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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2) · 김성준3)

오늘날 지식정보 기반 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식은 단일한 교과의 지식이 아니라 교과를 구

분하기 힘든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문제해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된 형태의 지식을 우선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과학적 상상이나 예술적 감성과 결합시킬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이러한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를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수학과 6학

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학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 수업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3단원 ‘각기둥과 각뿔’ 수업에서는 ‘스파게티 프로젝트’, ‘페이퍼 크

래프트’ 자료를, 4단원 ‘여러 가지 입체도형’에서는 ‘EDUCUBE' 자료를, 그리고 6단원 ’비율

그래프‘에서는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자료들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특히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수업 결과 학생들의 수업태도 및 수업에 대한

흥미가 긍정적이었으며, 수학 교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초등수학 수업자료의 개발이 보다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다

양한 학년과 내용 영역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용어 : 융합인재교육(STEAM), 초등수학, 수업자료, 문제해결력, 수학적 태도

Ⅰ. 서론

2012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생각하는 힘을 키

우는 수학’이 주요 방향 및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으로 기본적인

개념·원리의 충실한 이해와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실천 방안으로 타 교과와 수학을 통합하는 교수학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사회,

정치, 경제, 음악, 미술 등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 녹아있는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들을 탐색

하고 이해함으로써,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통합적·입체적 시각을 기르는 동시에 실생활

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러한 선진화 방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

1)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 부산사하초등학교 (j7917@hanmail.net)

3) 부산교육대학교 (joonysk@b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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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융합인재교육이 놓여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최근 우리나라 교육에 등장한 동향으로 과학(Science)과 기

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ematics) 등을 관련지어 통합적으

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4) 이러한 융합인재교육은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으로, 미국에서

2000년대 후반에 강조되었던 STEM 교육이나, 200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국의 STEM

교육, 그리고 핀란드어로 과학(LUonnontieteet)과 수학(MAtematiikka)의 머리글자를 합쳐서

등장한 핀란드의 LUMA 교육 등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수학교육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은 문제해결력과 융합적인 사고를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식

은 단일한 교과의 지식이 아니라 교과를 구분하기 힘든,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

서 일상생활에서 문제해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통합된 형태의 지식을 우선적으로 습

득하고 이를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과도 결합시킬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가 동시에 필요하

며, 이러한 측면에서 수학교육 역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융합인재교육을

학교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

2015)이 수립되었으며, 중점추진과제로 초·중등 단계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 잠

재력을 높이는 교육을 위한 미래형 STEAM 교육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1

년에는 전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16개의 연구학교와 47개의 교사연구회가 운영하였으

며, 2012년에는 ‘STEAM 리더 스쿨’로 80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콘텐츠

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그 중 30개교에 미래형 과학교실인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16개 시·도에서 5,000명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 기초연수를, 그리고

800명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화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중심으로 한 융합인재교육(STEAM) 자료의 개

발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 예로, 2011년에 시행된 47개의 교사연구회 중 단 1곳

만이 수학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회가 운영되었다. 현재 개발된 융합형 교육

의 콘텐츠는 영재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형태이거나 과학 중심으로 다른 교과지식은 주제에

따라 간간히 보조해 주는 형태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태수, 2012). 또한 2011년부

터 국내에서 발표된 융합인재교육 분야 연구물을 살펴보면, 수학을 주제로 한 융합형 교육

콘텐츠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수학영재와 중등수학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

면 초등수학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5)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수학과 6학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수학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 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개발

연구의 일련의 과정에 따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또한 개발된 자료의 적

용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업의 실제와

4)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예술(Arts)이란 순수 예술 분야인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

미에서 언어학, 미술, 신체 예술, 조각 예술, 인문학 등을 포함한다(Yakman, 2010) 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과 STEAM 교육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5)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2013학년도 연구발표대회 논문집에서는 발표논문 8편 가운데 3편이 융합인

재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초등수학에서 이러한 노력이 차츰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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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후기, 학생 대상 서술형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융합교육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융합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

다. 김진수(2012)는 STEAM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연계’란 서로 다른 학문을 단

순히 연관지어 통합하는 것이고, ‘통합’이란 서로 다른 학문을 물리적으로 일부분만 통합하

는 것이고, ‘융합’이란 서로 다른 학문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서로 다른 학문을 통합하면 그 학문적 성격과 내용이 일부분 유지되지만 그것들을 융합하였

을 때는 서로 완전히 섞이어 그 학문적 성격과 내용을 구분하기 힘들게 된다. 김성숙(2011)

은 통합과 융합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첫째, 통합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존 통합교육은 교과의 코스 내용을 다른 교

과의 코스 내용으로 보완하거나, 어떤 연결 원칙 또는 공통적인 문제나 상호 관심 영역 등

에 기초를 두고, 두 개 이상의 교과목들을 단순히 병렬시키려는 합산적 통합이 대부분이었

으나 융합교육은 교과들을 뒤섞어 보다 포괄적으로 혼합시키는 융합적 통합의 방법을 지향

한다. 둘째, 통합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이다. 통합교육에서 이루어

졌던 통합의 정도는 합산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약한 통합 즉, 소극적 통합이라 할 수 있

고 융합교육에서의 통합은 두 교과의 교호작용으로 요소들이 결합되거나 재조직 되어 밀착

되어지는 강한 통합, 적극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통합교육은 두 과목의 성질이 유

지되면서 서로 기여하거나 연속적인 조직요소의 배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정과 결

과에 있어 서로 환원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나 융합교육은 두 과목의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되어 하나로 녹아 뒤섞인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새로운 창조적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비환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통합교육이 융합교육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인 동시에 상위개념일 수 있다.

즉, 융합교육은 통합교육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통합교육을 모두 융합교육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지적 지식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의 균형적인 발달을 유도하고, 또한 개인의 성장, 자아실현,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발

달을 도모함으로써 균형을 갖춘 전인적 인격 발달의 촉진을 지향한다는 점(이영만·홍영기,

2006)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박만구(2013)는 융합은 통합과는 대별되는 개념으로 보면서, Wilson의 Consilience

(통섭)의 개념과 흡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각 학문 분야에서 융합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고 학문 간의 대통합을 의미하면서 간학문적, 다학문적, 범학문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

로,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 함께 연구하면서 독자적으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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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융합은 두 요소가 만나 전혀 새로운 결과물을 도

출해내거나 다른 관점에서 보고 새롭게 정의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반면, 통섭은 새로운 창

조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융합교육

의 지향점은 새롭게 부각된 통섭이라는 개념과도 만난다고 할 수 있다.

2. 과학기술공학 및 수학교육(STEM)

STEM 교육은 기존의 기술교육에서 MST(Mathematics, Science, Technology)교육에 공

학(Engineering) 내용을 통합적으로 제시한 교육 방식으로, ‘STEM’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에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만들어져서 사용되었다(Bybee, 2010).

그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은 2003년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에서 과학과 수학 분야의 성적이 낮은 데서 위기를 느끼고 STEM 교육을 도입하였다. 미국

이 PISA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보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TF팀이 결성되었으며, 이후 국

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2007년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제정하고 STEM 교육을 주요 아젠다(Agenda)로 제시하였다(신영준·한선관, 2011). 이후

STEM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K-12)까지 STEM 교

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STEM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교육, 학교 및 학

교 밖 STEM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과 함께 버지니아 공대에서는

STEM 교육이 더 이상 각각의 교과 위주의 독립적인 노력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 교육

을 이루어내기 위한 전공 영역으로 교사 교육을 위해 기술교육 전공 과정에서 통합적

STEM 교육 전공과정을 개설하기에 이른다(Sanders, 2006). Poter(2006)등이 발표한 논문에

서 알 수 있듯이, STEM 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공학교육을 하

기 위한 모델에서 기원했으며, 따라서 미국에서의 STEM 교육은 기술 및 공학교육 전문가

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왔다(신영준·한선관, 2011, 재인용).

국내에서도 STEM 교육 관련 연구는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김진수(2007)는

STEM교육을 소개하면서, 미국 대학에서 운영 중인 STEM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결과와

미국 중학교 기술 과목에서 MST 및 STEM 통합 교육의 운영 실제를 분석하여 STEM 교

육이 국내의 기술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공학-수학을 통

합한 STEM 통합교육과정 모형을 도출하였는데, 모형1은 다학문적 통합, 모형 2는 간학문

적 통합, 모형3은 탈학문적 통합에 해당된다. 또한 문대영(2008)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각

각에 대한 개념과 고유의 탐구 방법을 확인하였고, 지식 구조 및 영역을 정리하여 STEM

통합접근의 개념 모형을 구안하였다. 그리고 STEM 통합 접근의 활동 유형으로는 탐구 프

로젝트 활동, 문제 해결 활동, 창작 활동을 제시하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교

육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하면서 STEM 통합 접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이후 기술,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STEM

통합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융합인재교육(STEAM)은 이에 보태어 수학과 과

학,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융합적 접근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논의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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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인재교육(STEAM)

STEAM 교육이란 기존의 STEM교육에 예술(Arts) 분야가 추가된 것으로 미국과 영국에

서 제시된 STEM 교육에서 진일보한 개념이다. STEM 교육에 예술(Arts)를 처음 접목시켜

그 범위와 개념을 확장시킨 이는 Yakman이다. Yakman(2008)은 STEAM 개념을 [그림 Ⅱ

-1]처럼 STEAM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나타내었다(권순범 외, 2011. 재인용).

[그림 Ⅱ-1] STEAM 피라미드(Yakman, 2008)

STEAM 피라미드의 가장 낮은 단계인 ‘Content Specific’은 교과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학

습되는 수준의 교육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자신

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엄격하게 깊이 연구하게 된다. 연구는 같은 분야 또는 다른 분야 간

에 팀을 이루어 수행될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과 그 이상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다. 두 번

째 단계인 ‘Discipline Specific'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학문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학습하

는데, 이 때 다른 과목들은 상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과목이 된다. 이 단계는 한 교과

영역의 학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다루되 중심이 되는 분야에 대해 깊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중등교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세 번째 단계인 ‘Multidisciplinary’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특정 학문들의 영역에

대해 배우고,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알게 된다. 실제로 연관

성을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참다운 단원을 구성하는 것인데,

교사는 수업을 설계할 때 테마 교육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단계의 교육은 중등교육의

과도기적인 시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네 번째 단계인 ‘Integrative’은 계획된 통합으로

STEAM 교육으로 나타내어진다. 이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교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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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세부내용 대응되는 초등학교 교과
Science 생물학, 생화학, 화학, 지구과학, 탐구, 물리와 우주, 

생명공학, 생물의학 과학
Technology 농업, 건축, 통신, 정보, 제조, 의학,

힘과 에너지, 생산과 운송
실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Engineering

항공우주, 농업, 건축, 화학, 민간, 컴퓨터, 전자, 환
경, 유체, 산업 & 시스템, 재료학, 기계학, 해군과 
해양

실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Mathematics 대수, 셈하기, 통신, 데이터 분석 & 확률, 기하학, 
수 & 연산, 문제 해결, 증거 & 증명, 이론과 삼각법 수학

Arts 순수미술, 언어학 & 인문학, 운동 & 신체(교육, 역
사, 철학, 정치, 심리, 사회학, 신학 포함)

국어, 외국어,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사회,

역사 등

<표 Ⅱ-1> STEAM의 세부 내용 및 대응되는 초등학교 교과

넓은 영역의 분야와 이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공부하게 된

다. 교사들은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가르치거나, 한 주제에 대하여 넓은 시야를 포함해서

가르칠 수 있다. Yakman은 이러한 STEAM의 통합적 수준의 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에

가장 적합하나, 모든 수준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단계

는 이에 해당한다. 가장 높은 단계는 ‘평생교육(Life-long)’으로서, 전체론적인 관점과 연관

된다. 이는 인간이 의도되지 않고 피할 수도 없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학습하는 것

을 의미한다(박형주, 2011, 원용).

이처럼 Yakman은 초등교육이 STEAM 교육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특히 초등 단계에서는

STEM 뿐만 아니라 예술(A)교육까지도 포함하여 각 학문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전방위

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다른 영역의 내용까지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Yakman(2008)이 연구한 STEAM의 세부 내용과 대응되는 초등교과는

<표 Ⅱ-1>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백윤수 외(2011)는 융합인재교육(STEAM)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내용을 창의적 설계

(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으로 경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

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창

의적 설계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지식, 제품, 작품 등과 같은 산출물을 구성하기 위

하여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 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창의적 설계 과정은 학습자가 개인의 삶에서 필요와 가치를 찾고, 학습

자 스스로의 문제로 받아들여 ‘설계 작업’을 수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학습 활동과 구

체적이며 실질적인 관계 설정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의미한다. 감성적 체험은 학습자들

이 학습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성취의 기쁨과 실패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 타인 및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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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을 의

미한다(백윤수 외, 2011). 본 연구의 자료 개발에서 학습과정안은 이러한 설계 과정에 근거

하고 있다.

이에 덧붙이면 STEAM교육에서 내용통합을 유형 A, 유형 B, 유형 C와 확장형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내용통합이란 두 개 이상의 교과 내용이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A는 과학(S)과 기술(T) 포함하는 모든 분야 또는 내용, 유형 B는 과학(S)과 기술(T)

을 동시에 모두 포함하는 분야 또는 내용, 유형 C는 과학(S), 기술(T), 공학(E), 예술(A), 수

학(M)의 모든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제시된 STEAM 분야 또는 내용으로 구분된다. 한편

보다 확대된 내용통합으로, 과학(S)과 기술(T)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통

합하는 확장형 유형이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확장형 유형은 과학 또는 기술의 분

야가 반드시 포함되지 않더라도, 두 개 이상의 내용이 통합되어 감성적 체험과 창의적 설계

와 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백윤수 외, 2011).6)

우리나라에서는 실생활의 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학교의 수학, 과학, 기술 교육이 따

라가지 못하고 최첨단 과학, 기술, 공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실생활과 연계된 과학적 소양

을 키우기 위해 STEAM교육이 도입되었다. 당시 학교 교육은 지나치게 많은 학습 수준과

과도한 학습량으로 인해 수업량의 감축과 수준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과학교육은 타 교과와 주제 중심 연계가 부족하고 기술과 공학 관련 내용이 제외되어

있었고, 수학교육은 학생의 수준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문제풀이와 암기식 수업

으로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과학자나

공학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사들은 첨단 과학지식과 공학지식을 체험하고 습득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에 수학, 과학, 기술, 공학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고 학문 간 공통

핵심 요소 중심으로 교육하며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타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교육을 추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STEAM 교육은 미국의

STEM 교육이 주로 기술교육 중심인 것과 달리 수학, 과학 등 기초 학문에 뿌리를 두고 기

술 과학의 연계성과 함께 예술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한국과

학창의재단, 2011).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 수

업을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후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소재한 S초등학교 6학년 중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반(남 14

명, 여 13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한 이유는 수업 후 일어

6) 김진수(2012)는 STEAM 교육을 위해 학문통합방식을 X축으로, 학교 급을 Y축으로, 통합요소를 Z

축으로 분류한 큐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X축은 학문의 통합 방식에 따라 연계형, 통합

형, 융합형으로 분류하였고, Y축은 학교 급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분류하였

고, Z축은 통합의 요소에 따라 활동중심, 주제중심, 문제 중심, 탐구중심, 흥미중심, 경험중심, 기능

중심, 개념중심, 원리중심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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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생들의 변화와 에피소드 등을 가까이서 관찰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 수업은 정규 수학수업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험

학급의 수학 진도에 맞추어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다. ‘스파게티 프로젝트’ 수업 총 3차시는

실과시간 2시간과 수학시간 1시간을 블록 타임으로 묶어 수업을 이루어졌고, ‘EDUCUBE’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약 일주일 정도 스마트 교실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

히는 시간을 가졌다.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 중 1차시는 수업연구대회에 참가하여 수업

을 실시하였다. 나머지 2∼3차시는 수학 시간에 실시하였다.7)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업 자료의 개발을 6학년 1학기 과정에서 한 단원씩

개발하고(2011a, 2011b, 2011c), 이를 적용하여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한 후 수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다음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업 지도안 개발 - 실험 처치(수업 실시) - 수정 및 보완

의 과정을 총 12차시에 걸쳐 진행하였으며(<표 Ⅲ-1>, <표 Ⅲ-2>)) 매 단원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에 관한 서술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배경 탐구
6학년 1학기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재구성 단원 추출 

6학년 1학기 ‘각기둥과 각뿔’ 단원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요소 추출

6학년 1학기 ‘각기둥과 각뿔’ 단원에서 총 6차시 
과정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 개발 및 지도안 작성
<실험처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 실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

6학년 1학기 ‘여러 가지 입체도형’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요소 추출

6학년 1학기 ‘여러 가지 입체도형’ 단원에서 총 
3차시 과정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 개발 및 지도안 작성
<실험처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 실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

6학년 1학기 ‘비율그래프’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요소 추출

6학년 1학기 ‘비율그래프’ 단원에서 총 3차시 
과정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 개발 및 지도안 작성
<실험처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 실시
자료 분석 및 결과 처리

연구 결과 정리

<표 Ⅲ-1> 연구 절차

7) 본 연구에서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업은 단원의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과학, 

기술, 공학, 인문과학을 포함한 예술, 수학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차

시 안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학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과 주제에 따라 2가지 이상 주제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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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12차시 분량의 자료는 실험 학급을 대상으로 한 수학 수업으로 이어졌다. 융합인

재교육을 적용한 수학수업은 2007 개정교육과정 6학년 1학기 교과서(2011a)에서 3단원 ‘각기

둥과 각뿔’, 4단원 ‘여러 가지 입체도형’, 6단원 ‘비율그래프’에서 12차시에 걸쳐 재구성되었

다. 개발된 자료를 적용한 수학 수업은 6학년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 내용과 연계시키려

하였고, 특히 수학과 관련된 내용은 주당 3시간씩 배당되어 있는 정규 수학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6학년 교육과정에 맞추어 선정하였다. 차시별 학습주제는 <표 Ⅲ-2>와 같다.8)

단원 주제 차시 활동내용

3. 각기둥과 
각뿔

스파게티 
프로젝트

1 스파게티로 입체도형을 만들고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 이해하기

2 스파게티를 이용하여 튼튼한 구조물 만들기
3 스파게티를 이용하여 간단한 음식을 만들기

페이퍼 
크래프트

1 페이퍼 크래프트 만들기
2∼3 나만의 페이퍼 크래프트를 디자인하고 만들기

4. 여러 가지 
입체도형 EDUCUBE

1 쌓기나무로 만들 입체도형에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기

2 쌓기나무로 규칙적인 모양을 만들고 규칙을 
설명하기

3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앞,옆에서 본 모양 
그리기

6. 비율
그래프

나만의 팔찌 
만들기

1 원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고 팔찌 모형을 
이용하여 원그래프 그리기

2∼3 나만의 팔찌를 만들고 팔찌에 사용된 구슬종류를 
원그래프로 나타내기

<표 Ⅲ-2> 차시별 학습주제

Ⅳ.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6학년 수학 수업자료 개발

초등학교 6학년 수학수업에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수업자료는 도형에서

‘각기둥과 각뿔’, ‘여러 가지 입체도형’ 단원을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비율그래프’ 단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재구성하였다(2011a, 2011b, 2011c). 먼저 도형에서 단원을 선정한

이유는 도형을 이용하여 입체작품을 만드는 미술영역과의 연계가 쉽다는 이유에서, 확률과

통계 영역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업자료 개발의 대상이 되었다. ‘각기둥

8) 각 차시별 학습 주제는 백윤수 외(2011)의 유형 구분에 따르면 유형C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모든 내용을 서로 관련해서 차시별로 진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에 대

해서는 각 수업의 개요에서 관련 과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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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각뿔’ 단원은 모든 차시를 2개 주제 6개 차시로 재구성하였고, ‘여러 가지 입체도형’과

‘비율그래프’ 단원은 각각 1개 주제에 대하여 3개 차시로 재구성하였다.

1. 스파게티 프로젝트 수업 자료 개발

스파게티 프로젝트는 6학년 1학기 3단원 각기둥과 각뿔 단원을 재구성한 수업으로, 해당

단원에 적용 가능한 융합인재교육 아이디어와 자료를 찾기 위해 STEM 교육 사례를 검색

하던 중 영국 런던과학관(Science Museum)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스파게티 챌린지’ 수

업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을 재구성했다. 스파게티 챌린지 수업은 마른 스파게티 면, 마시멜

로를 이용하여 높고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들어진 구조물에 초콜릿

모양의 달걀을 올려놓고 30초 이상 버티면 그 높이를 재어서 우승팀을 결정하는 게임 형식

의 수업이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지, 스

파게티 면과 마시멜로를 어떻게 조합하여 사용해야 더 튼튼하게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다.

[그림 Ⅳ-1] 스파게티 챌린지 활동시트 및 런던과학관 사이트
출처 http://www.sciencemuseum.org.uk

스파게티 챌린지 수업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본 연구자는 6학년을 맡으면서 이쑤시개와

소시지를 이용하여 각기둥과 각뿔을 만들어 수학 수업을 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래서 기

존의 스파게티 챌린지 수업에서 스파게티 면과 마시멜로를 이용한 각기둥과 각뿔 만들기 활

동을 추가하고, 스파게티 음식 만들기 활동을 추가하여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수업으

로 재구성한 것이다. 스파게티 챌린지는 높고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어 달걀의 무게를 재어

우승팀을 가리는 도전 활동이 주를 이루는 반면, 본 수업은 ‘스파게티 프로젝트’로 수정하여

활동을 전개했는데 보다 다양한 수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스파게티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

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스파게티 프로젝트 수업의 개요는 <표 Ⅳ-1>과 같다. 스파게

티 프로젝트 수업은 각기둥과 각뿔 단원의 전개 계획 중 1차시 입체도형과 각기둥 알아보

기, 2∼3차시 각기둥에 대해 알아보기, 4∼5차시 각뿔에 대해 알아보기, 9차시 탐구활동 수

업의 총 6차시를 3차시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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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3. 각기둥과 각뿔
주제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 알아보기

학습목표
·(1차시)스파게티로 입체도형을 만들고 각기둥와 각뿔에 대해 이해할 수 있
다.
·(2차시)스파게티를 이용하여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3차시)스파게티를 이용하여 간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관련과목
(STEAM)

M: 수학 6-1-3. 각기둥과 각뿔(각기둥과 각뿔에 대해 알아보기)
A: 미술 선과 형의 균형에 맞게 입체도형과 구조물 만들기
T&E: 실과 간단한 음식 만들기
S: 과학 무게중심, 힘의 분산 알아보기 

<표 Ⅳ-1> 스파게티 프로젝트 수업 자료의 개요

스파게티 프로젝트 1차시 수업은 스파게티 면과 소시지를 이용하여 각기둥과 각뿔을 만들

고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알아보는 수업이다. 먼저 모둠별로 다른 종류의 각기둥을 만들고

밑면과 옆면의 모양을 알아보고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모서리와 꼭짓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기둥에서 스파

게티가 모서리 부분이고 소시지가 꼭짓점 부분에 위치해 있음을 안다. 각뿔도 각기둥과 마

찬가지 방법으로 활동하고 여러 가지 각기둥과 각뿔의 꼭짓점, 면, 모서리의 개수를 세어 표

를 완성하고 오일러의 다면체 공식까지 심화해서 확인한다.

[그림 Ⅳ-2] 스파게티 프로젝트 수업 활동 자료

스파게티 프로젝트 2차시 수업은 스파게티 면을 이용하여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어 보는

수업이다. 타워크레인, 에펠탑, 금문교 등의 튼튼한 구조물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특징을 찾

은 후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삼각형 구조물과 사각형 구조물 중 어느 것이 잘 버티는가를 확

인하고, 트러스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그 후 모둠별로 튼튼한 구조물을 설계해 정해진 양의

스파게티 면과 마시멜로로 제한된 시간 안에 구조물을 완성하게 한다. 단, 구조물을 만들 때

높이는 12cm 이상으로 하고 윗부분은 접시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평평하게 해야 한다. 그

런 다음 각 모둠이 만든 구조물에 추를 올려놓고 어느 무게만큼 버티는지 확인하는 방식으

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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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 프로젝트 3차시 수업은 남은 스파게티 면을 이용하여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수

업이다. 각 모둠에서 만들 스파게티 재료를 미리 준비하여 조리법에 맞게 스파게티를 만들

고 접시에 담으면서 대칭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스파게티를 만들 때 숨어있는 과학적 원

리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 자료 개발

페이퍼 크래프트란 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입체모형이다. 본 연구자는 6학년 미술 수업에

서 페이퍼 크래프트를 지도한 경험이 있었다. 페이퍼 크래프트 자체가 종이에 인쇄된 모형

의 전개도를 잘라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각기둥과 각뿔의 전개도

를 지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본 자료를 개발하였다.

먼저 페이퍼 크래프트 도안 중 사각기둥의 전개도와 가장 흡사한 전개도를 이용하여 사각

기둥의 전개도를 지도하면서 페이퍼 크래프트를 접해 보고 도안을 그리는 방법을 안다. 그

다음 실제로 다양한 각기둥과 각뿔 모양의 페이퍼 크래프트의 도안을 디자인하고 만들기로

계획하였다. 페이퍼 크래프트 사이트 중 ‘큐브 크래프트’는 캐릭터를 큐브(정육면체) 모양으

로 변형시켜 큐브모양과 흡사한 페이퍼 크래프트 도안을 모아놓은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

서 대부분의 도안을 출력해서 수업에 활용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사이트에 올라 있는 많

은 도안을 참고하였다.

[그림 Ⅳ-3] 큐브크래프트 사이트 및 도안 출처 http://www.cubeecraft.com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은 6학년 1학기 3단원 각기둥과 각뿔 단원 중 6차시 각기둥의 전개

도 알아보기, 7차시 각뿔의 전개도 알아보기를 재구성하여 수업자료를 개발하였다(2011a,

2011b, 2011c).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의 개요는 <표 Ⅳ-2>와 같다.

먼저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의 1차시는 수학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생소한 페이퍼 크래프트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각기둥의 전개도를 익히는데 초점을 맞춘

다. 먼저 실물과 흡사한 종이 입체작품을 보고 페이퍼 크래프트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리

고 준비된 페이퍼 크래프트 도안을 보고 도안대로 모형을 만들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예

상해보고 페이퍼 크래프트 도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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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탐색해본다. 처음 단계에서는 사각기둥(정육면체) 도안을 준비하여 자연스럽게 각기둥의

전개도를 익히도록 한다. 충분하게 사각기둥 전개도를 살펴본 후 페이퍼 크래프트를 만들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과 바꾸어 감상한다.

단원 3. 각기둥과 각뿔
주제 각기둥과 각뿔의 전개도 알아보기

학습목표 ·(1차시)페이퍼 크래프트를 만들 수 있다.
·(2∼3차시)나만의 페이퍼 크래프트를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다.

관련과목
(STEAM)

M: 수학 6-1-3. 각기둥과 각뿔(각기둥과 각뿔의 전개도 알아보기)
A: 미술 종이로 입체작품 만들기
T&E: 실과 구상도 그리기

<표 Ⅳ-2>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의 개요

2∼3차시는 직접 나만의 페이퍼 크래프트를 만드는 수업이다. 먼저 FOLDIFY라는 어플리

케이션을 소개하면서 직접 페이퍼 크래프트 도안을 만들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런 다음 공책

에 내가 만들 페이퍼 크래프트 작품의 구상도를 그린 후, 준비된 전개도에 각기둥과 각뿔의

전개도를 활용하여 페이퍼 크래프트 도안을 디자인하고 잘라서 작품을 완성한다. 특히 작품

을 만든 다음에는 만든 작품과 사진도 찍고 설명도 하면서 나만의 페이퍼 크래프트를 완성

했다는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Ⅳ-4]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 활동 자료

3. EDUCUBE 수업 자료 개발

본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초

스마트기기 사용 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 이 연수를 받으면서 강사로부터 스마트기기의

사용법과 수업시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받았다. 그 중 하나가

쌓기나무 어플리케이션 EDUCUBE였다. 쌓기나무는 6학년 1학기 4. 여러 가지 입체도형 단

원에서 활용되므로 EDUCUBE를 이용하여 4단원 수업을 재구성하기로 하였다(2011a,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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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c). EDUCUBE는 제주교육대학교에서 만든 쌓기나무 입체 3D콘텐츠로 쌓기나무를 쌓아

여러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나무재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

질로 쌓기나무를 변경할 수 있고, 자신이 쌓은 모양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림 Ⅳ-5] EDUCUBE 어플리케이션  [그림 Ⅳ-6] 플레이팩토 어플리케이션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 수업 재구성을 위해 실제 쌓기나무 교구를 사용하는 것과 쌓

기나무 EDUCUB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쌓기나무 교

구를 이용해 수업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보다 조작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되고 공간감각을 키워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인이 조작할 수 있는 쌓기

나무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쌓기나무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데 어려

움이 있다. 그 반면에 EDUCUBE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을 익히는데

시간을 걸리지만 다양한 모양을 간편하게 만들고 저장할 수 있으며, 내가 만든 쌓기나무 모

양을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 서로가 쌓은 모양을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EDUCUBE 수업을 결정하고 스마트 기기와 EDUCUBE 어플리케이

션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 그런 다음 EDUCUBE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서로가 만든 쌓기나무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첨가하여 수학 수업을 재구

성하였다. EDUCUBE 수업은 6학년 1학기 수학 4단원 여러 가지 입체도형 단원의 전개 계

획 중 2차시 쌓기나무로 만든 모양에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 구하기, 3차시 쌓기나무를 쌓

은 규칙 찾기, 4차시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나타내기 수업을 재구

성한 것이다. EDUCUBE 수업의 개요는 <표 Ⅳ-3>과 같다.

먼저 EDUCUBE 1차시는 입체도형에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수업이다. 먼저

EDUCUBE 어플리케이션 조작법에 대해서 같이 확인한 후 선생님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쌓

은 입체도형을 보고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맞추면서 수업이 시작된다. 그리고 밑도안을

이용해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고 EDUCUB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든 입체도형에

사용된 쌓기나무 개수에 관한 문제를 만들어보고 짝이 낸 문제를 맞혀도 본다. 그 후 숨어

있는 쌓기나무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고 ‘플레이팩토’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제한시간 내에 주

어진 모양대로 쌓기나무를 쌓는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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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4. 여러 가지 입체도형
주제 쌓기나무로 입체도형 쌓고 관찰하기

학습목표
·(1차시)쌓기나무로 만들 입체도형에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
다.
·(2차시)쌓기나무로 규칙적인 모양을 만들고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3차시)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릴 수 있
다.

관련과목
(STEAM)

M: 수학 6-1-4. 여러 가지 입체도형
A: 미술 다양한 입체구조물 만들기
T&E: 실과 올바른 태블렛PC 사용법 알기

<표 Ⅳ-3> EDUCUBE 수업의 개요

EDUCUBE 2차시는 쌓기나무로 규칙적인 모양을 만들고 규칙을 찾는 수업이다. 우선

EDUCUBE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계단모양을 만들어 계단의 규칙을 찾아보고, 그런 다

음 직접 규칙을 정하고 그에 맞게 쌓기나무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본다. 만든 쌓기나무

모양을 3D 입체이미지로 저장하여 사이버스쿨에 올리면 다른 학생들은 댓글에 규칙을 적어

보는 활동을 한다. 그런 다음 EDUCUBE 3차시 수업은 EDUCUB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정해진 그림과 같이 쌓기나무를 쌓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확인한다. 그리고 반대로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쌓기나무를 쌓아 3D 입체이미지로 저장하여 사이버스쿨에

과제로 올리는 것으로 전체 수업이 마무리되도록 자료를 개발하였다.

[그림 Ⅳ-7] EDUCUBE 활동 자료

4.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 자료 개발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은 6학년 1학기 6. 비율그래프 단원 중 원그래프 관련 내용을 융

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 수업으로 재구성한 것이다(2011a, 2011b, 2011c). 본 연구자가 수

업 연구대회에 나가기 위해 문헌을 살펴보던 중 ‘초등 수학 학습지도의 이해(강완 외)’에서

색 튜브를 이용해 원모양을 만들고 이를 원그래프라 보고 백분율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알게 되었다. 이 지도 방법에서 착안하여 색튜브를 색구슬로 바꾸고 팔찌모양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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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팔찌모형으로 원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였다. 그런 다음 직접 그 구슬

을 활용하여 팔찌를 만들어 볼 수 있게 하였다.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은 6학년 1학기 수

학 6단원 비율그래프 단원의 전개 계획 중 4차시 원그래프 알기, 5차시 원그래프 그리기, 6

차시 원그래프에서 여러 가지 사실 알기 수업을 재구성하여 계획하였다. 나만의 팔찌만들기

수업의 개요는 <표 Ⅳ-4>와 같다.

단원 6. 비율그래프
주제 나만의 팔찌를 만들어 원그래프 그리기

학습목표
·(1차시)원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고 팔찌 모형을 이용하여 원그래프 그릴 
수 있다.
·(2∼3차시)나만의 팔찌를 만들고 팔찌에 사용된 구슬종류를 원그래프로 나타
내기

관련과목
(STEAM)

M: 수학 6-1-6. 비율그래프
A: 미술 형과 색의 조화, 내가 디자인한 생활용품
T&E: 실과 생활용품 만들기

 [표 Ⅳ-4]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의 개요

나만의 팔찌만들기 1차시 수업은 반 학생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팔찌모형을 만들

어 그것으로 원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는 활동을 한다. 먼저 반 학생들 20명을 대상으

로 좋아하는 색깔을 조사한 후 결과에 맞게 같은 색깔의 구슬을 줄에 끼운다. 그런 다음 줄

양쪽을 묶어 팔찌 모양으로 만든 후 학습지 원에 올려놓고 각 색깔의 영역이 끝나는 지점을

원의 둘레에 표시한 후 원을 나누어 원그래프를 그린다. 2∼3차시 수업은 1차시에서 사용하

였던 색깔 구슬을 다시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자기의 팔에 꼭 맞는 팔찌를 만든

다. 팔찌를 만든 후 팔찌에 사용된 색깔 구슬의 종류를 표로 만들고 각 색깔이 전체에서 차

지하는 백분율을 구한다. 그런 다음 원그래프 그리는 순서에 맞게 나만의 팔찌에 사용된 구

슬의 종류를 원그래프를 그리게 함으로써, 단순한 만들기가 아닌 수학 수업과의 융합을 이

끌어내기 위한 자료로 개발하였다.

[그림 Ⅳ-8] 나만의 팔찌 만들기 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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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6학년 수학 수업자료의 현장 적용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해서 개발된 6학년 수학 수업자료들은 3개 단원에서 총 12차시에 거

쳐 수업현장에 투입되었다. 다음은 현장 적용의 과정에서 수업의 실제 모습과 학생들의 반

응, 연구자의 수업후 후기를 차례대로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기술한 목적은 개발한

수업자료의 적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학생들의 반응을

소감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교사의 수업 후기를 통해 이와 같은

융합인재교육의 실제 적용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그리고 차후에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질적 방법으로 수업의 과정이 기술되었으며, 아울

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 및 연구자의 느낌이 기술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동료

교사 및 연구자와의 논의를 통해 타당성 검증의 과정이 함께 있었다.

1. 스파게티 프로젝트 수업의 적용

학생들에게 스파게티 만들 재료를 준비하라고 하였을 때 처음에 학생들은 당연히 실과 실

습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수학 수업시간에 ‘스파게티 프로젝트’라는 수업

명을 칠판에 적고 스파게티 면과 소시지를 나누어 주자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은 스파게티

면과 소시지가 왜 수학 시간에 필요한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수학이란 교

과서나 학습지에 문제를 계산하고 푸는 것이라는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스파게티 면과 소시지로 균형이 맞게 각기둥을 만들 때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자는 'T'로, 학생들은 'A, B, C, D …' 등 다른 알파벳

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A: 선생님 각기둥이 자꾸 기울어져요.

T: 왜 기울어지는지 같이 봅시다. 왜 기울어진다고 생각합니까?

B: 한 쪽의 옆면의 모서리가 좀 짧은 것 같아요.

T: 그러면 조금 더 긴 스파게티 면으로 바꿔볼까요? 길이가 얼마큼 되면 좋겠습니까?

B: 옆면의 다른 모서리들의 길이와 같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처럼 학생들은 각기둥을 만들 때 옆면의 모서리가 같지 않아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해결 과정

속에서 각기둥의 옆면의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음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기둥을 만들 때의 재료에 관한 문제점도 다음과 같이 스스로 판단하였다.

T: ○모둠, 너희 모둠의 각기둥을 뭔가 불안정해 보이는데 무엇 때문일까?

C: 스파게티 면이 너무 약해서 좀 휘어지는 것 같습니다.

T: 스파게티 면이 왜 휘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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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소시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T: 그럼 소시지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

C: 저희 모둠이 소시지를 너무 크게 자른 것 같습니다. 좀 작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E: (선생님 책상에 있는 마시멜로를 보고) 저 마시멜로를 쓰면 안 될까요?

T: 선생님이 왜 가벼운 마시멜로 대신에 소시지를 나누어 주었을까?

C: 소시지가 마시멜로보다 더 단단해서 아닙니까?

T: 그렇지, 마시멜로로 하면 가볍긴 하지만 마시멜로가 말랑말랑해서 각기둥을 균형 있게 만들기가

조금 어렵단다.

이렇게 각기둥을 만들기 위한 시행착오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료에 대한 탐

색이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 교사가 제시해주지 않았음에도 다른 재료로 교체하였을 경우

까지 예상해보는 학생도 있었다. 이러한 창의적인 설계의 경험은 정해진 양의 스파게티 면

과 마시멜로로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욱 많이 나타났다. 스스로 계획해서 구

조물을 만들고 구조물에 무게를 달아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문제 해결에 어떤 문제가 있

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수업에서 많은 자신의 모둠이 많은 무게를 버

티자 아주 기뻐하고, 작은 무게에서도 구조물이 무너지자 안타까워하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모둠원과 토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스파게티 만들기 수업에서도 몇몇의 학생

들은 2인분 가량의 양을 요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재료의 양의 비율을 조절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처음 스파게티 프로젝트 수업을 고안할 때는 기존의 STEM 교육 자료를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실제 수업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처음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수업을 경험하기 때문이겠지만 스파게티 프로젝트 수업이

여러 교과들을 융합해서 공부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스파게티 프로젝트의 1차시 수업은

수학으로, 2차시는 단순한 만들기 수업으로, 3차시는 실과 수업으로 제한하여 그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수학적인 개념과 과학 원리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 않았다. 특히 3차

시의 수업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요리 실습을 하였고, 시간도 4교시쯤이어서 교사가 스파게

티를 만들 때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보고, 스파게티 2인분을 만들기 위해 다른 재료의 양의

비율을 고려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먹으려는 모습만을 보였

다.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설계와 모둠과의 토의 과정을 충분

히 거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었다. 스파게티 면과 마시멜로를 이용해 단단한 구조물을 만

들라고 했을 때, 구조물 디자인은 대충 넘겨버리고 바로 만들기를 시작하다보니 생각보다

단단한 구조물이 나오지 못했고, 만들다가 새로 다시 시작하는 모둠도 있었으며, 제한 시간

이 경과하였을 때 스파게티와 마시멜로가 남는 모둠 또한 많았다. 이는 시간 운영의 어려움

으로 이어져, 스파게티 프로젝트 수업이 원래 3차시로 예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4차시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학생들이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과 토의 과

정을 거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학생들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경험이 그동안 없었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다음 수업을 개발할 때에는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사고의 과정을 거치도록 토의 단계나 구상 단계를 추가하여

여유 있게 시간을 배분하고, 수업을 실시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중간 중간 여러 개념이나 원

리들을 생각할 수 있게 교사의 발문을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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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스파게티 프로젝트 수업 소감문

2.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의 적용

페이퍼 크래프트라는 수업 소재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해 보였다. 애니메이션, 게

임 캐릭터를 입체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라 일단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다만 가

위질이 서툰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1차시 수업에서는 도안를 수준

별로 나누어 준비하였고, 2∼3차시 수업에서는 자신의 역량에 맞게 전개도를 활용해 도안을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어서 큰 무리는 없었다. 페이퍼 크래프트 2∼3차시 수업에서 다

양한 학생들의 작품이 나왔다. 1차시 수업에서 사각기둥(정육면체) 모양의 페이퍼 크래프트

모양만 만들어 보았고, 실제로 캐릭터를 그리기에 사각기둥 모양이 제일 편하여서 대부분

사각기둥의 전개도로 도안을 그릴 것이라 예상했으나, 학생들은 ‘나만의 작품’이라는 애착이

있어서인지 창의적인 모형들을 많이 만들었다. 심지어 본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

해 준비한 ‘마리오’ 캐릭터 도안을 보고 상당히 까다로운 도안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오 캐릭

터를 만들려고 도전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본 연구자는 'T'로, 학생은 'A‘ 로

나타내었다.

A: (1차시 수업에서 연구자가 쉬운 페이퍼 크래프트 도안을 주자)선생님, 저는 마리오 캐릭터 도안

으로 모형을 만들면 안 되나요?

T: 정해진 시간에 페이퍼 크래프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마리오 캐릭터를 완성할 시간이 부족합

니다. 그리고 이건 칼집도 많이 내야하고 만들기 까다롭습니다.

A: 그래도 마리오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요.

T: 이것은 선생님이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미안해요. 다음에 선생님이 다른 도안을

출력해서 주겠습니다.

A: (며칠이 지나고 2∼3차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제가 마리오 캐릭터를 직접 전개도를 그려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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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어요.

이 학생을 며칠 후 원래 만들고 싶어 했던 마리오 캐릭터와 매우 흡사하게 자신만의 마리

오 페이퍼 크래프트를 만들었다.

[그림Ⅴ-2]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 소감문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은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 수

업 중 가장 만족스러웠다. 페이퍼 크래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안이 있어야 하는

데 도안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각기둥과 각뿔의 전개도에 대해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개도를 잘라서 입체모형을 만들 때 어느 부분이 서로 맞닿는지, 내가 구상한 모

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개도에서 각 모서리의 길이를 얼마로 정하면 되는지 학생들이 생각

하는 과정이 많았다. 이 과정은 평면과 입체에 대한 공간감각 형성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리

고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도안을 확인하면서 전개도를 잘 그렸는지 본 연구자가 확인을

해주었는데, 학생들이 완성될 모양을 예측하면서 전개도를 그렸기에 전개도를 잘못 그린 학

생이 4명에 그쳤다. 스파게티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구상 단계를 많이 주어야겠다고 느끼고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에서는 구상 시간을 충분히 주었던 것도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페이퍼 크래프트를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학생들이 페이퍼 크래프

트 수업을 하면서 좀 더 독특한 나만의 페이퍼 크래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

으로 펼치고 이 과정에서 도전 정신도 키울 수 있었다.

3. EDUCUBE 수업의 적용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갖추어져 있고 스마트 폰에 익숙하

여 아주 기초적인 태블릿 PC 조작법과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은 알고 있다. 그래서 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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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 PC에 EDUCUBE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조작법을 설명해주니 금방 사용 방법을 익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심지어 가르쳐 주지 않은 쌓기 나무의 재질을 바꾸는 것도 스스로 터득한

학생들도 있었다. 태블릿 PC를 이용한 EDUCUBE 수업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교육적인 효

과가 있는지에 앞서 그 자체로도 무척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EDUCUBE 수업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 수업이라기보다 방법

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수업이다. 수업 내용은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EDUCUB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EDUCUBE 수업은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태블릿 PC에 인터넷

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아 몇 차례 스마트 교실에 가서 인터넷 연결법을 익히느라 고생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 다운이 힘들고, 서로의 쌓기나무 이미지를 공유하

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을 계속 시도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 그리고 학

생들은 통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첫 시간에는 EDUCUBE 어플리케이션 하나로도 40

분 동안 계속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었으나, 2, 3차시수업에서는 벌써 익숙해져버린 쌓기나

무 어플리케이션을 지루해하고 자유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나타났다. 실제로 수업

중간에 빨리 활동을 끝낸 학생들은 선생님의 허락 없이 다른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쌓기나무로 규칙적인 모양을 만들어 사이버스쿨에 문제를 내어보는 활

동은 태블릿 PC에서 사이버스쿨이 잘 작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선생님의 메일

주소로 이미지를 보내어 본 연구자가 컴퓨터로 사이버스쿨에 학생들이 낸 문제를 올려야 했

다. 직접 학생들이 문제를 내어보고 친구들의 문제를 풀며 다양한 문제를 접한다는 활동의

의의와 그 결과는 좋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수업의 보완점으로 남았다.

[그림Ⅴ-3] EDUVCUBE 수업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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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의 적용

학생들이 처음 구슬을 가지고 원그래프 그리기 수업을 한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수업을

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구슬을 꿰어 팔찌 모형을

만들어 어떻게 원그래프를 그릴 것인지 예상할 수 있었다. 다음 반응에서 선생님은 T로 학

생은 A, B로 나타내었다.

T: 이 팔찌 모형으로 어떻게 원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A: 이 팔찌 모형을 보고 각 색깔 구슬이 차치하는 영역만큼 나누어 원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T: 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예상한 친구 있나요?

B: 우리가 만든 팔찌 모형을 학습지에 그려진 원에 놓고 각 색깔이 끝나는 곳에 표시를 해서 원을

나누어 원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팔찌 모형을 가지고 원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는 학생이 있었으며,

팔찌 모형을 가지고 정확하게 원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예측하는 학생도 있었다. 융합인재교

육(STEAM)을 적용한 수학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예는 다음 차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2∼3차시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에서는 본 연구자가 활동 안내를 하자 몇몇 학생들은 팔찌를 만들기 전에 미리 쉽게 백

분율을 구할 수 있도록 구슬의 총 개수를 정하는 학생이 있었고 같은 개수의 구슬을 사용하

는 학생이 눈에 띄었다.

A: 선생님 팔찌를 만들 때 2가지 색깔만 사용해도 되나요?

T: 그러면 너무 팔찌가 단순하지 않을까요?

A: 그렇게 하면 각 색깔 구슬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록 원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었지만 어떤 과제가 주

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는 과정을 학생들이 거친다는 점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의 1차시는 수업연구대회와 함께 실시하였다. 이 주제의 수업은

수업 교구로 선택한 교구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구슬을 준비해주어야

하였기 때문에 시간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도 학생

들이 줄의 매듭을 잘 짓기 못하여 구슬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수업이 산만하게 진행되었

다. 하지만 구슬을 꿰어 팔찌 모형을 만들어 원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의 장점

역시 많았던 것 같다. 구슬을 꿰면서 띠그래프와 원그래프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원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더욱 기억에 남게 지도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팔찌를 만

들고 팔찌에 사용된 구슬의 색깔을 표로 만들고 원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은

미리 비율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전체 사용 구슬의 개수를 15개나 20개로 맞추었다. 그리

고 각 색깔의 구슬을 같은 개수로 사용하여 비율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

업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수학 과제를 해결하기 전 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성, 경제성,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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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기 위해 탐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탐구 과정을 거치는 창의적 설계

과정은 STEAM 수업의 특징이고,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소

양이 학생들에게 길러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Ⅴ-4]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 소감문

Ⅵ. 결론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6

학년 1학기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이러한 수업을 적용해보고 학생들의 반

응과 수정 및 보완할 점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이 6학년 1학기 수학과 교

육과정에 연계된 수업자료를 개발하였다. 3단원 ‘각기둥과 각뿔’ 수업 9차시는 총 6차시로

재구성하여 ‘스파게티 프로젝트’,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으로 대체하여 지도하였고, 4단원

‘여러 가지 입체도형’에서 쌓기나무 개수 구하기, 쌓기나무를 쌓은 규칙 찾기, 쌓기나무로 쌓

은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알아보기 차시를 ‘EDUCUBE' 수업으로 지도하였다. 또한 6단원

’비율그래프‘ 중 원그래프와 관련된 차시를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으로 지도하였다. 기존

에 많이 개발되어 있는 융합인재교육 수업은 주제 중심으로 수업 내용이 구성되어 그 중 수

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융합인재교육 수업 중 수학 개념이나

원리 등을 새로 배우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융합인재교육을 적

용한 수학수업은 정규 수학수업 시간 중에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수학과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별도로 수학 교과서를 지도할 필요가 없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은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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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 학년 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설문지를 하였을 때 싫어하는 교과로

수학을 적은 학생들이 27명중 6명이었다. 6명의 학생들은 수학 부진 학생도 아니고 대부분

중상위권 학생들이어서 의외라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학생들이 수학에 지쳐있고 지루해하

는 것이 사실이었다. 실제로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만 수학

보충을 하려고 하여도 금방 싫은 기색을 보였던 학생들이었으나,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

학수업을 실시하고 나서부터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테면, ‘스파게티 프로젝트’와 ‘페이퍼 크래프트’를 하고 나서 학생들의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24명의 학생들이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수업이 재미있거나 즐거웠다고 하였다. 그 중

13명의 학생들은 수학이 지루하고 어렵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아졌다고 답변하였다.

‘EDUCUBE’ 수업과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업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두 수업의 학생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각각 25명, 22명의 학생들이 수업이 재미있었고, 그 중 15명, 13명의

학생이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몇 차례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인식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분명 의미 있는 결

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된 것을 나타났는데, ‘스파게티 프

로젝트’와 ‘페이퍼 크래프트’ 수업 후 소감문에는 8명의 학생들이 수학이 이전보다 이해가

잘 된다고 하였고, ‘EDUCUBE’ 수업에는 13명의 학생들이 그리고 ‘나만의 팔찌 만들기’ 수

업에는 15명의 학생들이 같은 답변을 보였다. 처음에는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수업을

재미있다고만 느끼던 학생들이 점점 여러 수업을 하면서 수학을 쉽게 느끼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을 실시한 후 수학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

적 설계 과정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수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학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수학 문제 해결하는 과

정에서 효율성, 경제성,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탐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탐

구 과정을 거치는 창의적 설계과정은 STEAM 수업의 특징이고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이 학생들에게 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수업의 정착을 위한 후

속 연구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융

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 수업은 도형과 확률과 통계 내용 영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보다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

학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만 분석하고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수업의 효과를 양적 연구의 방법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융합인재교육을 적용한 수학수업과 일반 교과 수학수업을 분리

해서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면 보다 진정한 의미의 융합이 학생

들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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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Instructional Materials

for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Based on STEAM

Education 
Jung, Yun Hoe9)·Kim, Sung Joon10)

Abstract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today, most knowledge is the integrated one

which is difficult to be classified into subjects rather than the knowledge of a

single subject. Thus, integrated thinking, which integrated knowledge is

preferentially acquired first and then can be also associated with imagination and

artistic sensitivity, is simultaneously required in order that we have a

problem-solving capability in our daily life. STEAM education(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is one of the educational methods to improve

this problem-solving capability as well as integrated thinking.

This research developed materials for STEAM education which can be applied

to the 6th grade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hen input it, and

analyzed how it impacts with students'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Unit 3

'Prism' and Pyramid' were restructured and replaced by classes such as

'Spaghetti Project' or 'Paper Craft'. Unit 4 'Several Solid Figure' was taught

as a class of 'EDUCUBE. Unit 6 ‘Proportional Graph’ was taught as a class of

'Creating my own bracelet’.

After having this class, we found that mathematics class applied STEAM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mathematical attitude of students. Many

students said that math is fun and gets more interesting after having math

class applied STEAM and we come to know that they have positive awareness

of mathematics.

Key Words : STEAM Education, Integrated Thinking, Mathematical Attitude,

Problem-Solving Capability,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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