-4

와 3-5에서는 융합인재를‘세상의 모든 어머니’혹은

‘우리 엄마’로 표현하고 있다. 학생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집안일, 아이돌보기, 업무보기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인 어

머니의 멀티플레이어적인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특

히 Fig. 3-5에서는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면서 동시에

전화도 할 수 있고, 한번에 2개 이상의 요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융합인재가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부분으로 설

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Fig. 3-6은 방송을 통해‘달인’으로 친

숙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예인 김병만씨를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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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재로 그린 모습이다. 학생의 설명에서 김병만씨

는 정 의 법칙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현하면서

주변의 재료들로 능숙하게 집을 짓고 창을 만들어 먹

을거리를 구하며, 정 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

는 등 혼자 여러 가지 능력을 보유하고 팀을 리드하고

있는 점이 융합인재로 인식하게 하 다고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것

뿐 아니라 악조건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

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니나 어머니,

할머니에게서 발견한 멀티태스킹 능력을 연예인에게

서 발견하고 그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를 나타낸 학생들이 자신

의 융합인재 이미지에 해 설명한 텍스트 자료들 중

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그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하시면서도 휴 전화로 메시

지를 보내며 TV를 보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을 융합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그렸습니다. (H 중학교 학생 GA의 텍스트 자료)

민○○ 선생님이 융합인재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늘

우리에게 융합을 강조하면서 STEAM 수업을 해주

시고, 과학 이외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신다. 과학선

생님이지만 과학 말고도 아는 게 정말 많으시다. 선

생님은 복수전공을 통해 생물학 말고도 전공을 2개

나 더 해서 남들보다 융합을 잘 하시는 것 같다. 민

○○ 선생님이 진정한 융합인재라고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다.  (S 고등학교 학생 PY의 텍스트 자료)

엄마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쇼핑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잔소리도 잘하신다.

우리 엄마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융합인물재인

것 같다. (S 고등학교 학생 KB의 텍스트 자료)

‘생활의 달인형’으로 범주화된 이미지들에서 발견

된 특징적인 점들은 융합을 잘 하는 사람인 융합인재

는 가족이나 친지(학생 GA, 학생 KB), 선생님(학생

PY)처럼 우리 주위의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융합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새

로운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학생 GA

의 어머니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멀티태스킹 측면에 이미지 형성의 초점을 맞추고 있

는 것이었다. 

4) 다양한 직업인형

학생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 중에는 특정인이

아닌 특정 직업군의 모든 사람들로 표상된 경우도 있

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상이 있는 경우인‘누구나

아는 유명인형’이나‘생활의 달인형’과는 다른 양상

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 해당 직업군의 이미지를 융합인재로 표현함에 있

어서 해당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과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이는‘다양한 직업인

형’으로 범주화 해볼 수 있었다(Fig. 4). 이러한 유형

에 속하는 이미지들 역시 융합을 개인 수준의 능력으

로 보고 있다. 다만, 몇몇 직업들은 특성상 융합적 속

성을 지니며,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소양을 지닌 사람이므로 융합인재로 볼 수 있다는 논

리를 형성하고 있다. 융합인재의 표상에 있어서 특정

개인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인 직업군을 표상하

다는 점이 괄목할만하다. 

Fig. 4-1과 같이 융합인재를 과학자 중에서도 화학

자로 나타내기도 하고, Fig. 4-2와 같이 의사를 융합

인재로 생각하기도 했다. Fig. 4-2는 의사 중에서 어

떤 특정인이 아닌 의사 전부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

들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능

력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과 융합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직업의 한 종류로 여기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Fig. 4-3과 같이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는 직업인인

‘조향사’를 표현하기도 하 다. 이들은 모두 물질을

융합하여 전에 없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직업군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학생들은 이점

을 근거로 언급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속성을 싱

어송 라이터(Fig. 4-4) 혹은 마술사(Fig. 4-5)에게서

도 발견하고 있다. 싱어송 라이터의 경우 음악 관련

첨단기기에 한 운용능력 및 작곡능력과 같은 음악

지식 그리고 노래 및 연주실력 등을 두루 겸비해야한

다. 이는 특정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해당 직업군의

속성이므로 학생들은 이점을 들어 융합인재의 표적

인 예로 표현하고 있다. 마술사의 경우 모자에서 비둘

기를 꺼낸다든가, 카드를 나타나게 하는 등 없던 것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재능이 두루 필요한 종합 엔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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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점을 들어

마술사라는 직업군 역시 융합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를 나타낸 학생들이

자신의 융합인재 이미지에 해 설명한 텍스트 자료

들 중 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향사는 향과 향을 섞어서 새로운 향을 연구하고

만들어 낸다. 그리고 향이 들어가는 향수, 비누, 바

디워시 등의 향들도 새롭게 만들어 낸다. 나는 이런

점에서 세상에 없는 향을 융합을 통해 만들어 내는

조향사가 진정한 융합인재라고 생각한다.(D 중학교

학생 JU의 텍스트 자료)

마술사들은 모두 융합인재이다. 왜냐하면 많은 기술

이 필요하고, 예술적인 재능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무 매너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H 중학교 학

생 KH의 텍스트 자료)

과학자라는 직업은 여러 가지 지식과 재능이 필요하

기 때문에 모두 융합인재이지만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으로는 그중에서도 특히 화학자는 여러 가

지를 합치고 섞어서 세상에 없는 물질이나 물건들을

합성하고 창조해 내는 일을 한다고 들었다. 화학자

가 최고의 융합인재인 것 같다. (U 고등학교 학생

CJ의 텍스트 자료)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살펴볼 때‘다양한 직업인

형’으로 융합인재의 이미지를 표현한 학생들은 융합

인재를 여러 가지 지식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

며 그러한 지식들을 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직업

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를 포함하는 이미지로 그

려내고 있었다. 특히 학생 JU의 조향사, 학생 KH의

1494 이준기∙이태경∙신세인∙정덕호∙오상욱

Fig. 4 The images of multi-talented care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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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images of active problem-solver type

마술사, 학생 CJ의 과학자처럼 개인으로서의 특정인

이 아닌 직업군이라는 범주 속성을 통해 이미지를 형

성하고 있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문제해결자형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보여준 융합인재에 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내

는 사람의 형태로 표상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미지 표

현 방식에 있어서 추상적인 표현 방식인‘두뇌 수준

사고 융합형’과 구체적인 상이 있는 경우인‘누구

나 아는 유명인형’그리고‘다양한 직업인형’의 성격

이 혼합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학생들은 특정인이 아

닌 탐정이나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과 같

이 문제해결을 업(業)으로 삼고 있는 직업인 모두를

나타내기도 하고, 셜록 홈즈나 유명한 미국 드라마

CSI의 길 그리섬 반장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특정 인물(비실존 가공

인물)을 나타내기도 하 으며, 실존 인물을 통해 문제

해결자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 다. 이는‘문제해결

자형’으로 범주화 해볼 수 있었다(Fig. 5). 이러한 유

형에 속하는 이미지들 역시 융합을 개인 수준의 능력

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정 직업도 특정 개인도 아닌

‘문제해결’이라는 일의 속성이 융합적 능력이 필요하

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다른 유형과

차별화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자로서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는 직업

적 문제해결자인 탐정이나 경찰(Fig. 4-1, 4-2, 4-3)

형태, 드라마에 나오는 문제해결자 이미지(Fig. 4-2),

문제해결력이 우수한 가상의 우리 주변인물(Fig. 4-

4) 그리고 사람이 아닌 속성에 한 추상적 이미지 등

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이미지 유형에

서 일관되게 제시한 공통속성은‘문제해결력’이었다.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문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지식을 넘나드는 융합이 요구되고 또



한 이를 실제로 실천하는 실행능력도 동반되어야 하

므로 훌륭한 문제해결자야말로 바로‘융합인재’일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를 나타

낸 학생들이 자신의 융합인재 이미지에 해 설명한

텍스트 자료들 중 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융합을 잘하는 인재는 특별하지도 공부를 엄청 잘하

지도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항상‘왜?’

라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의문이 있어야 답이 나온

다. … 융합을 잘하는 사람은 복잡한 이론을 외우고

적기 보다는‘왜?’라는 의문 하나로 찾고, 생각하고,

기억 할 것 같다. (D 중학교 학생 S의 텍스트 자료)

탐정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탐정은 문제의

실마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들을 동원한

다. 때문에 척척 문제를 해결해 내는 탐정이야말로

융합인재라고 생각했다. (A 중학교 학생 K의 텍스

트 자료)

넘치는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탐구력

과 문제해결력이 우수한 사람이 융합인재다. 왜냐하

면 여러 가지 관점과 지식을 융합하는 사람들은 그

렇지 못한 사람보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D 중학교 학생 N의 텍스트 자료)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살펴볼 때‘문제해결자형’으

로 융합인재의 이미지를 표현한 학생들은 융합인재를

많은 지식보다는 주제 혹은 문제 중심의 적용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실천적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이미지

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지식의 양보다는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지식의 실용성과 실행능

력이 융합인재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최근

통합교육과정 운동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과나 학

제중심 지식이 아닌 주제 혹은 문제 중심 학습이라는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방담이 등, 2013).

6) 창조적 개발자형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보여준 융합인재에 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는 창의적인 산출물

(product)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형태로 표상된 경우

도 빈번히 발견되었다. 학생들이 나타낸 이미지들은

거의 특정한 유명인이지만, ‘누구나 아는 유명인사

형’과의 차이점은 그 인물 개인의 다재다능함은 관심

의 상이 아니고 해당 인물이 개발한 새롭고 창의적

인 산출물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경우이다. 학생들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인물이 고

안해 낸 발명품이나 제품 등을 인물만큼 크게 그려 넣

었으며, 이를 통해 창조적 개발자로서의 융합인재를

강조하고자 하 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를

‘창조적 개발자형’으로 범주화 해볼 수 있었다(Fig.

6).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이미지들 역시 융합을 개인

수준의 능력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류 문화의 혁신

을 일으킨 주요 발명품들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제품

의 설계나 제작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능력이 융

합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개발자는 융합인재

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

설계과정을 강조한 우리나라 STEAM 교육의 방향(백

윤수 등, 2011)과도 연관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Fig. 6-1은 융합과 혁신의 상징으로 종종 일컬어지

는 애플사의 CEO 던 스티브 잡스를 나타내고 있다.

잡스는 많은 학생들에게 융합인재의 전형적인 이미지

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가 남긴 표적인

작품인 iPhone이 IT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

력과 예술적 감성가지도 융합된 결과물이라는데 주목

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MS사의 CEO 던 빌 게이츠

를 나타낸 경우도 있었다(Fig. 6-2). 빌 게이츠가 만

든 Windows는 마치 잡스의 iPhone처럼 PC 운 체

제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개발에 다양한 역의 지식

이 필요한 복잡한 결과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Fig. 6-3, 6-4, 6-5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

고 있다. Fig. 6-3은 최초의 비행기를 발명하여 시험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를 융합인재로 그려내고

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개발함으로서 항공분

야를 개척하 고, Fig. 6-4에 등장하는 하버와 보슈

는 암모니아 생산량을 크게 증 시킬 수 있는 방법인

‘하버-보슈법’을 개발하여 질소비료를 량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식량부족을 해결하는 농업혁명을

이끌었다. 이것은 퇴비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농법에

비해 엄청난 혁신이었으며 인류문명에 큰 향을 주

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암모니아 량 생산방법을 개

발하는 과정에서 과학(물리, 화학)만이 아닌 기술, 공

학적 지식들을 융합하여 성공에 이르게 된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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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의 맹인용 자동차 개발자인 홍원서 교수 역시 기

존에 존재하지 않던 창의적 산출물을 통해 혁신을 이

끌었으며, 박 효의 태극기 제작 역시 이러한 창의적

산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혁신적인 창

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통해 여러 지

식과 아이디어를 융합한 이들을 융합인재로 인식하

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를 나타낸 학생들이 자신의

융합인재 이미지에 해 설명한 텍스트 자료들 중

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화통화와 문자만 되던 휴 전화를 넘어서서 들고

다니는 컴퓨터 수준의 스마트폰 세상을 열어준 것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와 그

가 이끄는 애플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2G폰

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IT 기기에 인문학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더한 잡스야말로 이시 의 융합의 아

이콘이다. (U 고등학교 학생 SY의 텍스트 자료)

세종 왕님은 발성기관에 한 인체해부학적 지식들

과 언어학 지식을 융합하여 한 을 만드셨다. 한

이야말로 진정한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의 결정체이

다. 세종 왕님의 창의적인 발명품 덕분에 우리는

어려운 한문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세종 왕님이 바로 융합인재이다. (U 고등학

교 학생 HS의 텍스트 자료)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살펴볼 때‘창조적 개발자

형’으로 융합인재의 이미지를 표현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융합적으로 녹아들어간 개발품과 그 개발품이 지닌

혁신적 가치 - 즉, 사회적 향력과 관련성이었다. 학

생 SY의 경우, STEAM 교육 도입과 함께 융합을 통

한 혁신의 표적 사례로 많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중적 인기를 누린 스티브 잡스의 사례

를 언급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융합인

재로서의 덕목은 iPhone이라는 혁신적 제품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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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images of unrealistic ideal man type

설명되고 있다. 학생 HS가 예로 들고 있는 세종 왕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품(한 )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세계에 미친 혁신적인

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의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지

식이 융합적으로 동원되었어야 한다는 구조를 들어

이들이 융합인재임을 설명하고 있다. 

7) 실존하지 않는 이상적 인간형

중등학생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에는 실제로

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상적인 조합의 인간형을

나타낸 것도 있었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

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두각을 드러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다재다능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르네상스

맨’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나(박상욱, 2012) 특정 유명

인을 통해 이미지가 투 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의 조합이라는 특징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나 능력을

갖춘 인재 외에도 외모에 한 내용도 표현하고 있었

다. 예를 들어, 외모가 예쁜데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며, 심지어 성격도 좋아서 친구도 많은 완벽한 인

간을 표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들

을‘실존하지 않는 이상적 인간형’으로 범주화 해볼

수 있었다(Fig. 7).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이미지들 역

시 융합을 개인 수준의 능력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

른 유형과의 차이점은 지식이나 능력 요소 외에 외모

나 성격과 같은 요소가 더욱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Fig. 7-1에서 7-4까지 예시한 모든 이미지들은 다

재다능한 인간상을 그리고 있다. 학생들의 선망의

상이 되는 요소들을 조합한 완전한 인간을 융합인재

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그림 속의

인간상이 보유한 표적인 특징을 6개, 8개, 심지어는

13개까지 나열하면서 융합인재의 특징적인 모습의 수

가 많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Fig. 7-3



의 경우, 왼손에 든 종이는 쓰기를 오른손에 든 물

체는 시험관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인문

사회계와 이공계라는 두 문화에 한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융합인재가 문과적인 교과와 이과적인 교과

모두에 공히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

내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융합인

재’에 한 실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도달 불가

능한 인간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

절한 역할모델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융합인재교육에

한 적절한 교육목표 도달은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를 나타낸 학

생들이 자신의 융합인재 이미지에 해 설명한 텍스

트 자료들 중 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모나 스타일도 아주 좋아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에

게 인기가 많고, 모든 과목을 다 잘해서 성적도 최우

수이며,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눈이 나빠

서 뿔테 안경을 쓰고 있을 것 같다. (S 고등학교 학

생 IM의 텍스트 자료)

문과 과목도 잘하고 이과 과목도 잘해서 항상 전교

1등하는 그런 애일 것 같다. 공부만 1등하는게 아니

고 운동도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쉽이 있고,

전교회장을 할것같고, 집도 부자여서 어릴때부터 레

슨받았기 때문에 악기연주도 잘하고 춤도 잘춰서 장

기자랑 같은걸 하면 주목받을 것 같다. 한마디로 엄

친아다. 내가 아는 애중엔 없는 것 같다. (U 고등학

교 학생 의 JO텍스트 자료)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살펴볼 때‘실존하지 않는

이상적 인간형’으로 융합인재의 이미지를 표현한 학

생들은 융합인재를 평범한 인간은 닮기 힘든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앞의 다른 유형들처럼 단순히 다

재다능하거나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멀티태스

킹 능력이 우수한 것과 같은 능력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학생 IM과 JO의 사례에서와 같

이 학생들은 외모나 가정환경과 같이 교육 외적인 요

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미지 형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집단인지 과정으로서의 융합

학생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들 중 두 번째로

범주화 된 유형은‘집단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이다.

이는 융합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 여러 학

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나 협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융합을 이루게 되는 학제간 협동(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혹은 협업의 모습에 가까운 인식이다

(박상욱, 2012; Collins et al., 2007; Galison,

1997). 또한 융합을 집단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으로

해석하고 있는 유형의 이미지들은 하위 유형으로서

‘전문가 집단형’과‘학생 집단형’이 발견되었다. 각

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집단형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스스로의 천재성을 바탕

으로 다방면의 지식과 능력을 개인인지수준에서 융합

해 낸 사례는 흔치 않다(박상욱, 2012; 홍성욱, 2011).

오히려 보다 복잡해지고 거 화 된 현 과학의 제 문

제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지식을

공유하면서 협업을 하는 가운데 융합적으로 해결되어

갔던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홍성욱, 2008; Kim,

2012; Stöhr, 2003).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그

림들 속에서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협업과 관련된 이

미지가 발견되었다. 

학생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아이

디어와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을

창출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유

형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속성인 개인인지 수준의

융합에 한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우선, ‘융

합인재’라는 이미지를 표상해 냄에 있어서 특정 개인

한사람이 아닌 3~6명 이상의 집단을 나타냈다는 점

에서 융합의 기반을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차이

가 있다. 즉, 융합적 아이디어가 생성되는 장소는 개

인인지수준에서는 특정 개인의 머릿속이지만 이 경우

에는 집단이 모인 장소나 그들의 정신이 상호작용 되

는 가상공간인 집단인지수준(예; 제 3공간, 교역지 ,

지식공유 공간, 혼성적 의미창출 공간 등)이 된다(오

필석 등, 2007; 유은정 등, 2008; Bhabha, 1994;

Collins et al., 2007; Galison, 1997; Wallace,

2004). 이러한 특성을 귀납적으로 종합하여 해당 이

미지에 하여‘전문가 집단형’으로 범주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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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능과 학식의 협업을 통한 융합은 이미 고

도화되고 전문화된 현 의 거 과학에서는 필수요소

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하나의

학제의 전문성 이상을 넘어서는 것들이 속속 등장하

고 있다(홍성욱, 2008; Kim, 2012; Stöhr, 2003).

Fig. 8속의 모든 그림들은 인원수의 차이는 있지만 여

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모여 자신들의 전문성을

융합하는 과정을 묘사해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

들이 강조한 것은 개별 전문가들의 전문성 역에

한 기여이다. 다시 말해, Collins et al.(2004)이 강조

한 기여적 전문성이다. 4장의 그림은 모두 3명, 6명,

5명, 4명으로 인원수와 분야는 다르지만 전문가들의

협업을 전제로 한 융합을 나타내고 있으며, ‘융합인

재’라는 표현에 해 협동을 하고 있는 이들 모두가

융합인재라고 답함으로써 융합을 집단인지 수준의 문

제해결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기후변화와 같이, 현재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

제들은 개인인지 수준의 창의성이나 융합능력으로 해

결하기 역부족인 것들이 많다. 이로 인해 집단인지 수

준의 융합인‘집단지성’적 접근이 그 안으로 부상되

고 있다(김세미 등, 2013; Surowiecki, 2004). 

집단지성적 아이디어 융합과 생성에는 반드시 구성

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전략이 필요하다

(김세미 등, 2013; 양미경, 2010). Galison(1997)은

학문융합의 과정에서 개별 전문가의 전문성이 높을수

록 초기 의사소통은 더욱 힘들다는 것을 공약불가능

의 원리를 통해 설명했다. 이러한 불통의 해소를 위해

서 융합인재에게는 상호작용적 전문성과 협동적 의사

소통 능력이 반드시 요구된다(서동인, 2012; Collins

et al., 2007). 학생들의 그림에서도 전문적 지식의

단순한 합 이외에 집단 내 소통이 존재해야 함을 Fig.

8-2와 8-5는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융합인재 교육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백윤수

등(2011)은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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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서 4C-STEAM을 제안하 고 이중

communication을 제시함으로써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 집단형’의 경우 융합인재를

천재적이고 다재다능한 개인으로 표상한 앞서 소개한

유형들과는 달리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집단적인 협업 상황 그 자체를 통해 융합을 나타내고

있다.  괄목할만한 점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중

학생들의 경우, 융합인재교육(STEAM)을 경험한 학

생들에게서만 전문가집단형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는 것이다(Table 1, Fig. 11). 이는 융합인재교육이 추

구하고 있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를 나타낸 학생들이 자

신의 융합인재 이미지에 해 설명한 텍스트 자료들

중 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융합인재란 학문의 경계를 구분 짓지 않고 유연하고

확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융합인재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보다는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문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발견하고, 각 분야의 전

문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시너지 효과를 창조해 내

는 사람이다. 융합인재는 폭넓은 지식도 있지만 다

른 전문가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관계

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인 것이다.

(S 고등학교 학생 JH의 텍스트 자료)

융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

를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협동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근에 신문에서 보는 창의적

성과물들은 부분 천재적인 개인의 것이 아니고 융

합적인 전문가 팀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다. (H 중

학교 학생 CH의 텍스트 자료)

과학자, 수학자, 공학자, 예술가, 기술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신이 보유한 재능과 기술,

지식들을 공유하면서 한자리에 모여 의논하면 처음

에 각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융합적인 아이

디어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융합인재는 특정 개

인은 아니다. (U 고등학교 학생 HY의 텍스트 자료)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살펴볼 때‘전문가 집단형’

으로 융합인재의 이미지를 표현한 학생들은 융합을 개

인의 한계성을 초월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는 집단을

형성하는 상황 속에서만 발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학

생JH). 아울러이러한상황속에서자신의몫을상호작

용적으로 혹은 기여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을 융합인재

로 간주하고 있다. 즉, 융합인재는 전문가 개인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소통적 지식공유를 통한 집단지성체를

이루는 집단 내에 속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국한하는 개

념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CH). 심지어는 일종의 초개체적인 사고로서 집단

자체를 융합인제로 인식하는 학생 HY와 같은 경우도

있었다. 이 학생은 이와 같은 사례로 미국의 Santa Fe

Institute나유럽의CERN을들고있었다. 

2) 학생 집단형

학생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들 중에는 앞서

소개한‘전문가 집단형’처럼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림 속에 등장하지만 이들이 전문가는 아닌 경우도 나

타났다. 이러한 이미지들에서 역시‘전문가 집단형’

에서처럼 비범한 개인의 머릿속 공간이 아닌 최소 2

인 이상의 모임을 통한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들은 아이디어의 사회적 구성과

정을 통한 융합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반

되는 소통과 전문성 교환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형’에서와의 결정적 차이점은 융합인재

로 학생들 자신이 직접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

성을 귀납적으로 종합하여 해당 이미지에 하여‘학

생 집단형’으로 범주화 하 다.  

‘학생 집단형’은 다른 유형보다 특히나 소통과 협업

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Fig. 9-1은 학

생 두 명의 지식을 융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문과반 학생과 이과반 학생이 함께 동아리 활

동을 하면서 각자 있을 때는 하지 못하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창발성 발휘를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주황색 사람은 능력이 합

쳐진 가상의 융합인재를 상징한다. 또, Fig. 9-2 역시

과학은 잘하지만 음악은 잘 못하는 학생과 수학은 잘

하지만 국어는 못하는 학생, 국어와 음악은 잘하지만

과학이나 수학은 잘 못하는 학생들이 각각 따로 활동

할 때는 역량이 미미하지만 서로 모여서 함께 하면 서

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모

둠활동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래 학생 TH

의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 유형 탐색 1501



STEAM 수업을 할 때, 과학을 잘하는 친구와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함께 모이면 혼자 있을 때 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D 중학교 학생 TH의 텍스트 자료)

두 이미지 모두 지식공유와 소통, 협업을 통한 창발

적 효과창출을 융합의 기본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학생 집단형’에서는 등장인물이 모두 중등학생들이

며, 자신들이 직접 겪은 일을 회상하여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Fig.

9-3, 9-4, 9-5). 이미지가 자신의 경험적 상황을 배

경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은 융합인재교육

을 경험한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나고 있다(Table 1).

예를 들어서 Fig. 9-3은 자신이 경험한 수업 사례들

중 인상 깊었던 주제인‘황금비율’의 경우를 통하여

융합인재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을 그린 학

생 SW는 수학을 잘하는 자신이 모둠의 다른 친구들

에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해 주기위해 애쓰는 장면을

나타내고자 하 으며 다른 친구들도 자신에게 이렇게

서로의 잘하는 과목을 융합하 기 때문에 자신의 모

둠이 일명‘드림팀’이었다고 설명하 다. 이러한 감

성적 체험을 통한 자신감은 아래 학생 KY의 사례에서

도 발견되고 있다.      

물론 과학자나 교수는 아니지만 나는 융합인재가 우

리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비록 과학자나

예술가들에 비해서 혼자 있을 때는 수준이 떨어지지

만, 그래도 모둠으로 모이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지웅이랑 융합모둠 활동을 하면서 선

생님이 내주신 미션을 1등으로 성공시켰다. 혼자 했

으면 못했을 텐데 모둠친구들과 같이 해서 다들 똑

똑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H 중학교 학생 KY

의 텍스트 자료)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융합인재로 특별한 사람

이 아닌 자신과 친구 혹은 일반적인 학생들을 묘사했

다는 것은 일반 학생들은 비록 어떤 분야의 해박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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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images of transformer type

문가는 아니지만 자신들도 협력을 통해서 융합인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학생들은 협

력을 융합과 관련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며, 학생

자신이 융합인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

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산물(産物)로서의 융합

학생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들 중 세 번째로

범주화 된 유형은‘산물(産物)로서의 융합’이다. 이는

융합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 여러 가지 것

들이 합쳐져서 하나로 묶이는 것을 의미하는 수렴적

통합으로서의 융합에 해당한다. 또한 융합을 융합적

결과물을 고안하거나 제작하는 과정보다는 그 결과

얻어진 산물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고 있는

‘산물로서의 융합’유형의 이미지들은 하위 유형으로

서‘단순한 융합체형’한 가지가 나타났다. 각 유형별

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순한 융합체형

학생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 중에는 어떤 물

건이나 여러 가지가 합쳐진 형태의 괴생명체를 나타

낸 것들도 있었다. 특히 물체 그 자체에 집중해서 융

합인재 혹은 융합을 나타내려 했다는 것이 다른 유형

과는 다르다. 실제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먼저 사용

되던 융합이나 통섭에 앞선 개념용어로‘컨버전스

(convergence)’가 있었다(박상욱, 2012). 이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제품 속에 수렴적으로 모아 놓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MP3 플레이어나 디지털 카

메라가 전화기 속으로 기능적으로 합쳐져서 서서히

시장에서 사라지고 이제 다기능 스마트폰만 남게 된

것이 디지털 컨버전스의 좋은 예이다(박상욱, 2012).

이러한 이미지들에 해서는‘단순한 융합체형’으로

범주화 해볼 수 있었다(Fig. 10). 이러한 유형에 속하

는 이미지들은 융합을 하나의 산출물로 보고 있다.



‘창조적 개발자형’에서도 이러한 산출물이나 발명품

들이 등장하지만‘창조적 개발자형’이미지에서는 해

당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

을 융합한 개발자에게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고‘단순

한 융합체형’에서는 융합된 물체나 산출물 자체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이 유형에

서 제시되는 융합체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

만 개는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결합물들인 경우가

많았다.  

‘단순한 융합체형’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체간, 사

람간, 물체와 사람간의 결합하기를 통한 물리적 융합

체를 형성하는 모습을 나타낸 이미지들이 많았다. 

표적인 것이 Fig. 10-1과 같은 이미지 이다. Fig.

10-1은 Swiss army knife를 그린 것으로 일명‘맥

가이버 칼’로 불리는 다기능 도구이다. 학생은 이 그

림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에 주

목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컨버전스 개념으로서

의 융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정

에서 나타나는 융합형식과 동일하다. 

Fig. 10-2는 학생이 직접 생각한 발명품으로 펜과

우산을 융합한 결과물을 그린 그림이다. 특징적인 것

은 새로운 조합에 의한 발명품을 하나의 융합으로 생

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Fig. 10-3은 짱구와

여러 만화캐릭터를 조합함으로써 더 완성도가 높은

캐릭터를 구현하고자 하 다. Fig. 10-4은 사람자체

가 로봇과 합체되어 사이보그가 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Fig. 10-5이나 Fig. 10-6처럼 메두사나

인어공주와 같은 생물과 사람을 융합한 그림도 있었

다. 이는 융합인재를 여러 가지 생물과 합체된 인물로

인식하여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문제에서 제시

된 융합을 잘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제 로 생각하지

않고‘융합’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춘 결

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를 나타낸 학생들

이 자신의 융합인재 이미지에 해 설명한 텍스트 자

료들 중 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융합은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서 하나가 나오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철과 도구를 합쳐서 로

봇을 만든 것이 융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과

도구를 그렸다. (D 중학교 학생 TJ의 텍스트 자료)

발명은 결국 융합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융합

인재는 발명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발명가

보다 발명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명품을 그려본다.

…‘거울-빗 융합셋트’는 거울과 빗을 따로 들고 다

니기에는 너무 귀찮으므로 하나만 들고 다닐 수 있

도록 빗과 거울을 융합시켰다. (U 중학교 학생 MS

의 텍스트 자료)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살펴볼 때‘단순한 융합체

형’으로 융합인재의 이미지를 표현한 학생들은 융합

인재를 생각해 냄에 있어, ‘융합’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에 더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융합하는 사람’이 아

닌‘융합된 그 무엇’의 형태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STEAM 교육의 과정 속에 포함

되어있는 창의적 산출물에 한 설계 및 제작 과정은

학생 MS에게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존의 발명교육

과 유사한 형태로 이미지가 형성되어있다. 발명과 같

은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

의 지식이 융합되는 것을 꾀할 수 있으나‘단순한 융

합체형’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오히려 산출물 자체에

더 사고가 고착될 우려가 있으니 학생들이 제조과정

유형 이외의 다양한 융합형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 유형의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

학생들이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를 형성함에 있어

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앞서 탐색한

유형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융합인재교

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 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융

합인재’에 한 이미지 유형은 각기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 학교 급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융합인재교육을 경험한 학

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에 표상하고 있는 이미

지의 차이는 유형면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우선, 융합

인재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중학생들의 경우 개인인지

수준의 융합에 한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융합인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에게서는 집단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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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미경험 집단에서

주로 나타난 이미지 유형은 가장 많이 발견된 것으로

‘누구나 아는 유명인사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단순

융합체형’, 세 번째는‘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인간형’

이었다(Table 1, Fig. 11). 반면에, 융합인재교육 경험

집단에서 주로 나타난 이미지 유형은 가장 많이 발견

된 것으로‘학생 집단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다양한

직업인형’이었다(Table 1, Fig. 11).  

‘집단형’이미지는 융합인재교육을 경험해보지 못

한 학생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백윤

수 등(2011)이 제시한 융합인재교육의 핵심역량 모델

인 4C-STEAM 중 소통(communication) 역에 있

어 경험집단과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누구나 아는 유명인사형’, ‘실존하지 않는 이상적

인간형’, ‘단순 융합체형’과 같은 이미지들은 융합인

재교육 경험집단에서 미경험 집단에 비하여 높은 빈

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융합인재교육이 학생들에게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를 도달 가능한 구체적인 이

미지로 변화시켜주고, 융합에 한 바른 인식 정립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융합인재교육에 한 경

험 여부에 따라서 학생들이 나타낸 이미지의 차이는

유형면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하지만 중학생들의 경

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

선, 고등학생들의 경우, 융합인재교육을 경험했건 그

렇지 못했건 부분의 학생들이 융합인재를 나타냄에

있어‘융합’에 한 수준을 개인인지수준의 융합으로

표상하고 있었다.  융합인재교육을 경험한 고등학생

들에게서도 중학생들과는 달리 집단인지수준의 이미

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소수의 학생들만이 집단

중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 유형 탐색 1505

Table 1

Distributions of the image type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talented person in
convergence

Types

Middle School High School

non-STEAM* STEAM** non-STEAM* STEAM**

N % N % N % N % Total %

convergence as individual
cognitive processing

idea banker 0 0 4 10 0 0 3 6 7 4

various talented celebrity 19 39 4 10 11 25 15 28 49 26

multi-tasking master 5 10 2 5 13 30 7 13 27 14

multi-talented career 1 2 10 24 12 27 2 4 25 13

active problem-solver 1 2 1 2 0 0 2 4 4 2

creative developer 1 2 2 5 3 7 14 26 20 11

unrealistic ideal man 10 20 1 2 3 7 8 15 22 12

convergence as collective
cognitive processing

expert group 0 0 4 10 1 2 1 2 6 3

interactive-mate group 0 0 12 29 0 0 1 2 13 7

convergence as  product

transformer 12 24 1 2 1 2 0 0 14 7

Total

*non-STEAM: the students who haven't taken STEAM class 

**STEAM: the students who have taken STEAM class 

49 100 41 100 44 100 53 100 187 100



인지수준의 융합에 해 표상했으며, 특히 집단인지

과정으로서의 융합에 해당하는 유형들 중‘학생 집단

형’은 비록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융합인재교육을 경

험한 학생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차이를 보 다(Table

1, Fig.12). 

이들의 차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경험 집단에

서 주로 나타난 이미지 유형은 가장 많이 발견된 것으

로‘생활의 달인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근소한 차

이로‘다양한 직업인형’과‘누구나 아는 유명인사형’

이 나타났다(Table 1, Fig. 12). 반면에, 융합인재교육

경험 집단에서 주로 나타난 이미지 유형은 가장 많이

발견된 것으로‘누구나 아는 유명인사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창조적 개발자형’이었으며, 세 번째는‘실존

하지 않는 이상적 인간형’이었다(Table 1, Fig. 12). 

중학교에서와의 특징적인 차이는‘창조적 개발자

형’이 많은 반면, ‘집단형’이미지가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중학생들처럼 자신

들이 직접 STEAM 활동을 체험해 볼 기회가 많지 않

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융합인재교육 경

험집단 학생들이 중학생과는 달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표상한 이미지인‘학생집단형’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Steve Jobs로 표되는 전형적인 이미

지 유형인‘창조적인 개발자형’을 상당수 표현한 것은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최근 강조되고 있는 융합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융

합인재교육(STEAM)이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

다. 이 연구는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인‘융합인재’에 하여 중등학생들이 어떤 이

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해 학생들의 그림과 설

명 등을 통해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결

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등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들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이‘융합’에 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개인인지과정

으로서의 융합’, ‘집단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 ‘산물

로서의 융합’의 세 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인‘개인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유형은 개

인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자신의 인지구조 내

에서 새롭게 통합 혹은 융합하는 관점에 초점이 맞춰

져 있는 견해들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들의 하

위 유형으로는‘두뇌수준 사고 융합형’, ‘누구나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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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형’, ‘생활의 달인형’, ‘다양한 직업형’, ‘문

제해결자형’, ‘창조적 개발자형’, ‘실존하지 않는 이

상적 인간형’이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인‘집단인지과

정으로서의 융합’유형은 여러 전문가들의 학제간 협

동이나 협업형 프로젝트의 모습에 가까운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으며,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학

자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학생 자신의 이미지로 드러

나기도 하 다. 하위 유형으로는‘전문가 집단형’과

‘학생 집단형’이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인‘산물로서의

융합’은 융합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로 묶이는 것을 의미하는

수렴적 통합으로서의 융합에 해당한다. 또한 융합을

융합적 결과물을 고안하거나 제작하는 과정보다는 그

결과 얻어진 산물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고 있

는 경우들이 발견되었으며, 하위유형으로는‘단순 융

합체형’이 있었다. 

둘째, 융합인재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중등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 유형에는 차

이가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경험집단 학생

들에게서만‘집단형’이미지가 나타나고, 미경험집단

에서는‘누구나 아는 유명인사형’, ‘실존하지 않는 이

상적 인간형’, ‘단순 융합체형’과 같은 이미지들이 높

게 나타남으로써 융합 및 융합인재에 한 개념을 명

확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

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는‘창조적 개발자형’이 많

은 반면, ‘집단형’이미지는 적게 발견되었다. 이 결

과들 중 특히 자신들의 집단 내 소통을 통한 융합과정

에 한 이미지 표상인‘학생집단형’이 없다는 점은

앞으로의 고등학교 STEAM 교육에 시사 하는바가 크

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융합인재는‘실존하지 않는 이

상적 인간형’처럼 선망의 상이지만 직접 되기는 어

려운‘완벽한 인간’으로 개념화 되어있는 경우가 많

았으므로 이에 한 개념을 변화시켜주기 위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자신들의 체험

을 통한 이미지 형성이 부족하므로 STEAM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체험활동의 비중을 늘리고, 다자간 소

통과 협업을 통한 융합이라는 현 과학의 새 국면을

개념화 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론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융

합인재교육에 한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

는 융합인재는 어떤 인물인지에 하여 바라는 바 인

재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융합인재교육의 최종 목표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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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istributions of the image types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talented person in
convergence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융합인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하지만 상당부분 추상적인 미사여구들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해당 교육이 완

수된 시점에 학생이 어떤 유형의 인재로 거듭나게 될

지에 해 구체적으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융합인재교육의 경우 역시 짧은 지시문들을 통

하여‘융합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

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우리가 육성

하고자 하는 융합인재의 성향이나 이미지에 해 구

체적으로‘이런 사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주

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

자 한다고 해서‘창의적 인재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해주면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천편일률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 창의적 인재 육성을 더욱 방해하

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해당 인재상에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 이미

지 유형이나 사례정도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 연수 및 예비교사 교육과정 등에서 융합

인재에 한 이미지를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

여 전달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중등학생들의 융합

인재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이미지 유형 분포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인재상 형성에 교사와 교

육과정의 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바라

는 바 인재상에 한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의 추상적인 텍스트 형태의 지시문 외에도 구체

적으로 표상 가능한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의 인재상에 한 실천적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 및 예비교사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 유형은 학생들과 어떻게 다

른지, 해당 이미지 유형의 형성과정은 미디어와 같은

학교 밖 환경 노출에 의한 것인지 혹은 학교에서의 교

육경험에 의한 것인지와 같은 다각도의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생들의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는 어떤 유형으로 형성되어있는지 알아보고,

융합인재교육(STEAM)을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에 융합인재 이미지 유형에 있어 어떠한 차

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

을 위하여 남부권 소재 중등학생 187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 으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는 융합

인재에 해 그림을 그리고 간략한 설명을 적도록 하

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여

중등학생들의‘융합’및‘융합인재’에 한 인식을 탐

색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중등학생들의 융합에

한 인식은 크게‘개인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 ‘집

단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 산물로서의 융합’으로 크

게 범주화되었다. 융합인재에 한 이미지는‘개인인

지과정으로서의 융합’의 하위유형으로‘두뇌수준 사

고융합형’, ‘누구나 아는 유명 인사형’, 생활의 달인

형’, ‘다양한 직업인형’, ‘문제해결자형’, ‘창조적 개

발자형’, ‘실존하지 않는 이상적 인간형’이 있었으며,

‘집단인지과정으로서의 융합’의 하위단계로는‘전문

가 집단형’과‘학생 집단형’이 있었고, ‘산물로서의

융합’의 하위단계에는‘단순 융합체형’이 나타났다.

중등학생들은 융합인재교육의 경험유무에 따라서 서

로 다른 유형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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