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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물거미와 그 서식 장소를 교육 콘텐츠로 하여 물거미의 생태 관찰과 가상야외학습장
(VFC) 개발을 통해 과학적 소양과 은대리 습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15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STEAM 수업 모델에 따라 7차시 학습자료로 개발했다. 학생
들은 협력학습으로 물거미에 관한 3D 파노라마 VFC를 제작하면서 물거미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감성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6명의 교육 전문가 패널이 개발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5점 리커트 척도에
서 평균 4.20(CVI=.88)로 매우 합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발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과 실제 학교 현장에
서의 불일치 정도를 줄이기 위해 중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수업에 적용한 결과, 수업 만족도
는 평균 4.24이었으며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참신한 학습 내용, 융합교육 수업의 적합성 등에서 매우 만족하였
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와 가상현실 관련 융합교육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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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d Natural Monument water spiders and their habitats as educational contents, so those 
students could have a scientific literacy and the beautiful memories of Eundaeri’s marshes through 
developing a virtual fieldwork courses (VFC) and observing the ecology of water spiders. In order to 
develop the program,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its textbooks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STEAM model, we developed teaching–learning materials for 7 classes. Students 
produced 3D panorama virtual fieldwork courses (PVFC) about water spider by team-based cooperative 
learning, enabling them to emotionally experience the meaning and value of water spiders. A panel of 
six education experts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program and found it to be fairly valid at 4.24 (CVI = 
.88) on the 5-point Likert scale. In order to confirm the suitability of the program, students in the 
middle school science clubs participated in pilot testing camp. Their average classes satisfaction was 
4.24 and students were very satisfied with the usefulness of the program, the fresh learning contents, 
and the suitability of the convergence education class.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convergence 
education related to ecology and virtual reality for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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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연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추억은 행복한 기억으
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준거점이 되면서 정서적인 힘의 
원천을 이룬다[1][2].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을 구성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요소로서 ‘장소’를 주목할 수 
있다[3]. 장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억의 주된 초점이기
도 하지만, 그 장소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이나 재미있
었던 일, 학습 과정 등이 배경적 토대가 되어 오래 기억
될 수 있게 한다.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금강에서 물수
제비와 징검다리 놀이를 하면서 지층과 화석 등을 탐구
하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학습할 때 더 잘 기억하고 행
복했던 긍정적 감성으로 남아 토포필리아(topophilia)
를 형성할 수 있었다[4] 이와 같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
떤 장소가 기억과 추억으로 남아 긍정적 정서로 승화될 
때, 이것을 토포필리아라고 한다[3]. 어린 아동과 청소
년들은 기존 관념과 철학에 물들어 있지 않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처음 만나는 공간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
지다가 점차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면서 안전한 장소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장소에 대한 애착이 발생한다[1]. 
이러한 장소에 대한 사랑과 정서적 유대감은 긍정적 경
험과 학습을 통해 의미와 가치가 더해지면서 토포필리
아로 완성될 수 있다[5].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삶의 거
점을 여러 곳에 두고 옮겨 다니는 신유목민(노마드)적
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에는 장소성이 더욱 약화
된 조건 속에서 장소 감각과 공간 정서를 갖는 토포필
리아 함양의 기회가 더욱 작아질 것이다. 또한 현대의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인지학습에 지쳐서 자
연에서 뛰놀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기회가 점
점 적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야외학
습은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인지과정에 강한 영향을 주
고,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어서 미래 학습자 역
량 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수법이다[6]. 이에 청소년들에
게 고향이나 장소로서의 시공간과 장소(구체물)를 체험
할 수 있는 야외학습의 기회를 더욱 제공해야 한다. 자
연을 교실로 하여 이루어지는 야외학습은 여유의 시공
간과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재미를 제공하여 몰입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데 도움을 주므로
[7], 대지의 따스함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바람과 물 소

리 등이 공감각으로 작동하고 감성적으로 융합될 수 있
는 야외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한다[8].

청소년들에게 토포필리아를 교육할 수 있는 야외학
습장으로서 물거미의 서식 장소를 주목할 수 있다. 물 
속에서 생활하는 물거미(Argyroneta aquatica)는 공
기방울을 만들어 호흡하면서 생활하는 거미이다. 국내
에서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일대에서만 서식
하고[9],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거미종이다. 물거미
는 몸 표면의 털에 공기방울을 만들어 물 속에서 거미
줄 공기방울 집을 짓는 거미 종으로 전 세계에서 l속 l
종만이 존재한다[10]. 물거미는 물 밖에서 배와 다리의 
털 사이에 공기를 머금은 뒤 물속에 지은 거미줄로 만
든 공 모양의 공기방울 주머니에 모은다. 그래서 이 거
미를 ‘다이빙벨 거미’라고도 부른다[11]. 산소가 부족하
면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묻혀와 보충하는데, 이 공
기방울집은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물속 허파’ 구실을 한다는 사실이 밝
혀졌다[11][12].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처음으로 
은대리 지역에서 물거미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한국산 
물거미의 형태적 기재와 채집으로 관찰이 기록되었다
[10]. 그 이후 물거미는 천연기념물(제412호, 1999년 
09월 18일)로 지정되어 서식지가 보호 관리되고 있다. 
물거미 서식지 은대리에서 실시되는 야외학습은 물거
미의 특성과 가치, 다양한 감성적인 체험을 통해 청소
년들이 토포필리아를 함양할 수 있는 좋은 학습 경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외학습은 거리와 시
간, 비용 및 안전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13], 적절한 야외학습장 선정과 준비물, 시간 배정, 학
습 콘텐츠 등 여러 야외학습을 위한 수업 준비가 필요
해서 지도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14]. 그래서 야외
학습의 새로운 대안으로 교실에서 야외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야외학습장(VFC: Virtual Fieldwork 
Courses)을 활용할 수 있다[15-17]. VFC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야외학습장을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와 관심, 학습 수준에 따
라 가상의 현실적인 공간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가
능하게 한다. VFC는 교실에서도 야외학습을 체험할 수 
있고, 반복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융합적인 정보를 얻
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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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3][14][18]. 특히 3D 파
노라마를 활용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은 일
반적인 VR에 비해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15][16]. 파노라마를 활용한 가
상야외학습장(PVFC)은 실제의 3차원 공간을 스마트폰
과 같은 간단한 카메라와 파노라마 편집 SW를 이용하
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3차원 영상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대리의 물거미를 교육 콘텐츠
로 하여 야외학습과 3D PVFC 제작을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 프로그램은 전문가 
패널에 의한 타당도 검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수
업(pilot test)을 적용하여 그 반응을 반영하여 완성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대리 물거
미를 활용하여 야외학습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 학생들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야외학습과 스마트
폰으로 간편하게 찍은 사진으로 3D PVF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은대리 물거미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
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함양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개발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검
증하고, 예비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과 학교 현장 
적합성을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연구 대상자는 J 대학에서 실시한 과학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W 중학교 2학년 학생 8명으로 선
정하였다.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과 프로그램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예비수업 적용은 2018년 8월과 9월에 2
번의 과학 캠프 수업과 1회의 현장답사 야외학습으로 
총 7차시 수업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서
식 환경과 지형, 토양, 기상, 수문 등 총 3회 현장을 조
사하였고, 서식지 인근의 물 웅덩이에서 채집한 물거미
를 인공수조에서 임시로 키우며 수중 생활을 동영상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 절차는 먼저 전문가 패널의 협의
를 거쳐 2015개정 교육과정 분석과 물거미 관련 교육 
자원을 추출하였고, STEAM 모형과 야외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지구환경 소양과 생태 및 긍정적 정
서를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안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과학교육 전문가 6인(중학교 과학교사 
2인, 고등학교 생물교사 1인, 융합교육 전문가 1인, 과
학교육학 교수 2인)의 타당도 검증과 예비수업 적용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Fig. 1]. 

Direction of convergence 
science education program 

using water spiders
◦Setting the theme of convergence education using water spider habitat
 - Literature review, consultation with education experts

⇩
Extract the elements of the 

curriculum
◦Linking learning content and curriculum
◦Determination of conformity of learning contents according to curriculum learning 

objective
⇩

Analysis of educational 
resources for development of 

fieldwork courses

◦Water spider habitat, ecology survey, educational data analysis
◦Estimating the progress of reverse evolution through the ecological investigation of 

water spiders, and experiencing emotional experiences in the process.
⇩

Teaching-learning program 
development

◦Specific problem situation composition
◦Instructional strategy (situation presentation-creative design-emotional experience)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of class composition and details

⇩
Validation of program ◦Validation of education expert panel

⇩
Pilot test and feedback ◦Review of school site suitability of teaching-learning materials

◦Modifications and feedback of educational materials
⇩

Generalization ◦3D Panorama VFC on water spider in Eundaeri 
◦Developing future learner capabilities from nature

Fig. 1. The process of developing a teaching-learning program based on STEAM and water sp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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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지역과 물거미의 서식 환경
연구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지역의 물거

미 서식지 보존 지역(은대리 693-18번지, 38.04192°N, 
127.06335°E)으로 50,508㎡의 작은 면적을 이룬다. 
서식지 주변은 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약 등 인위적
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며 산이나 강과 같
은 생태축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고립된 매우 협소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Fig. 2]. 보호지역이 포장도로에 
의해 세 구역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물거미 간의 개체군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물거미 보호지역 습지
는 면적이 매우 협소(약 500 × 100m)하여 개체군 규
모가 작아서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종으로 예상된다
[20]. 물거미와 같이 서식지가 제한된 곳에서 사는 협범
위 생물은 일반적인 종보다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하거나 멸종 위협에 처할 가능성
이 매우 높아 서식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대책
이 필요하다[21]. 

은대리 물거미의 서식지는 60~70m 고도의 평탄한 
용암대지에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임진강 지류인 
차탄천이 흐르며 북서쪽은 군자산(328m)과 150m 내

외의 낮은 구릉성 산지들이 발달하여 있다[Fig. 3]. 연
구 지역의 지층은 제4기 현무암으로 구성된 용암대지
가 발달하고 있으며 물거미 서식지를 중심으로 동쪽은 
고생대 연천층군 미산층이 분포하고, 서쪽에도 군자산 
일대의 미산층이 분포하고 있다[22]. 물거미 서식지는 
1994년 용암대지 점토층에 궤도 차량의 바퀴 자국으로 
만들어진 식생이 있는 얕은 물 웅덩이에서 최초 확인되
었으며[10], 현재의 보존된 물거미 서식지도 수심이 
20~30cm 전후의 얕은 습지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십자형(+) 도로 등 인위적인 간
섭으로 고온과 건조화 현상에 의한 습지의 서식 환경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23].

Fig. 3. Geological map in water spider habitat[25]

(B)(A)

Water spider 

(A) (B)

(A) Drone aerial photograph                          (B) Main habitat
Fig. 2. The study area as a water spider habitat[19]. (Source: Nav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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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물거미의 생태와 서식 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 지역의 습지 환경과 물거미에 대한 생물종 동정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DB를 이용하였다[24]. 
물거미는 천연기념물(제412호)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직접적인 조사와 채집은 불가하여 서식지를 
관찰하고, 주변 자연 환경과 갈대 숲, 인근의 웅덩이 등
을 조사하였다. 서식지 주변 논두렁과 작은 웅덩이에서 
뜰채로 물거미 2마리와 사체 1개를 채집하였다(Fig. 4). 
채집된 거미를 휴대용 인공수조에 옮겨 공기방울을 형
성하고 잠수하는 거미를 동정하고, 현장에서 더듬이와 
복부 등 물거미의 형태적 특징을 관찰하고 촬영한 후, 
다시 채집 장소에 물거미를 방사하였다. Fig. 4에서 물
거미가 수면에서 공기를 털에 붙여 와서 공기방울 집을 
키우는 모습과 공기방울 집에 들어가 휴식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A). 물거미 사체의 체장은 약 0.9cm 정도
였으며 다리를 포함한 크기는 약 2cm 였다(B). 

4. 은대리 물거미의 특성
물거미의 체장은 보통 0.8~1.5cm 정도로서 개체의 

크기가 작고, 흐르지 않거나 유속이 매우 느리며 수생 
식물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얕은 물 웅덩이 또는 수심이 
20~30cm 전후의 얕은 습지, 개울 등에서 미소 서식지
를 이루고 있다[26]. 그래서 활동성이 큰 수서 무척추동
물과 어류 및 양서류 등의 천적으로부터 은폐하여 자기
방어를 하면서 생존해 오고 있다[27][28]. 그러나 연천
군의 물거미 서식지는 군사 훈련용 나대지와 농경지 등
으로 이용되어 지하 수위와 증발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물거미 서식의 주요 분포 지역에 도로와 관계수
로가 십자형으로 개설되어 서식지를 네 지역으로 분리

시키면서 서식지의 단편화와 고립화가 심화되고 있다
[27]. 이처럼 물거미 서식 습지의 면적이 아주 작고
(50,508 ㎡), 개체군 크기가 매우 작아서 물거미가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한 상황과 지속가능 보전의 위기에 직
면해 있다[20]. 물거미는 본래 수중에서 생활하다가 육
지로 삶의 터전을 옮겨갔는데, 육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서식지를 물 속으로 옮겨 간 역진화 종으
로 추정된다[9][29][30]. 

5. 3D PVFC 개발 방법
학생들은 물거미의 서식 장소(야외학습)에서 쉽게 다

룰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3D 파노라마를 
만들고, 모둠별로 PVFC를 개발할 수 있는 실습을 창의
적 설계 단계에서 배운다. 학생들이 모둠별 협동학습으
로 PVFC를 개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사진 촬영: 물거미와 서식 장소에 대한 현
장 사진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파노라마 사진 촬영은 
수평과 수직으로 여러 면에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
여 파노라마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나타나
지 않도록 촬영의 중심점(nodal point)를 정확히 
잡아 주고, 3D 파노라마 장면의 결손이 생기지 않도
록 모든 방향에 대해 촬영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활
용한 파노라마 사진 자료는 학생용 수준에서 3D를 
만드는 것으로 전문가와 전문 장비에 의한 것에 비
교하여 조잡하겠지만,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촬
영하고 협동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물거미와 장소

(A) A water spider living underwater on fish tank               (B) Dead water spider photo(right: inverted)
Fig. 4. The water spider living underwater in Eund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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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더욱 알게 하는데 의의가 있
다.

∙전처리: 파노라마를 만들기 위해 각 방향에서 촬영
한 사진을 연결(stiching) 하기 전에 각 사진의 선명
도와 구도, 색의 구현 등을 확인하고 보정하는 과정
이다. 학생들은 Photoshop 등 그림 편집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노출, 대비, 선명도 등을 전처리한다.

∙연결(stiching): 보정된 사진들의 연결은 PTGui라
는 스티칭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학생들은 PTGui에
서 각 노드(node) 마다 3장씩 브라케팅 촬영 결과
를 통해 어두운 지역이 모두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
록 HDR (High Dynamic Range) 처리를 한 후, 
PTGui에서 스티칭하고(Align images), 3D 파노라
마 사진을 만드는(Create panorama) 과정을 거친
다. 스티칭한 결과 만들어진 파노라마 사진(jpg 형
식)은 포토샵을 활용하여 결손된 부분과 완전하지 
않은 곳을 보정하여 완성한다. 이렇게 완성된 3D 파
노라마 이미지는 뷰어(DevalViewer)를 통해 가상
현실로 구현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공유 및 활용: 완성된 3D 파노라마는 인터넷 커뮤
니티를 통해 공유하여 활용한다. 학생들은 조별로 
개발한 3D 파노라마 VFC를 인터넷 학습 커뮤니티
에 탑재하여 서로 공유하고 토의한다.

6. 검사도구
물거미 서식지 과학학습장을 활용한 수업 콘텐츠와 

교수-학습 과정안 등 수업 자료에 대한 타당도와 이해
도, 만족도, 흥미도 등을 전문가 패널의 검증과 의견을 

수렴하였고, 평가 계획[Table 1]에 따라 검사하며 환류
하였다. 검사도구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도
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지를 활용하였다[31]. 설문지 내
용은 물거미 과학학습장을 활용한 융합과학적 교수-학
습의 체계성과 수업 내용의 적절성 등 수업 전반에 관
련된 문항들과 창의-융합적 사고의 경험과 향상에 도움
이 되었는지 등을 묻는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수업
을 통한 현장 적합성 평가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와 
진술, 수업 관찰, 지도교사 의견 등으로 분석했다.

III. 연구 결과

1.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분석 
물거미의 생태와 야외학습을 중심으로 중학생을 개

상으로 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015개
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중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분석하
여 학습 자료를 선정했다[32]. 중학교 ‘과학’의 교육 목
표는 자연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문
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탐구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며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
식하여 지속가능 지구환경 등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
을 기르는데 두고 있다. 물거미 학습과 관련하여 변이
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지속가
능한 지구 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
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지구 
시스템’ 단원에서는 물거미를 위한 최적 환경으로서 지
구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고려해보고 지구와 생명의 특

Domain Evaluation contents Evaluation 
methods

Science concept

◦Do you know the characteristics and ecology of water spiders?
◦Can you describe the geology and paleoenvironment of the Eundaeri area?
◦Can an example of reverse evolutionary organisms explain environmental adaptation?
◦Can you argue for efforts to preserve the habitat and sustainability of water spiders?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Scientific inquiry

◦Can we explore the habitats of water spid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underwater life?
◦Can you find the shape and difference between the land spider and the water spider?
◦Can group learning explore the values and meanings of water spiders and habitats?
◦Can you develop a VFC using a smart phone and 3D panoramic software? 

Observational 
evaluation

Affective and 
aesthetic area 
(creativity and 

personality)

◦Are you interested and happy about field trips and science exploration?
◦Do you share and participate in each group's activities in water spider habitats?
◦Are you experiencing the meaning and value of water spiders and their habitats while producing and 
presenting outputs (3D PVFCs)?
◦Does it give value and meaning to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of water spiders?

Observational 
and peer 
evaluation

Table 1. The planning of program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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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통합적인 시스템적 사고로 접근할 수 있다. 지구
과학I의 ‘지구의 역사’ 단원에서는 화석과 역진화 생물
을 통하여 지구의 환경과 지질 역사의 변화들을 탐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리, 생물, 환경, 역사 교과와 
관련하여 지형과 생태, 환경적응, 고생물, 지구의 역사 
등 융합적 개념이 관련된다.

2.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융합교육 모형은 물거미의 생태와 서식 환경 등 사실

과 관련된 지식뿐 만 아니라, 교과간 융합을 통하여 공
학과 기술, 수학, 예술의 접근으로 창의적인 설계와 탐
구, 확산적 사고, 상상력, 시각화,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을 배울 수 있다[33-35]. 물거미의 인공수조 장
치를 개발하고, 생태 탐구를 위한 3D 파노라마 VFC 제
작 등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실험을 설계하며, 요구의 
조사와 시작품 제작, 테스트와 피드백 등 기술과 공학
의 STEAM 교육 요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창의성
을 유발하는 사고방식(생각도구) 측면에서 과학과 예술
은 상호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36]. 물거미를 대상으
로 한 예술 활동은 학생들의 정서를 표현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서 창의적 창작 활동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활동의 흥미와 재미를 통해 적극적인 학습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다. 물거미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비주

얼씽킹 노트와 인포그래픽 등으로 정리하고 물거미의 
신체적 구조 및 성장과정을 탐구하면서 예술적 요소를 
교육할 수 있다. 야외학습을 포함하는 본 연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은 STEAM 수업의 단계에서 
Orion(1993)의 야외학습 모형[37](준비-야외학습-정
리)과 연계하여 각 차시의 주요 수업 내용을 [Table 2]
와 같이 구성하였다.

2.1 상황제시(도입과 안내) 단계: 1차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미래 사회에 적합
한 학습자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연(야외학습)에서 인
간고유의 통찰과 직관, 창의적 문제해결 등을 배우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한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에 자연
에서 경험한 토포필리아 사례를 발표한다. 수중 생활하
는 물거미 사례를 제시하며 물거미에 대한 일반적인 특
징과 서식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추가적인 자료는 
학습 공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물거미 관련 학습자료
를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상황제시 
단계의 학생 탐구 활동지는 [Fig. 5]이다. 탐구 활동 중 
육상에서 수중으로 생활 터전을 옮겨간 물거미의 역진
화 과정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임시방편적인 가설

Class
Lseeon stage

Learning contents STEAM 
factorsOutdoor 

learning STEAM 

1

Preparatory

Present 
situation

◦Understanding of future society, convergence education and learner competencies
◦Discussion of memories of places and objects 
◦Data presentation and problem recognition on the habitat of water spiders in Korea
◦3D PVFC experience

2-4
Creative 

design and 
exploration

◦Learn how to prepare for and explore the next level of emotional experience
◦Survey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the environment-weather-soil-hydrology 
environment of water spider habitat
◦Inquiry of literature on the aquatic life characteristics of water spiders and the ecology 
such as breeding and stripping
◦Hypothesis and discussion about water spider ecology and evolutionary process (reverse 
evolution)
◦Learn how to build and use 3D PVFC

5-6 Field-Trip Emotional 
experience

◦Water spider habitat outdoor study (Pleasure of joy and inquiry, topopilia)
 - Experience the ecology and value of water spiders through emotional experiences and 
scientific research
◦Observe and organize the underwater ecology of water spiders
◦Development of VFC Water Spider fieldwork courses (Production, Topopilia)

7 Summary New 
challenge

◦Learning to play as a public ambassador for natural monument water spiders
◦Discuss how to preserve habitat and ecotourism of water spiders
◦Investigate examples of water spiders and reverse evolutionary creatures to discuss 
how they can be conserved and develop learner capabilities in future AI eras

Table 2. Main contents of the STE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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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ho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 상황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Fig. 5. Student's inquiry activity worksheet in the 
situation presentation stage.

2.2 창의적 설계 및 탐구 단계: 2-4차시
여기서는 다음 단계인 감성적 체험에서 모둠별 자율

탐구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
과 수공적 기술, 다양한 탐구 기능 등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을 진행한다. 물거미 서식 장소와 다양한 물거미의 
생태에 관한 3D PVFC 자료와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
하여 야외학습을 위한 사전 탐구활동을 실시한다[Fig. 
6]. 학생들이 촬영하고 편집한 인공수조에서 관찰한 물
거미의 생태에 관한 동영상으로 물거미에 대한 특징과 
생활상을 이해한다. 문화유산채널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물거미에 관한 다큐를 시청하며 물거미에 
대한 생태와 번식, 생활 등을 이해한다[19]. 은대리 물
거미 서식지에서 제작한 3D PVFC 자료[Fig. 6]를 활
용하여 물거미에 대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며 각 
모둠에서 PVFC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 아이디
어를 얻는다. 먼저 모둠별 협력과 토의 학습으로 물거
미의 서식 환경과 기상-토양-수문 환경 등을 문헌 조
사, 토의하고, 선행연구 등을 조사하여 물거미의 수중 
생활 특성과 번식, 탈피 등 생태에 관한 기초 지식과 특
성을 익힌다[26][27]. 

Fig. 6. The learning movie materials provided through
internet[38]

[Fig. 7]은 창의적 설계 및 탐구 단계의 학생 활동지
(인포그래픽) 사례이다. 물거미의 행동 특성을 조사하
기 위해 부화한 2세대 물거미 한 쌍을 780시간 촬영하
여 보고한 내용을 학습하며[28] 팀별 탐구활동을 실시
한다. 

Fig. 7. Student's inquiry activity worksheet on 
water spider

2.3 감성적 체험 및 탐구: 야외학습과 5-6차시
물거미 서식지 탐방의 야외학습을 포함하여 5, 6차시 

수업(감성적 체험)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
이 과학 활동의 재미(hearts_on)와 탐구의 희열까지도 
느끼면서 탐구활동의 몰입과 성공의 기쁨을 경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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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한다. 
학생들은 물거미 서식지를 탐방하여 넓은 공터(서식지 
남서쪽)에서 모둠별 협동학습으로 물거미에 대한 탐구
와 조사, 발표 등을 실시하였다. 물거미 서식지는 보호
되고 있어서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고, 미소습지를 훼
손해서는 안된다. [Fig. 8]은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 활
동한 한 학생의 관찰 학습지 사례이다.

Fig. 8. Examples of student's inquiry activity 
worksheet at emotional experience stage.

학생들은 물거미의 생태를 관찰하며 다양한 의문점
을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문제인식과 다
양한 대안도출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채집한 물거미
를 임시로 기를 수 있는 인공수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활발한 의사소통 역량과 협력학습을 경험하였다
[Fig. 8]. 학생들은 물거미에 관한 3D PVFC를 제작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물거미를 탐구하는 이 시간과 
장소, 물거미라는 구체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

면서 긍정적 정서와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도록 했다. 
[Fig. 9] (A)는 물거미 서식 장소에 대한 PVFC 제작을 
위해 학생들이 PTGui SW에서 3D 파노라마를 편집하
는 과정이고, (B)는 학생들이 PVFC를 완성하여 3D 구
현 프로그램(Deval Video Panoramas Player)에서 
실행한 것이다. 

(A) Editing 3D panorama images in PTGui SW 

(B) Implement 3D PVFC in Deval SW
Fig. 9. Students create PVFC for water spider habitat 

in 'Emotional experience' stage.

2.4. 새로운 도전: 7차시
물거미가 서식하는 습지를 지속 가능하도록 보전하

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와 이해가 필수적이
며, 서식지를 생태 관광자원으로 연결하여 대국민 홍보
와 효과적인 서식지의 보전과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학생들은 물거미 서식 장소의 보존과 지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생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 토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물거미 서식지와 장소
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더욱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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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물거미의 역진화 증거로서 수면에서의 배영하거
나 물 밖으로 나와서 일광욕을 하는 것 등을 찾아 보고, 
은대리 지역의 지질과 지층 형성 과정에서 고립된 서식
지 환경 등을 찾는 새로운 도전 과정에서 미래를 대비
한 학습자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3. 개발 프로그램 타당도 검증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Index of 

Content Validity; CVI)은 30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
(Cronba-ch's α= 0.82)를 활용하여 교육 전문가 패널 
6인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31]. 그 결과 모든 검사항
목에서 5점 리커트 척도 3.9 이상, 평균 4.20(CVI .88)
으로 매우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Table 3].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야외학습의 안전 
준수와 수업 내용(분량, 시간 배정)의 적절성, 학습 내
용의 학교 급간 연계와 계열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
고, 융합교육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
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4.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 검증
개발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과 실제 교수-학습 과정

에서의 불일치 정도를 파악하고자 예비 수업(pilot 
test)을 실시하였고, 수업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각 문항에 대한 만족도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 평균은 4.24로 매우 만
족하였다[Table 4]. 모든 검사 문항에서 3.44 이상으로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흥미도, 참신한 학습 내용, 물거미

를 소재로 한 융합교육의 적합성 등에서 만족하였다. 
특히 ‘물거미와 서식 장소에 대한 가치와 의미, 야외학
습의 즐거움이 추억이 되었다’에 대한 설문에서 거의 
모든 학생이 매우 만족하였다(4.78). 또한 직접 야외 현
장에서 물거미 서식지를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
는 과정이 참신하고 재미있었다는 의견(4.58)이 높게 
나타났다. 특별한 역진화 생물 사례인 물거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
고, 물거미의 지속가능 보존과 융합교육, 토포필리아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4.40)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3.44), 학습 내용을 충분
히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3.68)이 
있었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학생들 간의 편차가 컸다. 
이를 반영하여 핵심 개념과 학습자 활동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적정화하여 학생들이 좀 더 여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루는 개념을 최소화하였고 충분한 교실수
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탐구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개
선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우 특
별하고 쉽게 볼 수 없는 천연기념물 은대리 물거미를 
교육 콘텐츠로 하여 야외학습을 포함한 7차시 융합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물거미의 생태 관찰과 3D 

Evaluation contents
M SD CVI

Domain Question items Number of 
questions

Ethics, safety Ethics, safety compliance, copyright 3 4.42 0.44 0.92

0.88

Contents of lesson Development goals, content selection, relevance, adequacy, 
sequence, error-free 8 4.24 0.52 0.90

Teaching-learning Class time, method validity, motivation, experiment-relevance 8 3.94 0.58 0.82

Evaluation Validity and adequacy of evaluation 3 4.25 0.68 0.84

Textbooks and 
presentations

Textbooks (for students and teachers), PPT, Prezi data utilization, 
reliability of materials, design adequacy, error-free editing, ease of 
use, teaching-learning support

8 4.38 0.46 0.90

Table 3. The result of the response by review experts panel for validity verification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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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FC 개발, 물거미 서식지에서의 야외학습과 감성적 
체험 등을 통해 과학탐구의 재미와 은대리 물거미에 대
한 아름다운 추억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STEAM 교
육 요소에 적합하게 구안되었으며 감성적 체험 단계에
서는 야외학습과 3D PVFC 제작 과정을 통해 은대리라
는 장소와 구체물로서의 물거미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였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활동 
등이 배경적 토대가 되어 아름다운 추억과 긍정적 정서
를 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개발된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6명의 전문가 
패널에 의해 델파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수
정-보완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 개발 목적에 적합하도
록 개선하였고, 타당도 검증 결과 5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4.20 (CVI=.88)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물거미를 주제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오랜 지구 역
사에서 특별하게 진화해 온 생물을 감성적으로 체험하
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한 아름다
운 추억과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 물거미를 교육 콘텐츠로 하여 학생들이 3D 
PVFC를 개발하고, 홍보 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그 가치와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서 물거미에 대한 
리추얼과 그 장소에 대한 토포필리아로 승화될 수 있
다.

셋째, 개발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과 실제 학교 현
장에서의 불일치 정도를 줄이기 위해 중학교 과학동아
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수업에 적용하였다.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과학 교과에 관심이 많고 탐구 의지
가 높아서 학습태세가 우수한 사례였다. 프로그램 만족

도는 평균 4.24였으며 모든 검사 문항에서 3.44 이상
으로 프로그램의 흥미도와 참신성, 융합교육 수업의 적
합성 등에서 만족하였다. 특히 야외학습의 즐거움과 물
거미에 대한 감성적 체험의 기회에 기여했다고 느꼈다.

물거미 서식지 은대리에서의 야외학습과 가상공간
(3D PVFC)의 체험은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행복한 추
억으로 남아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고, 역경을 극복
해 나갈 수 있는 내적 드라이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더 많은 장소와 자연의 구체물을 대상으로 융
합교육과 긍정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과학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을 확대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개
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와 현장 적합성 검토에 참가 
대상자가 적어서 양적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충
분하지 않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향후 좀 더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와의 인터
뷰, 수업관찰 등이 이루어지는 연구가 확장될 것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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