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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정보화와 세계화로 표되는 현 사

회는 이전 세 가 미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엄청

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21세기 사회는 과학기술에 한 기본 

소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한 많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인류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자산인 미래 과학

기술 발전을 주도할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의 양성을 위해 초⋅중

등학교 수준에서부터 과학기술에 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2010). 이러한 STEAM 교육에서

는 과학, 수학, 기술, 공학 등 분절적인 학문의 학습 보다는 이를 예술

이나 인문학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학문에 한 가치 등을 

인식하도록 하는 감성적 체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에서 주도하는 STEAM 교육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STEM 교육

과 그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인문학과 예술을 포함한 융합적인 인재 

육성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Kwon & Ahn, 2012; Kim et al., 
2012; Park et al., 2012).

융합인재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의 STEAM에 한 

전문성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2011년 이후 정부(교육부 및 한국

과학창의재단)에서는 현장교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STEAM 교

사 연구회를 장려하여 현장적용성이 높은 STEAM 수업 모델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교사 중심의 협력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STEAM 리더스쿨, 선도교원 연수, STEAM R&E 지원 사업 등 다양

한 방법으로 STEAM 교육의 확산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STEAM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융합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

로 한 “입문 연수”와 교사의 STEAM 프로그램 재구성 방법과 수업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한 “기초 연수”운영을 통해 교사의 STEAM 

교육에 한 이해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2015).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들

은 학교 현장에서 STEAM 교육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초등교사들의 경우 STEAM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STEAM에 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낮으며, 초등교육보다는 중등교

육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Chae & Noh, 2014; Shin & Han, 

2011; Son et al., 2012). 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STEAM 교육의 취지

와 교수방법에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수업 실행에 해

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Woo, 2013). 이처럼 교사들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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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실행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STEAM 교육의 현장확산

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STEAM 수업을 적용한 

교사들의 경우 자신이 수행한 STEAM 수업의 효과에 해서는 만족

하고 있으나 수업 준비에 한 부담감으로 인해  수업실행에 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an & Lee, 2012; Yoo, Hwang, & 

Hahn, 2016). 한편, 초등교사들이 중등교사들에 비해 STEAM 교육에 

한 교수효능감이 높고, STEAM 수업 실행에 있어 겪는 어려움의 

종류에도 학교급별 차이가 있어 초중등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이 필요하다(Yoo et al., 2016). 예를 들어, STEAM 수업을 적용한 

초등교사들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주제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방법이나 전문 과학지식의 부족, 준비 시간 부족, 학생들의 수업에 

한 인식 부족, 평가에 한 참고자료 부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

을 알 수 있다(Geum & Bae, 2012; Lee & Shin, 2014; Lim, Kim, 

& Lee, 2014). 중등교사들 역시 융합형 과학교과의 목적이나 취지에 

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타 교과에 한 선행지식이 부족하여 동기 

부여가 어렵고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였다(Lee, 

2012; Song et al., 2012; Yoon, Yoon, & Woo, 2011). 따라서 STEAM 

교육의 현장확산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STEAM 교육에 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의 교수 역량(teacher competence)은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라고 정의되어 

왔으며(Kim & Lee, 2005; Noh & Choi, 2004; Smith & Simpson, 

1995), ‘교과교육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으로 구분하여 정의되기도 하였다(Baek et al., 
2007). 이러한 교수 역량은 사회와 시 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그 

의미가 더 포괄적으로 변화되면서 교사의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의미

하는 교수학적 역량(teacher capacity)으로 정의되기도 한다(Grant, 

2008; McDiarmid, & Clevenger-Bright, 2008). 융합인재교육을 효과

적으로 지도할 교사 역량으로는 인문학, 이공학, 예술 등 영역을 넘나

드는 간학문적 지식과 교수 방법을 겸비한 간학문적 소양

(interdisciplinary literacy)이 필요하다(Shin et al., 2012). 본 연구에서

는 교사의 STEAM 역량(teacher competence for STEAM)을 

‘STEAM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학문적 

지식, 융합 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교육적 지식, 실제 수업에서 

융합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업 및 협업 능력, 융합적 

소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STEAM 교육에 한 교사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STEAM 

교육에 한 자신감과 실행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교사연수이다(Cho & Park, 2013; Lee, Park, & Kim, 2013; 

Shin, 2013). 교사들은 교사연수를 통해 STEAM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STEAM 수업에 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STEAM 입문연수와 기초연수 등 기존의 STEAM 관련 교사연수는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어 STEAM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한 교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 내용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연수를 통해서는 교사의 학습과 실천이 연계되기 쉽지 않다

(Kim, 2011; Seo, 2009a). 따라서 STEAM 교육의 현장확산을 위해서

는 교사들의 융합을 위한 충분한 전공지식의 제공이 뒷받침되고, 교

사 개인이 직접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

써 STEAM 실천 능력 함양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필요

하다. 그리고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많은 내용들이 첨단 과

학과 관련되어 있어, 첨단과학 기술 및 융합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함양이 교사연수에서 필요하다. 또한 STEAM 교육의 경

우 다양한 교과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동료교사들 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Kim, 

2011; Seo, 2009b; Sergiovanni & Starratt, 2007). 

이러한 필요성으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Advanced STEAM Teacher 

Education Center: ASTEC)를 지원하여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를 

운영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화여자 학교의 첨단과학교사연

수센터(ASTEC)에서 개발한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

(Advanced STEAM Teacher Training Program: ASTTP)의 운영 결과

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STEAM 역량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교사연수에 

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 및 운영

되었는가?

둘째,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연수참여자들의 

STEAM 역량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에서 2014년 동안 ASTEC에서 운영된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으로 진행하였다. 연수참

여자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연수참여자 중 남교사는 40.6%, 

여교사는 59.4%로 여교사의 참여 비율이 더 높았으며,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는 중견 교사가 연수참여자의 약 65%였다. 참여 교사

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초등교사들의 경우 37.9%, 중등교사의 경우 

78.2%가 과학 전공자로, 주로 과학전공 교사들이 연수에 많이 참여하

였다. 연수기간 동안 교사들은 연수참여자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 교

수 경험 등의 교류를 위해 조별활동에 참여하였다. 각 조는 5명의 연수

자, 한 명의 멘토교사와 스티머(STEAM-er)로 구성되었다. 멘토교사

는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 관련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써 STEAM 교육전문가로 추천된 교사들로 선정되었다. 

전체 연수기간 동안 멘토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조원들의 조별활동에 

해 다양한 멘토링을 제공하였다. 집합연수기간 중 우수 STEAM 수

업 사례를 소개하고, 연수 교사들의 조별 STEAM 수업 모듈 개발과정

에 함께 참여하였고, 온라인 연수기간 중에는 조별 STEAM 모듈 뿐 

아니라 개개인의 교사들이 개별 STEAM 지도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피드백을 제공하여, STEAM 지도안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현장에 적

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스티머는 교육 학원 혹은 사범

학 재학생으로 연수자의 원활한 연수 진행을 돕는 동시에, 예비교사

로서 STEAM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연수 참여 교사들은 연수기간 동안 STEAM 현장적용을 위한 조별 

수업 모듈과 개별 수업 지도안을 과제로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보

았다. 조별 수업 모듈의 경우 집합연수기간 중 도출된 STEAM 수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4∼8차시 정도 분량의 현장적용 가능한 모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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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개별과제의 경우 조별로 개발한 STEAM 수업 모듈 중 

일부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거나, 기존 우수사례를 자신

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

에서 멘토교사의 멘토링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후, 1∼3차시

에 걸쳐 수업에 적용해 보는 것이 현장적용을 위한 실행과제였다. 

이후 연수 참여 교사들은 개발한 STEAM 수업에 한 내용을 소개하

고 실행후기를 작성한 개별 보고서와 수업 실행 동영상(최소 1차시 

이상)을 제출하였다. 

2012년 연수의 경우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의 교사들이 한 조로 구성되어 조별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연수 

후 지속적인 만남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후 연수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수 시작 전에 연수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를 조사

하여 같은 지역 소속의 교사들이 한 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을 우선 

기준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전공, 같은 학년군으로 조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STEAM 교육의 특성 상 융합적 사고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 간의 협업이 필요하

며,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해 같은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연수 

후 곧바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주제로 수업 모듈을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

가. 연수 프로그램 개발 목표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 ‘융합인재교육’을 실행할 교

사들의 STEAM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목표를 

1) 성별의 경우 연수 이수자 정보를 조사한 결과이고, 교육경력과 전공과목의 

경우 설문지 응답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응답자 수의 차이가 있다. 

설정하였다. 

첫째, 첨단과학기술 및 융합을 위한 전문적 지식함양을 목표로 하

였다. 융합인재교육은 첨단과학기술과 관련한 실생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사들이 STEAM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서는 학교 현장과 교육과정을 고려한 과학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수학, 

인문사회, 기술 및 공학, 예술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기초 소양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교과 뿐 아니라 여러 교과에서도 첨단과

학기술에 한 이해가 요구된다(Sung & Chung, 2013). 현직 교사들

에게 과학 연구자로서 과학 탐구과정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험 교육 및 최신 과학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 지식 향상에 매우 필요하다(Kang et al., 
2008). 이에 본 연수센터에서는 학에 속해있는 다양한 연구소와 

실험실의 우수 연구자들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교사

연수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의 STEAM에 한 실행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였다. 교사의 교수 행위는 실제에서 교수학적 지식을 강화

하고, 실천이 가능한 환경과 시스템에 한 지원이 필요하며

(Cochran-Smith & Lytle, 1999),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교수법, 교

육과정에 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의 융합이 요구된

다(Hollins, 2011). 이를 위해 교사가 교육현장에 실행할 수 있는 자료

를 스스로 개발하거나, 기존에 보급된 우수한 STEAM 수업 자료를 

자신의 수업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연수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자료개발에서 그치지 않

고, 현장적용을 실천해봄으로써 실천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해 교사전문성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 

교사의 학습공동체는 교수 행위(teaching)라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

를 통한 “실천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을 기반으로 형성되

인적사항1) 구분 초등(%) 중등(%) 계(%)

성별

남 178(43.7) 105(38.3) 283(40.6)

여 229(56.3) 184(61.7) 413(59.4)

계 407(100) 274(100) 696(100)

교육경력

5년 미만 39(13.0) 34(12.5) 73(12.8)

5-10년 71(23.6) 52(19.2) 123(21.5)

11-15년 84(27.9) 51(18.8) 135(23.6)

16-20년 50(16.6) 53(19.6) 103(18.0)

21-25년 29(9.6) 52(19.2) 81(14.2)

26년 이상 21(7.0) 24(8.9) 45(7.9)

무응답 7(2.3) 5(1.8) 12(2.1)

계 301(100) 271(100) 572(100)

전공과목

초등교육 64(21.3) 0(0) 64(11.2)

과학 114(37.9) 212(78.2) 326(57.0)

수학 40(13.3) 30(11.1) 70(12.2)

음악, 미술 36(12.0) 10(3.7) 46(8.0)

실과/기술, 가정, 컴퓨터 19(6.3) 15(5.5) 34(5.9)

영어, 국어, 도덕, 사회 21(7.0) 3(1.1) 24(4.2)

무응답 7(2.3) 1(0.4) 8(1.4)

계 301(100) 271(100) 572(100)

Table 1. Information of the participating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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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사는 새로운 지식 습득을 비롯한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습

공동체 안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Wenger, 1998). 이를 위해

서는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

하다(Noh & Paik, 2014). 본 교사연수센터에서는 교육현장에서 

STEAM 교육이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TEAM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또한 STEAM 경

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멘토교사로 위촉하여 자료 개발 준비 단계부터 

현장적용에까지 서로 의견 교류를 통해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융합인재교육(STEAM) 심화과정 연수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한국

과학창의재단에 의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구성된 총 60시간(4학

점)의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진인 이화여  첨

단과학교사연수센터(ASTEC)에서는 교육학전문가, 과학교육⋅수학

교육전문가, 과학자 및 STEAM 전문교사로 구성된 연구진 협의를 

통해 연수 목적을 설정하였다. STEAM 관련 교사연수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조사 및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구성 시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활용하고 

체험학습의 원리를 강조한 선행연구(Brookhart, 2009; Popham, 2008; 

Kolb & Kolb, 2001)를 바탕으로, 이론과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천이 

혼합된 형태의 집합연수, 온라인연수, 현장적용, 성과발표(집합연수)

를 연수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본 심화연수 프로

그램은 단기간 시행되는 기존의 연수와는 달리 약 3달 여간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운영되는데, 연수 시작 시 STEAM 전문가인 멘토교사와 

다양한 전공의 멘티교사들이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온라인과 오프

라인 상에서 활동하며, 연수기간 중 협업을 통해 개발한 STEAM 프로

그램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이후 집합연수의 형태로 수업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STEAM 관련 연수 이수 교사들을 상으로 연수 전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현장 교사들의 교사연수 요구도 조사를 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강의, 멘토교사 수업, 실험실습 및 랩 탐방, STEAM 수업자료 

개발을 위한 조별활동, 포스터발표회, 현장적용 및 사례발표 등 다양한 

형태의 세부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3년간 연수를 운영하면서 연수참

여자, 멘토교사, 강의진 및 연구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전체 연수프로그램은 약 3달 동안 진행되었다. 연수 첫 해인 2012

년에 집합연수 5박 6일(48시간), 온라인 연수 7시간, 성과발표 5시간

으로 운영하였는데, 연수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연수일정을 조정

하였다. 집합연수기간 및 시수를 줄여 연수부담을 덜어주었고, 연수

기간 중 개발한 STEAM 수업 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을 

연수시간으로 인정하여 효율적인 연수 구성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연수의 경우 집합연수 3박 4일(38시간), 온라인 연수 

12시간, 현장적용 5시간, 성과발표 5시간으로 운영하였다. 융합인재

교육(STEAM) 심화연수의 집합연수는 다음 Figure 1과 같은 일정으

로 운영되었다. 온라인 연수는 집합연수 시작 전에 오픈하여 연수참

여자들이 미리 강의 콘텐츠를 접하여 STEAM 교육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집합연수 이후에도 추가 강의 이수와 지속적

인 교사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체 연수가 종료될 때까

지 운영되었다. 또한 집합연수와 온라인 연수를 통해 개발된 STEAM 

수업자료의 현장적용을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발표는 우수 

수업 사례 발표를 통해 교사들이 STEAM 교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STEAM 심화과정 연수 참여 교사들의 STEAM 역량함양에 효과

적인 교사연수 운영을 위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Greene(2007)의 

혼합연구방법을 토 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였다. 연수참여자들의 

연수에 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차년도 연

수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반영하였다. 설문지는 집합연수, 온라인 

연수, 성과발표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총 3종을 개발하였다. 프로

그램의 운영에 관한 설문 내용은 각 세부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점이 유익하였는지에 한 선다형 

문항 6개와 세부 프로그램별 만족도를 묻는 5점 만점 리커트 문항, 

보다 나은 연수에 한 의견을 적는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들의 STEAM 역량함양에 미친 영향은 자기평가 문항을 통해 조

사하였다. 자기평가는 교사 자신이 스스로의 수업을 반성하고 개선하

시간 1일 2일 3일 4일

9-10 특강 4

실험실습 1

포스터 발표 준비

10-11 오리엔테이션 분반 강의 1 분반 강의 3

11-12 특강 1 분반 강의 2 분반 강의 4

12-1 점심

1-2 특강 2

랩 탐방 실험실습 2
포스터 발표

2-3 특강 3

3-4 팀 빌딩 특강 5

4-5
멘토교사 수업 1 멘토교사 수업 2 조별활동

특강 6

5-6 수료식

6-7

조별활동

저녁

7-8
조별활동 조별활동

8-9

Figure 1. Offline intensive course of ASTTP for secondary teachers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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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Hwang & Baek, 2008; Kim & Lee, 2005), 

본 연수가 교사 자신의 STEAM 역량함양 및 향후 STEAM 교육의 

실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2개의 문항과 학습공동체 형성과 

그 효과를 묻는 2개의 문항을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하였다(Table 3 

참조). 집합연수, 온라인 연수, 성과발표가 끝난 후 서면 혹은 온라인

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교사들은 모든 설문에 하여 익명으로 응

답하였다. 수집된 설문 결과 중 리커트 문항은 SPSS 18.0을 통해 분석

하였으며, 서술형 문항은 내용 범주별로 빈도를 분석하여 응답 내용

을 정리하고 그 결과는 다음 연수를 개선하는데 반영하였다. 또한 

본 연수가 연수참여자들의 STEAM 역량함양에 미친 영향에 한 자

기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수기간 동안 작성되는 교

사들의 다양한 산출 자료와 교사의 현장적용에 한 수업실행후기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Ⅲ. 결과

1.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 전반에 한 연수 참여 교사

들의 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2012년 3.91, 21013년 4.09, 2014년 

4.17로 1차 년도부터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해를 거듭할수

록 교사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에 살펴 볼 각 세부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 나타난 의견들을 

다음 연수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한 효과라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연수의 구성적인 측면을 물어본 문항 1∼4의 

결과에 의하면 모두 4.2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본 연수 프로그램

의 내용 및 운영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집합연수, 온라인 연수, 

현장적용, 성과발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각 세부 프로

그램의 운영 결과 및 각 프로그램에 한 교사 인식은 다음과 같다. 

가. 집합연수

집합연수 일정은 Figure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강, 분반강의, 멘

토교사 수업, 랩탐방, 실험실습, STEAM 수업 모듈 개발을 위한 조별

활동 및 포스터 발표회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 첫날 STEAM 교육학을 

소개하는 특강을 시작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특강이 끝난 후 연수

교사, 멘토교사, 스티머가 함께 모여 유 감을 형성하는 팀빌딩이 진

행되었다. 멘토교사 수업은 우수 STEAM 수업사례 소개 또는 워크숍 

형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교육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STEAM 

수업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 2일차에 진행된 

랩탐방의 경우 10개 내외의 과학, 공학, 예술 분야의 랩 중 3개 랩을 

선택하여 최신 연구 내용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 3일차에 

진행된 실험실습은 초등 1회, 중등 2회 진행되었고, 개설된 10개 내외

의 실험 중 원하는 실험을 선택하여 보다 전문적인 실험실습 내용을 

체험하고,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연수기간 중 매일 저녁 진행된 STEAM 수업 모듈 개발을 위한 

조별활동 시간에는 집합연수기간 동안 학습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

로 멘토교사와의 멘토링을 통해 조별 STEAM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

다. 연수 마지막 날에 진행된 포스터 전시 및 발표회를 통해 다른 

동료교사들의 STEAM 수업 아이디어도 얻고, 동료교사들의 피드백

을 자신의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 마지막 시간은 전체 

특강을 진행하고, 설문 및 온라인 연수 안내를 하는 것으로 집합연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교사들에게는 집합연수 자료집과 워크북을 제공하였다. 자료집의 

각 강의 자료 앞에는 강의 내용과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분

석한 교육과정 분석자료를 추가하여, 연수자들이 연수내용과 교육과

정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워크북을 제공

하여 교사가 연수를 들으면서 강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떠오르는 

STEAM 아이디어 및 동료교사들과의 토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강의 

특강은 연수자 전체가 듣는 내용으로 STEAM 교육학, 전공 내용으

로 구성되어 연수자들의 STEAM 및 전공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분반강의의 경우 동시간에 2∼4개의 교육학, 전

공 강의를 개설하여 교사가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강의 목록: 부록 Table 1 참조). 모든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

하여 온라인 연수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집합연수기간 중 듣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분반강의의 

경우 동시에 4개 분반을 개설하여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

하였으나, 2014년에는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여 초등의 경우 2개 분반, 

중등의 경우 3개 분반으로 분반 수를 다르게 구성하였다. 2012년에 

비해 2014년의 분반 강의 수가 줄어든 것은 2012∼2013년 연수에서 

진행된 많은 분반강의를 온라인 연수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온라인 

연수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의 비중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 교사들의 다양한 전공을 고

려하여 초등보다 한번에 개설된 분반 강의 수는 더 많이 구성하여, 

교사들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아래는 강의 개선점과 관련

된 교사들의 서술형 응답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다. 

번호 문항 2012 2013 2014

연수

구성

1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프로그램은 STEAM 교육에 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3.75 4.07 4.21

2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가 융합인재교육에 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및 방법을 제공하였다. 
3.86 4.10 4.20

3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프로그램 내용이 만족스럽다. 3.82 4.06 4.20

4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이 만족스럽다. 3.97 4.08 4.22

계 3.91 4.09 4.17

Table 2. List of questions and overall satisfaction evaluation on ASTTP (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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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과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강의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초등학교에서 융합교육을 하는 것과의 연

관성 면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2012년 초등교사)

 과학교과에만 치우친 이론 수업, 타교과와의 융합이 부족합니다. 

(2012년 중등교사)

 강의내용이 우수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어떤 강의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좋았다. (2013년 초등교사)

 “학교 쓰레기 발생지도 만들기” 융합수업은 그동안 해봤던 융합수업

과는 다소 다르게 구성하였다......<중략>...... 이번 STEAM 심화 

연수 과정에서 사회과 교수님이 강의 내용에 설명한 범죄발생지도

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융합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4 초등교사)

교사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2012년 연수의 경우 강의의 난이도가 

높고, 강의 주제가 과학교과에 치중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2013년 연수부터는 연수 전 강의 교수진에게 강의 주제와 관련된 

초중등 교육과정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강의의 내용이 학교 교육 내

용과 접하게 연결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강

의 내용이 과학교과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문, 예술, 

사회 분야의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초중등 교과 관련 

정도가 낮은 강의, 만족도가 낮은 강의의 경우 다음 연수에는 개설하

지 않는 방식으로 강의의 질을 관리하였다. 이 결과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수교사들의 강의 만족도가 해마다 상승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 교사들의 서술형 응답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강의의 내용이 실제 교사들이 

STEAM 수업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

에서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Figure 2. Satisfaction evaluation on lectures
(2012-2014)

② 멘토교사 수업

연수 전 멘토교사들을 상으로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워크

숍을 실시하여 STEAM 교육에 한 철학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강의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멘토링 방법에 해서도 

논의하였다. 멘토교사 수업은 멘토교사 별로 7개의 강의를 개설하여 

우수 STEAM 수업사례 또는 워크숍 형태의 수업을 통해 연수자들이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STEAM 수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기 조의 멘토교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정하여, 

연수자와 멘토교사 간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멘토교사 

수업 만족도는 Figure 3와 같이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아래 내용은 

멘토교사 수업과 관련되어 빈도수가 많은 서술형 응답 내용이다. 

 현장교사의 경험과 관련된 강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초등교사, 2012년 중등

교사)

 학교 수업에 활용 가능한 STEAM에 대한 이해와 수업의 소개, 모듈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수업소재나 방법에 대한 강의가 되었으면 더

욱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초등교사)

 직접적으로 수업자료나 내용을 참고할 수는 없었어도, STEAM에의 

접근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본인의 해당 

교과 및 학습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강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2013년 중등교사)

Figure 3. Satisfaction evaluation on mentor 
teachers lecture(2012-2014)

연수자들은 멘토교사 수업을 통해 실제 수업 경험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또한 동료교사가 STEAM 수업을 실행

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STEAM 수업 실행에 한 강한 동기 부여가 

되었다. 2012∼2013년에는 멘토교사 수업이 1회만 진행되었으나, 위

의 서술형 응답에서와 같이 멘토교사 수업을 더 많이 진행해달라는 

연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4년에는 2회로 늘려 진행하였다. 

또한 멘토교사 강의를 녹화하여, 온라인 연수에서 추가하여 들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함으로써 연수자들이 자신의 STEAM 수업을 개발하

고 현장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랩탐방

다양한 랩 탐방을 통해 첨단과학 분야에 한 풍부한 소양을 갖추

고 이를 STEAM 수업 모듈 개발 자원으로 활용하여 교육현장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개 내외의 첨단과학, 공학, 예술 분야의 랩 

중 3개 랩을 선택하여 조별로 3시간 동안 견학하며, 각 연구소 및 

실험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최신 연구 내용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

다(랩탐방 목록: 부록 Table 2 참조). 랩 탐방 만족도는 Figure 4와 

같이 해마다 상승하였다. 이는 연수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 만족도가 

낮은 랩은 다음 해의 연수 프로그램에서 제외하였고, 랩 탐방을 진행

하는 담당 연구원에게 미리 초중등 교과서와 교육과정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랩탐방 안내 시 이와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한 

효과로 분석된다. 아래 내용은 랩 탐방과 관련되어 많이 언급된 서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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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과학이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예시 제공-의학적인 부분

은 적용이 힘든 경우가 많아 좀 더 교과와 연계된 내용 제시 필요합니

다. (2012년 초등교사)

 랩 탐방과 실험실습을 통해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를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2013년 중등교사)

 랩탐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

습니다. (2014년 중등교사)

Figure 4. Satisfaction evaluation on open-laboratory 
tour(2012-2014)

2012년의 경우 랩탐방이 초등교사들에게는 교과와 관련없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랩 탐방 담당연구원이 초중

등 교육내용과 관련된 랩 탐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학교 교육과

정 내용을 안내하였고, 그 결과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진로교육 

내용을 안내하는 등 랩 탐방이 학교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해마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④ 실험실습

실험실습의 경우 초등은 1회, 중등은 2회 진행하며 10개 내외로 

개설된 실험 중 원하는 실험을 선택하여 보다 전문적인 실험실습 내

용을 체험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실험

실습 목록: 부록 Table 3 참조). 2012년 연수의 경우 초등교사들의 

경우 실험실습의 주제 및 난이도가 초등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이 많아 2013년 연수부터는 초등과 중등 실험의 주제를 다르게 구성

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의 경우 음악치료, 나만의 조명기구 만들기 

등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과학, 예술 분야의 실험실습을 진행한 

반면, 중등의 경우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한 DNA 증폭,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고분자 자기조립현상을 이용한 나노제작 등 보다 전문적

인 내용의 실험실습을 통해 현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내용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실습 역시 만족도가 낮거나 교육과정

과의 연계가 낮은 실험의 경우 다음 연수 프로그램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실습 만족도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연수 만족도 피드백을 반영

하여, 교사들의 만족도가 낮은 실험실습을 제외하고, 교육현장에 적

용가능한 실험실습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해마다 만족도가 상승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래는 실험실습에 해 교사들의 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초등수준에서 학생들과 교실에서 해볼 수 있는 과학실험 체험이 있

으면 좋겠다. (2012년 초등교사)

 실험실습 수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중등교사)

 대학원의 공대 랩 탐방이 좋았습니다. 랩 탐방 및 실험실습 시간을 

늘리고 (과제) 개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중등교사)

Figure 5. Satisfaction evaluation on experiment 
(2012-2014)

실험실습의 서술형 응답에서 특히 중등교사들이 실험실습 수업을 

더 확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등교사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첨단과학 분야의 실험실습을 체험하는 것을 선호하고, 

학생들에게 진로 안내를 하거나, 실험수업 주제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⑤ 조별활동

STEAM 수업 모듈 개발을 위한 조별활동 시간에는 집합연수기간 

동안 학습한 다양한 경험(강의, 랩탐방, 실험실습, 멘토교사 수업 등)

을 바탕으로 STEAM 수업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조별 

STEAM 수업 모듈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때 각 조의 담당 

멘토교사의 멘토링을 받아 수정보완한 STEAM 수업 모듈을 포스터

로 제작하였다. 연수 마지막 날 포스터 전시 및 발표회를 통해 전체 

조의 STEAM 수업 모듈을 관람함으로써 다른 동료교사들의 STEAM 

수업 아이디어도 얻고,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얻은 개선점을 자신의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조별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전공과목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연수였습니다. (2012년 중등교사)

 조별활동 시간을 좀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초등

교사)

 기초 원격 연수만 받고 참가를 하게 되었다. 스팀아이디어 찾기, 

모듈 찾기 등을 통해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를 

통해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 가장 큰 열매인 

것 같다. (2013년 중등교사)

 포스터 발표가 STEAM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제일 큰 도움

이 되었다. (2013년 중등교사)

조별활동 만족도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위의 서술형 응답에서와 

같이 다양한 전공과목 동료교사들과 협업하여 STEAM 수업 모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STEAM 수업에 한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교과 내용이 포함된 STEAM 수업 모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별활동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집합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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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조별활동 시간을 좀 더 늘리고 STEAM 수업 모듈을 개발하는 

전 과정에 멘토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멘토링을 진행하면 보다 더 완

성도 높은 STEAM 수업 모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Figure 6. Satisfaction evaluation on group 
activities(2012-2014)

나. 온라인 연수

온라인 연수시간은 12시간(2014년 연수 기준)으로 6개 이상의 강

의를 수강하고, 온라인 연수 과제로 온라인 강의 요약서 4개를 제출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연수 수강 기간은 1주일로 정해져 있으나 

연수기간 중 계속 오픈하여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강의는 약 30개 강좌 내외로 집합연수의 분반 강의, 멘토교사 강의, 

2012∼2013년 우수강의 등이 업로드 되어 있어, 교사들이 원하는 강

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연수 사이트에서는 각 

조별 프로젝트 게시판이 생성되어 있어 연수자와 멘토교사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수 참가자들이 개발한 수업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온라인 연수의 활동 내용은 Figure 7과 같다. 

연수교사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조원들과 멘토교사와 함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면서 조별 STEAM 수업 지도안 작성을 하였다. 조별 

STEAM 수업 지도안을 바탕으로 현장적용할 개별 STEAM 수업 지

도안을 개발하였다. 멘토교사는 담당 조의 조별 STEAM 수업 지도안 

및 조원들의 개별 STEAM 수업 지도안에 한 멘토링을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예: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를 이용하여 수시로 진행하

였다. 온라인 토론과 멘토교사 멘토링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조

별 & 개별 STEAM 수업 지도안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 

연수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수조원들과 멘토교사가 과제를 

수행하고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집합연수 후 온라인 연수를 통해 강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점이 

좋았다. (2012년 중등교사)

 온라인 연수기간을 좀 더 늘려주면 더 많은 강좌를 듣고자 하는 

교사에게 좋을 것이다. (2013년 초등교사)

 STEAM 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추가로 연수(온라인)를 청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초등교사)

 온라인 연수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중등교사)

온라인 연수 만족도는 Figure 8과 같다. 온라인 시스템 안정화, 연

수 오픈 및 운영 기간 변경, 온라인 연수 수강 방법 등의 다양화, 

강의의 우수성 때문에 만족도가 해마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첫해에는 연수 사이트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강의 로딩이 끊

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해가 갈수록 안정화되었다. 2012∼2013

년에는 집합연수 후 온라인 연수가 진행되었으나, 2014년에는 집합연

수 전 온라인 연수를 먼저 실시하여 연수자들이 연수 전에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STEAM 교육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연수기간 동안 온라인 연수를 오픈하여, 더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

록 하는 등 온라인연수 운영 기간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2014년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강의 수강이 가능하여, 온라인 연수 접근성이 더 용

이해졌다. 한편 질적인 측면에서도 향상이 있었는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강의들을 주로 제공하고,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

록 한 점도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위 연수자들의 서술형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연수의 

경우 연수자들이 강의 동영상만 클릭하고, 내용은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연수의 경우 강의 기간 외에도 추가로 

더 수강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강의 콘텐츠만 우수

하다면 온라인 연수도 효과적인 연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Figure 8. Satisfaction evaluation on online 
course(2012-2014)

다. 현장적용 및 성과발표

현장적용은 온라인 연수기간 중 개발한 STEAM 수업 지도안을 

현장에 1∼3차시 정도 적용하는 것으로, 심화연수에서 학습한 

STEAM 교육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는 기회이다. 2012년 연수자들

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2013년 연수부터 현장적용을 위한 교사의 준비

시간을 연수시간에 포함하여 교사의 연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

다. 현장적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적용 후 수업 동영상을 제출Figure 7. Learning process of online course of AS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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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고, 최종 과제 제출 시 STEAM 수업 지도안에 학생 및 

교사의 수업 참여 후기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현장적용은 

교사의 STEAM 수업 실행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STEAM 

교육의 현장확산에 기여하였다. 

성과발표에서는 우수 수업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수업자료 및 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적용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성과발표 만족도는 Figure 9와 같이 해마다 상승하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동료교사들의 우수수업 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한 

수업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현장적

용 및 성과발표와 관련되어 많이 언급된 수업실행보고서 후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힘이 들었지만 활동 전개 내내 보여

주는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해 STEAM수업의 의미와 효과

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2014년 초등교사)

 이 전의 수업은 내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사람이 설계한 

것을 가져다 쓰거나, 변형시켜 수업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왜 이렇게 수업을 짰지?’하며 뒤엉켜 버린 

내용에 당황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STEAM 수업은 내가 직접 

설계를 하여 투입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2014 중등교사)

Figure 9. Satisfaction evaluation on 
workshop(2012-2014)

분석 결과, 교사 스스로 STEAM 수업에 한 확신이 없었고 수업

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수업을 하였을 

때 학생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STEAM 수업의 효과에 

해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개발한 

STEAM 수업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만족감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응

답하였다. 이를 토 로 현장적용은 교사들이 STEAM 수업을 직접 

적용해봄으로써 STEAM 수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교사들의 만족감

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2. 연수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STEAM 역량함양에 미친 효과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STEAM 역량함

양에 미친 효과는 Table 3과 같다. 2012년 3.97, 2013년 4.11, 2014년 

4.13으로 꾸준히 연수의 효과에 한 평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문항 1∼4는 본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느끼는 자신의 STEAM 

역량함양에 한 자기평가 내용으로, 본 연수가 학교 현장확산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문항 1의 “현장

에 실천 가능한 실천적 역량함양에 도움이 되었다.”와 문항 2의 “향후 

내가 실천하게 될 STEAM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1차 년도에는 각각 3.73, 3.98로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3차 

년도에는 각각 4.12, 4.18로 높은 만족도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점

차 개선된 연수가 STEAM 교육의 현장확산을 담당할 교사들의 

STEAM 역량함양에 효과적이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현장적용 후 제출한 ‘수업후기 보고서’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래 교사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STEAM 심화

과정 교사연수를 통해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의 필요성과 실천에 

한 교사의 역할에 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교사

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야한다는 성찰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연수 이수에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의 

적용에 한 적극적인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 

 STEAM 수업이 많은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과 문제해결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창의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 배려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번 연수는 그것을 느끼는데 충분한 기회였다고 본다. 

더욱 많은 연수와 연구를 통해 STEAM 교육을 접하고 이를 학생들

과 함께 이끌어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2013 중등교사)

 바쁜 학교 일정 속에서 STEAM 수업을 구상하여 적용해본다는 것은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적합한 상황과 소재를 찾아보고 

활동을 구성하여 그에 따른 학습 준비를 하고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융합적 사고의 경험

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수업을 연구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었

고 교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2014 초등교사)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이 융합적 사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

로의 미래 교육에 알맞은 교사로서 조금이나마 고민하고 역량을 기

를 수 있는 점, 기존의 교과 중심에서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변화와 

즐겁게 수업에 참여 하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번호 문항 2012 2013 2014

효과

1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는 현장에 실천 가능한 실천적 역량함양에 도움을 주었다. 3.73 4.08 4.12

2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는 향후 내가 실천하게 될 STEAM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3.98 4.17 4.18

3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는 동료 교사들과의 활동을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다. 4.07 4.27 4.10

4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를 통해 구성된 동료 교사들과의 인적네트워크는 향후 STEAM 교육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09 3.93 4.10

계 3.97 4.11 4.13

Table 3. List of questions for evaluating effects of ASTTP (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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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2014 초등교사)

 스팀심화연수를 받고 스팀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게 되

었다. 학교에서는 아직 스팀 수업을 적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공계 

진출 학생들을 양성하는 과학교사로서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사부터 변해야 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2014 중등교사)

 연수 때만이 아닌 평소에 지속적으로 STEAM 교육을 실천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수를 위한 수업을 하려고 하니 힘들고 

일회성의 수업을 할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내년에는 이번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이고 즐거운 STEAM 수업이 되도록 노력

해보아야겠다. (2014 초등교사)

문항 3, 4의 결과에 의하면 조별활동을 통해 구성된 인적네트워크 

형성은 1차 년도에서부터 4.07, 4.09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것은 

교사들이 협력적 학습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수 프로그램이 교사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전문성 발달을 목표로 조별활동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상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연수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높여주고 효과적인 운영결과를 이끄는데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라 해석된다. 아래 실제 교사들의 수업실행후기보고서와 

서술형 응답의 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여름 방학동안 이대에서 STEAM 수업받는 과정, 지도안 계획, 조별 

포스터 제작 등 조원들의 협의와 수업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정말 

머리에 STEAM 나게 힘든 연수였고,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역시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고생한 만큼 보람도 느낀 수업이었다. (2013 중등교사)

 길지 않게 느껴졌던 스팀 심화연수는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나름대

로의 방법을 정리해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연수 

운영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많은 과학교사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2014 중등교사)

연수 참여 교사들은 조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업자료를 개발해가

는 과정과 현장에서 실천해본 경험, 그리고 이같은 경험을 조별활동

을 통해 조원들과 공유했던 점을 인상 깊게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례발표 단계에서는 연수 종료 이후에도 동료교사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 자료를 발굴해 내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후 본 연수센터에서는 저작권 등의 이유

로 전체 교사들 간의 자료 공유는 공개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였으나,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예: 네이버 밴드, 카

카오톡, 웹하드 등)를 활용해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Ⅳ. 결론 및 제언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는 융합적인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더욱 

요구되는 사회이기에, 우리나라는 ‘융합적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 과

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아래 정책적으로 STEAM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TEAM 교육이 학교 교육에 정착하기 위해서 교사의 

STEAM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국내 다양한 STEAM 교사연수 프로그램 중 최종단계인 심화

과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결과에 하여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는 교사들의 STEAM 교육의 실행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내용적인 측면

에서 STEAM과 관련한 교육학, 과학, 수학, 기술, 공학 및 예술 분야

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다루었으며, 온오프라인의 연수 형

태 안에 강의 및 실험, 랩탐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적용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교사연수 형태를 보여주었

다. 또한 연수에 참여하였던 교사들에 의해 3년간 약 700개의 다양한 

주제의 STEAM 수업모듈이 개발되어 초중등 학교 현장에 적용됨으

로써 많은 학생들이 STEAM 교육을 받게 되어 STEAM 교육의 현장

확산에 기여하였다. 연수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요소 및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만족도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강의가 주를 

이루는 부분의 직무연수와는 다르게 체험을 기반으로 한 실습, 수

업자료 개발 및 현장적용까지 접목되어 교사의 STEAM 역량함양에 

실제적 도움이 된 점, 조별 STEAM 프로그램 개발 후 교사 개인의 

수업에 맞춰 개별화할 때 교사의 재구성 능력이 발휘될 수 있었던 

점, 멘토링과 조별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점, 사례 발표 및 포스터 발표회 등을 통해 교사들이 학습공동

체 안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점들이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기본 목표로 개발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발달은 교수 실행이라는 

맥락 아래, 교사 자신의 꾸준한 반성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교수 환경, 교육 정책, 학생의 성과 등 다양한 교사 ‘외적 요인

(External Domain)’에 의해 촉진된다(Borko, 2004; Clarke & 

Hollingsworth, 2002). 따라서 교사들의 STEAM 전문성 발달을 위한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

다. 첫째,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를 접하여 교과 전문가인 교사들에

게 각 학문 분야의 최신 지식에 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 국한된 정체된 교과지식 외에 전공분야

에 한 보다 심화 내용의 학습을 통해 교사의 교과내용지식의 발달

을 이끌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적용까지 연계하여 교사 

자신의 교수실행능력에 한 성찰을 이끌어 냈다. 이는 교사의 실천

적 능력 함양에 실제적 자극이 되는 단계로 교사연수프로그램의 필수 

구성요소로 추천될 수 있다. 셋째, 같은 조에 속해있는 동료교사 및 

멘토교사와의 STEAM 조별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적(shared 

meaning)을 추구하는 과정(Howe & Stubbs, 2003; Palincsar et al., 
1998)에서 조별활동과 멘토링이라는 활동이 또 다른 외적요인으로 

작용해 교사의 교수실행과 반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교

사전문성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교사연수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으로 

기 될 수 있다.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는 다음과 같은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초등교사인 경우 37.9%가 과학전공 교사이며, 중등교사

인 경우는 78.2%가 과학교사들이어서 STEAM 교육의 확산이 과학교

과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등교사들 중 과학

교사가 유독 많았던 이유는 연수 주최 기관명이 “첨단과학”교사연수

센터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과학교과 관련 연수로 인식하여,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 모집 공문이 과학전공 교사들에게만 안

내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타교과 전공 교사들이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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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과정 교사연수에 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았더라도 본인의 

전공과 관련 없는 연수라 인식하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TEAM 교육이 미래세 를 위한 교육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진정한 융합교육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여러 교과 간 교사들의 협업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

고 융합적인 STEAM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실행될 수 있는 여건

이 학교현장에 마련되고 격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를 통해 상당한 양의 STEAM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지만, 저작권 등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료의 공유가 확 되

지 않고 있다. 같은 기수의 연수참여자들 간에는 포스터 발표회나 

사례발표 등을 통해 다른 교사들과의 아이디어의 공유 기회가 제공되

어 효과적인 연수라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개발된 프로

그램과 수업지도안, 활동지 등이 공개적으로 공유되지 못하였고, 다

른 기수의 연수참여자들 간의 공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교

사들이 처음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 것으로부터 자신의 수업에 맞춰 재구성하고 활동지나 수업 자료 

등을 더욱 정교화하고 발전시켜 수업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

라서 STEAM 교육의 효과적인 현장확산을 위해서 심화과정 교사연

수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 중 우수한 사례를 선별하여 공유함으로써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본 논문은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작된 STEAM 교육의 현장확산을 위한 교사연수 중 심화과

정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및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STEAM 

교사연수에 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STEAM 심화과정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STEAM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발되었다. 

총 60시간(4학점)의 직무연수로, 집합연수 38시간, 온라인 12시간, 

현장적용 5시간, 성과발표 5시간으로 구성(3차년도 기준)하였다. 집

합연수는 강의, 멘토교사수업, 실험실습 및 랩탐방, STEAM 수업자료 

개발을 위한 조별활동, 포스터발표회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연수는 

추가 강의 이수와 지속적인 교사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집합연수와 온라인 연수를 통해 개발된 STEAM 

수업자료의 현장적용을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발표는 우수 

수업 사례 발표를 통해 교사들이 STEAM 교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2014 동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지역의 

초중등교사 약 700명이 본 연수를 이수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및 구성을 개선해나가면서 

연수참여자들의 연수에 한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본 연수 프

로그램은 교사들의 STEAM에 한 이해를 높이고, 자료개발과 현장

적용을 통해 교사들의 STEAM 역량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수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STEAM 교사연수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STEAM, 교사연수, 교사 역량, 초등교사, 중등교사, 
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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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분야 강의제목

STEAM 교육학
STEAM 융합을 위한 교육학적 모델 / 융합교육의 원리와 방법: 차이와 경계를 넘어 /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쟁점에 한 

토의 / 토론 기반 융합 수업 / 수학적 관점에서 본 STEAM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 STEAM 교육정책 및 추진방향 등

수학/물리/생물/ 화학 등 

자연과학

빅데이터 시 의 수학의 의미 /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 외계 행성계의 발견 / 얼음의 역발상: 물 /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
MAS: 수학(M)이 예술(A)과 과학(S)를 만나다 등

환경공학/ 
생명공학/의학물리 등 

기술⋅공학 

식량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식물공장 / 바이오전자공학기술의 이해와 응용 / 바이오 의약품을 통한 질병의 정복 / 암 연구를 

위한 생명과학기술 / 세포신호전달과 신약개발 전략 / 반도체 공학 개론 등

인문사회
공간정보기술 활용 수업 / 전통과 고전의 계승과 창조 / 생태학과 기술적 상상력 시 의 예술 / 초현실주의의 기법과 창의성 

계발 / 시간을 아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 한국 경제와 재벌 /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보는 세계 등

예술 
영화 분석의 기초 / 공학과 디자인 / 상호작용성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 르누아르, 빛을 그리다 / 새로운 시지각의 

탄생 / The Media in Wonderland 등

Table 1. Titles of the lectures

분야 Lab 분야 Lab 

생명과학

 기능유전체학실험실

 단백질공학연구실

 고분자생체재료연구실

공간디자인  공간디자인랩

환경공학

 기환경실험실

 기후/환경변화 예측 연구센터

 환경생물공학연구실

건축학  디지털건축연구실 

물리학

 응용핵물리실험실 영상디자인  디지털 에듀테인먼트 연구소

 나노소자물리 실험실 뇌인지과학  신경생리연구실

 QMMRC Clean Room 에코과학  분자생태학연구실

Table 2. List of open-laboratory tour

분야 실험실습 분야 실험실습

컴퓨터공학 

 비주얼블락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통한 모

바일 앱 제작

화학

 온도민감성 물의 이해 및 특성 규명

 레고마인드스톰을 활용한 로봇 프로그래밍 및 응용 개발  과학과 미술의 융합- 색의 과학

환경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를 이용한 기 중 총 부유분진 

시료의 음이온 분석
 화학정원 만들기

 환경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
물리학

 Atomic Force Microscopy를 이용한 나노측정

공간디자인  나만의 조명기구 만들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음악치료  학교현장을 위한 음악치료 체험 화학⋅나노  고분자 자기조립현상을 이용한 나노제작

뮤직

테크놀로지

 켈더 그림을 그리다

 백남준 TV를 바꾸다
생명과학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한 DNA 증폭

Table 3. List of experiments and activ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