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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the STEAM program grounded on curriculum and to investigate 

educational effects of the developed program on students’ attitude of science and science self-efficacy by 

application to elementary informal science educ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develop this program, the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and then STEAM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theme ‘light’ is developed. The 

developed program was revised and complemented through preliminary applications and consulting with experts, 

and applied to 65 students. A single group pre-post paired t-test was conducted through the students’ attitude of 

science and science self-efficacy test. The semi-structure interviews were used to gather focused and additional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STEAM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with the theme 

‘light’ for elementary stu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ir interest related to real life. Second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ogra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attitude of science for the group of third and fourth graders. 

However, the effects of science self-efficacy did not appear a significant result for the third and fourth graders. 

They expressed one possible reason. The theme of light was not familiar with them because the theme was 

scheduled to teach in the second semester of the fourth graders. Some of students in this group did have a chance 

to learn the theme. Thirdly, the program was very effective for the fifth and sixth graders on their attitude of 

science and science self-efficacy. In conclusion, STEAM education program developed with the theme of light is 

contributed to elementary students’ attitude of science in the informal science education.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of relevant concepts can influence on students’ science self-efficacy. It could be very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students’ grade level and previous learning experiences when the educational programs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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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에서의 교육은 학교라는 정규 인 기구

와 제도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형

식(formal)과 비형식(informal) 교육으로 별될 수 

있다(서울 학교 교육연구소, 1995; Wellington, 1994). 

즉, 형식 교육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이

루어지는 교육으로 의무 이고 구조화되어 있는 교

육이며, 비형식 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

양하고 자발 이고 자기 주도 인 교육으로 정의된

다(김이슬, 2011; 배유진, 2014; 백소이, 2011; 허

, 2009; NSF, 1998). 최근 우리나라 과학 교육에서 

형식 교육의 큰 문제 이자 이슈는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생들의 과학에 한 태도가 부정 으로 변

해가는 것과 과학과 련된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공계 기피 상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융합인재교육과 함께 비형식 과학교육에도 주

목하고 있다(장 숙, 이 주, 2008). 여러 교과  과

학, 수학, 기술과 련된 비형식 교육은 교과 지식뿐

만 아니라 진로, 직업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

고 학습자들의  생애에 걸쳐 과학에 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김이슬, 2011; 이선경 

외, 2005; 장경애, 윤혜경, 2005). 재 학교 장의 

정규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

는 핵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간

극을 메우기 해 국가 차원에서는 과학 ,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로그램의 비형식 교육을 운 하

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즉, 교육과정에서도 

비형식 교육을 도입하거나 연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방법 의 하나로 비형식 과학 

교육을 요하게 다루고 있다(백소이, 2011).

최근까지 이루어진 비형식 과학 교육에 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비형식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3가지로 분류하 다. 첫째, 교육  목 을 

가지는 기 에서 이루지는 것으로 과학 , 과학 캠

 등이 해당한다. 둘째는 방과 후 로그램을 활용

한 것으로 특기 성, 방과 후 학교 교육 등이 해당

한다. 셋째, 자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이 해당한다

(Crane et al., 1994; Rennie, 2003, 2007). 특히, 과학

과 련한 교육에서 교사들이 비형식 과학 교육이 

형식 교육에 비하여 효과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고 인식할 때 비형식 교육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장 숙, 이 주, 2008; 최경희 외, 2006). 

이선경 외(1997)는 비형식 과학 교육 기   하나

인 과학 을 통해 학습자들이 과학에 한 흥미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형식의 과학 학습 자료를 제공

하며 획일 인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

다고 하 다. 

그리고 김이슬(2011), 장경애와 윤혜경(2005), 

연주(2014)에서는 과학 캠 나 특기 성과 같은 비

형식 과학 교육에 참가했던 학습자들로부터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형식 과학 교육이 가지는 교육  역

할이 확 되어야 하며 나아가 양질의 로그램이 

개발되어 과학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는 필요성을 제시하 다. 한 비형식 과학 교육에 

참여한 시기가 빠르고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과학

 학습 태도가 향상되었으며 등학생의 과학탐구

능력과 태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강인애, 

2012; 김종진, 2008; 김혜신, 2004; 조미헌 외, 2013).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한국과학교육학회에서 비

형식 과학 교육 련 국제 학술 회를 개최하기 시

작한 이후로 비형식 교육은 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으며 국자 차원에서 과학  육성 계획  비형

식 과학 교육 활성화를 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백소이 외, 2011). 하지만 비형식 교육이 진

행됨에 따라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형식 교육

과 분 된 경험으로 끝나지 않기 해서 형식 교육

과 비형식 교육 간의 력은 지속 으로 강조되고 

있다(조미헌 외, 2013; Stocklmayera et al., 2010). 따

라서 비형식 과학 교육과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로그램이 학교 

내 과학 교육과 유기 으로 연결된다면 교육과정에

서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다(김

이슬, 2011; 백소이, 2011; 이선경 외, 2004; 장 숙, 

이 주, 2008).  

형식 인 교육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

험하는 비형식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선행 연

구에서는 과학 , 과학 동아리,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센터, 특기 성 수업 등이 있으며 나아가 다양

한 환경에서 실시 가능한 문 인 로그램의 필

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김소희, 송진웅, 2003; 김종

진, 2008).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과학에 

한 태도가 부정 으로 변해가는 문제 과 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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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상 등을 해결하기 하여 교과교육 문가

들은 융합인재교육과 비형식 과학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장 숙, 이 주, 2008).

최근 과학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해 다양한 역에서 융합과 통합을 통해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제시하 다(교육부, 

2013). 융합인재교육은 미국을 비롯한 미국을 비롯

한 선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에 

한 흥미와 이해를 향상하고 융합  사고와 문제 해

결력 배양을 해 과학, 기술, 공학, 술, 수학의 내

용과 과정을 통합하는 교육 방식이다(이효녕, 2011; 

Sanders, 2009; Yakman, Lee, 2012). 단순한 지식을 

수용하는 교육을 벗어나 지식을 왜 배워야 하는지

에 해 고민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인

식하고 지식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성  체험을 요시 하고 있다. 

특히 과학 역에서는 합리 인 해결책의 결정을 

하여 과학, 기술, 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 인 

이해가 필요하다(김찬종 외, 2010; Bennett, 2003). 그

리고 과학은 학생들 주변의 자연 상  사물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 경쟁

력에 있어서도 인  자원과 연계하여 큰 향을 미

친다(교육부, 2013; NRC, 1996).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변하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기 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유능한 

인재 양성이 요하다(이수 , 2011).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등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는 학년

에서는 높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정 인 태도가 

감소하고 있다(곽 순 외, 2006; 이수 , 2011; 우

수, 1993).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경우 학 입시  상 학교 진학을 한 

경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과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한 외  동기인 

자기 효능감에 한 수 은 하 권으로 나타났다

(OECD, 2010, 20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2013). 이에 한 안으로 ․ 등학교 수 에서

부터 과학 기술에 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통합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융합

인재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과학 교육에서 STEM 교육을 통하여 

과학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고 나아가 

자기주도 인 과학  탐구 활동이 가능하다고 분석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의 교육  

효과성으로 과학에 한 흥미가 높아지고 생활 속

에서 융합  요소를 쉽게 발견하며 나아가 진로를 

이공계로 선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13; Pearson, Young, 2002).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다양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들

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의 

운 과 학교 수업에의 용에 해서는 많은 어려

움이 있다(채동  외, 2014). 게다가 재 등학교 

3, 4학년군의 과학 교과서 내용  약 10%는 융합인

재교육과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과 

간 지식, 기술, 개념들의 직 인 련성은 찾기 힘

들며 융합인재교육의 실  방안에 한 시사 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이 우, 2014). 

학교 장에서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기 해

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주제와 소재로 학생들의 

수 에 맞는 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실제 

학교 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과 으로 인해 충

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원 

외, 2013; 한혜숙, 이화정, 2012). 이러한 어려운 

에도 불구하고 융합인재교육에서 추구하는 감성  

체험을 통한 학습 동기와 흥미의 향상을 해 서보

(2012), 박병열과 이효녕(2014), 이 동 외(2016) 

등에서 ADBA(S) 모형을 활용한 융합인재 로그램 

개발과 용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학생

들의 학습에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이 정 인 효

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제시하 다.    

학교 장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 가 을 덜어주

는 방안  융합인재교육을 효과 으로 용하는 

방안으로  비형식 교육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안

일 수 있다(백소이 외, 2011).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

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등학교 비형식 과학 교육에 합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용한 후, 학생들

의 과학에 한 태도, 과학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둘째, 개발한 융합인재교육 로

그램이 연계한 교육과정 상의 단원 학습경험 유무

가 과학에 한 태도와 과학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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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1) 교육 프로그램의 초안 개발

이 연구에서는 등학교 비형식 과학 교육에 

합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이효

녕 외(2012)가 개발한 ADBA 모형을 용하 다. 

ADBA 모형은 문제 이해(A)-설계(D)-제작(B)-평가

(A)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이해(A)단계에

서는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

한다. 이 단계에서 제시되는 문제 상황은 교육과정

에서 제시하는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 

상황을 개발한다. 설계(D)에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

한 탐구활동  과학, 수학, 기술/공학의 개념을 익

히고 학생들 상호 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문제 

해결을 한 설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작(B)

에서는 설계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  제작해보며 

테스트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 후 재설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평가(A)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  

산출물에 해 발표를 하는 것으로 로그램이 마

무리 된다(Figure 1).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비형식 교육과정에 합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ADBA 

단계를 따라 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에 하여 

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 다. 그 결과 문제 상황 

 학습 필요성 유발과 련된 문제 이해 단계에서 

충분한 교육과정 분석  교과서 분석, 학습자 특성

에 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로그램 개발이 잘 이

루어 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문가 자문을 

반 하여 문제 이해 단계를 잘 보완하여 로그램 

개발을 진행하 다.  

로그램의 문제 상황은 형식 교육과의 연 성을 

하여 교육과정의 종 , 횡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여러 학습 개념을 고려한 결과 4학년, 6

학년에서부터 8학년~12학년까지 여러 단원에 걸쳐 

학습하는 종  연계성이 높은 ‘빛’ 개념을 최종 선

정하 다(이효녕 외, 2016). 그래서 등학교 4학년 

2학기에 학습하는 ‘거울과 그림자’ 단원을 연계 단

원으로 정하고 체 로그램을 ‘빛’을 주제로 개발

하 다. 거울과 그림자에 련된 탐구 내용을 토

로 3~4학년군 이상이 학습하는데 합하도록 내용

을 재구성하고 과학, 기술, 공학, 술, 수학에 한 

개념과 탐구 방법을 반 하 다. 한 과학에 한 

태도, 자기 효능감과 련하여 감성  체험을 할 수 

있는 산출물 발표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 다.

개발된 로그램은 총 8차시로 구성하 으며, 개

발과정 동안 로그램의 성  검증을 하여 

융합인재교육과 과학 교육 분야의 교수 1명, 교사

로 재직 인 박사 과정 2명, 석사과정 1명으로 구

성된 문가 집단 세미나를 총 6차례에 걸쳐 진행

하 다. 세미나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 사항은 로

그램 개발 과정에서 보완하여 로그램의 안을 

개발하 다.

Figure 1. Development process according to ADB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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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용 및 수정 보안

개발된 로그램을 연구 상에서 투입하기  

로그램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비투입

을 실시하 다(Table 1).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융합

인재교육 로그램의 타당도 검증 과정을 따라서 

비 용과 함께 문가 집단 세미나를 통해서 완

성된 로그램에 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박병열, 이효녕, 2014; 서보 , 2012; 이 은, 이

효녕, 2014).

비 투입에서는 개발된 로그램을 해당 학교 

교사가 직  수업을 실시하 다. 그리고 연구자는 

수업에 참 하여 학생들의 활동 모습, 수업에서의 

반응 등을 통해 로그램의 개선 을 찾고 이를 기

록한 뒤, 문가 집단 세미나에서 기록된 내용에 

한 논의를 진행하 다. 

문가 집단 세미나에서는 연구자의 의견과 수업 

상, 개발된 로그램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차시별 수업에 한 도입은 

제시되나 체 인 1차시에서 문제 상황 제시가 미

흡하고, 그림자 만들기 활동 단계에서 도형의 다양

성 부족, 5-6차시의 최종 작품인 빛을 조 하는 등

의 완성도 부족, 마지막 차시에서 학생들을 평가하

는 항목의 미흡하다는 을 제시하 다. 그리고 

비 투입 단계에서 학생들의 경우 투명, 반투명, 불투

명에 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한 각기둥에 한 

수학  개념이 부족하여 만화경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시된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체 인 문제 

상황으로 ‘선물로 받은 등의 밝기가 밝아서 공부할 

때는 좋았으나 잠자기 에 켜두기에는 무 이 

부셨다. 어떻게 하면 필요한 상황에 따라 등의 밝기

를 조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상황을 설정하

다. 그리고 그림자 만들기 활동에서 도형의 개수와 

크기 등을 다양화 시켰으며 수학  개념을 설명하

는 단계를 추가하 다. 한 실생활에 용할 수 있

는 등 만들기 활동으로 방향을 최종 으로 설정하

으며 제작  학생들이 수행할 미션(등의 밝기 조

)을 제시하며 최종 로그램을 완성하 다.

  

2.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용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 개발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은 

2016년 4월 ~ 5월에 걸쳐 역시 소재 등학교 방

과 후 학교 로그램  과학 동아리 활동 시간에 

투입하 다. 참여한 학생은 총 62명으로 비형식 과

학 교육을 자발 으로 신청한 3-6학년 학생이다. 개

발된 로그램을 연구자가 직  총 8차시동안 수업

을 진행하여 단일 집단 사 사후 검사( 응표본 t-검

증)을 실시하 으며 검사 결과는 SPSS Statistics Ver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2) 검사 도구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투입한 검사

날짜 학년 학생 수 차시 비형식 교육 방법

2015년 1월

3-6학년

6명 8차시 매주 수요일 과학특강

2015년 2월 7명 8차시 매주 화요일 방과 후 학교

2015년 2월 9명 8차시 매주 금요일 방과 후 학교

2015년 2월 24명 8차시 매주 토요일 방과 후 학교

Table 1. Pre-class schedule and students’ information

하위 요인 문항번호 신뢰도(Cronbach-α)

인식 1, 2, 3, 4*, 5, 6 .80

.95
능력 7*, 8, 9, 10, 11, 12* .84

가치 13, 14, 15, 16, 17, 18* .80

흥미에 대한 지속성 19, 20*, 21, 22, 23*, 24 .87

Table 2.  Composition of attitude toward science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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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과학에 한 태도, 과학 자기 효능감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주의 교육

으로 인하여 등학교 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

감에 따라 과학에 한 흥미와 자기 효능감이 낮아

진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2013). 융합인재교

육에서 추구하는 목표에는 학생들이 감성  체험을 

통해 과학에 한 흥미와 동기(내 ․외 )의 향상

이 있다(교육부, 2013). 그러므로 개발된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과학에 한 태도와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검사지를 선정하 다. 과학에 

한 태도를 검사하는 검사 도구는 Mahoney(2010)가 

개발하고 서보 (2012)에서 수정 보완한 ‘STEM에 

한 학생들의 태도’ 검사지에서 ‘과학’ 부분의 문

항만을 사용하 다. 각 문항은 Likert -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 체 문항에 한 신

뢰도(Cronbach-α)는 .95이다(Table 2).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Austin(2009)의 

논문에서 용된 자신감 측정 도구와 Glynn(2009)이 

개발한 과학에 한 동기 측정 도구에서 자기 효능

감을 측정하는 요인에 포함된 문항  일부를 추출

하여 재구성한 이 은과 이효녕(2014)의 과학 자기

효능감 검사지를 사용하 다. 과학 교과에 한 자

기 효능감의 문항은 6문항으로 이 연구에서 검사 문

항의 신뢰도(Cronbach-α)는 .92이다(Table 3). 

  

3. 자료 분석

과학에 한 태도 검사지와 과학 자기효능감 검

사지에 사용한 5단계 리커르트식 척도의 문항이 통

계 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해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95% 유의수 에서 단일 집단 응 표본 t-검

정을 실시하 다(Figure 2). 

양정혜(2005)는 학생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 교과

에 한 자신감을 가진다고 하 으며, 학생들이 사

 지식을 학습하고 직  활동하는 과정에서 과학

에 한 흥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과학에 한 자신

감은 증가한다(김다 , 김정률, 2013; 윤성효 외, 

2005).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단원 학습 경

험 유무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년군을 

나 었다. 로그램을 용한 시기는 등학교 4-1

학기로 거울과 그림자 단원 학습 경험이 없는 3, 4

학년과 학습경험이 있는 5, 6학년으로 학년군을 나

었으며 학습경험에 따른 t-검정도 실시하 다.

한 학생들의 검사지 응답 결과  수업  발

표, 산출물을 토 로 반구조화된 면담도 실시하여 

연구 결과에 한 체계 이고 심층 인 분석과 신

뢰도를 높이고자 하 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체를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은 수업 

 혹은 수업 후 검사 결과를 토 로 개별 으로 면

담 내용을 구성하여 실시하 다. 면담의 기본 내용

은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수행하기 과 후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달라진 에 맞추어 구성하 으

며 학생의 응답에 따라 추가 인 질의, 응답을 실시

하 다. 면담 결과는 학생의 동의하에 녹음된 자료

를 이용하여 정리하 다.

Ⅲ. 연구 결과

1. 비형식 과학 교육을 위한 융합인재프로그램의 

개발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생활과 련이 높은 

흥미로운 주제와 정규 교육과정인 등 과학 4학년 

2학기 ‘거울과 그림자’ 단원을 기반으로 ‘빛’ 주제에 

하위 요인 문항번호 신뢰도(Cronbach-α)

자기 효능감 1, 2, 3, 4, 5, 6 .92

Table 3. Composition of science self-efficacy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사전 처치 사후  O1 : 사전 검사

 X  :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용

 O2 : 사후 검사, 관찰, 면담 
단일집단 O1 X O2

Figure 2.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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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구성하 다(Table 

4). 특히 ‘빛’ 주제는 교육과정 내에서 연계성이 높

으며 학생의 수 과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장

이 있다(이지원 외, 2013; 이효녕 외, 2016). 게다

가 정규 교육 시간에는 8차시에 걸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하나의 교과 시간에 투입하기에는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운 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

다. 하지만 방과 후 학교와 같은 비형식 교육이 실

시되는 환경에서는 교육과정의 운 에 자율성이 높

으므로 교과와 연계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의 활

용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세환, 박 신, 2015). 이 연

구에서도 ‘빛’과 련된 주제에서 과학, 수학, 기술, 

공학의 요소를 반 하여 8차시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1차시의 주제는 ‘수상한 그림은 무엇인가?’로 수

업에 들어가면서 ‘빛’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

르는지 질의응답을 하며 빛이 사라지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해 발표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빛의 성질을 배우고, 개별로 

손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물체를 비추어 보고 

투명, 반투명, 불투명으로 물체를 분류한다. 그리고 

투명 필름 에 여러 가지 도형, 매직과 셀로 지로 

단계 차시 활동명 주요 수업 활동

문제 

이해

문제 

상황

지킬 & 

하이 등

선물로 받은 등의 밝기가 밝아 공부할 때는 좋았으나 잠자기 전에 켜두기

에는 너무 눈이 부셨다. 어떻게 하면 필요한 상황에 따라 등의 밝기를 조

절할 수 있을까?

설계

1

수상한 

그림은 

무엇인가?

[느끼기] 빛이 없어진다면?

[탐구하기] 빛이 통과하는 물체는?

 - 빛의 성질

 - 손전등으로 어려 가지 물체를 비춰 보기

 - 물체를 빛의 투과 정도에 따라 투명, 반투명, 불투명에 맞추어 분류하기

[활동하기] 나만의 그림자 만들기

 - 투명 필름 위에 여러 가지 도형 그림으로 그림자를 만들고 주변 배경을 

꾸며보기

2
사라지는 

동전

[느끼기] 영화 중 마술 장명 제시

[탐구하기] 반쪽 그림

 - 빛의 반사 성질을 이해하고 거울을 이용하여 반쪽 그림 완성하기

[활동하기] 동전이 사라지는 저금통 만들기

 - 거울의 반사를 이해하고 전개도를 이용하여 저금통 만들기

3-4 신기한 무늬

[시범실험] 거울의 방향에 따른 글자모양 변화

[탐구하기] 거울의 반사-두 거울 사이의 공이 거울의 각도에 따라 몇 개로 

보이는지 탐구

[활동하기] 만화경 만들기

 - 자신만의 만화경 만들기

 - 만화경으로 본 모습 비교하기 

제작  5-6

지킬 & 

하이 등

[느끼기] 조명의 발전

[이해하기] 빛의 성질에 대한 이해

[설계하기] 빛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설계

[제작하기] 등 제작하기

[수행하기] 빛의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

[재수행하기] 밝기 단계가 있도록 제작

평가 7-8

[활동1] 모둠별 밝기 조절 가능한 등 산출물 발표

[활동2] 조명등 전시회

[활동3] 개인 및 조별 평가

Table 4. Main contents of the developed STE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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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한다.

2차시의 주제는 ‘사라지는 동 ’으로 화에서 

나오는 마술 장면 감상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거

울의 원리를 공부한다. 학생들은 한 개의 거울을 이

용하여 마술 상자를 만드는 활동과 마술 상자를 완

성한 후 마술사가 되어 동 이 사라지는 마술 활동

을 실시한다. 

3-4차시의 주제는 ‘신기한 무늬’로 거울의 원리에 

이어 거울의 치, 각도, 거울의 개수에 따른 물체의 

모습을 공부한다. 학생들은 거울의 치에 따른 

자의 모습을 찰하고 두 장의 거울을 이용하여 각

도에 따른 물체의 모습을 찰한다. 그리고 학생 개

별 으로 만화경을 제작하여 여러 가지 무늬를 만

들어보고 친구들과 어떤 그림으로 만든 무늬인지 

퀴즈를 내는 활동을 실시한다. 

5-8차시는 ‘지킬 앤 하이 등’ 이라는 주제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한 도  과제를 제시하고 구성

된 모둠원이 토의를 거쳐 ‘빛을 조 할 수 있는 등’

을 제작한다(Appendix 1). 5-8차시 과정에서 학생들

은 문제 상황 → 설계하기 → 제작하기(재설계 포

함) → 평가하기(산출물 발표  조명등 시회) 활

동을 거치며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의 세부 내용 

요소를 모두 다루게 된다. 

2.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적용 효과

개발된 융합인재 로그램이 등학생들의 과학

에 한 태도와 과학에 한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로그램에 참여한 62명의 

등학생을 상으로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융합인재교육의 로그램의 효과는 체 학생들  

학년군 (3-4 학년군, 5-6 학년군)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 다. 

1)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용한 수업이 등학

생들의 과학에 한 태도와 과학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62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 으며 과학에 

한 태도에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과학에 한 태도의 하  요인인 인식, 능력, 가

치, 흥미의 지속성 모두에서 로그램 학습 과 후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식은 

사 (M=3.91, SD=.95)과 사후(M=4.45, SD=.61)으로 평

균이 0.54 상승하고 p = .000으로, 능력은 사

(M=3.77, SD=.81)과 사후(M=4.09, SD=.72)로 평균은 

0.32 상승했고 p = .006으로 분석되었다. 가치도 사

(M=3.84, SD=.84)과 사후(M=4.36, SD=.62)으로 

로그램 용 후 0.52의 평균이 상승했고, p = .000으

로, 흥미의 지속에서는 사 (M=3.85, SD=.93)과 사

후(M=4.27, SD=.63)으로 평균은 0.42 상승했고, p = 

.000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 로그

램 용 과 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학생들의 과학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통계 인 결과 값에 한 정확한 해석을 하여 

학생들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 다.

요인 시기 평균 표준편차 t p

인식
사전 3.91 .95

-4.78 .000*
사후 4.45 .61

능력
사전 3.77 .81

-2.85 .006*
사후 4.09 .72

가치
사전 3.84 .84

-5.31 .000*
사후 4.36 .62

흥미 지속성
사전 3.85 .93

-3.78 .000*
사후 4.27 .63

 *p < .05

Table 5. Result of attitude toward science t-test(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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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 : 배운 거 이해가 잘 는데 여기에서 수업

하고 과학이 쉽게 느껴졌어요.

학생2 :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고, 학교에서는 분

필로만 써주니깐 설명을 제 로 이해 못했는데, 여

기서는 빛과 련된 PPT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하

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학생3 : 과학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더 

쉬워졌어요.

학생4 : 학교에서는 실험을 직  해보지 않고 수

업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실험을 해 서 더 쉽게 이

해했어요.

학생들은 융합인재 로그램을 통해 내용에 한 

이해도가 향상되었으며, 직  산출물을 제작하는 활

동을 통해 어렵다고 생각했던 과학을 쉽게 느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자기효능감의 분석 결과 사  검사에서 평

균이 3.72, 표 편차가 .74 이었으며 사후 검사에서

는 평균이 4.01, 표 편차가 .97로 평균이 0.29 상승

하 으나 신뢰수  9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2) 단원 학습경험에 따른 과학에 대한 태도 및 과학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연계한 교

육과정은 ‘거울과 그림자’로 등학교 4학년 2학기

에 학습하는 단원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3-6학

년으로 5학년과 6학년 학생은 ‘거울과 그림자’ 단원

을 학습한 상태에서 로그램에 참여하 으며, 3학

년과 4학년 학생은 해당 단원에 한 학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 다. 이와 같은 경우 선

행 학습 유무가 학생들의 과학에 한 태도와 과학 

시기 평균 표준편차 t

과학 자기효능감
사전 3.72 .74

-1.97
사후 4.01 .97

 *p < .05

Table 6. Result of science self-efficacy t-test(n=62)

요인 학년군 n 시기 평균 표준편차
학년군 내 학년군 간 

t p t p

인식

3-4 41
사전 4.02 .94

-3.06 .004*

-1.22 .237
사후 4.41 .64

5-6 21
사전 3.68 .94

-3.94 .001*
사후 4.51 .56

능력

3-4 41
사전 3.87 .79

-1.80 .079

1.32 .201
사후 4.11 .76

5-6 21
사전 3.56 .83

-2.28 .034*
사후 4.05 .65

가치

3-4 41
사전 3.98 .83

-3.00 .005*

-0.97 .343
사후 4.34 .67

5-6 21
사전 3.57 .80

-5.60 .000*
사후 4.39 .51

흥미 

지속성

3-4 41
사전 3.98 .94

-2.20 .034*

0.78 .444
사후 4.27 .65

5-6 21
사전 3.62 .89

-3.55 .002*
사후 4.25 .60

 *p < .05

Table 7. Result of attitude toward science t-test depending on learning experience(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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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연구 상을 단원 학습하지 않은 3-4 

학년과 학습한 경험이 있는 5-6 학년으로 나 어 t-

검정을 실시하 다. 3-4 학년의 경우 41명, 5-6 학년

의 경우 집단이 21명으로 30명 보다 작아 두 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하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먼

 실시하 다. 그 결과 인식(p = .638), 능력(p = 

.784), 가치(p = .098), 흥미의 지속(p = .901)에서 모

두 유의수  5%를 기 으로 유의확률이 .05보다 크

게 분석되어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 다. 그리

고 단원 학습경험 유무에 따른 학년군 사이의 과학

에 한 태도와 자기 효능감을 살펴보기 하여 사

후 검사 수를 바탕으로 t-검정을 실시하 다. 

단원 학습경험 유무에 따른 과학에 한 태도의 

결과는 Table 7, 과학 자기효능감의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과학에 한 태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3-4 학년군

에서 능력 요인이 사 과 사후에서 t = -1.80, p = 

.079로 유의수  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요인에서는 두 학년군 모두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단

원의 학습을 하지 않은 3-4 학년군에서 능력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는데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이 

통 인 방식의 지식 주의 학습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 뿐 아니라 다른 정

의  요소들의 향상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

생들이 자신의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2013)에서 고학

년으로 갈수록 과학에 한 흥미가 낮아진다는 분

석과 같이 Table 7에서 인식, 능력, 가치, 흥미의 지

속 등 정의  역에서 로그램 투입  3-4 학년

군보다 5-6 학년군이 모든 요인에서 낮은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학습

한 후에는 3-4 학년군이나 5-6 학년군의 평균값에는 

모든 하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비형식 과학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융

합인재교육 로그램을 통해 형식 교육에서 나타나

는 과학에 한 흥미와 련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학 자기효능감은 3-4 학년군에서는 사 과 사

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5-6 학

년군에서는 사 과 사후에서 t = -4.95, p = .000로 

유의수  9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8). 과학 자기효능감과 련하여 학생

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 다. 그리고 사후 검사에

서 3-4학년군 보다 5-6학년군이 유의미하게 높은 값

이 나타났다. 

 

<3-4 학년군>

학생1 : 과학을 더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학생2 : 4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 오라는 

거를 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연구자 : 그럼 과학은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나요?

학생2 : 그건 아직....

<5-6 학년군>

학생3 : 4학년 때 배웠을 때는 살짝 이해가 안갔

는데 지 은 완벽히 이해가 가서 더 좋았어요.

학생4 : 빛과 련된 내용이 나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학생5 : 이제 투명, 반투명, 불투명을 잘 구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학생6 : 수업을 듣고 이해가 잘 돼서 나 에 시험

을 치면 성 이 잘 나올 거 같아요. 

자기효능감 분석 결과와 면담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습 경험이 있는 5-6학년군의 경우 반복 학

요인 학년군 n 시기 평균 표준편차
학년군 내 학년군 간

t p t p

자기

효능감

3-4 41
사전 3.82 .74

-.126 .900

-3.78 .001*
사후 3.85 1.11

5-6 21
사전 3.53 .73

-4.95 .000*
사후 4.33 .48

 *p < .05

Table 8. Result of science self-efficacy t-test depending on learning experience(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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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이 향상되며, 사  지식

을 활용하여 직  활동하는 과정에서 과학에 한 

흥미가 높아지며 이를 통해 과학에 한 자신감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등학교 비형식 과학 교육에서 

용 가능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를 용한 후 학생들의 과학에 한 태도와 과학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등학교 비형식 과학 교육을 한 융합인

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장에 용하

다. 개발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 총 8차시로 연구

자가 안을 개발하고 문가 집단 세미나와 로

그램 비 투입을 통해 나온 수정 사항을 보완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 로그램을 개발하

다. 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의 ‘거울과 그림자’ 단

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빛’ 주제를 심의 융

합인재교육 로그램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주제라는 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흥

미를 올릴 수 있으며, 비형식 과학 교육과 형식 과

학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의의를 가

질 수 있다. 

이러한 로그램의 개발은 이지원 외(2013)에서 

강조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개발 시 자신의 

삶과 련이 높거나 미래에 련이 높아질 것에 

한 흥미로운 소재와 학생들의 특성  수 을 고려

하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와 이선경 외(1997)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

학  경험과 활동을 강조하며 학교 장에서 가지

는 문제 을 정규 교육 이외에서 해결하기 해 검

증된 로그램의 개발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 하 다. 한 이정민과 신

(2014)에서 교사들이 겪는 교육과정의 재구성, 시수 

부족, 비물 비 등을 해소하기 하여 비형식 과

학 교육과 형식 인 교육과정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게다가 심층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기존의 형식 교육만큼 융합인재교육을 반

한 비형식 교육에 한 선호도 높다는 것이 나타

났으며 로그램에 한 만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생 활동 심의 비형식 교육을 통해

서 학생들의 과학에 한 학습 동기  흥미를 이끌

며 과학 교과에 한 선호도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개발된 ‘빛’ 주제 심 융합인재교육은 학

생들의 과학에 한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로그램 용 ·후에 한 검사 분석 결과, 비형식 

과학 교육에서 로그램 투입 과 후 등학생의 

과학에 한 태도는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과학 자기효능감에

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과학에 

한 태도의 경우, 개발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은 

과학에 한 인식, 능력, 가치, 흥미의 지속 모두 유

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융

합인재교육 로그램 개발· 용 시 과학 교과에 

한 흥미와 선호도에 효과를 다는 김진 (2012), 이

은과 이효녕(2014)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융합인재교육을 용한 수업이 과학에 한 흥미와 

과학에 한 태도  자신감 형성에 효과를 다는 

채희인과 노석구(2013), 박혜원과 신 (2012), 정

상윤(2013)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과학에 한 태도의 효과에 해 학생 면담 내용

을 토 로 결과를 해석한 결과 인식의 경우 학생들

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책으로만 수업을 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과학이 어렵고 외워야 하는 과

목이라고 생각했지만, 개발한 융합인재교육 로그

램 용 이후에는 과학 교과 내용을 실험과 함께 해

보니 이해가 잘되고,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실험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과목으로 인

식하 다. 한 가치와 흥미의 지속의 경우에도 학

생들은 실생활 속에 많은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어 

과학에 해 흥미롭게 느 으며, 도  과제를 해결

하면서 얻은 성취감으로 인해 과학이 더 재미있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학 자기효능감의 경우, 사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평균 수가 오르긴 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인재

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 향상에 한 박혜원과 신

(2012)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 이 있었으나 단

원 학습경험 유무의 차이를 보기 하여 학년군을 

나 어 분석한 경우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단원 학습경험에 따른 과학에 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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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과학에 한 태도  능

력에서만 3-4 학년군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

타났으며 나머지 요인과 학년군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분석되었다. 이는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이 

지식 주의 교육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심으로 

실생활과 련된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에서 살

펴볼 때 단원의 학습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학습자

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 수 이 낮다고 생각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학생들은 

사  지식을 학습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

용을 쉽게 느끼고 자신감을 가진다는 윤성호 외

(2005), 김다 과 김정률(2013)의 선행 연구와 일치

한다. 한 융합인재교육에서 추구하는 성공의 경험

을 통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Bandura 

(1977)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의 이론  근거와 맥락

을 같이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시 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고학년으로 갈수록 과학에 한 흥미가 낮아진다는 

교육과정평가원(2012, 2013)의 분석과 같이 로그

램 투입  인식, 능력, 가치, 흥미의 지속성 등 정의

 역에서 3-4 학년군보다 5-6 학년군이 로그램 

투입  모두 낮았다. 로그램 투입 후 5-6학년군

의 과학에 한 태도 수는 모두 향상되었으며 3-4

학년군의 수와 비교하 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개발한 융합인재 로그램이 형

식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 하

면서 생활과 련된 주제에서 문제해결을 하는데 

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문제 해결을 통한 성공에 

한 경험을 통해 감성  체험을 경험하도록 하

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Sanders, 2009). 나아가 비형

식 과학 교육의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이 형식 인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과학 자기효능감에서는 ‘거울과 그림자’의 단원

을 학습하지 못한 3-4 학년과 학습한 경험이 있는 

5-6 학년의 사  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해 본 결

과, 3-4 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5-6

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박병열과 이효

녕(2014)에서는 자기효능감은 해당 역의 경험과 

한 연 이 있다고 하 다. 심층 면담과 함께 분

석한 결과 5-6 학년의 경우 경험한 내용을 실험과 

함께 반복 학습할 경우 과학 개념에 한 이해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과학 자기효능감에도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양   질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 다. 한 5-6학년군의 과학에 한 자

기효능감이 향상 결과는 형식 교육에서 미리 학습

한 친숙한 내용을 비형식 교육에서 학생 활동 심

의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재학습하게 되면 과학

에 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과학에 한 자

신감의 향상에도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이

동 외, 2017). 

이 연구를 통해 비형식 과학 교육에서 등학생

을 상으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학

생들에게 용한 결과 과학에 한 태도  과학 자

기효능감에 한 효과를 검증하 고, 학습경험 유무

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비

형식 과학 교육 로그램과 정규 교육과정의 연계

를 통한 체계 인 연구와 로그램의 효과 검증의 

요구(백소이, 2011; 장 숙, 이 주, 2008; 최경희 외, 

2006)를 반 한 결과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에 

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경험의 유무

가 등학생들의 정의  역에 미치는 향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와 같

이 학생활동 심으로 반복학습을 했을 때 학생들

의 과학에 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을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활동 심의 반복학습

이 과학에 미치는 향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등학생을 상으로 비형식 과학 교육에 

합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추가 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비형식 과학 교

육을 도입하거나 연계하는 경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융합인재교육 로그

램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의 단원과 연계한 융합인재

교육 로그램이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 비형식 과학 교육의 효과성과 발 에 

한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형식 과학 교육의 

질  향상을 한 추가 인 책이 필요하다. 과거

에 비해 최근 학생들은 과학 , 지역 문화센터, 체험

활동, 과학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형식 과학 교

육을 경험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비형식 과학 교

육에 합한 양질의 로그램의 개발  강사의 

문성 향상에 하여 실질 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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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나아가 구체 인 실행도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 은 등학교 비형식 과학 교육에 

용 가능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여 개발된 로그램의 과학에 한 태도  과

학 자기효능감에 해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것

이다. 로그램 개발을 해 융합인재교육과 비형식 

과학 교육에 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빛 ’ 주제 

심으로 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로그램은 비 용과 문가 집단의 세미

나를 통해 수정·보완했으며 최종 으로 8차시 로

그램으로 완성했다. 연구 상은 역시 소재 등

학교에 개설된 비형식 과학 교육에 참여하는 65명

을 상으로 로그램 용 ·후에 나타나는 학생

들의 과학에 한 태도  과학 자기효능감 검사를 

통해 단일 집단 사 ·사후 응표본 t-검증과 로

그램 용 이후 학생들과 비구조화된 면담도 실시

하 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은 등 과학 4학년 2학기 

‘거울과 그림자’ 단원을 기반으로 ‘빛’ 주제를 심

으로 개발하 다. 둘째, 개발된 융합인재교육 로

그램을 등학교 3, 4학년군 상으로 과학에 한 

태도  과학 자기효능감에 효과를 검증한 결과, 과

학에 한 태도 역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과학 자기효능감에 한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개발된 융합인

재교육 로그램을 등학교 5, 6학년군 상으로 

과학에 한 태도  과학 자기효능감에 효과를 검

증한 결과, 과학에 한 태도 역과 과학 자기효능

감에 한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빛’ 주제를 

심으로 한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은 비형식 과학 

교육에서의 과학에 한 태도에 효과가 있었지만 

해당 역의 단원 학습경험 유무에 따라 과학 자기

효능감에 향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등학교, 비형식 과학 교육, 융합인재교

육, 과학에 한 태도,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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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xample of developed STE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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