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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기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1)

-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

전 미 숙 (홍천 창촌초등학교)

박 문 환 (춘천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

(STEAM)을 적용한 수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

램이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학 수업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분

석된다. 둘째,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1학년 학생들에게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동기와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준다.

몬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특정 지역의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한계가 있으며,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자료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2011년 추진 업무보고(2010)에

서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한 체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STEAM 교육을 주요 정

책으로 발표하였다. STEAM 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융

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줌으

로써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인재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의 양성

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STEAM교육 정책은 미국

정부에서 수행 중인 STEM교육 정책으로부터 예술까

지도 융합하여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 외에 창

의적 체험활동이 생김으로써 창의성과 체험 교육을 강

조하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 본 논문은 전미숙(2015)의 석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함.

* 접수일(2015년 8월 18일), 심사(수정)일(2015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2015년 8월 28일)

* ZDM분류 : C72

* MSC2000분류 : 97D40

* 주제어 :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학습동기, 창의적 인성

이런 교육 정책에 발맞추어 STEAM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STEAM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백윤수 외, 2011; 신영준, 한선관, 2011; 김

우진, 2012), STEAM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방향 정립

이나 모형개발(김진수, 2007; 문대영, 2008; 조재주,

2011), 프로그램 개발(김재복, 2000; 김진수, 2011; 김진

수, 2012), STEAM 교육을 통하여 창의력, 흥미, 학업

성취도 변화를 관찰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서주희,

2012).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과학과 기술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초등학교 수업을 위한 많은 STEAM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과학 수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이다. 현재 STEAM에 관한 연구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공학, 기술, 예술, 수학을 교육 과정에 접목한 프

로그램 개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수학을 기반으로

STEAM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학을 기반으로 하여 과

학, 공학, 기술, 예술을 접목한 수학 기반의 STEAM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수학을 기반으로 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도형이나 측정 영역과 같은 일부 영역에 편중되고 있

다(부경임, 2012; 부은영, 2012; 임이랑, 2012; 허형구,

2013). 따라서 전 학년에 걸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

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수와 연산

영역에 대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저학년은 고학년에 비해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와 연계하여 지도하기가 용이하

기 때문에,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기술과 공

학, 예술과 같은 STEAM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합하기



전 미 숙․박 문 환92

가 쉽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식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시도하고자 한다.

STEAM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 현장 적용을

위해 현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여야 하며, STEAM을

적용하면서 타 교과 및 실생활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

들의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을 기반으로 한 STEAM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생

활에서 쉽게 접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현장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등학교 1학년에 적용할 수 있는 수학

기반 STEAM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안할 것인가?

연구문제2. 수학 기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적용

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 창의적 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STEM 교육

STEM교육은 기존의 MST(Mathmatics, Science,

Technology)교육에 공학(Engineering) 내용을 통합한

통합적 접근의 교육방식이다. ‘STEM'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미국 NSF에서 사용되었으며(Bybee, 2010)

2001-2004년까지 NSF에서 연구하던 Judith Ramaley

가 정책 용어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Maes, 2010).

[그림 1] STEM 통합교육과정 모형(김진수, 2007)

[Fig. 1] Models of STEM integrated curriculum.(Kim, J.

S., 2007)

김진수(2007)는 ‘기술교육의 새로운 통합교육 방법

인 STEM 교육의 탐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미국 대학

에서 운영 중인 STEM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논문과

미국 중학교 기술 과목에서 실행한 MST 및 STEM

통합교육 운영 실제를 분석하였으며, 과학․기술․공

학․수학을 통합한 STEM 통합교육과정 모형을 도출

하였다. [그림 1]의 모형1은 다학문적 통합, 모형2는 간

학문적 통합, 모형3은 탈학문적 통합에 해당된다.

문대영(2008)은 STEM 통합접근의 사전 공학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각각에

개념과 고유의 탐구 방법을 확인하였고 지식 구조 및

영역을 정리하여 [그림 2] 와 같이 STEM 통합접근의

개념 모형을 구안하였다.

[그림 2] STEM 통합접근개념 모형(문대영, 2008)

[Fig. 2] Models of STEM integrated approach(Moon, D.

Y., 2008)

2. STEAM 교육

우리나라의 STEAM 교육 정책은 미국 정부에서 수

행 중인 STEM 교육정책에 예술(Arts)까지 융합하여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

하여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 생김으로써 창의성과 체험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으

며, 창의․인성교육을 지향하는 융합 과학 내용을 가

르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STEAM은 학문융합의 일환으로, STEM에 예술

(Arts)을 추가한 것이다. 예술을 추가한 이유는, 인간

은 언어적 행위 없이 지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교양

없이 발전을 이해할 수 없고, 손으로 혹은 육체적인

행위 없이 사물에 관한 실제적 지식을 얻을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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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칭 연계 유형

S-STEAM

(과학 교과 중심)

T-STEAM

(기술 교과 중심)

E-STEAM

(공학 교과 중심)

A-STEAM

(예술 교과 중심)

M-STEAM

(수학 교과 중심)

CHA-STEAM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중심)

순수미술 없이 과거의 기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Maes, 2010).

STEAM 교육에서의 예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예술의 범위와 종류는

일반적으로 [그림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3]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예술

[Fig. 3] Arts in the broad sense and arts in the narrow

sense

STEAM에서의 예술(Arts)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미

술․음악 분야를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Fine arts의 예술 분야 외에도 Liberal Arts의 인문 교

양 분야, Language arts의 언어 소통 분야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김진수, 2011).

특히 STEAM 교육을 위한 Yakman(2007)의 피라미

드 모형에서는 STEM 교육에 예술(Arts)을 포함한

STEAM 교육을 함으로서 실생활과 관련성을 더욱 높

일 수 있고 흥미도 높아지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 모형에서 제시된 내용과 체계를 보면

STEAM 교육에 의하여 전인교육의 측면도 끌어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진수, 2011, 재인용).

[그림 4] STEAM 교육을 위한 피라미드 모형(Yakman,

2007)

[Fig. 4] Pyramid model for STEAM teaching(Yakman, 2007)

김진수(2011)는 STEAM 통합 모형을 학문의 통합

방법과 연계 정도에 따라 연계형, 통합형, 융합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김진수(2012)는 STEAM 연계형을

교과별로 세분화하여 S-STEAM, T-STEAM,

E-STEAM, A-STEAM, M-STEAM, CHA-STEAM

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5개의 교과 중 하나의 교과가 기반이 되어 다

른 교과를 연계시키는 형태이다. 특히 CHA-STEAM

에서 CHA는 창의적 체험활동(Creative Hands-on

Activity)의 머리글자를 인용한 것으로 창의적 체험활

동 수업 시간 등에 교사들이 주제 중심의 STEAM 수

업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교과별 STEAM 유형(김진수, 2012)

[Table 1] STEAM type based on subjects(Kim, J. S., 2012)

3. 선행연구의 고찰

STEAM을 적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경임(2012), 부은영(2012), 임이랑(2012)

은 수학을 중심으로 각 6학년, 5학년, 3학년의 교육과

정에 적용할 수 있는 STEAM 학습 자료를 개발 하였

다. 서보라(2012)는 건축과 수학을 융합하여 수학에 기

반을 둔 STEAM 교수학습 내용을 개발하고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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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허형구

(2013)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합인재

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그 타당도를 확인하고 이 프로그램이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였다. 서주희(2012)는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과 활동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 재구성

한 교육활동이 과학적 내용지식 형성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STEAM을 주제로 각 학년에서 연구 및 자료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개발자마다 STEAM 교

육 자료의 개발 구성 및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장

의 적용을 위해 현 교육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타 교과

및 실생활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과학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

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수학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수학을 기반으로 한 STEAM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A초등학

교 1학년 학생으로 남자 7명, 여자 7명 총 14명으로

구성된 1개 학급이다. 전교생이 69명이며, 전체 7학급

인 소규모 도서벽지학교이다.

STEAM 수학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동기, 창의적

인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교반을 본교와 비슷한 읍면

지역 B초등학교 1학년으로 선정하였다. 비교반은 남자

5명, 여자 6명으로 총 11명이며, 본 연구자와 비교반

선생님의 교육경력은 10년 이상으로 학습 지도 능력에

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 적용할 수 있는

STEAM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

로그램은 STEAM 교육의 학문간 연계 방식으로, 그

중에서 김진수(2011)가 제시한 수학을 기반으로 한

M-STEAM방법에 따라 자료를 개발하였다. 기초적인

수학과의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한 후, 이러한 개념을

응용할 수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생활 소재를 도입하여 과학, 기술, 공학 및 예

술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자료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학기반 STEAM 프로그램을

10월 첫 주부터 3주 동안 17차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연구하였다.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 동기, 창의적 인성에 대한

검사지를 선정하고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

였다.

3. 검사 도구

학습 동기 검사지는 김종한(2009)이 Keller(1987)의

“The Course Interest Survey”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

게 번안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

여 재구성 하였다. 이 검사지의 영역은 주의집중, 관련

성, 자신감, 만족감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 인성 검사는 김미숙(2004)의 연구에 사용한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이 검사지는 창의적 인성의 구

성 요소로 8개 하위요인을 두고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실험 수업

2009 개정교육과정에 STEAM 요소를 가미한 융합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한 후, 효과를 살펴

보려고 하였으며, 실험반과 비교반의 학습동기, 창의적

인성에 대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1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동기,

창의적 인성 검사지는 문제를 읽어주고 답변을 하는

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실험반의 1학년 2학기 수학 3단원 ‘덧셈과 뺄셈’ 수

업에 대하여 STEAM적 요소를 융합하여 17차시로 재

구성하였으며, 2014년 10월 첫 주에서 3주에 걸쳐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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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주제
소주제 차시

STE

AM

요소

학습 활동

친

환

경

미

래

도

시

를

건

설

하

라!

Misson을

수행하라!
1

S
지도에서 우리마을

살펴보기

A 우리 마을 그리기

M 건물 세어보기

미래도시를

구상하라!

2-3
S, A

우리 마을 상상하

기

T, E 미래도시 꾸미기

4-6

M 계산 원리 알기

M
블록 계산하기(몇

십 몇+몇 십 몇)

미래도시를

창조하라!

7
S, E

미래도시의 문제점

인식

T, A 미래도시 재구성

8-10

M 계산 원리 알기

M
블록 계산하기(몇

십 몇-몇 십 몇)

나만의 11-12 A 미래직업 살펴보기

건축물을

세워라!

S
직업에 따른 건물

분류하기

T, E 건물 짓기

M
건물 세기(몇+몇+

몇, 몇-몇-몇)

나만의

건축물을

지켜라!

13-14

T, E 튼튼한 건물 짓기

M
블록 계산하기(몇+

몇-몇, 몇-몇+몇)

15

S, A
현재와 미래 비교

하기

M
블록 계산하기(몇+

몇=몇, 몇-몇=몇)

미래도시로

초대하라!
16-17

A, E 미래도시 초대하기

M 평가하기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수학 1학년 2학기 3단원은 ‘블

록마을에 사용된 블록의 수’라는 상황을 통하여 덧셈

과 뺄셈의 의미를 알고 계산 원리를 이해하여 문제 해

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포괄적 핵심개념인

융합 주제로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하라!’로 수업 내

용을 재구성하여 실험반에 적용하였다.

STEAM 관련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cience적 요소로는 미래도시를 위한 조건을 관찰하

고 분류하는 활동으로, Technology적 요소로는 교구를

사용하여 건축물 제작, 홍보물 제작 및 발표 기술 익

히기 활동으로, Engineering적 요소로는 튼튼하고 안

전한 도시 계획 세우기 활동으로, Mathematics적 요소

로는 블록을 이용한 계산 활동으로, Art적 요소로는

아름다운 도시 구획 및 나만의 건축물 꾸미기 활동으

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가 STEAM으로 재구성한 교

육과정 및 수업내용은 초등 동료교사와 교육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STEAM을 적용한 차

시별 수업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STEAM 교육을 적용한 내용요소

[Table 2] Contents for STEAM lesson

5.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인

아동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STEAM 교육을 적용

하여 수업을 하였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연

구한다는 점과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 목적으로

만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 아동들의 동의를 얻었다. 경

직되지 않은 면담을 위하여 2회 동안 전체 학생과 함

께 수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총 14명에 대하여 면

담을 실시하고, 수업 중 학생들의 상호작용 장면을 촬

영하였으며, 촬영한 내용 중 수업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STEAM 프로그램이 적용된 실험반과 비교반에 대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수학 교과

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및 창의적 인성 변화를

검사하기 위해 사전 · 사후 검사에 대해 t –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차시별로 수업 결과를 분석하였다.

Ⅳ. 자료의 개발 및 적용

1. STEAM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가. STEAM 수학 프로그램 개발

STEAM 프로그램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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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 용 비 고

P

(준비)

1 요구 분석

2

수학에 적합한

STEAM 모형 분석

및 탐색

3 학습 준거 설정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4 수업 형태 선정 M-STEAM

D

(개발)

5
단원 및 융합 주제

선정
3단원 ‘덧셈과 뺄셈’

6 수업 목표 선정

7 수업 내용 선정

다양한 수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에 대한 요소가 조화롭게 융합되

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학에서의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을 융합하여 수

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내용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림 5] STEAM 교육의 방법

[Fig. 5] A method of STEAM teaching

나. STEAM 수학 프로그램 개발 절차

현재 STEAM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이 아직

미흡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내의 적용을 시도하는 정

도라 참고할 만한 수업 모델이나 모형 등 자료가 부족

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교과와 내용을 융합하는 과

정에서 기존의 학습량보다 많아질 경우 분석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교육과정에서

제시한 16차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구성하고자 하

였다. 먼저 본 연구자는 STEAM 수학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해, 김진수의 PDIE절차 모형(김진수, 2011)을

수업에 적용하였다.

[그림 6] PDIE 절차 모형의 단계별 세부 절차

[Fig. 6] Detailed process of PDIE model

PDIE 절차 모형은 준비, 개발, 실행, 평가의 4단계

모형이다. 수업 자료 개발을 위해 PDI 모형에 따른 준

비, 개발, 실행의 3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어떤 연구자

는 ADDIE 모형에 따른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의 5단계로 개발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 수

준에 맞는 STEAM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PDI 모형이나 ADDIE 모형은 너무 단순하거나, 복잡

하다고 판단하여 PDIE 모형을 활용하였다.

현행교육과정상의 일반적인 수업방식에 따르면, 1학

년 2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은 총 16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시별로 주제에 맞는 내용과 활동을 통해 덧

셈과 뺄셈의 의미를 알고,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받

아 올림이 없는 덧셈과 받아 내림이 없는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여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덧셈

과 뺄셈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EAM 프로그램이 창의성을 증진

시킨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창의적 인성요소를 포

함한 STEAM 프로그램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PDIE 절차 모형의 각 단계에 따라 STEAM 요소

를 추출하고, 또한 창의․인성 요소를 추출하여 지도

안을 재구성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현행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총 시수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STEAM 요소를 가미하면서 학생들의 활동량이 증가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현행교육과정의 16차시를 준

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재구성한 프로

그램은 총 17차시로 구성하여 3주간의 실험처치가 이

루어졌다. [표 3]은 PDIE 절차 모형에 따른 수학 프로

그램 개발 절차의 개요이다.

[표 3] PDIE 절차 모형에 따른 STEAM 수학프로그램

개발 절차

[Table 3] Developing process of STEAM program

based on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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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업 내용의 구조화

및 재구성

9 STEAM 내용 선정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하라!’

I

(실행)
10

STEAM 프로그램

수업 적용
실험반 수업 실시

E

(평가)

11
검사지 사전 사후

검사 실시
검사 결과 분석

12
Feedback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13 최종 프로그램 완성

2. STEAM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대략적인 프로그램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시 수업인 <Misson를 수행하라!>는 과학, 예술,

수학이 융합된 수업이다. 즉, 우리 마을의 지리적 특성

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측정하는 과학적 요소, 우리 마

을을 그려보는 예술적 요소, 마을별 건물 수를 세어보

는 수학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다.

1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융합주제

와 학습 목표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Misson을 듣고

생활 속에서 덧셈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들이 실제 살고 있는 마을의 모습을

2개 모둠으로 나누어 그려보도록 함으로써 단원에 대

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차시이다. 특히 학생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크게 2개 지역으로 나눠서 미래도시

를 상상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둠을 희망하여 선정하였다.

2-6차시 수업인 <미래도시를 구상하라!>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이 융합된 수업이다. 즉, 미래 도

시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구상하면서 ‘문제 인식, 가

설 설정, 자료 해석, 결론 도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학적 요소, ‘미래도시 그리기’의 예술적 요소, 공학적

요소를 활용한 자료 검색, 안정적인 블록 쌓기를 위한

기술적 요소, 블록 계산을 위한 수학적 요소가 가미되

었다. 2-6차시 수업에서는 블록 수업으로 진행하였으

며,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워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알아보고, 블록을 가지고 직접 건축물을 쌓아

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간단한 조작

활동으로 성공의 기쁨을 느끼게 하였고, 블록의 전체

수를 어림해보면서 수 감각을 기르게 하였다. 4-6차시

에서는 블록 건물의 수를 구하기 위해 (몇십 몇) +

(몇십 몇)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개념중심의 통합적 접

근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조건

과 종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몇십 몇)의 계산 형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블록의 색을 2-3가지로 한정지었다.

7-10차시 수업인 <미래도시를 창조하라!>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이 융합된 수업이다. 미래도시의

문제점 도출 및 미래도시의 재구성을 위해서 ‘문제 인

식, 가설 설정, 자료 해석, 결론 도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학적 요소, ‘미래도시 그리기’의 예술적 요소,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학적 요소를 활용한 자료

검색, 안정적인 블록 쌓기를 위한 기술적 요소, 블록

계산을 위한 수학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7-10차시의

수업 중, 7차시에서는 급격한 성장은 때론 도시를 파

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무분별한 도시 계획

을 다시 수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모둠별로 미

래도시 지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토론하여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점을 생각해보고 실천하

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뺄셈이 필요한 상황을 알게 하

였다. 8-9차시 블록 수업에서는 개념 중심 통합요소를

바탕으로 받아 내림이 없는 (몇십 몇)-(몇십 몇) 뺄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10차시는 수정된 미래도시 건물의 블록 수를 계

산 원리에 따라 구하는 활동중심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11-12차시 <나만의 건축물을 세워라!>에서는 미래

에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또 사라질 것을 예측하면

서 미래 직업을 예상해 보고, 직업과 관련된 건물의

수를 구해보았다. 또한 도시의 부속 건물을 만들고 한

자리수인 세 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바탕으

로 건물의 수를 계산해 보았다.

13-15차시 수업인 <나만의 건축물을 지켜라!>는 과

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이 융합된 수업이다. 즉, 본

차시에서는 새로운 기술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설 노

후와 기술개발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면서,

도시는 새롭게 변신함을 예상해보는 수업이다. 본 차

시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가진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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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교반 실험반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습동기 4.09 0.58 4.88 0.22 4.30 0.001

주의집중(A) 4.20 0.43 4.81 0.29 4.12 0.000

관련성(R) 4.24 0.60 4.91 0.21 3.53 0.004

자신감(C) 3.93 0.77 4.88 0.24 3.90 0.002

만족감(S) 3.94 0.76 4.94 0.16 4.26 0.001

한 조건을 찾는 활동이 이루어지며, 블록의 수를 구하

기 위해 세 수의 가감산, 감가산의 계산 원리를 알고

계산 하도록 하였다. 15차시에서는 도시를 만들기 위

해 사람, 땅, 건물, 도로 등이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

어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그동안 만든 블록을 가지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였다.

16-17차시 수업인 <미래도시로 초대하라!>는 공학,

예술, 수학이 가미된 수업이다. 16-17차시 수업에서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하라’의 마지막 차시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도시를 꾸미고, 최고의 도시를

선정하는 활동중심 수업이다. 매 차시 활동한 결과물

을 모아 산출물을 만들고 학생들 스스로 비교․평가를

통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V. 연구 결과

1.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이 학생의 학

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 검사지의 영역은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

감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STEAM 프로그램 수업에 앞서 실험반과 비교반의

학습 동기에 대한 사전 검사 차이를 알아보고자 t-검

정을 실시하였다. 실험반과 비교반의 사전 검사 결과

는 [표 4]와 같다.

[표 4] 학습 동기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

[Table 4] Results of pre-test for learning motivation

구분

비교반 실험반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습동기 3.99 0.51 4.16 0.35 0.97 0.342

주의집중(A) 3.99 0.53 4.06 0.54 0.31 0.758

관련성(R) 4.20 0.57 4.38 0.40 0.87 0.395

자신감(C) 3.69 0.71 4.00 0.44 1.29 0.211

만족감(S) 4.11 0.63 4.23 0.38 0.60 0.554

사전검사 결과 학습동기의 유의확률은 0.342로 나타

났고, 하위 영역인 주의집중(A), 관련성(R), 자신감(C),

만족감(S)의 유의확률도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

나고 있어 비교반과 실험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은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후검사 결과 학습동기의 유의

확률은 0.001로 나타났고, 주의집중(A), 관련성(R), 자

신감(C), 만족감(S)의 유의 확률은 모두 유의수준 0.05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반과 실험반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학습 동기에 대한 사후 검사 결과

[Table 5] Results of post-test for learning motivation

이는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학 수업이 학생

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이 창의적 인

성에 미치는 영향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학 수업이 학생의 창

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는 8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STEAM 프로그램 수업에 앞서 실험반과 비교

반의 창의적 인성에 대한 사전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 t-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반과 비교반의 사전 검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전검사 결과 창의적 인성의 하위영역인 모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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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교반 실험반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창의적 인성 3.28 0.45 3.51 0.56 1.10 0.283

인내 집착 3.18 0.58 3.32 1.08 0.39 0.701

자기 확신 4.13 0.67 4.23 0.52 0.43 0.673

유머감 2.00 1.03 2.88 1.15 1.97 0.062

호기심 4.09 0.87 4.19 0.40 0.36 0.727

상상력 3.91 0.92 3.42 0.62 -1.54 0.138

개방성 3.48 0.51 3.50 0.79 0.08 0.935

모험심 1.09 0.20 2.38 1.42 3.25 0.007

독립성 3.03 0.85 3.44 0.53 1.42 0.168

구분

비교반 실험반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창의적 인성 3.28 0.45 3.51 0.56 1.10 0.000

인내 집착 3.13 0.85 4.54 0.49 4.90 0.000

자기 확신 4.02 1.00 4.78 0.32 2.44 0.031

유머감 2.55 1.01 4.63 0.70 5.95 0.000

호기심 1.09 0.75 4.81 0.31 2.96 0.011

상상력 3.66 0.79 4.56 0.50 3.37 0.003

개방성 3.91 0.96 4.69 0.45 2.62 0.015

모험심 2.00 1.22 4.46 1.11 5.17 0.000

독립성 3.18 1.18 4.85 0.32 4.55 0.001

유의확률이 0.007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비교반과

실험반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외

의 하위 항목인 인내 집착, 자기 확신, 유머감, 호기심,

상상력, 개방성, 독립성의 유의확률은 유의수준 0.05보

다 크며, 전체적으로 창의적 인성의 유의확률은 0.283

이므로 두 집단은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창의적 인성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

[Table 6] Results of pre-test for creative personality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 비교반과 실험반

에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검사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

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창의적 인성에 대한 사후 검사 결과

[Table 7] Results of post-test for creative personality

사후검사 결과 창의적 인성의 하위영역을 포함한

전체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모

든 영역에서 비교반과 실험반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으로 수학 수

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을 기르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수업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집단 편성 과정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

고, 실제 수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STEAM 수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앞서 1차시 수업 전에 실험반, 비교반 학

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1학년 학생들은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

고 개인의 차이가 각기 달라 연구동의서 및 사전 검사

지를 읽어주었다. 특히 문항에 따른 5개 척도는 점수

로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t-검정을 통해 두 집단이 동질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반에 대한 수업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

해 이루어졌으며, 실험반에서의 수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1차시에 융합주제가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

하라!’임을 설명하고, 교과서 외에 새로운 자료가 투입

됨을 설명하였다. 수업 도입 부분인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서 보여주

자 모두 신기해하며 수업에 몰입하였고, 마을의 가구

수를 하나하나 세면서 덧셈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도

록 하였다. 본 연구자의 원래 의도는 인접한 지역을

묶어서 마을 전체를 두 개의 마을로 구분하고, 각 마

을마다 모둠을 배정하여 모둠별로 마을을 그리고자 하

였으나, 지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 관계로 첫

시간은 마을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하였다. 특히 학생

들마다 실제 통학거리 및 통학시간이 다르고 학생들의

지역적 특성이 달라서 모둠 구성은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배정하였다.

2-3차시 미래도시 꾸미기에 앞서 과거의 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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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사진을 통해 과거

와 현재의 달라진 변화를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

으로 50년 후의 변화된 마을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

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의적 사고와 인성을 키

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림 그리는 시간이 길

어져 방과 후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아이들은

과거, 현재, 미래 도시를 비교하고, 건물의 종류와 층수

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덧셈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알

게 되었다. 미래도시를 꾸민 후 건물을 블록으로 만들

도록 하였다.

[그림 7] 미래도시 꾸미기

[Fig. 7] To contrive a future city

블록으로 건물을 만들 때, 블록의 다양성을 고려하

여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였으며, 블록의 개수를 예상

하도록 하면서 수 감각을 기르도록 하였다. 특히 단원

에서 배우고자 하는 (몇십 몇)의 계산 형식을 가르치

기 위해 가능한 블록의 색을 2-3가지로 한정지었다.

4-6차시에서는 건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 블록의 개

수를 바탕으로 덧셈을 해 보도록 하였다. 이때 블록의

색깔에 따라 블록의 개수를 세어보도록 했으며, 그 결

과를 토대로 덧셈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

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블록건물이라서 수업에 대

한 집중력이 높게 나타났다. (몇십 몇)+(몇십 몇)의 계

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수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십 모형과 낱개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는 받아 올림

이 있는 덧셈 상황의 블록 건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서로 다른 색의 블록의 수를 구하여 덧셈

식을 만들게 하였다. 각각의 모둠별로 대표를 정하여

칠판에 덧셈식을 적고 계산원리를 스스로 찾아보는 시

간을 갖도록 하였다. 원래 본 수업에서는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나, 모둠에 따라서

는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는

데, 이 경우 그 모둠의 아이들에게 스스로 해결해 보

도록 하였다.

선수학습이 된 아이들은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식

‘17+5=’의 답을 미리 구했다. 어떤 아이는 직접 17부터

5를 세면서 18, 19, 20, 21, 22라고 계산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계산 원리를 이해한 대

부분의 아이들은 계산을 능숙하게 하였다. 모둠별로

건물에 소요된 블록의 개수를 계산하고, 서로 답을 확

인하면서, 호기심과 책임감을 갖고 수업에 임하는 모

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8] (몇십 몇)+(몇십 몇) 계산하기

[Fig. 8] Adding of two-digit numbers

7-10차시는 뺄셈 상황을 인식하여 두 수의 차이를

구하는 차시이다. 뺄셈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 팽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 보

도록 하고, 이를 개선하여 미래의 마을 모습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였다. 아이들은 스스로

건물이 높아도 해를 가릴 수 있다고 하였고, 공장이

너무 많으면 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발전

된 미래도시를 살기 좋은 친환경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의 수도 줄이고 층수도 낮춰야겠다고 말

하면서 뺄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수정하여 그렸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수월

하게 그렸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를

갖게 되었다.

이전 시간에 만든 블록건물을 줄이고 블록의 개수

를 덜어내면서 뺄셈식을 만들었다. (몇십 몇)-(몇십

몇) 계산 원리를 수모형으로 나타내고 세로형식에서의

뺄셈을 배우면서 덧셈보다는 뺄셈에 대한 수업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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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9] 친환경 미래도시 꾸미기

[Fig. 9] To contrive a future eco-city

11-15차시의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래의 나의

직업을 탐색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해 보도

록 하였다.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주

탐사원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예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진

직업을 언급하면서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미래의 직업에 어울리는 건축

물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미래의 직업에 어울리는

건축물 제작 활동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으며,

이 순간에는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동되고 있

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미래 건축물을 세어보면서 세

수의 덧셈을 하도록 하였고, 반대로 미래에 사라질 건

축물을 세어 보면서 뺄셈을 지도하였다. 한 자리수로

이루어진 세 수의 가감산, 감가산에 대한 계산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특히 한 자리 수로 이루어진

세 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을 위해서, 블록의 수도 제

한하였고 색깔도 3가지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세 수

의 가감산 및 감가산 문제를, 직접 만든 블록 건물에

대한 조작 활동을 통해서는 잘 해결하였으나, 식으로

나타낸 세 수의 감가산 문제에서는 이해하는데 어려움

이 발생하였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수

모형을 이용하여 지도하였다.

15차시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인구수를 예상해보도

록 하고, ‘(현재의 가구 수) + (미래의 가구 수)’에 대

한 식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미래의 가구 수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정리 활동으로 계

획했던 가족 행사 사진을 보면서 덧셈과 뺄셈의 관계

를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전반적으로 블록을 만들

어 보고 계산하는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형식화된 관계식을 바탕으

로 설명하는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

을 겪었다. 그러나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

하면서 아이들이 확산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력과 판단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 10] 세 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하기

[Fig. 10] Adding and subtracting of three-digit numbers

16-17차시의 융합주제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하

라!’는 마지막 차시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도시를 꾸미도록 했으며,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

신과 상대 모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최고의 도시를

선정하는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시간에는 상대 모

둠의 좋은 아이디어는 칭찬하도록 하고, 보완할 사항

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도록 하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

이 되도록 하였다.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피드

백 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의사소통은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수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 모둠별 블록 계산하기

[Fig. 11] To calculate the number of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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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발현시키고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한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융합주제를 선정하여 교과

간 연계 수업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최근 교육 정책에 발맞추어 STEAM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수업을

위한 많은 STEAM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수

학을 기반으로 STEAM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수학을 기반

으로 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STEAM 프로그램

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현상은 저학년보다는 고학

년에서 기술이나 공학을 접목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학년은 고학

년에 비해 조작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예술 분야와 연계하기도 쉽다. 즉 저학년에서는

조작활동을 기반으로 한 초보적인 형태의 기술과 공학

을 접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여기에 예술 분야를

가미할 수 있다면 저학년에 적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저학년에서

는 수와 연산 영역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저학년에서

수와 연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를 STEAM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수와 연

산 영역에 대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

에게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

하라!’라는 융합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의 원리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른 인성과 즐거운 학교교

육을 만들고자 수학 기반의 STEAM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

용하여 학생들의 동기와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

제 및 내용을 선정하였다. 그래서 현행 수학과 1학년

2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 수업을 17차시로 재구성하

였고, 차시별로 융합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내용 간

상호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내용 전개를 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블록을 이용하여

과학, 기술, 공학 및 예술적 사고를 융합하여 문제 해

결을 시도하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덧

셈과 뺄셈에 대한 수학적 사고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구성된 전반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3차시에서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하라!’라는

융합주제를 제시하여 마을에 있는 건물의 수를 살펴보

면서 덧셈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사진 자료를 보여

주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도록 하고, 달라진 변화

를 살펴보도록 하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도록 하

고, 과거, 현재, 미래 도시의 건물 수를 비교하면서 덧

셈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자 하였다.

4-6차시의 수업 목표인 (몇십 몇) + (몇십 몇) 계산

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블록 건물의 수를 살펴

보면서,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덧셈식을 만들어 해결

하도록 하는 활동을 설계하였다.

7-10차시는 도시 팽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

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아이들은 친환경 미래도시를 구상하면서, 건물의 수와

층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뺄셈이 필요한 상황과 연결된다.

11-15차시는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고, 미래의 직업

과 관련된 건물을 상상해 보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직접 만든 블록건물의 수를 더하거나 빼어보는 활

동을 하면서 세 수의 덧셈과 뺄셈 상황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16-17차시는 모둠별로 미래 도시를 꾸미도록 하였

다. 특히 모둠별 작품에 대해 학생들 자신이 서로 비

교하고 평가를 하여 최고의 친환경 미래도시를 선정하

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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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t-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학습동기의 유의확

률이 0.001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이 학생의 재미

와 흥미를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창의적 인성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하

위영역을 포함한 전체 유의확률이 0.000으로 모든 영

역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STEAM 교육은 융합

적 소양을 갖춘 인재교육 양성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창의적 인성을 제

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수업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

면서 관찰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차시에서는 인터넷지도에서 우리 마을을 살펴보

면서 수업에 집중하였고, 마을의 건물 수를 세면서 덧

셈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였으며, 아이디어를 공유하

고 미래도시를 상상하며 블록 건물을 만들었다. 4-6차

시에서는 직접 만든 블록 건물을 세면서 수업에 몰입

하였다. 또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식은 십 모형과

낱개모형을 이용하였다. 계산 원리를 이해한 아이들은

계산을 능숙하게 하였고, 서로 답을 확인하면서 수업

에 대한 호기심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7-10차시

에서는 살기 좋은 친환경 미래도시를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는 공정하고 비판하는

사고를 갖게 되었으며, 블록 건물의 수와 층수를 줄이

는 뺄셈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세로형식 뺄셈을

배우면서 덧셈보다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11-15차시는 과거, 현재, 미래 직업 탐색을 통해 확산

적 사고로 미래 직업을 설계하고, 창의적으로 건축물

을 제작하면서 세 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였다.

16-17차시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선정하면서 모둠별 발

표에 좋은 아이디어는 칭찬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

서는 조언을 하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피드백 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었으며,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수학 기반 STEAM 프로그램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른 교과와 융합

된 STEAM 프로그램이 기존의 수학 수업보다 더 효

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학년을 대상으로 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년별로 아이들의 특

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별로 적용하여야 할 STEAM

요소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학년에서는 예술

적 요소를 보다 많이 활용하고 기술․공학적 요소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가미할 수 있으며, 고학년에서는

예술적 요소보다는 기술․공학적 요소를 더 심도 있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STEAM 요소를 적절하게 융합한다면 모든 학년에서

STEAM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제언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학 기반 STEAM 프로그

램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단기간

에 걸쳐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며,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한 STEAM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

발 및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수학을 기반으로 한 STEAM 프로그램은 이

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교과 간 융합요소를 적용한 프

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 대한 연

구자 상호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9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2009 Reformed mathematics

curriculum, Seoul: MEST.)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1년 주요 업무계획: 창의

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Retrieved from http://if-blog.tistory.com/939.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Major business plan of MEST for 2011. Retrieved

from http://if-blog.tistory.com/939.

김미숙 (2004). 탐구형 영재과학 프로그램이 유아영재



전 미 숙․박 문 환104

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영

재와 영재교육. 3(1), 5-31.

Kim, M. S. (2004). The Effect of an Investigative Science

Program for Gifted Children on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Capabil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3(1), 5-31.

김우진 (2012). 초등 수학영재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4D-Frame 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Kim, W. J. (2012). Progra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Improving Creativity of the Gifted Elementary

Student about Math: Focused on 4D-Frame Teaching

Aid Ac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김재복 (2000). 통합교육과정. 서울:교육과학사.

Kim, J. B. (2012). Integrated Curriculum. Seoul:

Kyoyookbook.

김종한 (2009). 컴퓨터 개념학습을 위한 온톨로지 기

반 선행조직자 활용 수업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Kim, J. H. (2012). A Study on the Class Using the

Advance Organizer Based on the Ontoloty for

Computer Concept Learning. Unpublished docto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김진수 (2007). 기술교육의 새로운 통합교육 방법인

STEM 교육의 탐색, 한국기술교육학회지, 7(3),

1-29.

Kim, J. S. (2007). Exploration of STEM Education as a

New Integrated Education for Technology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Association, 7(3), 1-29.

김진수 (2011). STEAM 교육을 위한 큐빅모형. 한국

기술교육학회지, 11(2), 124-139.

Kim, J. S. (2007). A Cubic Model for STEAM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Technology Education

Association, 11(2), 124-139.

김진수 (2012). STEAM 교육론. 서울: 양서원.

Kim, J. S. (2012). Teaching Method for STEAM. Seoul:

Yswpub.

문대영 (2008). STEM 통합 접근의 사전 공학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공학교육연구, 11(2), 90-101.

Moon, D. Y. (2008). The Development of Pre-Engineering

Educational Program Model Based on STEM

Integration Approach.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1(2), 90-101.

백윤수 (2011). 우리나라 STEAM 교육의 방향. 학습

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4), 149-171.

Baek, Y. S. (2011). STEAM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1(4), 149-171.

부경임 (2012). 초등학교 6학년에 활용할 수 있는

STEAM 학습 자료 개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oo, K. I. (2012). A Development of STEAM Learning

Materials for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부은영 (2012). 초등수학 STEAM 자료 개발. 제주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u, E. Y. (2012). A Development of STEAM Materials

for Mat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서보라 (2012). 수학에 기반을 둔 STEAM 교수학습

내용 개발 : 건축 속의 수학원리 탐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eo, B. R. (2012). A Development for STEAM Teaching

and Learning Based on M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서주희 (2012).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융합

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eo, J. H. (2012). Effects of STEAM Progra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University.

신영준․한선관 (2011). 초등학교 교사들의 융합인재

교육(STEAM)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초등과학교

육학회, 24(5), 946-958.

Shin, Y. J. & Han, S. K. (2011). A Study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in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Educatio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24(5), 946-958.

임이랑 (2012). 초등 수학 STEAM 자료 개발 : 초등

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학 기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5

Lim, Y. R. (2012). A Development of STEAM Materials

for Mat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조재주 (2011). 기술교과 중심의 통합 STEM 교육 연

구 동향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 11(1), 210-227.

Cho, J. J. (2011). The Analysis on Research Trend of

Domestic and Foreign Integrated and STEM

Curriculum.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Association, 11(1), 210-227.

허형구 (2013). 수학교과중심 STEAM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eo, H. G. (2013). Math Lesson Applying STEAM

Educa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ybee, R. W. (2010). Advancing STEM education :

A 2020 vision. Technology and Engineering
Teacher, 70(1), 30-35.

Keller, J. M. (1987). IMMS: Instructional materials
motivation survey. Tallahassee, FL: Florida
State University.

Maes, B. (2010). Stop talking about “STEM”
education! “TEAMS” is way cooler! Retrieved
July 27, 2011, from http://bertmaes.wordpresscom

/2010/10/21/teams

Sanders, M. (2009). STEM, STEM education, STEM

mania. The Technology Teacher, 68(4), 20-26
Yakman, G. (2007). STEAM Education: an overview

of creating a model of Integrative education.
Intellectual Property. 2007.



전 미 숙․박 문 환106

Effects of STEAM Progra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the 1st Grades of Elementary School

3)

Jun Mi Suk
Chang-Chon Elementary School, Hongcheon, Gangwon, Korea

E-mail : 94midong@daum.net

Park Moon Hwa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cheon, Gangwon, Korea

E-mail : pmhwan@cnue.ac.k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 M-STEAM program for first grades in elementary 
school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their learning motivation for the math subject 
and creative personality. For those purpose, this study se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Research Question 1 : How will a M-STEAM program be devised applicable to first grades in 
elementary school?

Research Question 2 : What kind of effect does a M-STEAM program have on the learning 
motivation and creative personality of student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lesson contents were reorganized by keeping the Unit 3 in the second semester of first 

grade in the current math curriculum under the convergence theme of "Build an environment 
friendly future city" to which the STEAM elements were added. Developed program promoted 
mathematical thinking ability for problem solving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number of blocks. 
Through the M-STEAM program, convergence thinking was created from a new perspective by 
exerting creativity in such process.

Second, the STEAM program had effects on the learning motivation and creative personality of 
first graders in math subject. The t-test results show that the STEAM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increased the fun and interest of students, helped with their concentration, and promoted their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concepts. Therefore the M-STEAM program had positive impacts on 
the learning motivation and creative personality of first graders in math learning.

* ZDM Classification : C72

* 2000 Mathematics Classification : 97D40

* Key Words : STEAM, Program, Learning motivation,

Creative person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