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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ed education research conducted 
in Korea and to propose a meaningful discussion for further research. Among the studies conducted 
for last three years, the relevant 161 research articles were selected, and 236 effect sizes were calculated. 
Effect sizes were analyzed with different dependant variables including creativity, problem solv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inquiry skills, creative personality, scientific attitude, and interests. In addition, 
effect sizes with different moderating variables, such as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ample sizes, class 
types, core disciplines and publication types, were compa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overall 
effect size of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produced a huge effect (effect size=0.88, U3=81.06%).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showed the highest effect size on scientific attitude among other dependant 
variables. However, all of the other dependant variables represented more than medium size effect size. 
Integrated program proved to be more effective on kindergarten pupils and gifted students compared 
to other school levels and regular students. The effect size for group of less then thirty students were 
larger than other groups. Programs implemented in after school hours were more effective than in regular 
school hours. Considering the core subject of program, arts-centered integrated programs showed the 
largest effect size, while all the others showed above medium effect sizes. Finally, doctoral dissertation 
showed the highest effect size compared to master's thesis and academic journal article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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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문 발달의 추세가 고대부터 20세기까지 각기 고유의 대상과 원리

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발달하면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오다가 20
세기 중반 이후로 인지과학, 생명과학, 로보틱스와 같은 융합학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 학문 간의 수렴을 시도하려

는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Lee, 2008; Lee, 2010). 이러한 

학문 발달의 흐름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

어 특정 분야의 지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식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의미 있게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기초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Choi & Joo, 2007; NRC, 2013). 
통합에 대한 시도는 100여 년 전부터 있어왔으나 통합의 중요성은 

1990년대 이후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으며(Gehrke, 1998) 교과 간

이나 교과 내의 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통합교육 연구(Cervetti et al., 
2012; Rennie, Venville, & Wallace, 2011; Stoddart et al., 2002)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에 대한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대두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과 내용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공학교육을 하기 위한 시도로 통합교육에 대한 관

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통합교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는 기존의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단원

을 통합한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범교과

적인 학습을 위해 초 · 중등학교 수준에서부터 다양한 학문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교
육을 제시하였다(MEST, 2010). STEAM 교육은 STEM 교육에 예술

(광범위하게 인문학까지 포함) 활동을 의미하는 Arts를 추가한 한국형 

융합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융합인재교육’으로도 일컬어진다(KOFAC, 
2013). 융합인재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학습 내용을 핵심역

량 위주로 재구조화하여 과목 간 연계와 예술적 기법을 접목하는 교육

방식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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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MEST, 
2010, 2012). 융합인재교육의 시행과 더불어 국내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추세이다.
Lee et al.(2014b)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과학 교과와 연계된 통합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통합

교육 연구는 2007년 이후 이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11년
부터 관련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1년과 2012년에 발표된 연구

가 이전 10년 동안 진행된 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7년 

이후의 통합교육 연구 증가는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통합교

육을 교육과정 운영상의 주요 지침으로 설정하고 범교과 학습을 강조

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2011년 이후의 급격한 증가는 융합인재교육의 

시행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 장려와 지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Lee et al., 2014b). 한편 200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진행된 

융합 및 통합과학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Kwon과 

Ahn(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5년까지 융합 및 통합과학교육 

연구와 관련된 학회지 게재 논문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관련 

논문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Lee et al.(2014b)
은 학회지 게재 논문과 학위 논문을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Kwon과 Ahn(2012)은 학회지 게재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Kwon과 

Ahn(2012)의 연구에서도 2010년에 발표된 논문의 수는 이전보다 증

가하여 거의 2005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연구가 2011년 6월까

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011년에 발표된 논문 편수가 2010년도의 

절반을 넘었다는 점에서 2010년부터 융합 및 통합과학교육 연구와 

관련된 학회지 게재 논문의 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통합교육 연구가 진행되어 다양

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온 현 시점에서 개별적 연구 단위로 보고된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추구하며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개발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향후 통합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들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타분석을 활용하였다. 
메타분석은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많은 연구결과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통계 방법 중의 하나로서(Song, 2011) 
관련 연구들의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을 통해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Borenstein et al., 2009). 메타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결과들

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이들을 분류하여 함축성 있고 의미 있는 일반적

인 결론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때 일반화는 개별적인 연구들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차이는 무시되어도 무방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Glass, 1976). 메타분석은 비교 및 혼합이 불가능한 서로 다른 표본들

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모순, 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편차, 연구대상의 선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 등을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Glass, McGaw, & Smith, 1981). 하지만 

메타분석으로 종합된 연구결과는 비교적 편차가 적은 표본으로부터 

공식적인 표준화(formal standards)과정을 거쳐 얻은 통계적 검정력을 

가진 폭넓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Oh, 2009).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통합교육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은 2010
년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과학 통합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Lee 
et al.(2012)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본 연구는 특정 교과와의 연계보

다는 모든 교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통합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

적을 두었으며 융합인재교육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2
년 이후의 통합교육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최근 3년간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통합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평균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

가?
둘째, 통합교육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평균 효과크기는 종속변인(창

의성,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과학탐구능력, 창의적 인성, 흥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통합교육이 중재변인(연구대상자의 특성, 집단크기, 수업 운

영 방식, 주 교과구분, 출판유형)에 따라 학습효과에 미치는 평균 효과

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Ⅱ. 통합교육 연구 관련 범주 변수

메타분석 대상 연구결과들의 이질적 분포가 확인되었을 때, 연구결

과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범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 범주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설정하는 방

법,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연구에 따라 설정하는 방법, 연구결과들에 

제시된 공통 변수들을 추출하여 범주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Guzzo, 
Jackson, & Katzell, 198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포함한 이론적 

배경을 우선으로 메타분석의 범주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연구결과들에 

제시된 공통 변수 추출방법도 함께 사용하였다. 통합교육과 관련된 

효과 연구 설계에서 고려한 범주 변수를 종속변인과 중재변인으로 나

누어 살펴볼 때,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변인인 종속변인에는 창의성,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과학탐구능력, 창의적 인성, 흥미 등이 포함

되며, 수업처치의 설계와 관련된 변인인 중재변인에는 연구대상자의 

특성, 집단크기, 수업 운영 방식, 주 교과구분, 출판유형 등이 포함된다.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국내의 통합교육은 주로 창의 ·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도되고 있는 만큼 통합교육의 효과로 주로 언급

되는 것은 창의성 관련 변인이다. Baek et al.(2011)은 융합인재교육의 

핵심 역량으로 ‘배려(caring)’, ‘창의(creativity)’, ‘소통(convergence)’, 
‘융합(convergence)’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배려’는 자기애, 자신감,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 존중, 다문화 이해와 

같은 사회적 감성학습 요소를 의미한다. ‘창의’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문제확인능력,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의사결정능력, 평가능력 

등의 요소를 포함하며, ‘소통’은 언어적 소통, 시청각적 소통, 학문적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소통하는 태도, 협력하는 요소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융합’은 STEAM 융합 지식 이해, STEAM 융합 지식 설계

능력, STEAM 융합 지식 활용 및 응용 노력, STEAM 외의 맥락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Park et al.(2012)은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내용 융 · 통합의 세 영역을 교사들이 융합

수업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의 준거 틀로 제안하였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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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을 학습 

틀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주어진 실생활 상황을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문제로 인식하여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

하도록 하고 있다(KOFAC, 2013).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은 다양한 교

과간의 연계를 중요시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과

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이 주를 이룬다(KEDI, 
2013).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의 효과

에 따른 종속변인으로 창의성, 과학교과에서 창의성과 관련지어 강조

되는 문제해결력과 과학탐구능력, 창의성의 정의적 측면인 창의적 인

성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그 외에 메타분석 대상 연구결과에 제시된 

공통변인인 학업성취도와 흥미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창의성이란 ‘새롭고 유용하며 적절한 산출물을 생산해 내는 능력’

으로(Boden, 2001) 유사한 영역에서의 재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에

서 지식과 원리를 발견하여 응용하는 인간의 재능을 의미한다

(Sternberg, Grigorenko, Singer, 2004). Torrance(1974)는 창의성의 구

성요소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제시하였다. 인지적 측면

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창의성을 창의적 사고라고도 하는데, 이는 발산

적 사고와 관련된 개념으로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

로 구성된다(Guilford, 1950). KEDI(1991)에서는 창의적 사고를 창의

적 사고의 기능과 창의적 사고의 성향으로 보았다. 이 때 창의적 사고

는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창의적 성향은 정의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발성, 독자성, 집착

성, 호기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창의성은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독창

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Lee, 2008)가 갖추어야 

할 주요 덕목이기 때문에 융합교육의 효과로 창의성 또는 창의적 사고

의 변화가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창의적 사고와 비교하여 영역 특수적인 개념으로 과학에

서의 창의적 사고가 있다. 이는 과학이라는 특정 교과의 기본 지식과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확산적 ·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를 발견

하여 적절하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고안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Mumford et al., 1991). 즉 과학 창의성은 문제해결력의 특수한 형태

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ng, 2002). 문제해결력이란 문제 상황에 당면

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면

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어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Kang, 1998). 문제해결력은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

과 같은 개념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구

되는 과정적 지식을 포함하는 고차원적 사고기능을 필요로 한다

(McCormick, 1997). 기억하고 있거나 흔히 사용되는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비교하여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창의적인 사고

를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창의적 문제해결력

으로 볼 수 있다. Urban(1999)은 일반 영역에서의 지식과 기능, 특수 

영역에서의 지식과 기능, 동기, 확산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Mayer(1999)는 지식, 과정지식, 문
제를 주요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확산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창의적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융합교육은 학생들이 다

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 간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면서 이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Kim, 2008). 

융합교육의 수업 틀로 제시되는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KOFAC, 2013)의 과정이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부딪혀 창의적인 사

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본다는 점을 살펴볼 때, 창의성,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력은 통합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 교과에서는 

과학 과정 기술과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수집 등의 탐구기능을 

창의성의 중요 요소로 본다(Hilal & Omer, 2008). 탐구는 우주의 사물

과 현상을 이해하고 조정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의도적 

활동(Park, 1985)을 의미하며 과학 교과로 그 의미를 국한한다면 자연

에 대한 과학지식 및 진리를 획득·검증하는 방법, 절차와 과정, 규정 

또는 규칙, 기능과 기술, 그리고 그 활동(Cho, 1992)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과학 교과에서 탐구는 문제해결력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Park & Kang, 2011), 이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

한 후 변인을 통제한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표나 그래프로 변환한 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탐구의 과정이 문제해결의 과정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Baek(2013)의 연구결과를 보면 융합인재교

육을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자기주도적인 탐구를 통하여 전인적인 역량을 함양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여 문제의 해결과정에 탐구가 주도적인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통합교육과 관련지어 Kim et al.(2012)은 

통합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교과기반 통합역량으로 정보의 수집 

및 평가, 자료의 분석과 해석, 패턴인식 및 패턴형성, 설계 및 모델링, 
시연 및 시각화, 증거 기반 사고, 의사소통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Kim 
et al.(2012)은 과학 교과의 교과기반 통합역량으로 탐구과정, 근거에 

기반한 논증, 문제해결력을 제안하였다. 
문제해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더불어 인성과 같은 정서

적인 능력도 함께 요구된다. 이는 창의성을 통합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 창의성의 인지적인 측면인 발산적 사고, 지능 뿐 아니라 성격이나 

동기와 같은 창의적 인성이 창의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Sternberg(2003)의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창의적 인성이란 창의

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의적 특성으로 내적인 동기, 태도, 성격, 
가치관 등을 의미하는데(Chon, 2000),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그 하위

요소가 규명되고 있다. 창의적 인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는 높은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낮은 성실성, 높은 강박관념, 낮은 쾌활성, 
애매모호함에 대한 인내, 위험 감수, 실수에 대한 관용(Baer et al., 
2008, Selby, Shaw, & Houtz, 2005; Sternberg, 2003)등이 제시되며, 
창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결과(Shiever, 1985) 상상력(유
머, 즐거움, 직관력, 환상 등), 지성(인과관계에 대한 통찰, 집중력, 호
기심 등), 감정(감수성, 감정의 깊이와 강도, 높은 수준의 열정 등)이 

창의성의 인성적인 측면으로 언급되었다. Hah(2000)는 창의적 인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창의적 인성의 하위 요인으로 

호기심, 자기확신, 상상, 인내/집착, 유머, 독립성, 모험심, 개방성을 

추출한 바 있다.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창의적 인성은 배려(Baek et 
al., 2011), 감성적 체험(Park et al., 2012)의 맥락에서 주로 언급되며, 
많은 연구에서 통합교육의 효과로 창의적 인성의 변화를 평가하고 있

다(Cho, Kim, & Nam, 2014; Par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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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ffect size

종속변인
중재변인

출판유형 학교 급 학생 구분 교과

구분 N(%) 구분 N(%) 구분 N(%) 구분 N(%) 구분 N(%)

창의성
67

학술지
91

유치원
29

일반
173

과학
106

(28.4) (38.6) (12.3) (73.3) (44.9)

문제해결력
11

박사학위
24

초등학교
147

영재
30

기술 · 가정
21

(4.7) (10.2) (62.3) (12.7) (8.9)

학업성취도
32

석사학위
121

중학교
30

학생구분불가
(유치원, 대학생)

33
수학

11

(13.6) (51.3) (12.7) (14.0) (4.7)

과학탐구능력
24

고등학교
26

예체능
8

(10.2) (11.0) (3.4)

창의적 인성
29

대학교
4

영어
6

(12.3) (1.7) (2.5)

과학적 태도
33

사회
3

(14.0) (1.3)

흥미
40

국어
2

(16.9) (0.8)

중심교과없음
46

(19.5)
교과구분불가

(유치원, 대학생)
33

(14.0)

전체
236

전체
236

전체
236

전체
236

전체
236

(100.0) (100.0) (100.0) (100.0) (100.0)
*N: 161편의 논문에서 산출한 효과크기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석·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 ‘STEAM교육’, ‘융합교육’, ‘융복합

교육’, ‘통합교육’을 검색어로 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원

문검색이 가능한 논문을 1차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

로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논문 161편을 선별하여 이들

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161편의 논문에서 총 236개
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메타분석에 사용하였다. 산출된 효과크기의 

세부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1)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논문인가?
2) 수업처치 특성(학교 급, 주 교과 등) 및 학생 특성(일반/영재, 

인원 수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3) 정규교육의 범위(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포함되는가?* 
4) 효과를 검증한 통계수치(평균, 표준편차, t값, 사례 수, F값 등)가 

제시되어 있는가?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의학 분야, 순수 과학기술 분야, 
종교 분야, 기업·산업 분야, 다문화 교육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은 

분석 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출판유형 별로 살펴보면 학술지 논문 91개(38.6%), 박사 학위논문 

24개(10.2%), 석사 학위논문 121개(51.3%)로 석사 학위논문의 효과크

기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았을 때에는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효과크기가 147개(62.3%)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크기가 4개(1.7%)로 가장 빈도가 낮았

다. 그 외 유치원(29개, 12.3%), 중학교(30개, 12.7%), 고등학교(26개, 
11.0%)를 대상으로 한 효과크기는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과학교육

과 연계된 국내 통합교육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Kwon and Ahn, 2012; 
Lee et al., 2014b)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론, 개발, 효과 분석 논문을 

모두 포함한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효과 분석 연구에서도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 구분 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효과크기가 영재학생(30
개, 12.7%)이 아닌 일반학생(173개, 73.3%)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구분 별 빈도 분석에서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과 영재학생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생 구분없음’(33개, 
14.0%)으로 범주화하였다. 통합교육을 설계할 때 중심이 된 교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교과별 구분에서는 과학이 106개(44.9%)로 가

장 많았으며 이어서 기술 · 가정이 21개(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
심교과가 없는 경우도 46개로(19.5%) 교과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허문 

형태의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의 효과로 측정한 변인들 중, 창의성(67개, 28.4%)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흥미(40개, 16.9%), 과학적 태도(33
개, 14.0%), 학업성취도(32개, 13.6%), 창의적 인성(29개, 12.3%), 과
학탐구능력(24개, 10.2%), 문제해결력(11개, 4.7%)의 순으로 나타났

다.

2. 자료분석

자료코딩은 Cooper(2010)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하위 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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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resholds for interpreting effect size
해석 효과 크기 상관계수 오즈비(odd ratio)
Small .20 .10 1.50

Medium .50 .30 2.50
Large .80 .50 4.30

범주형 변수는 연구대상자 특성(학교 급, 학생 구분), 집단 크기, 수업 

운영 방식, 중심 교과, 출판 유형, 적용기간 및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종속변인(창의성,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과학탐구능력, 창의적 인

성, 과학적 태도, 흥미)을 선정하였다. 설정한 범주형 변수 중 적용기간

의 경우 연구에 따라 학기, 개월, 주, 시간, 차시 등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코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6인이 

교차 코딩을 실시하였고, 코딩 전후에 범주 분류 및 입력 방식에 대한 

사전 ․ 사후 협의를 거쳤다. 코딩된 자료는 효과크기 산출, 동질성 검증, 
출판편향 검토를 거쳐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CMA(Comprehen-
sive Meta Analysis) 3.0프로그램과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가. 효과크기 산출

효과크기는 각기 다른 통계방법에 의해 산출된 연구결과를 의미 

있게 분석하고자 할 때 비교가 가능한 공통척도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서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치의 차이를 표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Oh, 
2009).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 대상 연구의 연구 설계 방법에 

따라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단일집단 사전 ․ 사후 설계에 대한 효과크기(d) 산출 

단일집단에 대하여 실험처치를 한 후 대응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으

며 실험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의 효과크기

를 산출하기 위하여 아래의 효과크기 공식을 사용하였다.

 

       

(Ypost = 사후측정치, Ypre = 사전측정치) 

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에 대한 효과크기(d) 산출 

분석대상 논문 중에서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평균 차에 의한 효과크기 공식을 사용하였다(Cohen, 
1988).

 


       


  

  
   



( X e
: 실험집단의 평균,  X c

: 통제집단의 평균,  Sp = 통합표준편차)
(s1: 실험집단의 표준편차, s2: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n 1 :실험집단 

사례 수, n 2 :통제집단 사례 수)

사전 ․ 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에 대한 효과크기(d) 산출 

사전 ․ 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준화된 평균 차의 변화(standardized mean change difference)를 

효과크기로 사용한다(Becker, 1988). 분석 대상 논문 중에서 독립표

본 t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실험집단의 사전 ․ 사후 차이 

D e(post-pre )를 사전평균의 표준편차 S X로 나눈 값, d trt와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차이D c(post-pre )를 사전평균의 표준편

차로 나눈 값 d crt를 구한 후 d trt에서 d crt를 뺀 값을 효과크기

로 사용하였다.

d ert=
D E(post-pre )

S X
,  d crt=

D C(post-pre )

S X
 

분석대상 논문에서 ANCOVA를 사용하였으며 사례 수 및 F값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을 적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ES=2
F
N

 ,  ES=2
F(n 1+n 2)

n 1n 2
  

( N=n 1+n 2 , n 1 :실험집단 사례 수, n 2 :통제집단 사례 수)

교정효과크기 g 산출 

위의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효과크기의 값은 Cohen(1988)이 제시

한 d값으로 이 값은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있다(Borenstein et al., 2009). 따라서 산출된 d값을 교정하기 위하여 

Hedges와 Olkin(1983)이 제시한 공식을 활용하여 교정효과크기 값인 

g로 전환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효과크기 해석

산출된 교정효과크기 값의 해석을 위하여 Cohen(1988)의 해석을 

이용하였다(Table 2). 효과크기가 .2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크기, .50
이면 중간 효과크기, .80이상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된다. 효과크기가 

0인 경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수인 경우는 통제집단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세 한 분석을 위하여 

비중복 백분위 지수(U3: percentiles of nonoverlap)를 활용할 수 있다. 
효과크기는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하므로 비중복백분위 방법에

서는 효과크기를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누적백분위로 나타낸

다. 비중복백분위를 활용하면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실험집단이 낮은 

효과를 나타내는 통제집단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 동질성 검증

연구결과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표집오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이질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의수

준 .05에서 Q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결과의 동질성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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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of Homogeneity and overall effect size
모형 N1) ES2) SE3) 95% CI4) I2 5) U3(%)6) Q(p)7)
고정 236 0.69 0.014 0.67~0.72

86.81 81.06 1781.00** 
(.000)랜덤 236 0.88 0.039 0.80~0.96

**p<.01
1) 효과크기 수   2) 표준화된 효과크기   3) 표준오차   4) 95% 신뢰구간   5) 총 분산 대비 연구간 분산비율   6) 비중복백분위지수   7) 집단 간 차이검증

통제집단 실험집단

Figure 1. Overall effect size of integrated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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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된다면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에 의한 효과크기를 산출하

고, 표집오차 이외에 실제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랜덤효과모

형(random-effect model)에 의한 효과크기를 산출한다. 또한 동질성이 

검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크기가 이질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 자료

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군, 연구방법론 등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게 된다(Glass, McGaw, & Smith, 1981).

라. 출판편향(publication bias) 검토

표집의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최종 분석대상 

연구물의 출판편향을 검토하였다. 출판된 연구물은 그렇지 않은 것보

다 유의미한 경향이 있다는 출판편향이 있는 경우 전체 효과 크기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Cooper, 2010). 출판편향은 funnel plot의 대칭성

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민감성 검정 방법인 Rosenthal의 안전계

수(fail-safe N)를 적용하였는데, Rosenthal의 안전계수는 유의한 메타

분석의 결과를 유의하지 않게 하기 위해 몇 편의 연구물이 더 필요한지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Hong, 2013). 

Ⅳ. 연구결과

1. 통합교육의 효과크기와 출판편향

총 161편의 연구대상 논문들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표집오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이질성이 있는지 유의수준 

.05에서 Q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 논문들이 동질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Q=1781.00, p<.01). 이는 각 연구들은 하나의 모집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총 분산 대비 연구 간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

는 I2 값도 86.81로 나타나 Higgins 등(2003)의 기준(I2가 75이상일 

경우 이질성 높음)에 의하면 효과크기의 이질성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이 아닌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에 의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랜덤모형으로 산출된 전체 효과크기는 0.88이며, 전체 효과크기에 대

한 95% 신뢰구간은 0.80~0.96로 나타났다. Cohen(1988)의 기준에 따

르면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체 평균 

효과크기에 대한 비중복백분위지수(U3)는 81.06(처치를 하지 않은 수

업의 효과를 50.00%라고 보았을 때, 통합교육의 효과가 81.06%임을 

의미함)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합교육을 실시한 교수 학습 집단이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교수 학습 집단보다 31.06% 정도 더 효과

가 있었음을 의미한다(Figure 1). 
출판편향 검토를 위하여 funnel plot을 분석한 결과(Figure 2), 대략

적으로 대칭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osenthal의 안전

계수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비교 연구의 효과크기가 0인 사례가 

6,011개 포함될 경우 본 연구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는 안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분석

분석대상 논문에서 통합교육의 효과로 분석한 종속변인은 창의성,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과학탐구능력, 창의적 인성, 과학적 태도, 흥
미이다. 각 종속변인에 대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 결과 Q값이 

22.941(p<.01)로 나타나 종속변인 별 효과크기가 동질적이라는 영가

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종속변인에 따라 통합교육의 효과크기가 다르

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학적 태도의 효과크기

가 1.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성(1.02), 과학탐구능력(1.01), 
창의적 인성(0.80)이 Cohen(1988)의 해석준거에 따라 높은 효과를 나

타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외의 종속변인인 학업성취도, 흥미, 문제

해결력은 효과크기가 각각 0.68, 0.66, 0.66으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정의적 영역에 포함되는 과학적 태도의 

효과크기가 두드러진 것은 학문 통합적 교육은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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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effect sizes with different dependent variables 
종속변인 N ES SE 95%CI U3(%) Q(p)
창의성 67 1.02 0.072 0.87~1.22 84.61

22.941** (.001)

문제해결력 11 0.66 0.173 0.48~0.76 74.54
학업성취도 32 0.68 0.102 0.46~0.91 75.17

과학탐구능력 24 1.01 0.120 0.76~1.34 84.38
창의적 인성 29 0.80 0.107 0.59~1.01 78.81
과학적 태도 33 1.13 0.103 0.91~1.40 87.08

흥미 40 0.66 0.088 0.53~0.76 74.54
**p<.01

Table 5. Comparison of effect siz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subjects 
구분 N ES SE 95% CI U3(%) Q(p)

학교급 별

유치원  29 1.90 0.114 1.68~2.12 97.13

98.39** (.000)
초등학교 147 0.76 0.044 0.67~0.84 77.64
중학교  30 0.63 0.096 0.44~0.82 73.57

고등학교  26 0.82 0.099 0.63~1.02 79.39
대학교   4 1.33 0.253 0.83~1.82 90.82

학생 구분
일반 173 0.70 0.037 0.63~0.77 75.80

10.18** (.001)
영재  30 1.02 0.094 0.84~1.21 84.61

**p<.01

Table 6. Comparison of effect sizes with different sized samples

집단 크기 N ES SE 95% CI U3(%) Q(p)
30명이하 140 1.02 0.064 0.90-1.15 86.86

12.941** 
(.002)

30명이상~
60명이하

61 0.71 0.060 0.59-0.83 76.11

60명초과 35 0.78 0.091 0.60-0.96 78.22
**p<.01

수업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편안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는 심리

학적인 이유(Greene, 1991)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효과크기에 대한 비중복백분위지수(U3)를 살펴보면 과학적 태도가 

87.08, 창의성이 84.61, 과학탐구능력이 84.38, 창의적 인성이 78.81, 
학업성취도가 75.17, 흥미와 문제해결력이 74.54였다. 이는 통합교육

을 실시한 교수 학습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각각 37.08%, 34.61%, 
34.38%, 28.81%, 25.17%, 24.54% 정도 더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3. 중재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분석

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분석

학교급과 학생 구분에 대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교급과 학생 구분에 따른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 결과 Q값이 

각각 98.39(p<.01)과 10.18(p<.01)로 나타나 학교급과 학생 구분에 따

른 효과크기가 동질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연구대상 학교급

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하여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1.90), 대학교(1.33), 고등학교(0.82), 초등

학교(.076), 중학교(0.63)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의 효과크기

는 큰 것으로 해석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효과크기에 대한 비중복백분위지수(U3) 분
석 결과, 유치원과 대학교의 경우 통제집단에 비하여 통합교육을 실시

한 집단이 각각 47.13%, 40.82%로 높은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학생이 일반학생인지, 영재학생인지에 따른 효과크기는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
반학생(0.70)보다 영재학생(1.02)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비중복백분위지수(U3)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학생 대상의 통

합교육의 경우 통제집단에 비하여 25.80% 더 효과가 있었으며, 영재

학생 대상의 통합교육의 경우 통제집단에 비하여 34.61%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집단크기 별 효과크기 차이 분석

수업처치 집단의 크기를 학생 수에 따라 분류하고 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집단크기에 따른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 결과 Q값은 12.941(p<.01)로 집단크기에 따라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학급 당 학생 수는 유치원 20.9명, 초등학교 23.4
명, 중학교 31.5명, 고등학교 31.8명으로 평균 26.9명에 해당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학급이라 추정되는 30명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30명 이하, 30명 이상에서 60명 이하, 60명 초과 

집단의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30명 이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효과크기가 1.0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중복백분위지수의 분석 결

과 30명 이하 집단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수업을 시행한 집단이 36.86%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업 운영 방식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분석

수업 운영 방식에 따른 효과크기는 분석대상 연구에서 통합교육이 

정규 교과시간에 이루어졌는지 방과 후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교과 외 시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때 교과시간과 

교과 외 시간의 구분이 모호한 유치원과 대학교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업 운영 방식에 따른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 결과 Q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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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effect sizes with different class types
교과시간구분 N ES SE 95%CI U3(%) Q(p)

교과 137 0.70 0.042 0.62~0.78 75.80 3.966*
(.046)교과 외 66 0.84 0.062 0.72~0.96 79.95

*p<.05

Table 8. Comparison of effect sizes with different core disciplines
중심교과 N ES SE 95%CI U3(%) Q(p)

과학 106 0.67 0.05 0.57-0.77 74.85

12.160 
(.095)

기술 · 가정 21 0.89 0.13 0.64-1.14 81.33
수학 11 0.53 0.11 0.32-0.75 70.19

예체능 8 1.17 0.29 0.61-1.73 87.90
영어 6 1.02 0.30 0.43-1.60 84.61
사회 3 0.61 0.23 0.17-1.06 72.91
국어 2 1.00 0.24 0.53-1.48 84.13

중심교과없음 46 0.81 0.07 0.67-0.95 79.10

Table 9. Comparison of effect sizes with different publication 
types

출판유형 N ES SE 95%CI U3(%) Q(p)
학술지 91 0.85 0.062 0.72~0.97 80.23

23.78** 
(.000)박사 24 1.49 0.131 1.23~1.75 93.19

석사 121 0.80 0.055 0.70~0.91 78.81
**p<.01

은 3.966(p<.05)로 수업 운영 방식에 따른 효과크기가 동질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 정규교과 시간에 통합교육을 시행한 

경우의 효과크기는 0.70으로 교과 외 시간에 통합교육을 시행한 경우

의 효과크기인 0.84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복백분위지

수(U3)의 분석결과 교과 외 시간의 경우 29.95%, 정규교과 시간의 

경우 25.80%로 나타나 교과 외 시간의 통합교육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라. 중심교과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분석

통합교육의 설계방식에는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식과 

두 개 이상의 교과가 대등하게 결합되는 방식 등이 있다. Kim(2012)은 

어떤 특정 교과가 중심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S-STEAM(과학 교과 중

심), T-STEAM(기술 교과 중심), E-STEAM(공학 교과 중심), 
A-STEAM(예술 교과 중심), M-STEAM(수학 교과 중심)과 기타로 범

주화 한 바 있다. 과학(Kang, Kim, & Kim, 2012; Kim & Choi, 2012; 
Cho & Park, 2013), 공학과 기술(Kim, Lee, & Kim, 2013; Park & 
Kim, 2014), 수학(Lee & Rim, 2013; Lee, Baek, & Lee, 2013; Cho 
& Ryu, 2014), 예술(Kim & Chong, 2013; Oh et al., 2014) 등을 중심으

로 여러 교과 내용이 연계되도록 통합을 시도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

다. 또한 두 개 교과 사이의 통합으로 미술과 과학(Kho & Kim, 2013), 
과학과 기술 (Kim & Koo, 2013), 인문사회와 예술(Song et al., 2010), 
예술과 공학(Lee et al., 2014a)등의 통합이 시도된 바 있다. 여러 교과

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주제들을 선정한 후 교과

의 경계를 뚜렷이 명시하지 않고 통합을 시도한 연구들도 있다. 통합의 

중심이 되는 주제로 ‘공간’(Kim et al., 2010), ‘신소재’, ‘로봇’, ‘우주탐

사’(Choi, Lim, & Noh, 2013), ‘생명’(Ryu & Choi, 2011), ‘에너

지’(Lee et al., 2001)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심교과에 따른 효과크기는 통합교육을 설계할 때 내용이나 운영

의 중심이 되는 교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분석하였다. 두 개 이상의 

교과가 대등하게 결합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교과구분없음’으로 범주

화하였다. 교과구분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과목구분에 따라 ‘과
학’, ‘기술 · 가정’, ‘수학’, ‘예체능’, ‘영어’, ‘사회’, ‘국어’로 분류하였

으며 교과구분 체계가 다른 유치원과 대학교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중심교과에 따른 효과크기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Table 
8) Q값은 12.160으로 중심교과에 따른 효과크기가 동질적이라는 영가

설은 수용되었으므로 효과크기의 차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

다. 예체능 교과가 중심교과인 경우의 효과크기가 1.17로 가장 컸으며, 
이어서 영어 교과 1.02, 국어 교과 1.00, 기술 · 가정 0.89로 나타나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그 외 교과의 경우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

냈는데, 중심교과가 과학 교과인 경우의 효과크기는 0.67, 사회 교과는 

0.61로 나타났으며, 수학 교과가 중심교과인 경우의 효과크기가 0.53
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비중복백분위지수(U3) 분석결과 통제집단

에 비하여 실험집단의 경우 예체능 37.90%, 영어 34.61%, 국어 

34.13%, 기술 · 가정 31.33%, 과학 24.85%, 사회 22.91%, 수학 20.19%
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분석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 결과(Table 9) Q값은 

23.78(p<.01)로 출판유형에 따라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학위논문의 효과크기가 1.49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학술지와 

석사 학위논문의 효과크기는 각각 0.85와 0.80으로 나타났다. Cohen 
(1988)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비중복백분위지수(U3) 분석결과에 따르면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통합

교육을 실시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43.19% 더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학술지 논문의 경우 40.23%, 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28.81%로 분석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국내 통합교육 연구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 · 융합 인재 양

성을 목표로 융합인재교육을 강조한 이래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창의 · 융합 인재의 양성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여 수행된 다양한 통합

관련 연구들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표되

었으며 통합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석 ․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들

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에 제시된 효과 검증 항목을 범주화하고 빈도를 분석

한 결과, 창의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서 흥미, 과학적 태도, 
학업성취도, 창의적 인성, 과학탐구능력, 문제해결력이 순서대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통합교육을 통해 신장되기를 기대하는 

역량으로 창의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창의성, 
창의적 인성, 흥미, 문제해결력 등 범교과적인 종속변인 외에 과학적 

태도와 과학탐구능력이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것은 분석대상 논문의 

50%에 달하는 논문이 과학을 중심교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

문이라는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항목에 

대한 전체 효과크기가 .88로 나타나 통합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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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과학적 태도, 창의성, 과학탐구능력, 창의적 인성에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흥미에서는 중간 크

기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과학적 태도와 과학탐구능력에서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난 것은 과학 교과 중심의 논문 비율이 높고, 특히 과학 

교과의 경우 과학적 탐구력 신장과 과학적 태도의 함양이 교과의 주요 

교육 목표가 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메타분석 결과 통합교육에서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모든 항목에서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

가 나타났으며 출판편향 검토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가 

안정적이었음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은 창

의 · 융합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효과크기는 박사 학위논

문, 학술지 논문, 석사 학위논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연구 적용 

기간이 길고 논문 심사 과정에서 연구 내용 및 설계, 수행 과정이 타당

한 연구들이 최종 선정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학교급 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효과크기는 유치원,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을 따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의 교육과 달리 유치원과 대학교의 경우 수업의 구성이나 내용, 
평가의 내용이나 방식이 비교적 자유롭고 교과와 시간이 엄격하게 통

제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대상 학생을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영재학생의 효과크기

가 더 크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과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에서도 정규 교과 시간의 경우보다 교과 외 시간의 

경우에 더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일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

교육의 효과크기가 교육 설계 및 교육 내용의 구성, 평가의 유연성 

등과 관련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중심교과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예체능과 영어, 국어 등

의 교과에서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으나 교과별 논문의 편수가 적고, 
동질성 검증 결과 효과크기가 동질적이라는 영가설이 수용되었으므로 

통합교육의 효과를 양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심교과에 

따른 통합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중심교과를 대상으

로 한 양질의 연구물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원문검색이 가능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원문이 없는 자료는 연구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특히 세 집단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와 빈도만 

제시한 연구, 연구 내용 및 방법에서 범주 분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된 연구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양질의 논문

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효과크기로 변환할 수 없는 질적 연구는 

불가피하게 배제되었다. 또한 실험연구라고 하더라도 선정기준에 따

른 충분한 통계적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설계와 진행 과정을 명확히 진술하고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

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연구의 효과를 창의성,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과학탐구능력, 창의적 인성, 과학적 태도, 흥
미로 범주화하였으며 연속변수에 해당하는 사례수를 범주변수로 변환

하여 분석하였다. 범주를 구분하는 방식이나 급간의 크기에 따라 상이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범주로 설정한 변인 이외에도 

교수자의 경력, 전공, 통합교육 관련 경험, 교수내용지식(PCK)과 같은 

교수자 특성, 재정지원, 행정적 편의와 같은 제도적 특성, 통합수업의 

방법, 수업 설계, 구체적인 내용, 형식 구분, 시간 배분과 같은  수업 

특성과 인지수준, 사회 · 문화적 배경, 학업성취도, 학습 선호도와 같은 

학습자 특성 등의 다양한 변인과 관련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통합교육을 통해 향상되기를 기

대하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와 선정된 역량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의 효과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효과가 나타

나는 학습 과정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효과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

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하여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고등

학교 1학년부터 시행되는 2015 교육과정은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을 내세우며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

성에 따라 앞으로 통합교육의 효과와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통합교육에 

대한 최초의 메타분석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시사점은 추후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실행과 개선에 활

용될 수 있으며, 긴 시간동안 연구의 결과가 축적된 이후에는 연구시기

에 따른 효과크기의 추이를 분석하여 국내 통합교육 경험의 축적이 

교육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교육의 효과와 관련된 국내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연구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추후 통합교육 연구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통합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161편의 논문으로

부터 총 236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연구의 종속변인인 창의성,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과학탐구능력, 창의적 인성, 과학적 태도, 흥
미와 연구의 중재변인인 학습자 특성, 집단크기, 수업 운영방식, 중심

교과, 출판유형(학술지/석사학위논문/박사학위논문)에 따라 효과크기

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합교육의 전체 효과

크기는 0.88(U3=81.06%)로 Cohen(1988)의 해석준거에 따르면 큰 효

과크기를 나타냈다.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과학적 

태도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종속변인이 중간

크기 이상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 별 효과크기 

분석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효과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학생과 영재학생의 구분에서는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크기 별 효과크기는 

30명 이하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컸으며, 정규교과 시

간보다 방과 후 활동을 비롯한 교과 외 시간에 시행한 연구의 효과크기

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합교육 설계의 중심이 되는 교과 별로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예체능 교과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나 모든 

교과에서 중간 크기 이상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판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의 효과크

기가 가장 컸으며 학술지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의 효과크기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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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메타분석, 통합교육, 융합교육, STEAM(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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