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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 핵심요인과 기대효과에 대한 델파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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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는 개념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융합교육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융합교육의 현장 

경험을 가진 교사 19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3차의 델파이 연구가 실시되

었으며, 융합교육의 특성으로서 핵심요인과 기대효과를 도출하였다. 융합교육의 전제 조건인 

핵심요인은 학습자의 다양한 질적 경험을 위해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의 개방적이고 융통적인 

활용을 강조하는 ‘교육설계’, 교사, 교사-동료 간, 교사-학습자 간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교사

의 역량을 의미하는 ‘교사전문성’, 다양한 교육주체의 심리적 지원을 통해 융합교육을 가능하

도록 하는 ‘교육환경’으로 유형화되었다. 융합교육의 기대효과는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 ‘학
습자의 정의적 특성’, ‘교사 및 교육체제’ 차원에서의 변화를 포함하였으며, 융합교육이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틀로서 인식되었다. 본 연구에서 융합교육은 다수의 일반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며,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을 적용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비롯한 관련 교육주체의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다루어진다는 

특성을 나타냈다. 연구의 결과는 융합교육의 실체를 다각적인 이해의 틀을 가지고 교육 현장

의 맥락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융합교육, 융합인재교육, STEAM, 교사 인식, 델파이 연구

I. 서  론

최근의 ‘융합 기술’, ‘융합 연구’, ‘융합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돌

파구로서 ‘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준다. ‘녹아서 하나로 합쳐진 상태’를 의미하는 

융합(convergence, 融合) (국립국어원, 2014)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관심은 둘 이상의 대상

이 완전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이 지니는 긍정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교육 맥락에서 융합에 대한 논의는 다수의 교과를 연계하는 교육방식에 대한 관심의 연장

교신 자: 이선영(seonylee@snu.ac.kr)
* 본 논문은 2014년 한국영재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며,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007). 

영재교육연구 제 25 권 제 1 호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15. Vol 25. No 1, pp. 37～58

http://dx.doi.org/10.9722/JGTE.2015.25.1.37



영재교육연구 제 25 권 제 1 호

38

선에 있다. 지식의 인지적 통합을 추구하는 인간의 인식론적 특성,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는 인간의 욕구, 사회적 조정을 요구하는 다문화 현상의 발생 등은 교과의 경계를 벗어나는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Petrie, 1992). 실제 다양한 교과 간 연계를 시도한 수업

이 학업성취도를 포함하여 자기 확신, 위험 감수, 리더십 수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다

는 사실이 확인되면서(Caspell, 2007; Morrow et al., 1997), 다양한 분야 간의 연계는 미래교

육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교과의 경계를 벗어나려는 시도들은 학제 간 교

육(interdisciplinary education), 교과통합(curriculum integration),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등의 용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학문 영역의 확장적 발전을 지향하며 융합교육이라는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용

어나 정의의 합의점은 찾지 못 하고 있다(김도연 외, 2013; 양승지, 권난주, 2013; 오헌석, 
2012; Applebee, Adler, & Flihan, 2007).

특히 국내 교육에서 융합 패러다임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방안｣ 발표와 함께 본격화 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장에 적용되는 계기

가 마련되었다. 일단, 국내의 융합 담론은 국가 차원에서 “창조적 융합기술 선전을 통한 신

성장 동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면서, 융합을 “탈추격형 기술혁신체제”(국
가과학기술위원회, 2008)로 인식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한 미국의 STEAM 교육이 미래인재 양성의 기본 틀로 현장에 도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STEAM이 ‘융합인재교육’이라고 명명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러나 ‘융합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모호하다. 기본적으로 

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학문적 개념들을 예술 활동과 연계하면서 맥락적 의미

(contextual meaning)와 함께 가르치는 것이 최적의 교육방법이 될 것이라 보았다(태진미, 
2011; Yakman, 2010, 2011). 국내 교육은 과학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이러한 STEAM을 초·중
등 교육 단계에 전략적으로 도입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 융합

교육은 과학과 예술 분야의 연계에 집중하거나(최태호, 박명옥, 2011), 융합교육이 과학기술

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권난주, 안재홍, 2012). 즉, 융합교

육의 본질, 가치, 구성요소 등 핵심적인 속성들을 공유하기에 앞서 STEAM이라는 교육방식

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교육현장에 먼저 제공되었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접근

이 우선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융합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이해와 교육의 방향성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융합교육의 실재에 대한 모호성이 충분히 해소하지 못

하였다는 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태진미, 2014).
국내의 융합교육 관련 연구들은 STEAM의 현장 적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먼저 고민하면

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융합교육의 개념, 방식, 유형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
성원 외, 2012; 김진수, 2011a; 백윤수 외, 2011; 이재분 외, 2012). 결과적으로 융합교육에 대

한 관심을 짧은 시간에 고조시킨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교육 실천의 어려움을 초래하

기도 하였다. 우선, 과학(S), 기술(T), 공학(E), 예술(A), 수학(M)이라는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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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프로그램, 실천 방안, 실천 단계들이 우선적으로 현장에 전달되면서(김진수, 
2011b), 일부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수업모형에 따라 단편적으로 S, T, E, A, M 각각

의 요소를 획일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였다(조향숙, 김훈, 허준영, 
2012). 혹은 단지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이 융합교육 활성화를 저해하

는 문제점이라는 의식이 공유되기도 하였다(최유현 외, 2012). 이러한 미시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융합교육의 방식이 STEAM으로 보편화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태진미 외, 2014).
이에 융합교육의 방향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융합교육의 핵심적인 특성들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과의 

접한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융합교육과 유사

한 기존 개념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이를 바탕으로 융합교육의 구체적인 설계, 운영, 평
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 인식에 대한 연구는 유용한 접근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론적 논의

를 통해 교육 정책의 방향이 수립되고 교육 현장에 전달되어 온 융합교육은 하향식

(top-down) 접근에 기반한 것이다. 반면, 교사의 관점으로 현장을 탐색하여 실재하는 융합교

육의 특성들을 드러내는 것은 상향식(bottom-up) 접근이며, 현재의 모호한 융합교육의 개념

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교사의 관점에서 해석된 융합교육의 실체

는 교육의 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실제로 교육 현상을 규명

하고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많은 연구들은 교사 인식에 따라 교육내용, 시간투자, 학생과의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진다고 보고한다(Saklofske, Michaluk, & Randhawa, 1988; Staub & 
Stern, 2002). 이는 교사 인식이 교수 효과성(teaching effectiveness)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사 인식을 반영하여 융합교육의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실

행 전략을 모색한다면 융합교육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이제까지 교사의 관점에서 융합교육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은 교사가 인식

하는 융합교육의 현황,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도, 교사의 기대 및 요구사항들을 설문, 인터뷰

를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손연아 외, 2012; 신영준, 한선관, 2011; 이효녕 외, 
2012). 융합교육의 특성을 규명하기 보다는 교사의 인식 수준과 교육 현황을 이해하여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관점에서 융합교육의 핵심요인과 기대효과를 규명

하여 융합교육의 특성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융합교육 경험을 가진 교사가 인식하는 융합교육의 핵심요인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2) 도출된 융합교육의 핵심요인과 기대효과는 기존 융합교육의 특성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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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배경

1. 융합교육

다양한 주제, 교과 또는 전공이 서로 연계된 현상을 기술하는 용어나 정의가 학자들 사이

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Applebee, Adler, & Flihan, 2007), ‘융합교육

(convergence education)’ 역시 개념 정의의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융합교육은 두 개 이상의 

지식과 학문을 대상으로 A와 B라는 두 주제를 연계하였을 때 새로운 C라는 주제와 α라는 

창의적 산출물이 형성되는 것(권성호, 강경희, 2008)이라는 추상적 설명 방식 이외에 그 개

념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가 드물다. 다만, 주제의 연계는 2개 이상의 전공 또는 교과 성분

들이 함께 모아지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며(Nissani, 1997), 국내에서는 통합교육(Integra-
ted education), 학제 간 교육(interdisciplinary education), STEAM 교육 등의 용어가 융합교육

과 혼용되고 있다(김도연 외, 2013; 양승지, 권난주, 2013; 오헌석, 2012). 
통합교육, 학제 간 교육, STEAM 교육과 같이 다수의 교과를 연계하는 교육방식은 공통

적으로 교과중심 교육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출현하였다(Klein, 2006; Park, 2008). 첫째, 
지식은 끊임없이 축적되고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보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

가 있고, 둘째, 세상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인위적으로 분류된 교과 내용은 맥락에 따라 

불일치가 발생하며, 셋째, 교과 중심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할 때 학생의 소외 현상이 발

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교과를 연계하는 교육방식은 단일 교과 중심의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관심을 받아 왔다(Akins & Akerson, 2002; Goodlad, 2000).
융합교육과 자주 혼용되고 있는 통합교육은 엄 히 따지면 ‘연결 짓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학문 영역의 지식들 중에서 다른 영역의 지식들과 광범위하게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지식을 

중심으로 교과를 구성하는 것이다(Drake & Burns, 2004). 학제간 교육은 단일 수업 프로그램

에서 2개 이상의 전공 또는 교과 성분들을 연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Nissani, 1997). 이 두 

용어가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핵심 특성은 개별 교과, 혹은 개별 전공이 어떤 형태로든 

각각 연계되거나 재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이나 학제 간 교육

은 융합교육의 이론적 틀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이들 용어를 분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김성원 외, 2012; 김진수, 2011b; 태진미, 2014).
한편, 국내에서는 STEAM 교육을 ‘융합인재교육’으로 명명하면서(한국과학창의재단, 

2011), 융합교육과 STEAM 교육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이공계

의 인재 육성을 강조하는 과학-기술-사회(science-technology-society, STS) 교육을 근간으로  

1990년대 미국과학재단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
matics)을 통틀어 STEM이라 지칭하였다. STEM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통합적 접근 교육’
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에 순수 예술,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는 예술(arts)과의 

연계를 통해 맥락적 의미(contextual meaning)를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

해진  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영역의 학문적 개념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태진미, 2011; Yakman, 2010). 국내에서 STEAM 교육은 창의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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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을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과 정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다루어진다(백윤수 

외, 2011). 국내 교육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예술을 통합한 STEAM 교육을 융합

인재교육이라 명명한 것은 STEAM 교과 중심의 콘텐츠 융합이 궁극적으로 융합인재 양성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 융합교육의 핵심요인과 기 효과

융합교육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STEAM 교육에서의 교육 모형(김성원 외, 2012; 
김진수, 2011a), 핵심역량(백윤수 외, 2011), 운영 전략(이재분 외, 2012), 교육 과정 모형(최
유현 외, 2012),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조순자, 김효남, 2013)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STEAM 교육의 관점에서 융합교육의 핵심요인과 기대효과에 대한 이론

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융합교육의 실행전략을 현장에 제공하고자 하였다.
융합교육을 규명하는 요인으로서 융합방식을 다룬 연구들은 융합유형을 다학문적 통합

(multidisciplinary integration), 간학문적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탈학문적 통합

(extradisciplinary inte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성원 외, 2012; 김진수, 2011a; 
김진수, 2012; 백윤수 외, 2012). 다수의 연구가 STEAM 교육을 융합교육과 동일시하면서 교

육의 내용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김성원 외, 2012; 백
윤수 외, 2012; 최유현 외, 2012), 융합의 단위는 개념/탐구과정 , 문제/현상, 체험활동(김성원 

외, 2012)으로 유형화되거나, 활동, 주제, 문제, 탐구, 흥미, 경험, 기능, 개념, 원리(김진수, 
2011a)와 같이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융합교육의 교육방법은 교육 활동의 구체적인 형식과 특정한 교수학습모형을 중심으로 논

의되고 있다. 교육방법은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교과 연계 활동이나 교과 외 활동(창의적 체

험활동, 동아리 활동)을 포함하는 형식교육 방식과 각종 학교 밖 연계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포함하는 비형식교육으로 구분된다(백윤수 외, 2012). 혹은 교과 내 수업형, 교과연계 수업형, 
교육과정 재구성,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활용형(교육과학기술부, 2012)과 같이 활동 

구성 방법에 따라 유형화되기도 한다. 융합교육의 교수학습모형은 문제중심학습, 문제해결학

습, 프로젝트법, 협동학습법, 탐구법, 창의공학설계법 등(조순자, 김효남, 2013; 최유현, 2012) 
기존 교육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다루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조사, 실험, 토론, 제작, 발
표 등 학습 활동의 유형(김성원, 2012), 감성적 체험과 창의적 설계 과정과 같은 교수학습 과

정의 요소(백윤수 외, 2012)들도 융합교육에 적용 가능한 핵심요인으로 인식된다.
융합교육의 기대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융합적 지식, 배려, 

감성 등과 같은 핵심역량에 근거하여 교육의 목적을 제시하거나, 융합인재교육의 개념에 ‘과
학기술 기반의 흥미와 이해 향상’,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 등을 포

함하여 교육 지향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백윤수 외, 2012; 최유현 외, 2012).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융합교육 개념화의 필요성이 공유되면서, 문헌에 기초한 이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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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외에 융합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연구(최유현 외, 2012; 태진미, 2014; 태진

미 외, 2014), 교사 인식 연구(손연아 외, 2012; 신영준, 한선관, 2011; 이효녕 외, 2012) 및 

영재 대상의 특성화 연구(맹희주, 2013; 이재분 외, 2012; 태진미, 2014)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교육 맥락 속에서 융합교육의 특성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융합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정책적 실현에 우선 집

중하여 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동시에 다수의 연구가 

STEAM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학, 수학, 공학, 예술 등의 특정 교과를 대상으

로 구체적인 교수기법과 전문성 계발 방안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융합교

육이 장기적으로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맥락에서 실존하

는 융합교육 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거시적인 교육 가치와 변화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차

본 연구는 융합교육의 특성을 핵심요인과 기대효과에 근거하여 규명하기 위하여 융합교

육 경험을 지닌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델파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연구 상

델파이 연구는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패널(panel)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측 또는 의사결정

을 하는 연구 방법으로, 해당 연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

으로 구성해야 한다(Fink & Kosecoff, 1985). 본 연구는 융합교육과 관련된 경험이 다수 있

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조건은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가진 교사, 융합교육을 주제로 교사연구회에 활동 중인 교사, 융합교

육과 관련된 연수를 이수한 교사, 융합교육을 주제로 강의 및 컨설팅 경험이 있는 교사로 하

였다.
전문가 패널의 수는 집단의 역동을 고려할 때 10~18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고되지만

(Okoli & Pawlowski, 2004), 이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15~30명이 추천되기도 한

다(Martino, 1972).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담당 교과, 교직 경력 등이 다양한 교사 집단을 대

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명을 전문가 패널로 활용하였다. 단, 총 3차의 델파이 연구

가 실시되는 동안에는 21명의 교사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최종 분석 단계에

서 중학교 교사 2명의 교직 경력 2년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교사

로서의 기본적인 전문성 확보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보다 보편적인 핵심요인과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이 특정 학교

급, 교과,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초등학교(6명), 중학교(7명), 고등학교(6명) 소속 

교사를 모두 포함하였고, 중등 교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교과목 담당 교사를 포함하였다. 서
울, 경기, 경상도, 전라도 등 지역적 다양성도 확보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평균 교직 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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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이었으며, 최종 분석에 반영된 전문가 패널의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ID 성별 학교급 과목 지역 교직경력

융합교육 관련 경력 델파이 참여

연수
참여

수업
운영

강의 
및 

멘토링

연구회 
참여

1차 2차 3차

E1 여 초등 - 서울 10년 O O x x O O O
E2 여 초등 - 서울 11년 6개월 O O x O O O O
E3 여 초등 - 서울 11년 6개월 O O x x O O O
E4 여 초등 - 전북 16년 O O O O O O O
E5 남 초등 - 부산 24년 O O O O O O O
E6 여 초등 - 서울 8년 5개월 O O O O O X X
M1 여 중등 수학 경기 21년 10개월 O O O O O O O
M2 여 중등 과학 경기 22년 O O x O O O O
M3 남 중등 미술 서울 30년 O O O O O O O
M4 남 중등 과학 서울 32년 O O O x O O O
M5 여 중등 미술 경기 5년 11개월 O O O O O O O
M6 남 중등 화학 경기 5년 9개월 O O O O O O O
M7 여 중등 일반사회 경남 8년 O O x O O O O
H1 여 고등 사회 서울 10년 x O O x O O O
H2 여 고등 영어 경기 18년 9개월 O O O O O O O
H3 여 고등 국어 서울 19년 6개월 O O O O O O O
H4 여 고등 정보 경기 20년 O O x x O O O
H5 남 고등 역사 경기 21년 10개월 O O O O O O O
H6 남 고등 지구과학 경기 25년 10개월 O O O O O O O

<표 1> 전문가 패널 구성

2. 자료수집

델파이 연구의 가장 큰 특성은 절차의 반복, 통제된 피드백, 집단 반응에 대한 통계적 합

의 절차에 의해 면대면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부작용을 제거함으로써, 연구의 오류

나 편향을 방지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Rowe & Wright, 2001). 본 연

구에서는 총 3차에 걸쳐 델파이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패널과의 상호작용은 개인 이

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수행 내용은 <표 2>와 같다.

구분 내 용 실시 기간

1차 전반적인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2014년 1월 13일~1월 30일
2차 1차 설문 분석 결과에 대한 중요도 평정 2014년 4월 16일~4월 25일
3차 2차 설문 분석 결과를 반영한 중요도 재평정 2014년 5월 14일~5월 20일

<표 2> 델파이 연구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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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차 설문지의 초안은 융합교육, STEAM, 통합교육 주제어로 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융합교육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관점(목적, 대상 교과, 교수학습 전략, 현황, 문제

점 등)을 포함한 개방형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초안 문항은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융합

교육 수행 경험을 가진 교사 3인(초등 2명, 중등 1명)에게 적절성을 검증받아 타당도를 확보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을 변경, 추가하거나, 교사에게 친숙한 용어로 표현을 일부 수

정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문항 및 구성 근거는 <표 3>과 같다. 

내 용 주요 참고문헌

‘융합교육’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김성원 외(2012), 백윤수 외(2011), Klein(2006)

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윤수 외(2011), 태진미 (2014), Park(2008)
기존의 교육과 융합교육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kins & Akerson(2002)

융합교육에 적합한 교과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순자, 김효남(2013), 최유현 외(2012) 
융합교육이 적용되기 어려운 교과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순자, 김효남(2013), 최유현 외(2012) 

융합교육에서 반드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효녕 외(2012), Emes & 
Cleveland-Innes(2003),  Morrison(2006)

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확보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선행과제, 인적자원, 물적 자원 등)

노상우, 안동순(2012), 이재분 외(2012)

융합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jiwale (2012), Bransford, Brown, & 
Cocking(2000)

융합교육에 적합한 교수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orrison(2006), Bransford, Brown, & 
Cocking(2000)

좋은 ‘융합교육’의 사례라고 생각한 수업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점 때문이었습니까? 

자체 개발

<표 3> 1차 델파이 문항

1차 설문 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5점 척도 문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연구자들은 1차 설문의 개방형 응답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고, 각 의미 단위를 하

나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단,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실제 응답 내용과 이를 재구성하여 작성된 문항간의 일치도, 문항 간 의미의 

중복 여부, 표현의 적절성 등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교육학 박사 3명, 교육학 박사과정 4
명이 검토하였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2차 설문은 총 77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전문가 패널이 각 문항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적절

성, 추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문항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3차 설문

지는 2차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에게 2차 설문 결과인 문

항별 중요도의 평균값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여 최종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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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가. 1차 델 이 분석: 문항 도출

1차 델파이 분석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반구조화된 개방형 문항을 통해 이루

어졌다. 연구자는 응답 내용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문항 3번에 대하여‘과목

간의 경계가 기존의 교육보다 더 희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다양한 영역의 과제를 학

생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교육과 다른 것 같다’라고 응답한 내용은 교과 간 연계 

방식과 관련된 의미 단위(융합방식)와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에 대한 의미 단위(교육

결과 및 효과)로 구분하여 두 개의 의미 단위로 정리하였다.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는 내용은 

하나의 의미 단위로 통합하였다. 연구자들은 반복적으로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 내용은 722개의 의미 단위로 구분되었다.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의

미 단위를 통합하여 488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이 중 전문가 패널의 응답 빈도가 2회 이상

으로, 2차 델파이 분석을 통해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선별하였

다. 1차 분석 결과는 융합방식(16개), 교수학습방법(17개), 교육기반(14개), 교사역할(14개), 
교육결과 및 효과(16개)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2차 델파이 실시를 위한 문항 77개 문항

을 도출하였다. 

나. 2차 델 이 분석: 요도 평정

2차 결과의 분석에서는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값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요도가 높은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필

요한 문항, 이전에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새롭게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문항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내용타당도비율(CVR)1), 수렴도2), 합의도3)를 통해 정량적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내용타

당도비율은 중요도에 대한 합치된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타당도 검증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Lawshe, 1975). 패널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 기준을 고려할 때, 패널 수가 19명인 경우 

CVR값이 .42 이하의 문항은 타당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Lawshe, 1975) 9문항을 삭제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렴도와 합의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Aladwani & Palvia, 2002). 수렴도 0~0.5 범위, 합의도 0.75 이상에 포함되는 경우 합의도, 수

1)  
  

  ·  : 중요하다고 응답한 패널수로 Likert 척도에서 4점(중요), 5점(매우 중요)를 응답한 수

  · N : 전체 패널 수

2) 수렴도=
사분위점수 사분위점수

3) 합의도=중앙값
사분위 점수 사분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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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도가 우수하다고 판단하고(이종성, 2001) 해당 문항을 3차 설문에 반영하였다.  개방형으로 

진술된 추가 피드백 내용도 반영하여 총 12문항이 수정되었으며, 1개 문항이 추가되었다.
2차 설문의 분석 과정에서 1차 분석에서 도출한 분류 기준인 ‘융합방식’은 ‘교육설계’로, ‘교사

역할’은 ‘교사전문성’으로 재명명하였고, ‘교수학습방식’으로 분류했던 일부 내용이 ‘교육설계’
와 ‘교사전문성’으로 재구조화 하였다. 분석의 예시로‘교수설계’로 분류된 문항의 수정, 보완, 
추가 작업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문항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내 용 평균
표준
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비고

다양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활동을 
포함

4.37 0.83 0.80 0.50 0.58 ‘다양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교육과정 구성’으로 수정 

프로그램 개발 시 
창의적 설계를 적용

4.21 0.85 0.75 0.50 0.68 ‘수업 개발에 창의적 설계 전략을 
적용’으로 수정

2인 이상의 교사 및 
전문가가 협력 

4.16 0.76 0.75 0.50 0.58 ‘2인 이상의 교사 및 교과 전문가의 
협력’으로 수정

교과융합의 수준과 
방향에 대하여 사전에 
확실히 결정

4.11 0.74 0.75 0.50 0.58 ‘교과융합의 수준, 목표, 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실히 결정’으로 수정

교육대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을 
모두 포함

3.68 0.89 0.75 0.50 0.26 CVR값이 부적절하여 삭제

주제를 중심으로 팀 
티칭을 실시

3.84 0.96 0.63 0.75 0.37 CVR값이 부적절하여 삭제

한 과목 내에서 단원 간 
연계

- - - - - 패널 의견 반영하여 추가

<표 4> 2차 델파이 분석 예시 

다. 3차 델 이 분석 결과: 최종 핵심요인 선별  유형화

3차 분석에서는 최종적으로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값을 다시 검토하여 삭

제 및 수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2차의 중요도 평균 점수가 4.30점 이하인 문항들 중, 2명 이

상의 패널이 삭제에 동의한 11개 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였다. 핵심요인으로서 타당도를 높이

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McGinn, et al., 2012; Rowe & Wright, 1999) 평균 4.50점 이

상(중요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문항은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다시 유목화 하였고, 각 분석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문가 패

널이 작성한 의견들을 참고하였다.

IV. 연구결과

3차의 분석을 통해, 융합교육의 핵심요인과 기대효과를 도출하였다. 융합교육의 핵심요인

은 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할 성공 요인을 의미하며, 기대효과는 융합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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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획득할 수 있는 교육 결과 및 가치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사 인식을 통해 도출한 융합교육의 핵심요인과 기대효과

1. 융합교육의 핵심요인

가. 교육설계 핵심요인

융합교육의 핵심요인으로서 ‘교육설계’는 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수설계 전략들이 

포함되었다. 총 9개의 요인들은 ‘학습활동 설계’의 6개 요인과 ‘교육내용 설계’의 3개 요인

으로 분류되었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분 내 용 평균
표준
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학습
활동
설계

학생 주도적인 수업 참여 기회 제공 4.83 0.38 1.00 0.00 1.00
종합적인 사고력 적용 활동(분석, 종합, 적용, 창의성 
등)의 제공

4.83 0.38 1.00 0.00 1.00

학생 간의 상호작용 포함 4.76 0.44 1.00 0.00 0.89
학생들이 스스로 실생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문제중심 학습 적용

4.72 0.46 0.85 0.38 1.00

특정한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

4.53 0.51 0.80 0.50 0.89

학생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교사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4.50 0.51 0.78 0.50 1.00

교육
내용
설계

학생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가능성을 안내

4.67 0.49 0.80 0.50 1.00

창의적인 발상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 제시 4.56 0.62 0.80 0.50 0.89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 4.56 0.51 0.80 0.50 1.00

<표 5> 교육설계 핵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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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설계’는 융합교육에서 제공되는 학습 활동의 내용 및 구성 방법과 관련된 요인

으로, 특정 방법에 얽매이기 보다는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활동의 질적 속성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교육내용 설계’에 포함된 요인들 역시,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구체적

인 교과, 주제, 지식, 기술(skill)보다는 교육내용을 통해 제공될 학습자 경험의 질적 속성들

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패널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융합교육은 교육설계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들과 차

별성을 가졌다. 패널들은 융합교육이 STEAM 교육 보다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수준에서 연

계하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교육방법 역시 프로젝트식 학습, 모둠활동과 같은 일부 방법에 

국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융합수업이 반드시 혹은 오로지 모둠활동이나 프로젝트식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편견이 생

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패널 H2)

STEAM 교육은 주로 과학교과 중심의 융합교육이라고 생각된다. 통합교육은 과목별 교육내용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융합교육은 주제나 사회문제 등에 따라 

각 교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 그 가운데 교사들이나 학생들 모두가 참

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나 사회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 (패널 H5)

교육설계 관점에서 융합교육은 학습자 경험의 다양한 속성들을 고려하며, 이를 성공적으

로 제공하기 위해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에서의 개방적, 융통적 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

에서 유사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나. 교사 문성 핵심요인

‘교사전문성’은 융합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의미한다. 교사

전문성은 역량의 소재(locus)를 기준으로 ‘교사’, ‘교사-동료교사 간’, ‘교사-학습자간’의 3개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도출 결과는 <표 6>과 같다. 
‘교사’ 차원의 핵심요인은 융합교육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확보해야 할 개인 수준의 역량

이다. 관심, 참여 의지 등의 정의적 역량과 탐구, 연구, 실천 등과 관련된 인지적 역량이 모

두 포함되었다. 특히,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 개인의 관심과 참여 의지’, ‘다양한 관점에서 주

제/교과를 탐구하여 재구성’은 중요도 평균 점수가 4.89점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요인

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전문가 패널의 응답에서도 교사 개인의 역량 확

보는 융합교육의 실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가 연구자로 참여해야만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절감하고 융합수업 방식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일지라도 교사가 수업에 접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

을까 자문해 본다. (패널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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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평균
표준
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교사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 개인의 관심과 참여 의지 4.89 0.32 1.00 0.00 1.00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교과를 탐구하여 재구성 4.89 0.32 1.00 0.00 1.00
담당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4.83 0.38 1.00 0.00 1.00
융합교육의 수업방식을 직접 적용하고 적절성을 점검 4.72 0.46 0.85 0.38 1.00
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재 연구와 개발 4.61 0.50 0.80 0.50 1.00
융합교육의 개념, 원리 등에 대한 교사의 명확한 이해 4.56 0.51 0.80 0.50 1.00

교사-
동료 교사 
간

교사 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공동참여 기회 마련 4.72 0.46 0.85 0.38 1.00
교사연구회 등 협력 연구를 통한 전문성 확보 4.67 0.49 0.80 0.50 1.00
타 교과의 전문적 지식과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해 타 
교과 교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 유지

4.56 0.51 0.80 0.50 1.00

교사-
학습자 간

학생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동반자로서 지원

4.72 0.46 0.85 0.38 1.00

학생의 자아실현을 이끄는 조력자로 참여 4.61 0.50 0.80 0.50 1.00

<표 6> 교사전문성 핵심요인

‘교사-동료교사 간’ 핵심요인은 다른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교사 역량이다. 여기

서 동료 교사는 현재 시점에 융합교육을 함께 수행하고 있거나, 단시일 내에 융합교육과 관

련된 구체적인 협업이 예정되어 있는 교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핵심요인이 ‘기
회’의 마련, ‘전문성 확보’의 가능성, ‘파트너십의 지속적 유지’ 여부 등으로 표현된 점은 관

계 형성과 관련된 교사 역량이 잠재적인 융합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시사

한다. 특히, 전문가 패널의 응답을 살펴보면, 교사 간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교사전문성은 개

인 차원의 역량들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이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과의 통합이나 융합교육 같은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교사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함이 많아서 연구회 등의 다른 

교사들과 같이 연구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패널 E4)

‘교사-학습자 간’ 차원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원적, 간접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학습자와의 관계 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동반자’, ‘조력자’로 표현되었다. 융합교육을 준비하

는 단계와 비교할 때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교사의 참여 수준을 축소하

는 것이 융합교육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교사는) 주제를 이해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최소한의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 
(패널 H3)

‘교사’, ‘교사-동료교사 간’ 차원에서의 핵심요인은 교사의 적극성, 자기주도성을 전제로 

발현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나타낸 반면, ‘교사-학습자간’ 요인은 학습자의 적극성과 자기주

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교사의 참여 내용과 수준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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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다. 교육환경 핵심요인

‘교육환경’은 교육체계 수준에서의 전제 조건, 혹은 선행 과제를 의미한다. 전문가 패널은 

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현재 다양한 환경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

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요인들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교육환경의 핵심요인은 총 4개
의 요인으로 정리되었으며, <표 7>과 같이 ‘학교 수준’, ‘정책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구분 내 용 평균
표준
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학교
수준

개방적 학교/수업 분위기 조성 4.83 0.38 1.00 0.00 1.00
교육 변화 흐름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이해와 
수용적 태도

4.67 0.49 0.80 0.50 1.00

교사의 수업 연구를 위한 시간 확보 4.67 0.49 0.80 0.50 1.00
정책
수준

교육이론 전문가, 상급 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교장의 
의지 

4.56 0.51 0.80 0.50 1.00

<표 7> 교육환경 핵심요인

‘학교 수준’으로 분류된 핵심요인은 학교를 중심으로 연계된 다양한 교육주체에게 요구되

는 조건들이다. 학교에서의 융합교육은 현 교육과정 속에서 다수의 교과 간 상호협력을 요

구하므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개방적인 분위기, 다양한 교육주체의 인식 

변화, 교사의 수업 연구를 위한 시간 확보와 같은 요인이 학교 수준의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 수준’에 해당하는 핵심요인은 국가의 교육 시스템 수준에서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

이다. ‘교육이론 전문가, 상급 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교자의 의지’는 정책 수준에서 확인된 

유일한 핵심요인이었다. 이 요인 역시 교육주체에게 요구되는 조건이었으며, 학교 수준의 변

화를 이끄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융합프로그램의 질과 교사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하드웨어는 그리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패널 M4)

사실 1차 델파이 결과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예산 및 시설확보 등의 물리적, 구조적 

환경 요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 3차 델파이 실시 과정에서 이들 요인은 중요도가 상대적

으로 낮아 제외되었다. 반면, 관련된 교육주체들에 대한 심리적 환경 구축은 물리적 환경보

다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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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교육의 기 효과

‘기대효과’는 융합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과 융합교육이 지니는 가치들

을 의미하였다. 대상에 따라 학습자 차원과 교육체제 차원을 구분하였고, 학습자 차원은 다

시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과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분 내 용 평균
표준
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계발 4.78 0.43 1.00 0.00 1.00
고차원적, 통합적 사고능력 계발 4.72 0.46 0.85 0.38 1.00
실생활에 적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계발

4.72 0.46 0.85 0.38 1.00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계발 4.61 0.50 0.80 0.50 1.0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계발 4.53 0.51 0.80 0.50 0.89
맥락을 고려한 심층적인 내용 이해의 기회 제공 4.50 0.51 0.78 0.50 1.00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다양한 교과경험을 제공하여 학습흥미를 촉진하는 
기회를 확대

5.00 0.00 1.00 0.00 1.00

협업을 통한 인성 계발(협동심, 인내심, 배려 등) 4.61 0.50 0.80 0.50 1.00
학생의 자신감, 만족감 상승에 영향 4.50 0.51 0.78 0.50 1.00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참여도 향상 4.50 0.51 0.78 0.50 1.00

교사 및 
교육체계

교사 스스로의 성장이 가능 4.78 0.43 1.00 0.00 1.00
교과 간 분절된 지식을 통합하여 융통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실현

4.56 0.51 0.80 0.50 1.00

현실문제 및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실현하는 기회 마련

4.56 0.51 0.80 0.50 1.00

<표 8> 기대효과 핵심요인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은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획득하길 기대하는 인지적 역량들이

다. STEAM 교육의 핵심역량으로 다루어지는 문제해결능력은 물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심층적 내용 이해의 기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등이 폭넓게 포함되었다.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은 융합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학습자의 정의적 변화들이다. 
학습흥미, 자신감, 만족감, 집중도, 참여도 등이 정의적 특성에 함께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융합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학습동기를 이끄는 심리적 요인들이었다. 특
히 ‘다양한 교과경험을 제공하여 학습흥미를 촉진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모든 패널이 

‘매우 중요하다(5점)’고 응답하여, 핵심요인과 기대효과 전체에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이었다.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은 일반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의 가치와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들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 추구가 

융합교육의 실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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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융합인재교육(STEAM)의 교육 및 연구 방향은 다소 ‘영재를 위한 융합인재교육 ’으로 흐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창의력 ’은 상당히 고차원적이며 어느 정도의 지식적 

배경이 갖추어져야 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널 M8)

(융합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 기능을 창출하는 능력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 (패널 M2)

‘교사 및 교육체계’는 학습자 이외의 대상들에게 기대하는 변화에 해당한다. 교사(교사 스

스로의 성장이 가능), 교육 과정(교과간 분절된 지식을 통합하여 융통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실현), 교육 체계(현실문제 및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실현하는 기회 마

련) 전반에서의 가치 실현이 각각 중요한 기대효과로 나타났다. 

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융합교육 경험을 보유한 현직 교사 19명을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여 델파이 연

구를 실시하고, 핵심요인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융합교육의 속성들을 도출하였다. 핵심요

인은 융합교육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특성들이며, ‘교육설계’, ‘교사전문성’, 
‘교육환경’에서의 핵심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융합교육의 기대효과는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교사 및 교육체제’에서 기대되는 변화들로 정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요인을 통해 STEAM 교육, 통합교육, 학제 간 교육 등의 유사 

개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융합교육의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첫째, 융합교육의 교육설계는 학습자 경험의 질적 속성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다양한 

내용과 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융합교육은 구체적인 절차, 방식, 유형 

등으로 규정되기보다, 학습자에게 필요한 경험의 속성들을 먼저 규명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다양한 변용을 시도하는 설계의 개방성과 융통성을 가졌다. 이와 비교하여, 융합교육과 혼용

되어 온 통합교육이나 STEAM 교육의 설계 전략은 교수자의 관점에서 교과 간 연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통합교육은 통합의 요소와 수준에 따라 유형

화되며, 이를 기준으로 적합한 교과 연계 방식을 안내한다(Klein, 2006; Petrie, 1992). 
STEAM 교육 모형들도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백윤수 

외, 2012), 학교급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통합 요소와 통합 방식을 구조화하고 있다(김진수, 
2011a). 교육설계의 관점에서 융합교육은 유사 개념들의 교육설계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교사전문성 요인이 융합교육 실현에 있어 비중 있는 전제 조건으로 강조되었다. 예

를 들어, STEAM 교육은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하향식(Top-down)으로 교육의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조향숙 외, 2012), 교사는 관련된 정책을 이해하고, 제시된 교육 모형을 

준수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수동적인 주체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

된 교사전문성은 교육 전반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도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동시에 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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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은 동료교사 및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에서 입체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다. 최근 융합교육에서 교사를 다룬 논의들은 주로 교원 연수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거나(손연아 외, 2012; 신영준, 한선관, 2011; 이효녕 외, 2012),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

램의 개발(한국교육개발원, 2012)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 도

출한 교사전문성은 교사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융합교육의 교육환경 요인으로서 관련된 교육주체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강조되었

다. 사실, 미국의 STEAM 교육과 이를 기본 모형으로 한 국내의 융합인재교육(STEAM)은 

국가의 주도적인 교육 실천이 선행되었던 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자원의 확

충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권난주, 안재홍, 2012). 자연스럽게 STEAM 교육의 관점에

서는 물리적, 행정적, 법제도적인 지원을 결정적인 환경 요인으로 고려한다(이재분 외, 
2012). 반면, 교육에서의 융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적, 구조적 접근 이외에도 지

식에 대한 관점 변화, 구성원의 인식 변화 등 교육주체의 심리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노상우, 안동순, 2012).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연구 맥락과 일치

하는 것이다. 다만, 심리적 차원을 강조하는 본 연구의 결과가 전문가 패널을 교사로 한정한 

연구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겠다. 
넷째, 융합교육의 기대효과는 교육을 통해 직접적으로 증진되는 학습자 역량에만 국한되

지 않고, 잠재적인 심화학습의 가능성, 교사 및 교육 체제의 거시적 변화들을 포괄하였다. 학
제간 교육, 통합교육과 같이 다양한 학문을 연계하는 교육 개념이 등장한 배경에는 개인의 

효과적인 역량 계발(Akins & Akerson, 2002; Petrie, 1992)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STEAM 
교육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추구한

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노상우, 안동순, 2012). 반면, 본 연구에서 정리된 융합교육의 기대

효과는 가시적인 교육성과에 대한 관심에 앞서, 학생의 학습흥미 및 수업 참여도 촉진, 교사

의 성장,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실현과 같이 현 교육체계가 추구하는 교육의 본연적 가

치를 공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결국 융합교육이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교

육 접근 방식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현 교육체계와의 조화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규명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학습자와 관련된 요인이 융합교육의 핵심요인에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교육의 기대효과가 현재의 학교 교육체계 안에서 일반적인 다수

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리되었다는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STEAM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 분야, 특히 과학 분야의 영재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백윤수 외, 2012; 이재분 외, 2012; Yakman, 2010). 이 경우,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발휘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자의 역량은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고려된다. 이와 비교하여, 
융합교육은 교육체계 안에 공존하는 광범위한 학습자의 특성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

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핵심요인으로서 교육설계의 개방성

과 융통성은 융합교육의 핵심요인으로서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융합교육의 구현 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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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의의를 갖는다. 첫째,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의 틀을 거시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제시

하였다. 융합교육의 핵심요인이 ‘교육설계’, ‘교사전문성’, ‘교육환경’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

었고 기대효과는 ‘학습자 인지적 특성’, ‘학습자 정의적 특성’, ‘교사 및 교육체제’로 나누어 

제시되었는데, 이는 융합교육을 위한 준비(교육설계, 교육환경)-운영(교사전문성)-평가(기대

효과)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융합교육의 핵심요인들은 구체

적이고 실천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융합교육의 핵심요인과 기대효과가 교사의 관점에서, 교사의 표현 방식으로 정리되

었기 때문에 융합교육의 본질을 보다 현장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교사는 

학교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이며 교육 실현의 핵심 주체이므로, 교사

의 인식은 융합교육의 실재와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교육설계’와 ‘교사전문성’의 

핵심요인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또한 ‘교육환경’의 핵심요인

은 학교 현장에서 직면하는 한계점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

한 융합교육의 특성은 교육의 방향을 학교 밖에서 수립하여 학교 안으로 전달하는 이전의 

접근과 비교하여, 학교 맥락과의 조화 속에서 실천 가능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각 핵심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다양한 교과 영역

과 학교급을 포괄하여 현장의 맥락에서 융합교육의 보편적인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러

나 융합교육 경험을 가진 소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론적·학문적 전문가의 

관점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급과 교과의 차이로 발생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차별적 특성들(강현석, 2004; 방담이, 강순희, 2012)을 확인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 결과는 융합교육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보다 유용

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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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education through 

the Delphi survey targeting 19 teaching professionals. The Delphi survey was completed three 

times, drawing key factors and expected outcomes which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education.

The key factors of convergence education were classified as ‘educational design’, ‘teachers’ 

expertise’and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al design  focused on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leaner’s experience. Teachers’ expertise was teacher’s active and supportive 

roles in relationship with fellow teachers and learners. Educational environment was the 

psychological factors with which various subjects can realize convergence education. The expected 

outcomes were classified as ‘learner’s cognitive characteristics’, ‘leaner’s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teacher and educational system.’ The expected outcomes of convergence education leads 

to psychological changes for learners to increase the advanced learning experiences and to pursue 

values of education itself. 

Compared to similar concepts, convergence education has some unique characteristics in which 

many of regular learners in educational settings and various topics are targeted. It also focuses 

on psychological factors of various subjects and qualitative natures of leaners’ learning experience 

for the advanced learning.  Especially, these results have significance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convergence education, focusing on educational practices through teachers’perspectives. 

Key Words: Convergence education, STEAM, Delphi technique, Perception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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