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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theoretical process-centered assessment model based 
on Learning Progressions of key competencies in the context of STEAM instructions. The 
“Process-Products Combined Module-type (P2CM) STEAM Assessment Model (P2CM STEAM Assessment 
Model, hereafter) can be used both as an instructional model and as an assesment model, applicable for 
various STEAM topics and instructional types. <P2CM STEAM Assessment Model> consists of 3 axes. The 
first X axis stands for 4C competencies that should be emphasized through STEAM instruction. The 
second Y axis stands for the types and the hierarchy of STEAM instructions. The third Z axis stands for 
the assessment standards based on LP. We also exemplified an assessment module combined creativity 
competency with creativity-based instruction based on <P2CM STEAM Assessment Model>.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suggested elaboration of assessment models based on Korean LP research outcomes, 
development and supply of formative assessment models through field-based in-depth research, 
modification of formative assessment models with the participation of teacher communities and in-service 
teachers, and the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on assessment models for tracking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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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여러 나라들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1세기를 위한 과학교육
의 새 틀을 짜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틀은 

특히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역량이
란 지식 습득과 대비하여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것
으로, McCleand (1973)는 지능 검사에 대비한 역
량 검사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역량을 뛰어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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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보이는 고성과자를 보통의 고용자와 구별해 
주는 행동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역량은 
인지적인 능력뿐 아니라 실제 문제해결 과정 전반
에 걸친 수행 능력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역량중심
의 교육에서 역량에 대한 평가는 실제 문제해결 과
정 전반에 걸친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실제 문제해결 과정은 평가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 과정 내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가 따로 분리되어 일
어나는 것이 아니고 평가 자체가 유의미한 학습 경
험이어야 한다. 이에 교수학습 과정 그 자체가 평
가가 되는 ‘과정 평가’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강
조되고 있다. 하지만 역량중심 교육에서 과정 평가
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과정 평가
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STEAM 교육에서 과정 평가 방안으
로, 학습발달과정을 중심으로 한 평가모델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새로운 과학
교육표준에서 STEM 역량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
지와 이에 따른 평가 경향을 간단히 살펴보고, 국
내 STEAM 교육과의 연계성을 살펴본다. 이를 바
탕으로 국내 STEAM 교육 평가의 방향성을 과정 
평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과정 평가의 방법인 학습발달과정
(Learning Progressions, LP)을 중심으로 한 과정 
평가에 대한 이론적 당위성과 방법론을 탐색한다. 

2013년에 발표된 미국의 ‘차세대 과학교육표준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에
서도 STEM 관련 핵심실천과 활동을 강조하여 역
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NGSS Lead States, 
2013). 즉, NGSS에서는 과학과 공학측면에서 핵심 
실천과 활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의 
목표를 교과내용을 전달하여 이해시키는 데서 탈피
하여, 실제 과학자나 공학자가 탐구하고 설계하며 
문제를 해결하여 산출물을 만드는 상황을 체험하
고, 과학과 공학 실천의 실천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학습의 목표로 설정하였다(NGSS Lead 
States, 2013). NGSS에서 강조하는 STEM을 통한 
학제 간 접근 방식과 강조된 역량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NGSS의 학제 간 관통개념에서는 
STEM을 아우르는 일관된 과학적 사고와 추론 능
력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관통개념에는 경향을 파
악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척도 비율 양 등의 
측정과 분석 척도를 이해하고, 시스템과 시스템의 
모형, 구조와 기능, 안정성과 변화 등 모델과 시스
템을 이해하는 측면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학제 간 
관통개념은 현재 OECD에서 강조하고 있는 21세기 
STEM 역량들과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OECD, 2005; Pellegrino, 2002, 2013; Rychen, 
& Salganik, 2003). 

NGSS에서 강조하는 STEM 교육과 국내의 
STEAM 교육은 그 맥락과 강조점을 공유한다(Kim 
et al., 2012; Kim & Ando, 2013). 국외에서 강조
되는 STEM의 요소를 반영하면서도 한국적 맥락에
서 발전시킨 STEAM 교육은 교육과정 연구, 수업 
연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교육 등에 이르기까
지 수많은 연구와 실천을 양산해왔다(Baek et al., 
2012; Kim & Ando, 2013; KOFAC, 2016). 
STEM 교육에 예술교육(Arts)을 융합시킨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STEAM 교육은 관련분야의 
융합 개념 형성, 과학 효능감과 과학에 대한 흥미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 증진을 통한 과학학습 동기
유발(Baek et al., 2012),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증
진을 통한 창의적 설계 역량 제고, 경쟁중심의 학
교 분위기에서 협력과 소통 역량 신장,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감성과 배려 역량 신장(Baek et al., 
2011) 등을 강조한다. 

NGSS의 융합형 과학표준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 통합개념과 핵심역량을 도입하
고 있다(Jeon et al., 2017; Lee, 2015; MOE, 
2015). 특히 NGSS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도 학제 간 융합과 과정
중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OE, 2015). 
이러한 맥락에서 STEAM 교육에서도 창의성, 협동
성,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등과 같은 핵
심역량이 강조된다. 

하지만 역량 강화를 실행 방향으로 정립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STEAM 수업과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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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정보 제공은 미비하였다. 
STEAM 수업의 평가에서도 수업의 형태와 결과물
을 기준으로 역량에 대한 피상적인 평가를 하는 경
우가 많았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역량을 평가한다
는 것은 전반적인 수행 능력의 변화를 수업 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피
상적인 평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역량
에 대한 평가라면 의사소통역량이 수업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평
가해야 한다. 또한, 수업과 평가의 수업 과정 내에
서의 유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의 ‘수행평가’가 지필평가와 대비하여 활동을 통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과정 평가는 ‘수업과 평
가의 공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핵심역량에 초점을 
둔 STEAM 교육에서의 평가는 학습자가 배운 것을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달시켜 나가
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하면, 
STEAM 평가의 방향은 수업을 개선하고 학습 자체
를 향상시키는 ‘과정중심의 평가(이하, 과정중심 평
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2015개정 과
학과 교육과정의 적용과 더불어 LP를 바탕으로 한 
수업 및 평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실천과 
역량 평가 방안 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Maeng et al., 2014) 구체적인 성과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심층연구를 필요로 한
다(MOE, 2015). 

본 연구에서는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학습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평가의 방법으로 
학습발달과정(LP)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과정 평가
를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발달과정(LP)이란 과학의 
핵심개념과 설명 및 그와 관련된 과학 탐구의 실행 
능력이 적절한 교수학습활동에 의해 더 성숙하고 
정교해지는 발달의 과정을 제안한 것으로 경험적 
증거에 근거한 검증가능한 가설이다(Corcoran et 
al., 2009, p. 15). 학습발달과정(LP)이 미국의 
NAEP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2008) 및 NGSS (NGSS Lead States, 2013)를 위
한 기본 원리와 준거로 반영된 이유는 학습발달과

정(LP)이 궁극적으로 교육과정, 교수활동, 학습평가
를 일관되게 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한 방법적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Corcoran et 
al., 2009; Duschl et al., 2011; Maeng et al., 
2014, p. 162).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의 과정중심 역량 평가모델을 제안하기 
위하여, STEM 주제에 대한 학습발달과정(LP)을 정
교화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교수활동, 학습평
가를 일관되게 운영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STEAM 혹은 STEM에서 수업과 평
가 연계를 추구한 선행연구로 CENSEI (Center 
for Embedded Network Sensing for Education 
Infrastructure)에서 수행된 연구(Griffis et al., 
2007)를 참조하였다. CENSEI는 실제 STEM 데이
터를 이용한 STEM 웹기반 모듈 수업 및 평가를 
연구･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며, CENSEI에서 개발
한 웹모듈은 다양한 STEM 주제에 대한 수업과 평
가에 활용되었으며, 그 효과가 보고되었다(Griffis 
et al., 2007; Ryu & Sandoval, 2015). CENSEI
에서 개발한 웹모듈은 웹 기반으로 제작된 데이터 
분석 도구와 모델링 도구, 논의와 설명을 단계적(주
장-근거-정당화)으로 제공하고, 증거가 되는 데이
터를 직접 인용하는 모듈을 특징으로 한다(Ryu & 
Sandoval, 2012; Ryu & Sandoval, 2015; Ryu, 
2016). 

CENSEI에서 개발한 웹모듈은 학습발달과정(LP)
을 기반으로 한 증거기반 평가(Evidence-centered 
assessment)를 특징으로 한다(Corcoran et al., 
2009; Griffis et al., 2007). 증거기반 평가 시스템
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구인을 발달과정
별로 구조적으로 기술하고, 이 발달과정을 바탕으
로 평가문항을 개발하며 학생별 그리고 평가과제별
로 평가결과를 기호화, 범주화하여 평과결과를 해
석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에서 얻어진 평가
결과는 개인의 학습발달결과를 알려줄 뿐만 아니
라, 목표가 되었던 구인에 대한 학습발달과정(LP)
을 정교화하기 위한 데이터로 순환적으로 사용된다
(Ryu & Lombardi, 2015). 예를 들어 CENSEI의 
웹모듈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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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데이터 추론 기반
의 모델링을 연습한다. 산의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나뭇잎의 모양과 빛의 세기, 온도, 습도 등의 데이
터를 연결하여 왜 산의 고도에 따라 잎의 모양이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을 구성하며, 비슷한 
원리로 조류 독감이 퍼지는 지역의 통계적인 데이
터를 바탕으로 조류 독감이 사람들의 이동 패턴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구성한
다. 이렇듯 학생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
른 모델을 구성하지만, 학생들이 모델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두 가지 차원의 학습발달과정으로 
구분되어 분석된다. 첫 번째 차원은 모델의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역할 이해에 대한 단계적 발달과정(1
단계: 과학적 주장 제공하기, 2단계: 주장에 대한 
근거제시, 3단계: 주장과 근거를 잇는 정당화 제공)
이고, 두 번째 차원은 과학 모델의 속성(과학 모델
의 수정 가능성, 수정된 모델의 설명력 증가)에 대
한 이해를 3단계로 구성한 것이다. 요약하면, 다양
한 모델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학습발달과정으로 
구조화하여 제공하는데, 이렇게 학습발달과정으로 
제시된 평가기준은 학생들이 제공한 모델에 대한 
평가결과 데이터로 토대로 더욱 더 정교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5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는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STEAM 교육 맥락에서 핵심역량의 학습발
달과정(LP)에 근거하여 개발･제안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을 토대로 학습발달과정
(LP)에 근거한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 모델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모델 개
발을 위한 연구 방법과 내용을 단계적으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발달과정(LP)을 기반으로 한 증거기반 
평가모델을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증거에 기반
하여 설정한 학습발달과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증거기반 평가’의 원칙을 본 연구
에서 개발하려는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모
델’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증거기반 평가는 기존 
STEAM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STEAM 평가는 유형 중심, 사례 중심으로 제시되
어 있어서, 평가모델로서 원리와 과정, 목적 등의 
기술이 결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동일
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려워서 다른 
STEAM 수업으로 전이와 수정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Ryu & Sandoval, 2015).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모델
의 원리와 전개 과정은 물론, 평가의 목적과 흐름
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기반 평가모델’
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STEAM 수업의 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
는, 교수학습해야 할 핵심역량을 선정한다. 핵심역
량을 선정하기 위한 문헌은 국제적으로 수행되었던 
역량에 대한 연구들과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이
루어진 연구를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문
헌 연구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OECD가 수
행하였던 DeSeCo 프로젝트, 유럽 연합의 평생교육
을 위한 핵심역량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미국의 P21framework, 호주
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개발한 21세기 역
량을 위한 평가와 교수 (Assessment and 
teaching for 21st century skills) 등이 선정되었
다. 국내 역량 연구로는 3년 정도의 종단 연구가 
진행된 미래 사회 한국인이 핵심역량, STEAM 교
육에서 역량 강화를 강조한 4C 역량(Baek et al., 
2012), Ewha-STEAM 모델에서 강조된 핵심역량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STEAM 수업을 수업에서 추구하는 최종산
출물과 수업의 융합복합도(Convergence complexity)
를 준거로 수업유형을 분류한다. 초기의 STEAM 
수업 모델의 유형은 STEM을 기준으로 하여 예술
적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STEM-A로 
분류하였다가,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STEAM으로 구분하였다. 
Baek et al. (2012)은 우리나라 STEAM 교육을 외
국의 STEM과 차별화하여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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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 학습발달과정(LP)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

거기반 평가 모델 개발

STEAM 수업유형별 

핵심역량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모델 제안

단계2. STEAM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중점을 두

어야 할 핵심역량 분석 및 선정

단계3. STEAM 수업 유형 분류: 수업의 최종산

출물과 수업의 융합복합도를 조합

Figure 1. Overview of research procedures

체험을 강조하면서 4C-STEAM (Creativity, 
Communication, Convergence, Caring)을 제안
하였다. 최근에는 융복합적 단계와 원리에 의해 
STEAM 수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선행연구
들에서 제시한 STEAM 프로그램과 수업안을 중심
으로 STEAM 교육의 원리와 수업 구상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Baek et al., 2012; Park et 
al., 2014), STEAM 수업을 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기반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STEAM의 3가지 수업유형은 융복합적 단계
와 원리에 따라서 1) 과학실험, 기술 및 공학실험 
및 융합실험 과정의 차이를 고려하여 기존 탐구수
업을 통한 새로운 지식 구성(Inquiry-oriented 
Class) 수업, 2) 프로젝트 및 설계기반 수업, 그리
고 3) 아이디어를 제기하여 창출물을 제작 혹은 합
성하는 창조기반 수업으로 그 단계를 설정한 것이
다(Choi, 2011).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
로 하여 STEAM 교육 가이드북에서는 STEAM 프
로그램 유형을 학문분야 주제별(지식창출), 설계기
반(설계 강조) 그리고 융합 기반(창조물 강조)으로 
나누었다(KOFAC, 2015; 2017). 요컨대 본 연구에
서는 STEAM 수업의 융합복합도와 수업에서 중점
을 두는 최종산출물에 따라 STEAM 수업을 3가지
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STEAM 수업유형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
가모델’의 결과평가(Product-centered Assessment) 
지표로 활용된다. 

넷째, 과정평가 지표와 결과평가 지표를 조합함
으로써 다양한 모듈형 평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STEAM 수업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이
라는 ‘과정평가 지표’와 최종산출물에 따라 구분되
는 STEAM 수업유형이라는 ‘결과평가 지표’를 조
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
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STEAM 수업･평가 모듈에 대해, 
STEAM 수업유형별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과정평가 기준을 ‘학습발달과정’의 형태로 제시하고
자 한다. STEAM 수업유형별로 학습할 수 있는 역
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학습발달과정의 형태로 구조
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모델’은 학습발달과정
(LP)에 대한 평가기준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렇듯 
학습발달과정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
으면 STEAM 활동에서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더라
도, 목표로 하는 역량에 대해 주제와 상관없이 구
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STEAM 수업유형별로 핵심역량의 
학습발달과정에 근거한 과정중심의 이론적 평가 모
델 개발 과정을 개관하면 Figure 1과 같다. 

문헌 분석을 통해 개발한 초기 과정중심 역량평
가모델에 대해 과학교육 전문가 3인과 STEAM 교
육에 경험이 있는 초･중등 교사로 구성된 연구팀 6
인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개발한 모델(안)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제안한 모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
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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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고등학교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안)을 
실제로 투입하여 모델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증거에 
기반하여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자 한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과정중심평가(Process-Centered Assessment)를 
과학과 핵심역량에 대한 학습발달과정(LP)에 근거
하여 평가모듈의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
과에서는 먼저 평가 모델 개발을 위해 선정된 핵심
역량을 소개하고, 학습발달과정(LP) 관점에서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모델(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 고찰과 문헌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핵심역량에 대한 학습발달과정(LP)은 대규
모 연구의 일환으로 수집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도출한 것이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각 핵심역량 
구성요소별로 경험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정교화해
나갈 예정이다. 

1. 핵심역량의 선정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모델에서 STEAM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 선정을 위해 국내
외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반영된 주요 핵심역량, 
PISA 등과 같은 국제평가에서 강조되는 핵심역량 
등과 관련된 연구 자료와 문헌(Kim et al., 2012; 
Ha, Lee & Ryu, 2011) 등을 분석하여 STEAM 교
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4개의 핵심역량으로 4C 
(Creativity,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Critical thinking, & Communication) 역량을 선
정하였다. 이들 4C 역량은 선행연구들에서 미래 창
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으로 공통
적으로 제안되는 역량이다. 예컨대 2015년 개정 과
학과 교육과정(MOE, 2015)에서는 과학과 핵심역량
으로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
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
생 학습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 개발을 위한 미래 인재상 도출 연구(KOFAC, 
2016)에서는 미래사회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
량으로 과학적 사고력(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문
제해결력 포괄), 과학적 표현력(과학적 의사소통능
력), 과학적 협업(과학적 참여), 건전한 판단력(과학
적 참여와 평생학습은 건전한 판단력을 기르는 유
효한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 연구(Jeon et al., 2017)에서는 미래 한
국인이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의 하나로 핵심역
량과 태도를 강조하였으며,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Kim et al., 2017)에서는 
과학교육 핵심역량으로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표
현력,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 과학적 협업능력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
서는 STEAM 교육을 통해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창의역량, 협력역량, 비판적사고역량 그리
고 의사소통역량과 같은 4C 역량을 선정하였다. 이
렇게 선정한 4C 역량에 대해 연구진 검토,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2.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모델의 구성
요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
가모델은 ① STEAM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고, ② 과
정평가와 결과평가가 동시에 가능하며, ③ 다양한 
STEAM 주제와 수업유형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모델
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모델’을 본 연구에서는 “Process-Products 
Combined Module-type (P2CM) STEAM 
Assessment Model(이하 P2CM STEAM 평가모
델)”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P2CM STEAM 평가모델>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된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축(X축)은 STEAM 교육에서 중점을 두
어야 할 4C로 구성된다. 두 번째 축(Y축)은 
STEAM 수업유형의 종류와 위계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STEAM 수업유형을 지식창출, 설계기
반, 창조기반의 3가지 수업유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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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structure of P2CM STEAM assessment model 

여기서 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기반으로 갈수록 
다루어야 하는 STEAM 수업의 융합복합도는 증가
한다. 세 번째 축은 수업과정과 수업결과를 결합한 
학습발달 수준인 평가기준을 나타낸다. <P2CM 
STEAM 평가모델>을 구성하는 세 축을 도식화하면 
Figure 2와 같다. 각각의 축을 통해 <P2CM 
STEAM 평가모델>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정평가지표(X축): STEAM의 4C 역량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P2CM STEAM 평가모

델>의 첫 번째 축은 STEAM 수업에서 중점을 두어
야 할 4C핵심역량이다. 이러한 4C 핵심역량은 ①
창의역량, ②협력역량, ③비판적사고역량 그리고 ④
의사소통역량으로 구성된다. 4C 역량의 주요 특징
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의(Creativity)역량이란 창의역량이란 다
양한 시대적, 문화적, 과업적 상황 속에서, 새롭고 
유용한 창의적 산출물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개인
의 능력과 특성 및 그 산출과정과 환경이 통합되

어, 개인과 집단과 조직의 다양한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는 핵심역량이다(Park & Park, 2007; 
KEDI, 2012). 본 연구에서는 창의 역량을 크게 인
지적 창의 역량, 과정 창의 역량, 산출물 창의 역
량으로 나누고, 지식창출 STEAM은 인지적 창의 
역량을, 설계기반 STEAM은 인지적 역량과 과정 
창의 역량, 그리고 창조기반 STEAM은 산출물 창
의 역량을 연계하였다. 

비판적사고(Critical thinking)역량이란 문제해결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나 정보의 정확성이나 타당성
을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분석. 평가. 분류하며 객관
적 증거에 비추어 인과 관계를 밝히는 추론 역량을 
의미하며(Griffin & Care, 2014) 분석하기, 논리적 
추론하기, 가설 검증하기, 적용하기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16)의 미래역량 보고서의 
비판적 사고를 참고하여 비판적 사고 역량을 데이
터기반 추론 역량, 모델기반 추론 역량, 시스템사고 
역량과 같은 발달과정으로 표현하였다. 가장 기본
적인 지식창출 모형에는 관련 자료를 찾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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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역량 수업･평가 모듈별 역량 1수준 2수준 3수준

창의
산출물창의 역량 독창적 디자인 작동하는 디자인 공감 디자인
과정창의 역량 과정 고안 과정 수정 과정 평가
인지창의 역량 문제 이해 연관개념 생각해내기 문제 만들기

비판적
사고

데이터기반 추론 역량 자료 찾기 패턴 분석 결론도출
모델기반 추론 역량 현상 표현 방법 구현 설명 구현
시스템 사고 역량 구조 이해 작동원리 시뮬레이션 시스템 평가

협력적 
문제해결

협력적 모니터링 역량 아이디어 모니터링 과정 모니터링 해결책 모니터링
역할분담 역량 역할 나누기 과정 속 역할분담 이해 협력 유형 파악
이해공유 역량 문제 이해와 공유 문제의 규칙과 표현공유 해결책 비교

의사소통
생산적 비판 역량 객관적 비판 토론과 조정 전략제시 및 의제설정

의견 선택과 표현 역량 자기 의견 정당화 의견 평가 및 선택 의견 종합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 근거 기반 의견 타인 의견 재구성과 

전달
다수의견 요약과 핵심 

전달

Table 1. Three levels of 4C competency learning development for assessment modules 

의 패턴이나 경향을 찾아 인과를 설명하는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이 요구되고, 설계기반 모형에는 데
이터기반 추론 역량과 더불어 모델기반 추론 역량
의 발달이, 창조기반 모형에는 데이터, 모델 기반 
및 시스템 사고 역량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협력(Collaborative problem solving)역량이란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으로, 둘 이상의 주체가 해결
책을 찾는 데 필요한 이해와 노력을 공유하고 해결
책에 도달하기 위한 지식, 기능, 노력을 모아 문제
를 해결하려 시도하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Hesse et al., 2015; 
OECD, 2017). 본 연구에서는 PISA 평가에서 미래
사회의 중요한 소양으로 간주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력 평가틀을 참조하여 협력(공유된 이해 수립과 유
지,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행동, 팀 조직 및 유
지)와 문제해결(탐색과 이해, 표현과 형식화, 계획 
수립과 실행, 모니터링과 반성) 과정을 조합한 협력
역량 발달 수준을 설정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
창출 모형에는 이해공유 협력 역량을 매치하였고, 
설계기반 모형에는 이해공유와 역할분담 역량이, 
창조기반 모형에는 이해공유, 역할분담, 협력적 모
니터링 역량이 모두 요구된다고 보았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역량이란 STEM은 물
론 STEAM의 관련 영역들을 아우르는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종합적인 관점
을 바탕으로, 타인의 의견을 정확히 수용하고 이해

하며 자신의 지식과 의견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Baek et al., 2012; Kim et 
al., 2017)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창출 모
형에는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 설계기반 모형에
는 의견 말하기와 전달에 추가하여 의견 표현과 평
가 역량, 그리고 창조기반 모형에는 이 역량들에 
추가하여 생산적 비판과 소통 역량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P2CM STEAM 평가모델에서는 STEAM의 수업
유형(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기반)별로 4C 역량 
학습발달(LP) 수준을 평가하는 모듈을 설계할 수 
있다. 평가모듈별 4C 역량 학습발달과정의 3수준을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모듈형 평가란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평가요소를 추출･조합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으면서, 그 구성에 논리적으로 학습발
달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평가를 말한
다. 교사가 모든 4C 역량의 모든 학습발달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업 특성에 맞추어 
여러 시차로 구성된 특정 프로젝트형 수업에서 차
시마다 다른 역량의 발달과정을 재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의 
선택’이라는 STEAM 수업은 1차시에는 지식창출형 
수업으로, 2,3 차시에는 1차시에서 제안한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우리 몸에 작용하는 비
타민에 대한 모델을 구상하는 설계기반형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교사가 수업목표와 학생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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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의 융합복합도 결정요소 지식 설계 창조

① 문제의 
불확실성

•문제 불확실성은 문제 정의의 개방성, 해결 방법의 다양성, 해결책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됨. 

•문제 불확실성에 따라 문제 유형을 well-structured와 ill-structured로 구분함. 
•문제의 구조는 물론 목적도 다양해서 요구되는 인지적 역량과 수준이 다양해짐. 

○ ○ ○

② 기술적 
난이도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의 어려움, 혹은 기술상의 문제를 의미함. 
•기술적 난이도는 어떤 문제 상황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적 이

해, 실제 적용시 발생할 작동 문제에 대한 추론, 다양한 과정에서 기술을 조
합하여 배치하는 요소 등으로 구성됨. 

△ ○ ○

③ 실용적 
유용성

•문제해결을 위해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의 설계, 혹은 만들어낸 디자인이나 산
출물이 실제 문제 상황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임. 

•실용적 유용성은 적합도, 정확도, 용이성 등으로 구성됨. 
△ △ ○

Table 2. Factors determining convergency complexity of STEAM instructions

고려하여 1차시에는 비판적사고의 데이터기반 추론 
역량 중 1,2 수준,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중 이해
공유 역량은 1,2,3 수준만을 평가하는 식으로 평가
모듈을 재구성할 수 있다. 

2) 결과평가지표(Y축): STEAM의 3가지 수업
유형

<P2CM STEAM 평가모델>의 두 번째 축은 
STEAM의 수업유형으로, ① 지식창출, ② 설계기반, 
③ 창조기반의 3가지 수업유형으로 구성된다. 
STEAM의 3가지 수업유형은 STEAM 수업에서 요
구되는 최종산출물의 속성(지식창출, 설계, 창조)과 
STEAM 수업의 융합복합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STEAM 수업의 융합복합도를 결정하는 요소 3가지
는 ①문제의 불확실성 혹은 개방성(Problem 
uncertainty), ②기술적 난이도(Technical 
difficulty), 및 ③실용적 유용성(Practical 
usability)이다(Table 2 참조). Fig 2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지식, 설계, 창조기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융합복합도는 높아지며, 각 수업유형별로 도출된 수
업의 결과물을 평가하게 된다. 

STEAM 수업의 융합복합도 결정요소는 융복합적 
단계와 원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요 속성들을 
추출한 것이다. STEAM 수업에서 융합 요소를 융합 
단위, 융합 방식 및 융합 맥락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Kim et al., 2012). 여기서 융합 단위란 학교 현장

의 수업 방식을 고려, 융합을 어떤 단위 요소 및 단
계로 구성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것으로 개념/탐구 
과정, 문제/현상, 체험 활동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제
안하였다. 이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현상의 관찰
과 설계, 프로젝트를 통한 산출물 생산 등으로 단계
를 올린 것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융합 단계를 구
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융합 방식이란 서로 다른 
교과목을 어느 정도 융합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다학
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 융합 방식으로 구분하였
다. 융합 맥락은 개인적, 지역사회적, 세계적 맥락으
로 융합의 생활 관련성을 구분하였다. 

STEAM 수업의 융합복합도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STEAM 수업의 융합복
합도가 증가하는 고난도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설계기반 모형은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를 
추가하고, 창조기반인 경우 설계와 요구되는 지식
에다가 초기 아이디어에서 문제를 구조화･구체화해
야 하는 과정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좀 더 어려운 
융합 수업유형임을 알 수 있다. 

3) 역량발달수준(Z축): 역량발달과정 및 수업결
과물의 수준을 결합한 평가기준

<P2CM STEAM 평가모델>의 세 번째 축은 수업
과정과 수업결과를 결합한 학습발달과정(LP)별 수
준을 나타낸 평가기준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X축을 이루는 각 역량의 발달을 3개 수준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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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발달수준
(LP)

STEAM 
수업유형 창의역량 

3수준 창조기반 인지창의 역량 과정창의역량 산출물 창의역량 
2수준 설계기반 인지창의 역량 과정창의역량 
1수준 지식창출 인지창의 역량

Table 3. Three levels of learning development for creativity competency by STEAM 
instructional types

Figure 3. Example of instructional Process×Product 
combined assessment module

누고, Y축을 이루는 STEAM 수업유형에서 추구하
는 결과도 3개 수준(지식창출, 설계기반, 창조기반)
으로 나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평가 모델은 
학습발달과정(LP)을 기반으로 설계한 모델이므로, 
각 단계는 누적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식창출 수업 유형에서는 인지창의 발달과정을 평
가한다면, 설계기반 수업 유형에서는 인지창의 및 
과정창의를 평가하는 것이다. 먼저 STEAM 수업유
형에 따른 창의역량에 대한 발달수준을 Table 3과 
같이 구성하였다. 여기서 ‘학습발달수준(LP 
Levels)’는 STEAM 수업의 과정목표인 4C 핵심역
량의 발달수준(Competency progressions levels)

을 나타낸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P2CM STEAM 

평가모델>은, STEAM 유형별 수업을 통해 기르고
자 하는 4C 역량을 조합하여 다양한 평가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과정평가에 해당하는 4C 역량과 
결과평가에 해당하는 STEAM 수업유형을 결합하
면, 학습발달과정(LP)을 평가할 수 있는(Duncan 
et al., 2009) 평가기준을 담은 평가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수업과정(4C)과 수업결과(STEAM 
결과물로 분류한 수업유형)를 조합하여 평가모듈을 
구성한 사례를 예시하면 Figure 3과 같다. 이는 수
업결과(STEAM 수업유형) 중에서 ‘창조기반’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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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발달수준 산출물 창의 역량 
3수준 공감 디자인 제품에 대한 의견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공감되는 디자인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미적 

호소력, 의미의 표현, 디자인 요구 반영). 
2수준 작동하는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과학적 작동 원리를 반영하
며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정교, 구체, 유용, 과학성). 

1수준 독창적  
디자인 특정한 과학, 기술 아이디어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Table 4. Three levels of LP for assessment module (Creativity competency × Creation-based 
instruction)

역량 
발달수준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 학생A의 자기 평가 교사 관찰 평가

3수준
토론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장과 근거에 기초하여 요약하고 핵
심을 정리하여 전달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
의 의견을 구별하고 재
구성하여 전달할 수 있
었으나 (현재 진단), 토
론된 내용에 대해 모두 
요약하여 핵심을 정리
하는 것은 어려웠다. 다
음에는 핵심을 정리해
야겠다(비계형 평가).

–학생 A는 자신의 의견을 3회 표
현하였다.

–학생 A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여 재구성
하여 설명하였다.

–토론 주제에 대해 다양한 주장
과 근거에 기초하여 요약하고 핵
심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2수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여 설명하
고 재구성하여 정확히 전달

1수준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대며 말하기 

Table 5. Example of application of P2CM model to STEAM instruction

표로 한 수업에서, 4C 역량 중 ‘창의역량’에 대한 
과정평가를 목표로 한 평가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창조기반(STEAM 수업유형)의 창의역
량(4C 역량)에 초점을 둔 평가모듈(창의역량×창조
기반)에서, 학생들의 학습발달과정(LP)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Table 4와 같다.

1수준에서는 고유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독창적
인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독창적 디자인, 
2수준은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
능을 식별하고 작동 원리에 의해 실제 유용한 제품
을 만들 수 있는 작동하는 디자인으로 설정하였다. 
3수준에서는 과학적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
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심미적인 창의성을 추가
하여 제품을 평가･수정하는 공감 디자인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역량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
구에서는 STEAM 산출물을 과학적이며 예술적인 
산출물로 보고, 과학･기술적인 창의성과 예술적인 
창의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창의성의 
차원에 공감을 추가하였다. 이는 과학적 창의성을 

예술적 창의성과 비교하여 예술적 창의성은 일반적 
사람들에 의한 공감이 중요하지만, 과학에서 창의
성은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아이디어라고 제안한 
Simonton(2004)의 구분을 반영한 것이다. 

3. P2CM 모델의 활용 방안 예시

P2CM 모델을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예시하면 Table 5와 같다. 이 수
업에서 학생들은 조별로 2,30대에 콜레스테롤 수치
가 높다고 나올 경우 유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후에, 기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핵심어
를 사용하여 정리하고 주요 주제를 포스터로 표현
한다. 이는 생명과학+인문학+미술의 교과간 융합형 
STEAM 활동으로 P2CM 모델에서는 지식창출형 
STEAM 수업유형이다. 교사는 이 수업에서 지식창
출 중 의사소통 역량인 ‘의견 말하기와 전달’ 역량
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때 수업의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역량 발달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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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만들 수 있고, 각 발달과정을 참고하여 
교사의 관찰 평가 및 학생의 자기 평가요소를 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습발달과정(LP)과 핵심역량 평
가에 초점을 둔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모델”
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2015개
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과정중심평가를 과학과 
핵심역량에 대한 학습발달과정(LP)에 근거하여 
STEAM 교육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듈의 
형태로 제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P2CM STEAM 평가모델>
은 STEAM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고, 과정평가와 
결과평가가 동시에 가능하며, 다양한 STEAM 주제
와 수업유형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평가 모형을 그 
특징으로 한다. <P2CM STEAM 평가모델>은 3개
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축(X축)은 STEAM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4C 역량을, 두 번째 축
(Y축)은 STEAM 수업유형의 종류와 위계를 나타내
며, 세 번째 축은 학습발달 수준인 평가기준을 나
타낸다. <P2CM STEAM 평가모델>에 기반하여 창
조기반의 창의역량에 초점을 둔 평가모듈(창의역량
×창조기반)에서, 학생들의 학습발달과정(LP)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예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
모델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듈화된 평가모델에서는, 모듈을 조합하
면 다양한 형태의 STEAM 수업유형과 평가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모듈은 수업의 형
태와 목적,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성취와 발달 수준에 근거하여 평
가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수
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증
거를 기반으로 교사는 수업과정에서 진술, 관찰, 면
담, 체크리스트 등의 평가 도구를 쉽게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이용하여 학생 자신도 자기조절

학습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비계
(scaffolds)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업—평가
를 연계한 모듈화된 평가모델의 경우 수업의 과정
과 결과를 모두 평가할 수 있으며, 역량별 학습발
달과정(LP)을 참고하여 다양한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 학습유형별 모듈을 제공할 수 있고, 평가도구 
개발이 용이하며, 수업 전 진단 평가와 과정평가의 
피드백이 연계되어 개인 평가와 집단 평가가 용이
한 장점을 지닌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실천과정에 참여하여 그 실
천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STEAM 수업결과물의 
수준도 발달하는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과정중심 
평가모델, 즉 핵심역량 실천과 STEAM 교육성과물
이 서로 중첩되는(embedding) 평가모듈(Duschl 
et al., 2011)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P2CM STEAM 평가모델>과 
같은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모델의 활용과 개
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존하는 학
습발달수준(LP)이 아니라 한국형 LP에 대한 연구 
성과를 평가모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평가모델의 경우 STEAM 수업유형별로 
학생들의 핵심역량 발달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평
가틀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핵심역량
에 대한 역량발달수준(LP)은 PISA 평가 등과 같은 
국외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향후 우리나라 
학교현장의 실제 STEAM 교수학습 맥락에서 데이
터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역량발달수준
(LP)을 연구하고 이를 평가모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P2CM STEAM 평가
모델>을 실제 학교현장에 적용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현재 제안한 역량발달과정에 대한 타
당도 확보도 필요하다. 특히 국내외의 STEAM의 
수업—평가 연계 모형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부
터, 창의 역량, 협력 역량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
구가 필요하다. STEAM 역량중심 수업-평가 연계 
방식의 연구는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역량에 대
한 연구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창의 역
량과 협력 역량의 경우 정의적, 사회적 요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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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객관적 평가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제 수행
평가에는 최소한으로 반영해왔다. 이에 후속 연구
를 통해 창의 역량과 협력 역량 평가 방안과 기준
을 정교화 하여 증거기반 평가를 개발･제공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증거기반 평가모델 개발･제공을 위해 현장
밀착형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즉, STEAM을 포함
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고, 나아가 과정평가와 결
과평가를 연계하려면, 장기간의 현장 적용을 통해 
역량발달수준(LP)은 물론 학생들의 실제 학습 성과
를 반영하여 증거에 기반을 둔 평가모델로 발달시
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제 STEAM 교
수학습 현장에서 교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평가기준
과 학습발달과정을 도출하고 정교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공동체를 활용한 P2CM STEAM 평가 
수업 및 모델의 지속적인 교사 연수가 필요하고 현
장의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형성평가모델의 적용 
및 수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과정중심 평
가모델은 수업과의 순환적인 과정과 피드백 활용이 
중요하므로 교사들 스스로 이 모델을 수업에 적용
해보고 동료교사와 상호 토의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의 수업에 맞게 진화시켜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예컨대 미국의 ETS에서 시작되어 활발하
게 사용되고 있는 Kepp Learning on Track 
(KLT)이라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는 형성평가 이
론에 기초하여 교사들이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사례
를 개발하여 공유하고 있다(Thompson & 
William, 2008).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수행평가 
자료은행도 대학의 연구팀이 개발한 자료를 바탕으
로 실제 교사들의 적용할 수 있는 지역정보들을 활
용한 자료를 공유하고 SNS 등을 통해 활발한 의견 
교환과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안한 과정중심 평가모델도 교사연수와 현장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
하다. 

끝으로 수업의 과정과 평가를 연계하면서도 학생
들의 학습발달수준을 추적할 수 있는 평가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015개정 교육과
정은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하면

서, 학생참여형 수업과 함께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미래사회
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STEAM형 인재 
양성을 위해, STEAM 교수학습 및 학생들의 학습
발달과정(LP)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의 
혁신이 요청된다. 즉, 수업의 과정뿐만 아니라 학습
발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P2CM 
STEAM 평가모델>과 같은 다양한 학습발달과정
(LP)에 근거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맥락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발달과정(LP)과 역량 발달
과정, 탐구역량 발달과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학습기회를 높일 수 있는 수업과 평가를 연계한 평
가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분석을 토대로, 
STEAM 수업을 통한 4C 핵심역량의 학습발달과정
(LP)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는데, 이는 곧 본 연구
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혼
란을 겪고 있는 과정중심평가를, 학습발달과정(LP)
에 근거하여 STEAM 교육을 통한 핵심역량 발달의 
맥락에서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
를 통해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제안한 STEAM 
과정중심 역량 평가 모델(안)에 대해 STEAM 수업
유형별로 그리고 다양한 핵심역량별로 경험적이고 
검증가능한 가설의 형태로 학습발달과정(LP)을 정
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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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STEAM 교육 맥락에서 핵심역량의 학습
발달과정에 근거하여 개발, 제안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과정-결과를 결합한 모듈 타입
(Process-Products Combined Module-type)
의 STEAM 평가모델(P2CM STEAM 평가모델)’
은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STEAM 수
업 맥락에서 핵심역량 학습발달과정에 초점을 
둔 모델이다. <P2CM STEAM 평가모델>의 특징
은 STEAM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고, 과정평가
와 결과평가가 동시에 가능하며, 다양한 
STEAM 주제와 수업유형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점이다. <P2CM STEAM 평가모델>은 3개의 축
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축(X축)은 STEAM에
서 중점을 두어야 할 4C 역량을, 두 번째 축(Y
축)은 STEAM 수업유형의 종류와 위계를 나타
내며, 세 번째 축은 학습발달 수준인 평가기준을 
나타낸다. <P2CM STEAM 평가모델>에 기반으
로 하여 창조기반의 창의역량에 초점을 둔 평가
모듈(창의역량×창조기반)에서, 학생들의 학습발
달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예시하였
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LP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평가모델 개발하기, 현장밀착형 
심층연구를 통한 증거기반 평가모델 개발･제공, 
교사공동체 및 현장교사들의 참여를 통한 형성
평가 모델 수정보완, 학습발달수준 추적을 위한 
평가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STEAM, 과정중심평가, 역량평가, 모듈
형 평가모델, 증거기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