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14774/JKIID.2016.25.6.015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5 No.6 Serial No.119 _ 2016. 12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6호 통권119호 _ 2016.12          15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의 육성을 해 교육과학기

술부를 심으로 창의 인재양성을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 제1차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고 단계가 포함된 제2차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본 계

획을 수립하며 한국형 융합인재교육(STEAM)을 추진하

다. 이후 3차 기본계획에도 창의융합 인재양성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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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는 창의 인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추진하기

해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술(art)과 수학(math)의 약칭으로 이들만의 통합 인

교육방법을 의미한다. 즉, 이는 과학기술에 한 학생들

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 소양

과 실생활의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

해 육성하고자 하는 융합형 인재란 미래의 과학기술정책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한

융합의 문성과 창의성을 지니고, 삶을 즐기며 타인과

배려하고 소통하는 인재를 의미한다. 이는 창조와 신

을 추구하는 인재,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 융합지식을 이

해하고 활용하는 인재, 배려와 존 을 실천하는 인재 육

성으로 즉, 창의(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융합

(convergence), 배려(caring)를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등학생을 한 기후변화 응 환경디자인 STEAM 교육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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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백윤수 외, 2011) 따라서 융합인재교육을 해서는

이러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고, 학습자들이 과학기술

에 한 흥미를 갖고 도 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과 교수학습방법에 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의 사회 이슈들을 보면,

인들은 지구온난화, 자원부족 등과 같은 거 한 문

제들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지역이나, 한 분야에

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이며 다

양한 분야가 융합 지식과 사고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한다. 즉, 공학 부분에서는 환경 정화 기술을 통하여, 사

회 과학 부문에서는 최소 성장의 정책 지향으로 각각 문

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 우리가 당

면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융합인재의 역량이 함

양 될 수 있는 등학생을 한 STEAM 교육 로그램

의 개발과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궁극

으로 이러한 창의 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융합 지식

과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활동과 교수학습방

법을 교육 장에서 활용하고, 다양한 교과나 로그램에

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창의 인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구

의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한 등학생 상 STEAM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내용으로 진행하 다.

첫째, 등학생을 한 융합인재교육의 핵심역량과 요

소를 정리하고, 지구온난화에 한 등 교육에 한

황을 분석한다.

둘째, 등학교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각 과목에서의

지구 환경의 미래와 기후변화에 련된 교육내용을 선별

하여 STEAM 교육 학습 거틀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셋째, 문제기반학습(PBL:Problem based learning)을

용하여 실생활에서 지구환경이 당면한 기후변화에

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한

내용을 차시별 로그램으로 정리한다.

넷째, 창의 인 문제해결과정에 한 교수학습방법

을 정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함양되는 융합인재교

육의 핵심역량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핵심역량 강화를 한 창의 인

문제해결과정과 이에 한 학습활동 사례를 정리한다.

본 연구는 의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응에 한

문제해결과정을 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STEAM

요소를 목한 교육 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러한 교육

이 창의 인 융합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

법을 제시한 모범 인 사례가 될 것이다.

2. 문헌고찰

2.1. 융합인재양성을 한 교육방향

한국형 STEAM은 과학기술과 련한 다양한 분야의

융합 인 지식, 과정, 본성에 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 이고 종합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4C-STEAM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창의(Creativity)’는 교과 학문

역에서 기 이고 인 역량으로서 기존의 ‘문제

해결능력’을 포함한다. 둘째, ‘융합(Convergence)’은 맥락

인 지식을 이해, 설계, 응용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소통(Communication)’ 능력은 기존의 ‘의사소통능력’이

나 ‘ 인 계능력’과 련한다. 넷째, ‘배려(Caring)’는 자

신과 남을 이해하고 나아가 집단, 사회, 국가, 인류 체

에 한 인식과 존 이다. 따라서 STEAM 교육은 창의

성을 기반으로 융합능력과 소통, 배려와 같은 사회 능

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 하는 것이다. 등학생을 한

STEAM에는 다음과 같은 역량요소가 필요하다.

<표 1> 등학생을 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핵심역량 요소1)

핵심역량 인재상 련역량요소

창의

(Creativity)

창조와 신을

추구하는 인재

창의력, 문제해결력

문제확인능력, 정보수집능력

소통

(Communication)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

언어 소통, 시청각 소통

소통하는 태도, 력하는 태도

융합

(Convergence)

융합지식을

이해아고 활용하는

인재

다양한 지식의 이해

다양한 지식간의 연결성 연 성에

한 이해

배려(Caring)
배려와 존 을

실천하는 인재

자기애, 자신감

타인을 한 배료, 타인존

반자연 외(2014)는 어린이를 한 융합인재교육을

해 실생활과 유사한 비구조 문제 상황에서 학습을 시

작하고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탐구하여 한 해결안을 찾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문제기반학습(PBL:Problem based learning)을

용하 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한 이해는 높았으나, 문제해결안에 한 지식의 융합능

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학생을 한

STEAM 교육 로그램은 교과지식을 기반으로 학습 목

표와 사실 발견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다양한 아이디

어를 산출하여, 이 에서 해결책을 찾아, 이에 한 수

용 가능한 제안을 결정하는 창의 인 문제해결과정2)의

학습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 백윤수 외 8인(2012). ‘융합인재교욱(STEAM) 실행방향 정립을

한 기 연구’에서 정리된 핵심역량과 련한 요소를 등학생 수

으로 재정리함.

2) 창의 문제해결과정(Creative Problem Solving Process)은 알 스

오스본과 시드 네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목표발견, 사실발

견, 문제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책발견, 수용안 발견의 6단계로

구성됨.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6호 통권119호 _ 2016.12          17

2.2. 기후변화와 등학교 환경교육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교육의 국제 동향은 그

동안 환경 보호 측면만 강조해 오던 활동의 역이 확

되었다는 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환경 괴

와 오염의 근본 원인이 인구 문제, 빈곤, 산업화, 도시화,

에 지 문제 등 범 한 사회문제 구조 인 국제 문

제와 직결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도 결국 사회,

경제 인 개발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본다는 이다. 이

에 따라 국제 차원의 환경 교육도 이러한 개념 변화를

수용하게 되었다.3) 이러한 환경교육 변화의 추세는 세계

각국의 환경문제 해결에는 지속성을 한 우리 사회의

가치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각국의 교

육정책의 변화가 수반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4) 특히,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환경의식의 형성에 요

한 시기인 등학교 환경교육은 궁극 으로 환경의식의

함양과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요

하다.5) 등학교 시 에 환경에 해 심을 갖고, 느끼

고 생각한 것은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의 환경에 한

가치와 신념의 기 가 된다. 이 게 형성된 친환경 가

치 은 환경친화 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성인 되어도

지속되므로 등학생에 한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미

래를 한 교육으로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6)

2.3. STEAM 교육

(1) STEAM 교육의 방법 목

융합인재교육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교육과학

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2011년 시범 수업의

경험을 반 하여 2012년에는 성공사례는 확산하고 애로

사항은 극 해결하여 융합인재교육을 본격 으로 추진

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항에는 융합인재교육 선도 그룹

을 통한 확산, 우수사례 콘텐츠 개발 보 , 체험 탐구

활동 강화 지원, 미래형 과학교실 사업을 추진하는 인

라 확충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7) 과학기술에

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 사고

(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지식을 왜 배우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이해시키고

궁극 으로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목

표를 지닌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아래와 같이

수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3) 남상 , 환경 교육론, 학사, 2010, p.22

4) 이용순, 교과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방안연구,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2000.12, p.11

5) 서우석, 등학교 실과교과를 통한 환경교육의 방안, 한국실과교육

연구, 제5권 1호, 1999.1, p.74

6) 이상원 외3인, 녹색생활 실천을 한 LOHAS 개념에 근거한 등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서울교육 학교 한국 등교육, 제22권 1호,

2011.4, p.53

7) 조향숙, 장 용 사례를 통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이해, 한

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5, p.37

(2) STEAM 교육의 요소와 교과과정

STEM이란 용어는 1990년 미국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약칭

으로 사용하기 시작하 다. 미국 버지니아 공 에서

STEM 교사양성 로그램을 만들고 운 했던 샌더스

(Sanders,2009) 교수는 STEAM 교육이 단순히 과학/ 기

술/ 공학/ 수학 분야의 개별 인 교육이 아니라, STEM

교과간의 상호 의사소통과 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 인

근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 최근에는 기존교과목에

‘ART’가 추가되어 통합 STEAM 교육이라고 명명되며,

이는 교과목 자체가 의도 으로 통합된 형태를 띠게 되

며 이는 실습 주의 교육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과학

(S)은 기 과학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기술 공학

(TE)은 창의 문제해결요소, 술(A)은 창의 표 요

소, 수학(M)은 수학 사고요소를 동반한다. 공학은 교

과가 따로 없고, 술 교과는 음악과 미술을 지칭하므로

련 과목은 과학, 기술, 수학, 음악, 미술 5개이다. 경우

에 따라서 A를 역사, 국어, 어, 지리 등 인문 교양과목

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과목에 따라 S 심, TE 심, A

심, ST 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기후변화 응 환경디자인 STEAM 교육

로그램 개발

3.1. 기후변화 응 환경디자인 STEAM 교육 로

그램 개발 차

기후변화 응 환경디자인 STEAM 교육 로그램 개

발을 해 한국실내디자인학회(KIID)는 디자인진흥 원

회를 조직하고, 선행연구에서 시행해 오던 어린이 융·복

합교육 로그램을 바탕으로 문가 토의를 거쳐 미래환

경을 주제로 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를 등학생을 상

으로 비 로그램을 시행하 다. 다음으로 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기후변화와 련된 교과내용을

악하고 이와 함께 STEAM학습 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등학생을 한 기후변화 응 환경디자인 STEAM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수업유형 내 용

교내

수업

교과내 수업
심 교과와 타 교과(과학, 기술, 공학, 술, 수

학) 요소 연계

교과연계 수업
주제 심 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 교육과정

재구성

창의 체험활동 주제 심으로 별도의 로그램 개발

교외

수업

학교 밖 교육
STEAM Outreach 로그램, 캠 (지역교육기

, 과학 , 학, 기업, 출연 등 운 )

이벤트
행사, 페스티벌, 챌린지 회, 미션투어링,

STEAM 경진 회, 문제해결 토 먼트

<표 2> STEAM 교육 수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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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램 비시행 주제선정

기후변화 응 환경디자인 STEAM 교육 로그램 주

제를 선정하기 하여, 선행연구에서 시행해 오던 어린

이 융·복합 교육 로그램에 바탕으로 국립과학 과학강

사 5인과 어린이 융·복합교육 로그램 개발자 4인이

등학교 과학교과과정에서 기후변화와 련된 내용을

악하고, 10개의 비 주제를 심으로 모의실험 실험

평가 항목을 개발하 다. 개발한 로그램을 등학생

35명(8 )을 상으로 비시행8)하고 교육 효과 만

족도, 난이도 조사 STEAM교육 문가 2인의 자문을

거쳐 기후변화 응 환경디자인 STEAM 교육 로그램

의 주제를 3·4학년에서는 화산과 지진을 선정하고, 5·6학

년에서는 계 의 변화를 주제로 선정하 다.

(2) 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교과과정은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별책 교육개정 내용

로그램 개발일정의 가장 최근 개정안인 2012 개정

내용을 조사하여 선정된 주제인 3·4학년의 ‘화산과 지

진’과 5·6학년의 ‘계 의 변화’에 해 창의 인 문제제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국어, 미술, 수학, 사회 과목과

연계하여 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단원을 선정하고, 단원의 학습목표를 분석하여, 아래

<표 4>와 <표 5>와 같이 정리하 다.

8) 이윤희 외 5인, 등학생을 한 친환경디자인 STEAM 교육 로

그램의 개발 용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 회논문

집 37호, 2015.6, pp.56-57

과목 단원 단원 학습 목표

과학 화산과 지진

지진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고, 지진의 났을 때의

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화산과 지진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

수학

도형
다각형, 정다각형과 각선의 뜻을 안다

주어진 도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확률과 통계

실생활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간단한 그림

그래 로 나타낼 수 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목 에 맞는 그래 로 나

타내고 막 그래 와 꺽은선그래 의 특성 비교

측정(길이, 무게)

1mm의 단 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길이를 측정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어림하고, 직 재어보는

활동을 통해 무게에 한 양감을 기른다

미술
표 방법 기본 인 재료와 용구, 표 방법을 탐색하여 표 하기

조형요소와 원리 조형요소와 원리로 탐색하여 표 하기

<표 4> 등학교 3·4학년 교과과정 분석

과목 단원 단원 학습 목표

과학 계 의 변화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 기온의 계를 이해

한다.

수학
입체도형의

공간감각

도형의 합동과 칭의 의미를 이해하고, 직육면체,

정육면체, 각기둥과 각뿔, 원기둥과요소와 성질을 이

해하고, 쌓기나무 활동을 통해 공간감각 키운다

미술

주제표
체계 인 발상을 통하여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

으로 표 한다.

조형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 으로 표

하기

국어

말하기 듣기

매체를 활용한

효과 발표

알맞은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할 수 있다.

발표에서 매체가 히 사용되었는지 평가.

<표 5> 등학교 5·6학년 교과과정 분석

(3) STEAM 교육 구성

STEAM 교육은 과학(S)은 기 과학지식 이해, 기

술(TE)은 창의 문제해결요소, 술(A)은 창의 표

요소, 수학(M)은 수학 사고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STEAM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이론 근거를 정립하기 해 ‘융합인

재교육 실행방향 정립을 한 기 연구’를 추진하 으며,

이 연구 결과로 STEAM 학습 거 틀을 도출9)하 다.

<그림 2> STEAM 로그램 학습 거틀

이는 상황 제시(Context), 창의 설계(Creative Design),

감성 체험(Emotional Touch)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째, 상황을 제시해 자기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학습내용

과 활동사항을 학생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다. 제시된 문제와 학생 자신의 련성을 높여 문제해결

9) 조향숙, 장 용 사례를 통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이해, 한

국교육개발원, 2012.5, p.15

과정 회수 일시 내용

문가 토의 15
14.01.13-

14.08.13
교과과정 분석을 통한 련 주제 탐색

샘 시연 1 14.07.07
15개 로그램 실험 시연

체 실험 재료 리스트업

목업 테스트 1 14/0804
학습자 상으로 체 실험 시연

교육자 교육

비시행 1 14/08/19

교육 로그램 시행

학습자, 교육자 상 교육 효과 만족

도 조사

평가 탐색 1 14/08/ 23
조사결과 탐색 STEAM 로그램 주제

선정

<표 3> STEAM 교육 로그램 비시행 과정

<그림 1> 기후변화 응 환경디자인 STEAM 교육 로그램 개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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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창의 설계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한다. 일방 인 강의식 수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창의 설계는 학생 스스로가

창의 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수업과 활동에 반 하

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경

험을 도와주는 창의 설계는 창의 으로 사고하는 습

을 길러 다. 셋째, 감성 체험으로 새로운 도 을 권한

다. 상황제시를 통해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창

의 설계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학생들이 성공의

기쁨을 느끼게 되며, 새로운 문제에 도 하고자 하는 열

정이 생기게 된다. 감성 체험요소만 제 로 작동한다

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른 문제에 다시 도

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10)

3.2. 기후변화 응 환경디자인 STEAM 교육 로

그램 모형개발- 등학교 3·4학년

(1) 등학교 3·4학년 STEAM 로그램 모형

등학교 3·4학년 과학과목의 ‘화산과 지진’ 단원을

심으로 수학의 ‘확률과 통계’, ‘도형’, ‘길이 무게 측정’,

미술의 ‘조형요소와 원리’ 단원을 연계하여 ‘튼튼한 타워

만들기’ 주제를 선정하고, STEAM 요소 STEAM

거틀을 용하여 로그램을 구성하 다. 지구환경의 변

화와 지진에 한 이해 안 한 구조연구, 튼튼한 타

워를 만드는 3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0) 임동욱, 손에 잡히는 STEAM교육,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8, pp.62-66

* �:기 과학지식 ��:창의 문제해결요소, �:창의 표 요소, �:수학 사고요소

** ◯Co:상황제시, ◯CD:창의 설계, ◯ET:감성 체험

(2) 등학교 3·4학년 로그램 STEAM 요소 분석

3·4학년 STEAM 로그램 수행 과정별로 1차시는 지

진에 한 기 과학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 설계를 하도록 하며, 2~3차시는 안 한 구조물에

한 기 과학지식과 더불어 창의 문제해결요소를

이해하여 제시된 상황에 한 창의 설계가 가능하도

록 하며, 4-6차시는 창의 인 표 을 통한 감성 체험

을 하도록 구성하 다.

STEAM
요소 거틀

S T E A M Co CD ET

1차시 ● ◯ ◯ ◯ ◐ ● ◐

2-3차시 ● ◐ ◐ ◯ ◯ ● ● ◯

4-6차시 ◐ ◐ ◐ ● ◐ ● ● ◐

<표 7> 3·4학년 로그램 차시별 STEAM 용

* ◯:1회 용, ◐:2회 용, ●:3회이상 용

3.3. 기후변화 응 환경디자인 STEAM 교육 로

그램 모형개발- 등학교 5·6학년

(1) 등학교 5·6학년 STEAM 로그램모형

등학교 5·6학년 과학 과목의 ‘계 의 변화’ 단원을

심으로 과학의 ‘온도와 열’, 수학의 ‘입체도형의 공간

감각’, 국어의 ‘말하기 듣기 매체를 활용한 효과 발표’,

미술의 ‘주제표 ’ 단원을 연계하여 ‘따뜻한 교실 만들기’

주제를 선정하고, STEAM 요소 STEAM 거틀을

용하여 로그램을 구성하 다. 로그램은 공간과 온

도와의 계를 바탕으로 따뜻한 교실을 설계 제작하

고, 그 기능을 검토해 보는 4개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차시 과목 주제 학습내용

1

차시

과학

수학

지진에

해 알

아보기

�지구 환경변화 지진에 해 알아보기(동 상)

◯Co지진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진의 원인 향에 해 알아보기

◯CD지진의 원인 피해사례 알아보기

��지진 발생횟수 치를 그래 로 표 하기

◯CD년도별 지진발생 횟수를 살펴보고 그래 그리기

���지진이 건물에 미치는 향 악하기

◯Co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ET각자 건물이 되어 지진 체험하기

�지진에 해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해보기

OX퀴즈를 통해 지진에 해 정리해보기 ( 결)

활 동

시

2-3

차시

수 학

과학

안 한

구조 알

아보기

�구조물의 이해하기

◯Co우리에게 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 살펴보기

◯Co건물은 어떻게 서있을까?

◯CD건축구조 요소 역할 알아보기

��튼튼한 건물을 짓는 방법 알아보기

◯CD건축 형태와 재료에 따른 튼튼한 정도 살펴보기

����튼튼한 건물을 한 구조 만들어보기

◯CD건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구조 만들기

��하 실험 후 길이 재기

◯CD형태에 따른 튼튼한 정도 악하는 하 실험하기

�실험 결과에 해 토론하기

◯CD측정 길이에 따라 튼튼한 정도 악하기

◯ET모둠별로 결과를 발표해본다.

미술

<표 6> 등학교 3·4학년 STEAM 로그램 모형

4 ~ 6

차시

과학

수학

미술

튼 튼 한

타워 만

들기

�튼튼한 타워 기획하기

◯Co빨 와 테이 를 이용하여 타워를 어떻게 만들 수 있

을까?

����기본도형을 심으로 타워 설계하기

◯CD기본 도형을 응용하여 타워 만들기

���구상한 구조물을 비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기

◯CD 비물을 이용하여 실제 모형 만들기

��지진 실험하고 무게 재기

◯Co우리타워가 가상의 지진실험에서 견딜 수 있을까?

◯CD수평과 수직으로 힘을 가하여 지진실험하기

◯ET타워 만들기 지진실험 과정을 통해 성취의 즐거움

을 느낄 수 있다.

�발표 자기평가하기

◯ET실패에 한 학습과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에 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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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과목 주제 학습내용

1

차시
과학

공 간 과

온 도 의

계 이

해하기

�����실내공간 구성요소와 실내온도의 계 이해

◯Co공간의 온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본다.

�남 고도와 공간온도의 계 이해

◯Co태양의 치가 공간의 온도에 미치는 향을 악

◯ET자연채 의 활용으로 냉난방시설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

음을 알고 실천의지를 다진다.

2-3

차시

수학

따 뜻 한

교실설계

하기

����실내공간 구성 요소의 이해

◯Co실내공간 구성하는 요소인 바닥, 벽, 천장, 개구부 등에

해 알아본다.

���자연채 을 이용한 공간계획

◯CD자연채 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 기법연구한다

◯CD연구내용을 요소별로 정리

◯CD하나의 공간으로 취합하여 정리

��계획 내용을 2차원 이미지로 표

◯CD취합된 계획내용을 스 치로 표 한다.

◯CD아이디어 스 치를 개도로 표 한다.

◯ET교실을 설계하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기 한다.
미술

4-6

차시

수학 따 뜻 한

교실 만

들기

�� 개도를 3차원 입체형태로 환

◯Co같은 형태를 2차원과 3차원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표 할 수 있을까?

◯CD2차원 개도를 3차원 모형으로 제작한다.

�탐구과정을 보드에 표

◯CD탐구과정 내용을 정리하여 보드로 표 한다.

◯ET탐구과정의 결과를 가시 인 모형과 보드로 제작함으로

써 성취감을 높인다.

미술

국어

따 뜻 한

교실 기

능 검토

하기

�따뜻한 교실의 온도유지 기능 검토 실험

◯Co 에서 만든 따뜻한 교실이 일반 교실과 비교하여 온도

를 더 길게 유지 할 수 있을까?

◯CD따뜻한 교실과일반교실(수업 체 1개모형)의 온도유지기능 실험

◯CD실험 결과 분석

◯ET실험 결과를 악하여 교실의 장단 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세운다.

��모형과 보드를 이용하여 탐구 과정을 발표한다.

◯Co아이디어를 효과 으로 달하기 해 필요한 것은?

◯CD모형과 보드를 통해 탐구과정발표 비교 평가

◯ET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

을 돌아본다.

과학

<표 8> 등학교 5·6학년 스 로그램 모형

(2) 등학교 5·6학년 로그램 STEAM 요소분석

5·6학년 STEAM 로그램 수행 과정별로 1차시는 공

간과 온도에 한 기 과학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2~3차시는 실내공간의 구성 요소 자연채 을

이용한 공간계획에 한 이해를 통해 실내 온도를 따뜻

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를 하도록 하 으며, 4~6차

시는 설계한 내용을 다양한 재료와 제작기법을 이용하여

창의 으로 표 함으로써 창의 설계와, 감성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STEAM
요소 거틀

S T E A M Co CD ET

1차시 ◐ ◐ ◯

2-3차시 ● ◐ ◐ ◐ ◯ ◐ ●

4-6차시 ◐ ● ◯ ● ● ●

<표 9> 5·6학년 로그램 차시별 STEAM 용

4. STEAM 로그램의 교육방법 분석

본 로그램의 교육방법을 2장에서 언 한 한국형

STEAM인 4C-STEAM과 문제기반학습(PBL:Problem

based learning)의 6단계 과정을 용하여 교육하 는지

분석하 다.

4.1. 3·4학년 STEAM 로그램의 PBL 용

(1) 학습 거와 문제기반학습(PBL) 용-3·4학년

3·4학년 STEAM 로그램은 지진과 련된 동 상

을 감상하고 스스로 건물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

는 지진실험을 통해 문제가 되는 상에 해 직 으

로 느끼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며, 다양한

도형과 건물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에 해 고

민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튼튼한 건물을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설계하고 제

작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발견하고, 과제를 발표하

는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서 수용안

에 한 발견 과정을 수행한다.

(2) 학습 거와 4C-STEAM 핵심역량 악- 3·4학년

3·4학년 STEAM 로그램의 한국형 4C-STEAM의

핵심역량인 창의성(Creative), 융합(Convergence), 소통

(Communication), 배려(Caring)의 요소가 용되었는지

분석하 다. 내가 건물이라는 상황설정을 통해 새로운

사고의 임을 제시하고, 튼튼한 구조에 한 아이디

어를 스 치 제작하면서 통해 ‘창의’를 실 하고, 지

거 PBL과정 용 내용

상황

제시

사실발견
지진 련 동 상 사진을 보여 으로써 지진이 발생하

는 상황을 실 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함

문제발견

“내가 건물이라면?” 이라는 가정 하에 직 건물이 되어 지

진실험을 통해 흥미 직 련성 고취

“우리동네에 지진이 났다! 우리가 만든 타워가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지진실험을 제시하여 직 문제인식

창의

설계

아이디어

발견

다양한 도형을 이용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타워 설계 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 활동

별 다양성 확보

목표발견

자신이 건물이 되어 흔들리는 바닥 에서 다양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지진에 견디기에 유리한 건물의 형태 탐구

아이디어 스 치를 바탕으로 타워를 제작하고, 좀 더 튼튼하

게 만들기 해 실험과 보완의 단계를 반복

성공의

경험

해결책

발견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하면서 아이디어를 실재로 구

지진실험을 통해 실패의 학습과 성공의 기쁨을 경험

수용안

발견

발표 자기평가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작품의 부족한

보완 을 찾아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도 에 한 자신감 고취

<표 10> 3·4학년 STEAM 로그램의 PBL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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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험 다양한 형태의 도형에 한 이해, 주변의 일

상 인 재료들을 학습에 이용함으로써 지식간의 연 성

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융합’ 요소를 보이고 있다.

한 실생활과 연계된 상황을 상물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시청각 소통과 정보수집 능력을 배양하고, 결과물발표

과정을 통해 ‘소통’의 요소를 실 하고 있으며, 학습자

심의 문제설정과 해결, 제작, 실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배려’를 실 하고 있다.

거 요소 세부활동
핵심역량

융합 창의 소통 배려

상황제시
실생활연계 동 상감상 V V

흥미와 몰입 지진실험 V V

창의 설계

창의성 다양한 도형 이용 V V

학습자 심 스스로 건물되보기 V

산출물 아이디어 스 치 V

도구활용 일상 재료의 활용 V

성공의 경험

문제해결 스스로 설계, 제작 V V V

력학습
역할배분과 력통한

과제 수행
V

도 의식
실험을 통한 성공의

경험 자기 평가
V

<표 11> 3·4학년 로그램 STEAM요소

4.2. 5·6학년 STEAM 로그램의 PBL 용

(1) 학습 거와 문제기반학습(PBL)- 5·6학년

5·6학년 STEAM 로그램은 이 오는 추운 날의 학

교에서 느 던 교실 간의 온도차 경험을 제시하면서 해

직 으로 느끼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며,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와 빛의 치와 빛의 계를 실험

을 통해 이해하면서 자연채 을 이용한 따뜻한 교실에

한 창의 인 발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구

상한 설계안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이를 발표한 후, 평가

검토하면서 수용안에 한 발견이 이루어진다.

(2) 학습 거와 4C-STEAM 핵심역량 악-5·6학년

5·6학년 STEAM 로그램의 한국형 4C-STEAM의

핵심역량인 창의성(Creative), 융합(Convergence), 소통

(Communication), 배려(Caring)의 요소가 용되었는지

분석하 다. 학교와 교실, 친구라는 상황을 제시하여 자

주 인 문제 설정을 하고, 빛에 한 실험과 일상 도

구의 연결을 통해 ‘융합’ 요소를 반 하고 있으며, 공간

을 구성하는 요소와 자연채 에 한 탐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온도변화를 이기는 교실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창의’를 실 하고 있다.

더불어 경험담 결과물에 한 발표와 개선 에 한

토론을 통해 ‘소통’을 실 하 으며, 스스로 결과물을 만

들어 내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배려’의 요소를 보이

고 있다.

거 요소 세부활동
핵심역량

융합 창의 소통 배려

상황제시

실생활연계 학교상황 설정 V

흥미와 몰입
경험담을 통해 참여

유도
V

창의 설계

창의성
공간구성 요소

자연채 탐구
V

학습자 심
빛의 치와 빛의 양

계 실험
V

산출물 아이디어 스 치 V V

도구활용
일상 도구를 이용

한 실험
V

성공의 경험

문제해결
구상한 교실 모형 제

작 온도 실험
V

력학습
아이디어 수렴

모형제작 토의
V

도 의식
결과물 설명, 장단

개선 공유
V V

<표 13> 5·6학년 로그램 STEAM요소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형 STEAM 교육이 추구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목 으로 구성주의 교육의 철학에 그 근원을 두

고, 미래의 주인공인 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한 교

육 로그램을 개발 용하는 것이다. 이를 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응 환경디자인에 하여 자

주 문제설정 창의 인 문제해결과정을 용하여,

궁극 으로 융합인재의 핵심역량 창의, 융합, 소통, 배려

를 강화하고, 창의 인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등교과과정에 기반한 STEAM 교육 로그램 개발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

었다

첫째, STEAM 교육 로그램은 실제 상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하면 이때, 상황제시,

창의 설계, 성공의 경험의 학습 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한 이러한 거에 실제 인 사회가 직면한 거

문제에 한 상황제시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흥미유발과

거 PBL과정 용내용

상황

제시

사실발견 이 오 추운 날 우리 교실을 매우 추웠는데 쉬는 시간

에 만난 친구의 교실을 춥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문제발견 이 두 교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창의

설계

아이디어

발견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 탐구

자연채 을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기법을 탐구

교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채 기법을 이용한 교실 아이

디어 스 치

학습과정이 표 된 보드

아이디어를 구 한 모형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기를 활용하여 따뜻한 교실

을 설계하고 제작함.

목표발견
손 등과 모 종이와 같은 간단한 재료를 이용하여 빛이

치한 각도와 빛의 양의 계를 이해하는 실험

성공의

경험

해결책

발견

스스로 구상한 교실에 해 모형으로 구 해 보고 교실 안

에서의 온도변화 실험을 통해 따뜻한 교실의 기능을 확인

함으로써 성공의 경험

수용안

발견

각자의 아이디어를 하나의 교실에 구 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을 경험

학습과정과 모형에 한 작품 설명을 통해 에서 만든 교

실에서 실제로 거주할 경우 장단 , 앞으로 개선하고 싶은

에 해서 생각하고 발표 함

<표 12> 5·6학년 STEAM 로그램의 PBL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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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STEAM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학습자

의 교과과정의 수 을 반 하여 각 과목별 주제를 선정

하고 이에 따른 학습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

내용은 STEAM 요소와 거틀로 분석하여 확인 단계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STEAM 교육 로그램의

경우, 창의 인 문제해결과정에 한 교수학습이론에 기

반 하여 학습자들의 학습내용과 활동을 구성하 으며,

이러한 창의 인 융합인재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개발 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게 될 등학생들

에게 한 분야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 한 사회문

제를 융합 인 근, 소통과 배려의 사회성 개발과 더불

어 창의 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융합인재로서

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본 로

그램은 이러한 창의 인 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의와,

더불어 향후 지구환경의 미래를 비하는 환경윤리교육

이 됨으로써 궁극 인 지구환경 보존에 이바지 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학생과 고등학생을 한 환

경디자인에 한 STEAM 교육 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 로그램의 진행 후 로

그램별, 교수학습이론 용에 한 비교 평가 연구가 진

행될 수 있다. 한 향후, · ·고 STEAM 문교사 양

성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더불어 다양한 사례를 통

한 로그램에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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