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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연 는 학생  심  3D 프린팅과 체  심 STEAM프 그램  학생  과 미도  창  

태도에 미 는 향  실  하는  목  다. 에 따  연 상  경 도 재 학생  상  

실험집단 98 과 비  101  심  사  사후검사  통해 과 미도  창  태도에 한 료  수집하

다. 료  통계프 그램  SPSS 23.0 프 그램  용하여, 탐색  , 신뢰도  그리고, 본 t검

과 독립 본 t검  실시하 다. 러한 과  통해 얻  결  다 과 같다. 첫째, 3D 프린  용한 체  

심 STEAM 프 그램  과 미도에 과 었다. 째, 3D 프린  용한 체  심 STEAM프 그램  창  

태도에 과 었다.

주 어 : 3D 프린팅, 체 , STEAM 프 그램, 과 미도, 창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3D PRINTING and physical education 

central STEAM program on the subject interest and creative attitud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research collected data from two different groups; a control group (n=98) and a 

comparison group (n=101) who are attending middle schools located in Gyeonggi-do.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were conducted by the IBM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hysical education central STEAM utilizing 3D PRINTING is 

efficient in the subject interest. Second, physical education central STEAM utilizing 3D PRINTING is efficient 

in the creativ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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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오는 미래를 비하여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고

진화하고 있는가. 4차 산업 명의 시 를 비하는

는 산업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신산업으로서의 과

학기술 한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비할 수 있는 21세기의 교육은 산업화의 다변화되고

변하는 흐름에 맞추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의 역할을해야한다. 다시말해, 미래사회에필요한인재

발굴을 해 새로운 발상의 환을 통한 창의 아이디

어와 실용 기술창출을 한 도 정신 그리고 여러 사

람들과 소통하며 이를 실생활에 구 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양성을 한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1].

이러한 흐름 속에 교육부는 변하는 사회요구에 맞

게 인문·사회·과학기술에 한 소양교육과 인문학 상

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을 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발표한바 있다

[2]. 이는 신교육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

야의 학문들이 학생들의 논리와 생각으로 결합하여, 새

로운 연 성과 융합창조를 통해 국가재도약기반을 마련

하고자하는 교육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노력과 함께 교육 장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한 다양한 학문 역 간 통합을 통

해서 장에 용하게 되는데, 이 교육방식이 바로

STEAM교육이다. STEAM(융합인재교육)교육은 미국

에서 청소년들의 수학, 과학 분야의 낮은 흥미와 성취도

를 높이기 한 방법으로 2007년 진행된 과학기술 교육

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과정에 술(Arts)이 통합된 교육과정을 말한다[3].

이미 세계 인 심을 얻고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국

내에서는 200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소개되면서 이에

한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4]. 특히,

STEM교육에서 술을 포함한 STEAM교육으로 발

되었는데, 이는 술 역이 실생활과 련성을 높이고,

흥미와 창의성 경쟁력 높인다는 하는 요소라는 이유

때문이다[5, 6, 7]. 이와 같이 STEAM 교육은 술교육과

의 통합교육을 통해서 이공계 심의과학기술 심에서

술 역을 포함함으로 균형성 있는 융합인재교육으로

서의 진일보하게 발 하게 되었다.

최근 연구에서도 STEAM교육은 과학이나 수학 지

식기반을 심으로 한 탐구활동이나, 로 과 같은 테크

놀러지 역, IT기반 그리고 술 역 등의 다양한 역

으로의 통합 근을 시도하고 있으며[8, 9, 10, 11], 이

에 따른 효과 한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력, 창의력, 동

력, 과제집 력, 비 사고력 등의 신장에도 정 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융합인재교육에서

술 역의 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안혜란과 유미

의 융합 재교육 로그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융합인

재교육이 이공계 심의 특정교과에 편 되어 다양한 융

합 소양 함양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 하고 있다[12].

한 맹희주의 연구에서는 술교과와 융합하여 로그

램을 진행을 하지만 술 역이 미술교과 심으로 편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까지 술 역의 근에 있

어 심이 확 되어야 하고, 근성 한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시사 을 내비치고 있다[13].

술 역은 좁은 의미에서는 디자인 심의 미술 분

야나 음악분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하지만 넓

은 의미에서는 순수 술 분야 외에도 언어소통, 인문 교

양 분야까지 포함되는 역이다[14].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융합 재교육으로서 술 역의 편 된 경향은 융

합교육으로서 다양성의 경험이 축소되는 바, 술 역을

넓은 의미 확 하여 근함으로써 융합인재교육의 다양

한 측면의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술

역 체육수업은 이미 융합교육 로그램을 통해 그 장

이 보고되고 있다. 체육수업과 함께 진행된 융합교육

은 교실환경에서의 학습 부담을 이고, 사고의 유연성

과 창조성을 부여하여 창의 신장에 도움을 다고 보

고되고 있다[15]. 더불어 도 의식이나 인지능력향상에

있어서도 정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 을 살펴볼

수 있었다[16]. 즉, 이러한연구들을통해 융합인재교육에

서 체육수업과의 통합 근은 교육 효과성에 있어서

매우 정 이라고 측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체육수업의 용을 한 통합

요소로서 운동기기의 이해를 통한 근을 통해 동작이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를 통한

최 화된 창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테

크놀러지 역으로서 3D 린 을 용하 다. 3D 린

은 최근 2-3년 까지만 해도 산업 장에서 고가의 비

용과 유지비로 교육 장에 용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분

야 다. 하지만 가 3D 린터가 보 됨에따라교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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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다양하게 용하려고 시도되고 있다. 특히, 독창성

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교육에 용할 수 있는 3D 린

은 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되는 바, 이미 선진국에서는 3D 린 기술을 일반

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 시키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2014년 1,000만인 3D 린 인력양성 로젝트

를 시작하 다[17]. 뿐만 아니라 교육 장에서도 등학

교 방과 후 로그램이나 재학습 로그램으로 용사

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 3D 린 과 체육수업을 통

한 통합 근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3D 린 의

실감형 공학 요소와 체육수업의 체감형 술요소를 통

해 기계와 사람을 연결하는 실제 인 근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추상 이고 상상만을 추구

하기보다 이러한 추상 사고와 상상을실제 으로 실

화하여 활동함으로서 교육 흥미와 창의 태도를 발

하고자 함에 연구의 의미를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과 인지능력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생을 상한 3D 린 과 체

육 심 STEAM 로그램을 용하 을때, 학생들의 교

과흥미도 창의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이

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첫째,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이 학생의 교과흥

미도에 향을 미치는가?와 둘째,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이 학생의 창의 태도에 향을

미치는가?로 설정하 다.

2. 3D프린팅 공학과 체  합

이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STEAM의 융합모델은 핵

심지식과 핵심역량 그리고 융합요소를 기반으로 학습모

델을 구성하 다. 우선 첫째로, 핵심지식에서의 주요내용

은 창의·융합형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 인 것

으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신체활동의 통합 개념을 제

시하여, 기기의패턴이나 원리, 에 지와 물질, 구조와 기

능, 안정성의 변화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 기본 교육내

용을 말한다. 한 교과 기반 지식과 더불어 STEAM교

육의 역이 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술의 본질

융합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호기심과 창

의성을 기반으로 실용 차원의 결과물을 만들고 용할

수 있는 소양지식을 포함하게 된다.

둘째로, 핵심역량으로 NRC(United States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제시한 통합 역량에 맞추어 문제

인식과 정의(asking questions and defining problems),

모델의 개발과 사용(developing and using models), 탐구

계획과 수행(planning and carrying out investigation),

자료의 분석과 해석(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수

학 ·컴퓨터 기반 사고의 활용(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thinking), 설명의 구성과 문제해결을

한설계(constructing explanation and designing solutions),

증거기반 논증활용(engaging in argument from evidence),

정보의수집·평가·소통(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의 내용을 부분 으로 포함하여 수업모델을

구성한다[18]. 즉, 이러한핵심역량의강화요소를 통해 확

산 사고와 상상력, 분석 사고력을 통해 기구 심의

신체활동을 효과 으로 할 수 있는 창의 , 인성역량을

만들게 된다.

셋째로, 융합요소로서 학교 장에 용하기 한방법

측면으로 첫째, 융합단 로서 탐구과정이나 문제 상

의 이해, 체험활동의 세 가지 융합단 요소를 나 다. 그

리고 두 번째 요소로서 융합정도에 따라 다학문 , 간학

문 , 학문 융합으로 구성한다[19] 그리고 마지막 요소

로서 맥락차원에서 개인 맥락과 지역·사회 맥락으로

나 어 용하도록 하 다.

이에 따른 모형의 개념을 바탕으로 STEAM 통합모형

의 과정은 김진수가 개발한 PDIE모형(Preparatio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14]을 바탕으

로 교육학 박사 2명과 등 장교사 2명으로 구성된

문가집단을 심으로 모형을 수정하여 교육을 진행하

다. 이를 통해 나타난 모형은 [Fig. 1]과 같이 설계, 용,

활동,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수정한 이유는 체육교

과의 경우 실행단계에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운

동기기를 3D 린 으로 만들어서 이를 통해 체육수업에

용하는단계에서는 기존의 PDIE모형의 내용과 체육수

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단계성이 없어보여 3D 린 기

술을 통한 기기를 통해 체육수업에서 실제 활동을 해보

는 단계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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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Knowledge Key Competency
Elements of

Convergence

· Based curriculum

Concepts

· Literacy knowledge

· Based curriculum

Integrated capabilities

· Creative·personality

capabilities

· Unit

· Method

· Context

Design

(D)

· Implication deduction for Physical Education(PE)

· Team grouping

· 3D Printing Learning

· 3D Printing design

Implementation

(I)

· Part 3D printing

· Production structure/formation

· Trial run/test

· CAD/CAM/EXCEL

· Measure

Activity

(A)

· Team activity (Practice)

· Problem solving (Modify)

· Game activity (Team competition)

Evaluation

(E)

· Team activity & competition result

· Investigate creativity & educational interest of

leaner

[Fig. 1] Convergence model concept & Process

of program development PE

3. 합 재  프 그램  용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이 학생

의 흥미도와 창의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수

업은 학교 창의 체험활동을 통해 실시하 다. 수업

상으로 스포츠 활동 동아리 학생들과과학동아리 학생

을 심으로 인원을 구성하 으며, 7주간 주 1회 2시간

활동으로 총 14시간의 활동을 심으로체험활동을 진행

하 다.

수업환경을 해 장비는 D 학에 있는 3D 린터 장

비(FINEBOT 9600) 4 를 이동하여 조립한 다음 설치하

여 수업을 실시하 으며, Computer의 사용은 학내 시설

조 후 사용하 다. 그리고 소 트웨어의 사용은 3D

린 기술을 가장손쉽게할 수 있는 소 트웨어인 (한

캐드, Cura)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수업을 진행하 다.

수업운 은 로젝트 수업과 경쟁 활동이 진행되

도록 실시하 다. 의 구성단 는 원이 5명 미만이 되

도록 편성하 으며, 한 학 별 4개 으로 이루어지도록

편성·운 하 으며, 동학습모형의 TGT(Team Game

Tournament) 략을 통해 수업을 운 하 다.

[Fig. 2] 3D printer, software and equipment

<Table 2> The unit STEAM program example
Subject Inquiry topic STEAM element and related content

Flying Disc

Making Flying disc

with different

materials and

Various games

activities

S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the disk is flying in the air

T Understanding of the direction and accuracy that can accurately position where to send the disc

E Creating a disc with a variety of materials using a 3D printer

A Disc design and gaming activities in a variety of designs

M Understanding the expected distance measurement principle with the distance and angle

<Table 1> Activities within the project

Week Subject Main Content
STEAM element and relevance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S T E A M

1 3D printing? 3D Printing Learning ○ ○ ○ · Scientific knowledge

· Imagine

· Associate

· Problem Solving

2∼3 Golf ball The principle of a golf ball dimple ○ ○ ○ ○

4∼5 Flying Disc Flying Disc that can accurately ○ ○ ○ ○ ○

6∼7 Shuttlecock Quick badminton shuttlecock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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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정은 설계단계로서 체육활동내용과 이에 따른

과학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주제를 선정한 후에 을

구성하 다. 우선 구성원들을 심으로 3D 린 에 한

개념과 원리와 방법에 해서 설명하 다. 다음으로

용단계에서는 구성된 에게는 우선 기 도면과 CAD

일을 제공하 으며, 기본 인 골격과 주요 부품들을

나 어 주었다. 이후 3D모델링 작업을 통해 부품을 직

제작하여 조립하여 측정해보도록 하 다. 다음 활동단계

로서 주 활동인 체육활동을 한 별 연습을 실시하고,

항게임을 통해 신체활동과 함께 실시하 다. 이후

평가단계에서는 별 수행과정에 따른 수행평가와

항결과에 따른 기록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 다.

이에 따른 장에서의 과제활동은 3가지 활동을 심으

로 구성하여 진행하 다. 이에 따른 과제활동과 내용은

<Table 1, 2>와 같다.

4. 연

4.1 연 상  실험 계

이 연구의 상은 경기도 소재 A, S 학교를 상으

로 실험집단은 창의 체험활동에서 스포츠활동 동아리

와 과학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을 심으로 학

을 편성하 으며, 비교집단은 통 인 체육활동을 심

으로 참여하고 있는 집단으로 편성하 다. 이에 따른 연

구 상들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3>와 같이, 실험집

단은 총 9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비교집단은 101명으로

구성되었다.

<Table 3>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Section Frequency Percentage(%)

Experimental

Group

Gender
Male 65 66.3

Female 33 33.7

Grade

1 grade 45 45.9

2 grade 32 33.7

3 grade 21 21.4

Comparison

Group

Gender
Male 78 77.2

Female 23 22.8

Grade

1 grade 56 55.5

2 grade 35 34.7

3 grade 20 19.8

이에 따른 실험설계는 사 ·사후 설계로서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을 상으로 수업의 흥미도와창의성 태도에

련된 항목을 사 검사 한 후, 실험집단은 STEAM교육

후 흥미도와 창의성 태도에 해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비교집단은 통 수업이후 동일검시를 실시하여 사 ·

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4.2 검사도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이 학생

의 교과흥미도 창의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알

아보기 한 검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이용하 다. 설문지

의 구성은 성별과 학년을 묻는 문항과 교과흥미도 그리

고 창의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

우선, 교과 흥미도 설문지는 Schiefele의 흥미이론[20]

에 기 하여 제작한 윤미선과 김성일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21]를 심으로 연구의 목 에 맞게 내용을 수정

하여 사용하 다. 교과흥미도의 설문은 총 4개 요인

연구의 목 에 부합되지 않다고 단된 교과담당교사요

인을 제외하고, 3개요인인 교과내용(4문항), 교과가치

노력(4문항), 교과유능감(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

하 다.

다음으로 창의 태도 설문지는 박병기와 강 숙의

연구[22]에서통합 창의성척도를 개발한내용 창의

태도에 한 내용을 사용하 다. 창의 태도는 독자성(7

문항), 모험심(7문항), 개방성(7문항) 총21문항을구성하 다.

각 설문문항의 척도는 5 Likert 척도로 1 (매우 그

지 않다), 2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

다), 5 (매우 그 다)로구성하 으며, 설문지를통한 검

사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사

검사를 실시하여 용하 다.

4.3 검사도  타당   신뢰도

이 연구에서 연구의 목 에 맞게 구성된 설문지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차를 실

시하 다. 우선 첫째로, 스포츠교육학 공박사 2인의 자

문을 통해 설문내용에 한 내용타당도의 합성여부를

검토하 고, 지 된 내용은 수정·보완하여 내용을 구성

하 다. 다음 둘째로, 구성된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 타당성

을 확보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실시하 으며, 요

인회 방법은 직각회 (varimax) 방법을 이용하 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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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분석으로 기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

그리고 요인 재량(factor loading)은 .50이상을 기 으로

하 다. 이에따른타당성과신뢰성검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로, 교과흥미도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Table 4>과 같이 11개 문항에서 3개의 요인이 추출되

었다. 교과유능성의 요인부하량은 .528-.839로 나타났으

며, 교과내용은 .582-.806 그리고 교과가치 노력은

.591-.793로 나타났고, 총 설명량은 60.05%로 나타났다.

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값은 .713-.806으로 신

뢰할 만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ubject 

interest

Question
Interest factor

Subject

Competence
Subject Content

Subject worth

and trying
s9

s10

s7

s8

.838

.783

.694

.528

.164

.220

.162

-.032

.039

.048

.389

.366
s2

s1

s3

s4

.067

.094

.054

.397

.806

.715

.682

.582

.191

-.120

.410

-.112
s6

s4

s5

.043

.183

.555

.104

.034

-.018

.793

.660

.591
eigenvalue

variance(%)

accumulation(%)

Cronbach’s α

2.592

23.562

23.562

.806

2.081

18.914

42.476

.756

1.933

17.576

60.052

.713
KMO=.789 χ²=349.786 df=55 Sig=.001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Creative 

attitude

Question
Creative attitude factor

Identity Openness
Spirit of

adventure
r5

r3

r2

r4

r1

r6

r7

.780

.724

.717

.704

.690

.654

.643

-.043

-.020

-.188

.120

.041

-.394

-.261

.155

.043

.036

.301

.266

-.047

.274
r15

r12

r18

r20

-.081

.003

-.068

-.119

.836

.737

.652

.626

-.063

-.188

-.169

-.059
r13

r10

r12

r9

.016

.153

.160

.333

-.191

-.157

-.212

.049

.780

.715

.675

.650
eigenvalue

variance(%)

accumulation(%)

Cronbach’s α

3.643

24.287

24.387

.866

2.445

16.297

40.584

.817

2.333

15.553

56.137

.702
KMO=.808 χ²=562.195 df=105 Sig=.001

둘째로, 교과 흥미도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Table 5>와 같이 15개 문항에서 3개의 요인이 추출되

었다. 독자성의요인부하량은 .643-.780로 나타났으며, 개

방성은 .626-.836 그리고 모험심은 .650-.780로 나타났고,

총 설명량은 56.13%로 나타났다. 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값은 .702-.866으로 신뢰할 만한 수 인 것으

로 나타났다.

4.4 료처리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자료수집방법은 연

구자가 직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학교장이나 담당교사

에게 설문에 한 동의를구한 뒤 설문을 실시하 다. 설

문지 배부는 사 에 설문 상에게 설문의 목 과 기입방

법을 설명하고 배부한 뒤, 수업 일정이 마치고 난 뒤 동

일한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사 ·사후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응답자료는 컴퓨터에 개별 입력

시키고,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의 목 에 따라 산

처리 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방법으로는 기술

통계분석,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그리고 t-검증

을 실시하여 검증하 으며, 통계 유의수 은 .05미만

수 으로 설정하 다.

5. 연 결과  논

5.1 3D 프린팅과 체  심 STEAM 프 그램

학생  과 미도에 미 는 향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 교과흥미도

에 미치는 향에 해서 알아보기 해, 사 ·사후의 비

교는 응표본 t검증그리고 집단간 비교는 사후 교과흥

미도를 심으로독립 t검증을 실시하 다. 이에 따른 결

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 용

에 따른 교과흥미도의 사 ·사후 차이는 비교집단과 실

험집단 별 체 하 변인에서 사 검사에 비해 사후 교

과흥미도의 검사 평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 유의수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비교집단의 교과내용

(t=-16.234, p<.001)은 사 검사(3.54±.77)에 비해 사후검

사(3.99±.64)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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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t=-9.707, p<.001) 한 사 검사(3.25±.60)에 비해

사후검사(3.44±.58)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과유능감(t=-11.580, p<.001)에서도 사 검사(3.50±.65)

에 비해 사후검사(3.80±.58)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한 사 ·사후검사결과의 차이에서도 비교집

단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교과내용(t=-11.567, p<.001)에서는 사 검사

(3.39±.61)에 비해 사후검사(3.80±.61)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가치 노력(t=-10.085, p<.001) 한 사

검사(3.22±.61)에 비해 사후검사(3.49±.53)가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과유능감(t=-12.932, p<.001)에

서도 사 검사(3.21±.69)에 비해 사후검사(3.69±.58)가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

용 후 교과흥미도에 한 집단 간 차이에 해 비교한

결과,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간 교과흥미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를종합해보면, 교과흥미도는사 교과흥미도에 비

해 STEAM수업 용 후와 통 체육수업을 진행한 후

에 교과흥미도가 함께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사후검사결과를 토 로 살펴본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교과흥미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3] pre․post comparison about interest

[Fig. 4] pre․post comparison about creative 

attitude

<Table 7> The result of a pre․post comparison about creative attitude

Variable and Group
Pre-test Post-test Pre-Post

Comparison t(p)

Post-test Group

Comparison t(p)M SD M SD

Identity
Control 3.37 .41 3.44 .49 -1.904(.060)

4.673(.032)
Experimental 3.36 .67 4.02 .60 -23.406(.001)

Spirit of adventure
Control 3.09 .35 3.21 .49 -2.493(.014)

4.993(.027)
Experimental 2.19 .63 3.05 .71 -27.047(.001)

Openness
Control 3.33 .36 3.38 .53 -.833(.407)

4.914(.028)
Experimental 3.64 .58 3.76 .62 -7.660(.001)

<Table 6> The result of a pre․post comparison about interest

Variable and Group
Pre-test Post-test Pre-Post

Comparison t(p)

Post-test Group

Comparison t(p)M SD M SD

Subject Content
Control 3.54 .77 3.99 .64 -16.284(.001)

.006(.939)
Experimental 3.39 .61 3.80 .61 -11.567(.001)

Subject worth and

trying

Control 3.25 .60 3.44 .58 -9.707(.001)
.549(.460)

Experimental 3.22 .61 3.49 .53 -10.085(.001)

Subject Competence
Control 3.50 .65 3.80 .58 -11.580(.001)

.064(.801)
Experimental 3.21 .69 3.69 .58 -12.9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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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D 프린팅과 체  심 STEAM 프 그램

학생  창  태도에 미 는 향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이 창의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 사 ·사후의 검사결과의

차이와 로그램 용 후창의 태도의집단 간차이검

증을 해 응표본 t검증과독립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우선 STEAM 로그램이 창의 태도에미치는 향

에 한 사 ·사후검사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교집단의

경우 모험심을 제외하고, 독자성과 개방성에서는 통계

유의수 에서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실

험집단은 하 변인 체에서 통계 유의수 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비교집단의 경우 독자성

(t=-1.904, p>.05)과 개방성(t=-.833, p>.05)은 사 ·사후

검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험심(t=-2.493,

p<.05)은 사 검사(3.09±.35)에 비해 사후검사(3.21±.49)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험집단의 사 ·사후 검

사결과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독자성(t=-23.406,

p<.001)의경우사 검사(3.36±.67)에비해사후검사(4.02±.60)

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험심(t=-27.047, p<.001)

한 사 검사(2.19±.63)에 비해 사후검사(3.05±.71)가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방성(t=-7.660, p<.001)

에서도 사 검사(3.64±.58)에 비해 사후검사(3.76±.62)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TEAM 로그램이 창의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 로그램 용 후 집단 간검사 결과의 차

이를 살펴보면, 창의 태도에 한 하 변인 체에서

통계 유의수 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독

자성(t=4.673, p<.05)의 경우 비교집단(3.44±.49)에 비해

실험집단(4.02±.60)의 검사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험심(t=4.993, p<.05)은 비교집단(3.21±.49)이 실

험집단(3.05±.71)에 비해 검사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개방성(t=4.914, p<.05)의 경우는 독자성의 결과와 유

사하게 비교집단(3.38±.53)에 비해 실험집단(3.76±.62)의

검사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 용 후 차이에서 비교집단에비해 실험집단의

창의 태도가 사 사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

다. 즉, STEAM수업 용 후 창의 태도가 일반 통

체육수업에 비해 창의 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후검사결과를 토 로 살펴본 비

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창의 태도에서도 모험심을 제외

하고 실험집단의 창의 태도가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이는 STEAM 로그램이 창의 태도를

높이는데 있어 효과 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5.3 논

기술의 진보 인 발달은 인들로 하여 4차 산업

명이라는 진 이고 변 인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

고 있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시 의 변화속도와 흐름

에 맞추어 융합교육을 용하 을 때 학생들의 흥미도와

창의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한 의

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특히, 4차 산업 명

기에 기술 신으로 이슈화되었던 3D 린터교육과 체

육수업을 융합한 형태의 STEAM 로그램을 학생들에

게 용하 을 때 교과흥미도와 창의 태도에 향을

미쳤는가에 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 으며, 도출된

결과를 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

램이 학생의 교과흥미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집단별 교과흥미도의 사 ·사후 차이와 집단 간 사후

교과흥미도의 차이를 검증하 다. 그 결과, 3D 린터를

활용한 체육수업의 교과흥미도의 변화는 사 교과흥미

도에 비해 STEAM수업과일반 체육수업 후집단 모두

에서 교과흥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

검사결과를 토 로 살펴본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교과

흥미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미 선행연구에 따르

면 STEAM 로그램의 용은 과학교과에 한 흥미도

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23, 24].

이는 과학교과의 이론 심의 수업에서 실습활동을 심

의 수업방법과 수업 략이 변함에 따라 나타난 상이라

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 연구에서 수행한

STEAM 로그램 한 수업방법과 략 그리고 학습자

가 궁 해 하던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수업으로 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하

지만 교과의 흥미도에 있어 STEAM 로그램의 용집

단과 비교집단의 흥미도가 수업에 의해 동시에 높아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체육활동 자체에서 내재된 흥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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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차 으로 활동에 한 흥미도가 높아지기 때

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5]. 한 두 집단 간 수업진행

에 있어서도 1시간으로 운 하기보다 2시간의 블록수업

운 한 류빈과 이태욱의 연구결과[26]와 같이 학습흥

미도에 정 인 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즉,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체육활동 심의 수업

은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이는데 교과자체의 주제, 활동

성, 사교성 등의요소에 의해서작용된다. 하지만. 흥미라

는 심리 욕구를 높이는데 있어, 3D 린 활동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나 독창 인 요소에 한흥미요소가 증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로,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이

학생의 창의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집단별창의 태도의사 ·사후차이와집단 간사후 창

의 태도의 차이를 검증하 다. 그 결과, 3D 린터를

활용한 체육수업의 창의 태도는 비교집단의 모험심을

제외하고 사 사후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집단의 창의

태도는 사 ‧사후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STEAM수업 용후 창의 태도가일반 통 체육수

업에 비해 창의 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사후검사결과를 토 로 집단 간 창의

태도의 차이에서도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차이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서론에서 말한바와 같이 STEAM 로그램의 주요목표

라 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목표에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STEAM 로그램을 다학문

간 는 간학문 통합을 통해 창의성을 한 로그램

을 용함에 따라 창의성이 발 된다고 보고[22, 27]는

이 연구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STEAM 로그램의 지향성에 맞게 나타난 결과이다. 하

지만, 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분별하게 학문

역을 통합한다고 해서 이러한 창의성이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의 태도와 같은 창의성의 한 요

인은발상의 환을할 수있는 교육 환경 요소와 창의

성이 발 될 수 있는 수업내용을 어떻게 선정하는 가에

의해 달라진다. 즉,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 련 지식 습

득, 탐색 활동을 통한 융합 사고 진, 문제 해결 방법

의 창의 설계 제작, 신체활동과 련된 기술 아

이디어 등을 경험에 의해서 창의 태도는 형성된다는

것이다.

6. 결   언

이 연구에서는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

그램이 학생의 교과흥미도 창의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을 통해 연

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은 교

과흥미도에 효과 이었다. STEAM 로그램 용에 따

라 사 사후 각 집단이 동일하게 교과흥미도가 높아졌으

며, 용후 집단 간차이를보이지는않았지만. 수업활동

의 개가 다른 것을 비교했을 때 효과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3D 린 과 체육 심 STEAM 로그램은 창

의 태도에 효과 이었다. 이는 STEAM 로그램 용

사 사후에 비교에 있어 비교집단의 모험심에서만 사후

창의성이 높다. 반면, 실험집단은 비해 창의 태도의 하

변인인 독자성, 개방성, 모험심이 사 에 배해 높았다.

한 STEAM 로그램 용 이후 집단 간 비교에서도

실험집단의 창의 태도의 하 변인인 독자성, 개방성,

모험심이 높다.

즉, 3D PRINTER와 체육 심 STEAM 로그램은

교과흥미도와 창의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본 연구에서는 일부 역과 련하여 체육수업을

용하는 차원의 STEAM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하지

만 후속연구에서는 로그램의 효과를 반 하여 다른

역과 체육교과간의 통합 근을 통한 로그램이 다양

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

하는데 있어 효과에 한 검증은 되었지만, 문제 에

한 도출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 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효과검증에 따른 과정상 문제 을

인식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질 높

은 융합인재교육 로그램으로 장에 용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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