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공학  사고와 문제 해결력은 4차 산업 명이 선

도할 미래 사회를 한 창의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을 심으로 시행 인 STEM교육은 

공학  설계를 심으로 과학 수업에서 공학  문제해

결력을 기르는데 을 두고 있다(Roehrig, 2017). 미

국의 경우 공학  설계를 과학교육의 요한 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국가과학교육과정에 융합하여 차세

과학교육과정(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NGSS 
Lead States, 2013)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서 2017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과학 교육과정에서 공학

을 어떻게 과학 교육에 용할지에 한 구체 인 방

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차세 과학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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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lesson design framework to design a science and engineering integrated lesson in a meaningful and 
easy way based on engineering design, which is the core feature of STEM educatio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integrated 
lesson design framework is developed based on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earch papers 
and expert discussion on science and engineering integrated education as well as the feedbacks from science teachers. The 
science and engineering integrated lesson design framework uses engineering design as the main pedagogical method. The 
framework includes the core elements of the engineering integrated lesson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achievement 
level of each grade group suggested in NGSS and provides a way for teachers to easily introduce engineering design into 
science classes. In addition, the framework developed in this study complements the shortcomings of the complicated Korean 
STEAM education framework. It can also provide specific guidance to in-service teachers as well as pre-service teachers to 
easily understand and apply engineering design and problem solving processes to science and engineering integrated lessons. 

Key words : engineering problem solving. STEM education, engineering design based instruction, science and engineering 
integrated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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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8가지 과학과 공학  실천 요소  일부

(‘수학 사고와 컴퓨터 활용’과 ‘모형의 개발과 사용’)
가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체계표에서 탐구의

‘기능’으로 제시된 것이 부이다. 
한국 STEAM 교육의 거틀(교육부, 2018) 한 공

학 설계에 한 내용을 명시 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

다. 공학  설계에 한 구체 인 정의나, 과학 수업에

서의 용 방법 등을 체계화 하는 것 보다는 ‘창의 설

계’, ‘감성  체험’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며 과학 교

육에서 용할 때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장 과학 

교사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이동 과 남윤

경, 2018; 이진숙과 김은주, 2019; 임유나, 2012). 특히

‘창의  설계’부분은 공학  설계와 유사하지만, 공학

 설계에서 핵심 인 과정인 ‘최 화 단계’ 즉 시제

품(최  설계물)에 한 반복  개선과 평가를 언 하

지 않고 있으므로 공학  설계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창의  설계’ 부분은 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공학 융합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단

이 있다(임유나, 2012). 공학 설계는 부분 물리 으로 

만들어진 산출물을 결과로 요구하기도 하지만, 수학  

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공학  

산출물에 한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장 과학 교사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한국 

STEAM 거틀에 근거해 개발된 한국 STEAM 교육과

정은 학생들이 STEM 교육의 핵심인 공학 설계를 경험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동

과 남윤경(2018)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STEAM 
거틀에 의해 개발된 과학과 련된 76개의 STEAM 수
업을 공학설계 측면에서 분석 한 결과 완 한 공학 설

계를 구 하는 경우가 5.4%, 공학 설계를 용하는 수

업은 28.5%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다(p.13). 이러한 

결과는 같은 기 으로 Guzey et al. (2014)이 평가한 40
개의 미국 STEM 수업에서 공학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 69%에 이른 것과 조된다. 
한 명확한 교수 목 과 구체 인 평가 기 을 제

시하지 않아 과학 교사들이 수업에 용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이진숙과 김은주, 2019). 과
학 수업에서 공학  설계 수업 용 시 무엇이 요한 

목표인지, 한 학습자 심 수업에 한 구체 인 평

가기 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학 교사들은 스스

로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 인 지침이 

없는 상태로 융합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시행해 왔다

(이진숙과 김은주, 2019; 임유나, 2012). 실제로 부분

의 과학 교사들은 융합 수업에 해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흥미를 이끌어 내는 것이나 

보고서 형식에서 수업 결과를 표  방법만 술 으로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융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정민과 신 , 2014; 이진숙과 김은주, 2019; 
이효진과 남윤경, 2019; 임유나, 2012). 

교육부는 STEAM 교사연구회, 연구/시범학교 운 , 
장컨설  실시, STEAM 교원 연수 실시, 인 라 구축, 

컨텐츠 개발  제공 등 교사들을 한 STEAM 교육 

로그램을 다양하게 운 해 왔다. 하지만 수업을 주도하

는 장 과학 교사들의 STEAM 융합수업의 실천 수

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한 구체 인 수업 거틀과 매

뉴얼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의 STEAM 실천 

교사는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인지, 그리고 자신의 융

합인재교육 실천 수 이 어느 정도인지를 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정민

과 신 , 2014; 임유나,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을 심으로 이미 시행

인 · 등 과학·공학 융합교육 수업 설계에 한 

선행 연구와 이론  배경에 근거하여 과학·공학 융합 

수업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따른 공학 설계 기

반의 과학·공학 융합 수업 거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된 수업 거틀은 공학  설계 과정을 심 내용

으로 하는 ‘내용  측면’과 공학 융합 교육의 핵심 요

소를 심으로 교사들이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는 

‘교수법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한 과학 탐구수

을 공학  문제해결과정에 용한 공학  설계 수 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장에서 과학 교사들이 스스로 과

학·공학 융합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명확한 기

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과학·공학 융합 수업의 장 

용을 한 구체 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이론  배경에서는 먼  과학 수업에서 공학을 

목할 경우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핵심 요소에 

해 미국 차세 과학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 핵심 아

이디어(Disciplinary Core Idea)와 공학설계기반 과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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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과한 이론  실행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정

리하여 공학설계 기반의 과학·공학 융합 수업 거틀

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내용  측면을 정리하고, 다음

으로 교수법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공학

 설계수 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때 공학  설계 수

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학  문제해결 과정과 미

국과학교육과정(NRC, 2000)에서 제시한 과학  탐구에 

한 정의  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정의하 다. 

1. 과학·공학 융합 수업의 핵심요소 

공학을 과학 수업에 목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구체 으로 된 로 미국 차세 과학교육

과정(NGSS Lead States, 2013)을 들 수 있다. 미국 차세

과학교육과정 이 에도 공학  문제해결력을 과학 

교육에 목하고자 하는 주정부 차원의 교육과정이 있

었다. 를 들어 뉴욕주의 과학교육과정은 연방정부 차

원의 차세 과학교육과정 개발에 요한 모델이 되었

다. 뿐만 아니라 차세 과학교육과정의 기본틀을 제시

한 ‘K-12를 한 과학교육체계(A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NRC, 2012)이 나오기 3년 에 이미 

K-12, 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한 

공학 교육의 상황이 보고서로 작성되었으며(NRC, 2009) 
구체 인 과정도 2010년에 이미 발표되어 있었다(NRC, 
2010). 차세  과학교육과정에서 공학을 물리(화학 포

함), 생물, 지구  우주과학과 함께 과학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할 하나의 교육 역으로 받아들 지만 다른 

과학과목에 비해 공학은 학문의 세부 내용 지식을 포

함하고 있지는 않다. 
STEM교육에서 공학의 요성은 이미 많은 학자들

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거의 부분의 융합교육 문가

들이 공학  문제해결력을 과학, 수학과 목하는데 

을 두고 있다(Cunningham, 2017; Roehrig, 2012). 공학

 문제해결을 수업에 목할 경우, 공학융합 수업 설

계를 한 핵심 요소를 추출하기 해 먼  공학  문

제해결의 핵심요소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차세  과학 

교육과정과 공학융합 련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공학  

문제해결은 공통 인 부분도 있지만 과정의 세분화 정

도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차세 과학교육과정

에서 제시한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공학문제의 정의

와 한계 상세화(Defining and delimiting engineering prob-

lem)’, ‘가능한 해결책 설계(Developing possible solutions)’, 
‘해결책의 최 화(Optimizing the design solution)’이다. 
하지만 다른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더 세분화 되

어 있다(이효진과 남윤경, 2019). 를 들어 Hjalmarson 
& Lesh (2008)는 차세 과학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공학

문제의 정의와 한계의 상세화를 ‘문제상황정의-개념탐

색’의 두 단계로 분리하고, 해결책 디자인, 산출물의 체

계 구축  발  과정을 포함하여 4가지 과정으로 제시

하 다. Hutchinson & Karsnitz (1993)는 Hjalmarson & 
Lesh (2008)의 ‘개념 탐색’ 부분을 ‘문제 구체화-정보수

집’의 두 단계로 다시 분리하여 제시하 다. 미국 보스턴 

과학 에서는 해결책 설계 단계를 ‘상상하기(imagine)- 
계획하기(plan)- 창조하기(create)’의 세 가지 단계로 세

분화하여 체 5단계로 제시 하 다. 이와 같이 공학

설계의 단계는 여러 학자들과 교육기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 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Table 1).
공학  문제해결을 융합(STEM) 수업에 목할 경우 

Table 1에서 제시된 공학  문제해결 과정이 교수법

으로 구체 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Guzey et al. (2014)
은 미국에서 진행된 융합 수업 평가를 한 핵심 요소

를 Table 2와 같이 제시하 다.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

이 과학에서 공학을 융합하는 수업에서 고려해야할 요

소들을 제시 하 다. Roehrig (2017)의 경우; 1)의미 있

는 상황제시, 2)공학설계과제, 3)재설계, 4)과학 는 수

학 개념의 용, 5)학생 심교수법, 그리고 6)의사소통

능력과 7)  활동이다. Nam et al. (2016)은; 1)공학설계, 
2) 력  웍을 한 상황제시, 3) 요한 과학 는 공

학 지식의 용, 4)공학 윤리를 포함한 공학자  마음

가짐, 그리고 5)공학문제 상황의 실성을 주요 요소로 

제시하 다. 이와 비슷하게 Moore et al. (2014)도; 1)공
학 설계과정, 2)과학 는 공학, 수학 지식의 용, 3)
공학과 공학자에 한 개념, 4)공학  사고, 5)공학  

도구, 6)  활동, 7)윤리, 8)의사소통능력, 그리고 9)문
제 상황제시를 들고 있다. Kennedy 와 Odell (2014)의 

경우 양질의 STEM 교육 로그램이 포함해야할 11가
지 요소를 제시하 는데, 이  공학 융합을 해 반복

으로 제시된 요소는; 1)정해진 수학  과학 교육과

정 포함, 2)과학과 수학 교과 과정에 최소한의 기술과 

공학의 통합, 3)공학 설계  문제 해결, 4)과학  탐구 

과정이다. 이는 공학  설계를 심으로 과학 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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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목 , 상황제시, 공학 설계와 과학  지식  탐

구능력과의 연계가 과학에서 공학  융합에 요한 요

소임을 보여 다.
뿐만 아니라 공학  문제 해결이 가지고 있는 본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공학  문제해결이 가지

고 있는 본성  특징을 어떻게 교수법 으로 제시하는

가가 요한 문제이다. 공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공학  문제해결과정인 공학 설계 뿐 아니라 업능

력,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공학  사고 습 , 공학  

마음가짐(Engineering habits of mind)등을 들 수 있다

(강주원과 남윤경, 2016; Cunningham, 2017; Moore et 
al., 2015; Nam et al., 2016). 특히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능력은 다양한 학습자를 포함해야 하는 

학교 장에서 교수법 인 측면에서 매우 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공학  마음가짐은 그 정의가 

다양하다. Cunningham (2017, p.76)에서 제시한 세부 

항목  주요한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상
황에 맞는 문제의 고려, 2)다양한 해결책 구상, 3) 신

 과정, 방법, 설계, 4)시스템 사고, 5)실패로부터 배

움, 6)효율  의사소통, 7)자신을 공학자로 보기, 8)
으로 효율 으로 일하기, 9)성공기 과 제한요건의 거

래(tradeoff), 10)증거에 기 한 결정 내리기. 
이러한 공학  특성을 살펴보면 교수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Table 2에서 제시된 수업의 목

과 상황제시, 공학  설계와 과학지식의 연계 뿐 아니

라 학생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활성화, 학생들이 공

학자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설정을 통해 학

습자가 공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효진과 남윤경(2019)은 여러 학자들

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공학 융합 수업을 

한 7가지 기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안 하 다; 1)
목 , 2) 실  상황에서 문제제시, 3)재설계, 최 화 

포함하는 공학설계, 4) 과학 는 공학, 수학지식과 연

계, 5)의사소통과 웍을 한 환경 제공, 6)학생 심

 근, 7)공학자/공학윤리/공학  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학설계기반의 과학·공학 융합수업 거틀

공학설계과정 련연구 설명

문제의 정의와 제한 

조건의 확인 

- 문제 정의

(Crismond & Adams, 2012; Fortus et al., 2005; 
Hjalmarson & Lesh, 2008; Moore et al., 2014)

- 제시된 상황에서 공학  문제를 인식하고 구체 으로 
문제를 정의한다.

- 산출물의 평가 기 과 제한조건이 무엇인지를 

악한다.

정보 수집(배경 

연구)와 재료 탐색

- 개념탐색(Hjalmarson & Lesh, 2008)
- 지식 세우기(Crismond & Adams, 2012)
- 배경연구(Fortus et al., 2005)
- 정보수집(Hutchinson & Karsnitz, 1993)

- 해결책을 설계하기 해 련 있는 과학  정보를 

수집하거나 필요한 과학 개념을 학습한다.
- 재료의 특성을 탐색하고 과학  정보를 근거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해결책 설계

- 해결책설계+시제품(모델)디자인(김 민 외, 2013; 
Fortus et al., 2005)

- 아이디어 개발과 구 (Hutchinson & Karsnitz, 1993)
- 옵션의 가 치와 의사결정(Crismond & Adams, 2012

- 해결 가능성을 탐색 한다.  
- 최상의 문제 해결책을 제안 한다.
- 시제품을 설계 한다.   

최 화

- 피드백, 평가, 성능 시험과 평가, 결과에 한 논의와 

수정  재설계를 나 어 제시함 (김 민 외, 2013; 
Crismond & Adams, 2012; Hynes et al., 2011)

- 공학 설계과정에서 제시된 시제품의 평가  반복  

재설계 과정을 거친다. 

Table 1. Engineering design process

기  요소 설명

목 공학 설계 수업은 명확한 수업 목 과 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상황제시
공학 수업은 학습자들이 공학 설계 과정을 용할 수 있는 실 이고, 의미 있고, 동기를 부여하는 맥락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공학설계
공학 설계 수업은 공학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제품을 디자인하고, 시험하고, 
시제품을 평가하고, 다시 디자인하는 반복  과정인 공학 설계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과학과의 연계 공학 설계 수업은 의미 있는 과학의 실제 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Table 2. Description of the code for analyse STEM programs (modified from Guzey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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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7가지 요소를 내용  측면과 교수법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2. 공학적 탐구 수준 

공학  문제해결과정은 공학  설계 뿐 아니라 공

학자  마음가짐과 정체성을 가지도록 구성되어야 한

다. 이러한 교수법  상황이 제시되기 해 학생들은 

주도 으로 문제해결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어야 한다. 1996년에 제시된 미국 차세 과학교육과

정에서 과학  탐구를 요시하면서 과학  탐구의 기

능과 수 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과학

 탐구의 요소각각에 해 학습자와 교사의 주도성에 

따라 나 어진 탐구의 수 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약

간의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Moss & Cervato, 2016; 

Sadeh & Zion, 2009). 공통 으로 Table 3에서 제시된 것

처럼 Schwab (1962)과 Herron (1971)에 의해 제안된 4개
의 수 이 많이 사용된다(Buck, Bretz, & Towns, 2008).

○: 교사나 자료에 의해 (문제, 방법, 는 결과)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경우

◎: 교사나 자료의 도움 없이 학생들이 문제(방법 

는 결과)를 주도 으로 선택하는 경우

교사들을 해 제작된 과학 탐구(NRC, 2000)에서는 

과학 탐구의 요소에 따라 학생주도 과 교사 주도  

상황이 매우 구체 으로 제시되어 있다(Table 4).
그 목  측면에서 과학과 공학은 다르다. 과학이 인

간의 자연에 한 호기심을 해소하고 탐구하는데 목

을 둔다면 공학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목 이 

수  문제 방법(해결책 설계) 결과(답)

수  0 ○ ○ ○

수  1 ○ ○ ◎

수  2 ○ ◎ ◎

수  3 ◎ ◎ ◎

○: 교사나 자료에 의해 (문제, 방법, 는 결과)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경우

◎: 교사나 자료의 도움 없이 학생들이 문제(방법 는 결과)를 주도 으로 선택하는 경우

Table 3. Level of openness in the teaching of inquiry (translated from Buck et al., 2008)

탐구 핵심요소 학습자 주도<-------------------- 변화 ----------------------> 교사주도 

1. 학습자가 과학  

질문에 참여 한다.
학습자가 질문을 

제시한다.

학습자가 질문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만든다.

교사, 자료 등에 의해 

주어진 질문을 학생이 

수정하거나 구체화 한다. 

교사, 자료 등에 의해 

질문이 주어진다.

2. 학습자는 질문에 

답하기 해 증거를 

모으는데 

우선순 를 둔다.

학습자가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결정하고 증거를 

모은다. 

학습자가 특정 데이터를 

모으도록 지도 받는다. 

학습자에게 데이터가 

주어지고 학습자는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 생각한다.

학습자에게 데이터와 

함께 어떻게 분석할지 

분석 방법이 함께 

주어진다.

3. 학습자가 

증거로부터 설명을 

구성한다.

학습자가 증거를 

요약(정리)한 후에 설명을 

구성한다

학습자는 증거를 이용한 

설명의 구성과정을 안내 

받는다 

학습자는 설명을 

구성하기 해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안내 받는다. 

학습자에게 증거와 함께 

어떻게 증거를 사용해서 

설명이 구성되었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학습자가 구성한 

설명을 과학 지식과 

연결시킨다.

학습자가 독립 으로 

다양한 자료를 

검(평가)하고 설명과 

연계시킨다. 

학습자에게 설명과 

련된 과학 자료와 

분야가 안내된다.  

학습자에게 연 된 

과학지식과의 연계가 

주어진다.  

5. 학습자가 설명을 

논의하고 정당화 

한다.

학습자는 설명을 

달하기 해 합리 , 
논리  논쟁을 구성한다. 

 

학습자는 설명을 어떻게 

논리 으로 구성할 지에 

해 지도 받는다. 

학습자는 논리  설명 

구성과 달에 한 

반 인 안내를 제공 

받는다.  

설명을 논리 으로 

구성하고 달하는 모든 

과정이 학습자에게 

주어진다. 

Table 4. Essential features of science inquiry (translated from NR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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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강주원과 남윤경, 2016). 그래서 제시되는 상황도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남윤경 

외 (2019)는 과학, 공학, 수학, 컴퓨  사고에서의 문제

해결과정의 공통 과 차이 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해

결과정으로써 과학  탐구 핵심요소가 공학에서의 공

학 설계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제시하 다. 과
학  문제해결인 과학 탐구와 공학  문제해결인 공학 

설계는 공통 으로 문제의 정의, 해결책 고안(설계), 
그리고 최종 결론(설계물) 도출  반복 인 실험과정

과 설계과정을 거친다(남윤경 외, 2019). Lewis (2006)
은 과학의 탐구 과정과 공학/기술의 설계 과정이 발산 

 수렴  사고에 비추어볼 때 한 련이 있다고 

제안 하 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처음 단계에서 주로 

창의 이며 발산  사고를 하며, 문제해결이 진행되면

서 분석  비 , 수렴  사고를 한다는 공통 을 말

해 다(윤진아 외, 2019). 따라서 과학  문제해결의 

핵심요소인 탐구 핵심요소( 는 통합 탐구 기능)은 공

학  문제해결에서 핵심과정인 공학  설계(Table 1)
로 체되어 설명 될 수 있다. 물론 과학  탐구와 마

찬가지로, 공학  문제 해결도 어떤 특정 순서를 반드

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NGSS Lead States, 2013). 하지

만 각각의 요소(과정)에 따라 얼마나 교사 심 인지 

그리고 학생 심 인지를 나 어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  설계과정에 근거하여 학생과 교사 

주도 인 측면을 나 어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학  

탐구 수 을 제시하 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 인 공학 설계 기반 과학 수업의 거

틀을 개발하기 해 주요 연구 방법으로 먼  공학과 

과학 융합 수업에 한 심층  이론 연구를 하 으며 

이를 근거로 연구 참여자 3인의 문가집단의 토론을 

통한 수업 거틀 안 개발, 그리고 이에 한 장교

사의 피드백을 분석하여 용함으로써 최종 수업 거

틀을 개발 하 다. 본 연구의 연구 순서는 다음 Fig. 1
과 같다. 

선행연구에 의한 과학·공학 융합수업의 핵심요소 추출 

↓

과학  탐구 수 에 근거한 공학  탐구 수  정의 

↓

수업 거틀 안 개발  장교사 피드백에 의한 수정

↓

공학 설계 기반 과학 융합수업 거틀 제안 

Fig. 1. Development procedures of engineering design 
based science instruction framework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업 거틀은 , 등 융합교

육 문가 3인에 의해 안이 개발되었으며, 장 교

사 8인에 의한 피드백을 근거로 수정 보완되었다. 융
합교육 문가3인은 등과학교육  재교육, 융합

교육 문가 2인과 등 융합교육 문가 1인으로, 융
합교육 수업 개발과 평가, 교사교육 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문가 3인은 2019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정기 인 만남을 통해 이론  배경연구와 

문가 토의를 진행하 다. 수업 거틀 안에 한 피

드백을 제공한 장교사는 등교사1인과 등교사 7
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가 진행될 당시 이들의 교사 

경력은 2~10년으로 평균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

으며, 모두 융합 교육에 한 이해와 경험이 있었다.

2.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이론  배경 연구에 사용

된 연구논문은 과학교육 문학술지와 공학교육 문

학술지, 공학교육 련 서 , 그리고 미국  한국 과학

교육과정  미국 국가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에 의해 제작된 다수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문

가 토의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서 보 하 다. 거틀 안에 한 장교사 피

드백은 거틀의 각 항목에 해 토의(8회) 내용에 근

거하 다. 장교사 피드백을 한 토의는 매회 1시간

에서 1시간 30분정도 진행되었으며, 체 8회 진행되

었다. 장교사 피드백 내용은 분석을 해 주요 내용

을 심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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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자료 분석 

장 교사 피드백 내용은 반복  내용 분석법으로 

분석하 다. 먼 , 거틀의 각 항목에 해 기록된 자

료를 분류하고 반복 으로 읽었으며, 이에 한 개방 

코딩을 진행하 다. 공학 설계단계와 공학 융합 수업

의 핵심요소  공학 탐구 수 에 따라 장교사들의 

피드백 내용을 범주화 하 다. 다음으로 각 범주에 해

당하는 피드백 내용을 용하여 수정된 거틀을 제작

하 다. 이 게 제작된 수정된 거틀은 다음 장교

사 토의에서 각 교사들이 그 수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하 다. 따라서 장교사 피드백 모임이 8
차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수정사항에 한 의견이 반

되어 거틀의 완성도가 높아지도록 하 다. 마지막 

완성된 최종 거틀에 해 참여한 장교사 원의 

확인을 거쳤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Table 5에 제시된 과학·공학 

융합 수업 거틀과 Table 6에 제시된 공학 설계 핵심요

소와 이에 근거한 공학  문제해결(탐구) 수 (Table 7), 
그리고 공학 설계 핵심요소에 따라 제시된 각 학년별 

공학  성취 기 (Table 8)로 크게 나 어 질 수 있다.
먼 , 과학·공학 융합 수업 거틀은 크게 내용  

측면과 교수법  측면으로 나 어져 있다(Table 5). 내
용  측면은 공학 융합 수업의 핵심요소에 따라 1)목

, 2)상황제시, 3)공학설계, 4)평가  5)개념 정리로 

나  수 있다. 교수법  측면에서는 수업의 핵심과정

인 3)공학 설계와 4)평가 부분에 해 교사가 고려해

야할 교수법  근 방법과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학설계에서 교수법  측면은 세부 으로 1)공
학  설계 수 (Table 6와 6)과 2)학년 군 별 성취수

(Table 8), 그리고 3)유의사항으로 나 어져 있다. 평가

에서 교수법  측면은 다시 세부 으로 1)교사평가, 2)
자기평가, 3)동료 평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에 

한 교수법과 유의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거틀의 내용  측면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  과학·공학 융합 수업의 목 이다. 과학·공학 

융합 수업의 목 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

시된 목표에 근거하여 지식, 탐구(문제해결), 정의  측

면(태도)으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  지식  측

면은 공학 융합 수업 연구( : Guzey et al., 2014; Kennedy 
& Odell, 2014; Moore et al., 2014)들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과학지식과의 연계 측면에서 매우 요한 항목

이다. 공학설계에 기반한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공학  

설계와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것 뿐 아니라 련된 과

학 지식과 융합  지식을 학습 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 에 

근거한 과학  지식을 용하거나 습득할 수 있도록 

구체 인 목  하에 수업이 설계 되도록 해야 한다. 탐
구  측면은 융합  문제해결력과 융합  사고력을 다

룬다. 융합  문제해결력은 공학  설계  문제해결

력뿐 아니라 과학  문제해결력과 탐구에 한 반

인 이해를 요구한다. 이때 융합  사고력으로 발산  

사고력(창의성과 직  사고) 뿐 아니라 수렴  사고

력(비 , 분석  사고)를 모두 함양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  측면은 공학자  마음가

짐(Engineering habits of mind)(Cunningham, 2017; NRC, 
2009)와 공학자 정체성, 그리고 공학 윤리에 한 인식

을 포함해야 한다. 공학  마음가짐과 공학자 정체성

은 학생들이 공학  문제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

울 뿐 아니라 공학  문제 해결에 한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요하다. 한 의사소통과  웍

은 공학  문제 해결에서 매우 요한 요소로, 문제해

결과정에서 학생들이 으로 활동하며, 참여하는 모든 

학생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문제해결과정에서 의미 있

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상황 제시는 공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공

학 설계과정을 용할 수 있는 실 이고 의미 있고, 
동기를 부여하는 맥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지식  

측면에서 과학  지식 습득 는 용의 필요성을 제

시해야 하며, 융합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한 정의  측면에서 목

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상황이 과학·공학·사
회 간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상황이 산 책정 등의 실  문

제를 반 함으로써 학생들이 공학자로서 정체성 경험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자가 공동체( )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요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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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소
내용

목

과학·공학 융합 

수업은 지식, 
탐구, 정의  

측면에서 명확한 

수업목 을 

포함해야 한다.

지식  측면 탐구  측면 정의  측면

① 과학 지식과의 연계: 
과학·공학 융합 수업은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 에 

근거한 과학  지식을 

용하거나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 한다.

【체크리스트】STEM·CT 지식의 

연계

S
T
E
M
CT

② 융합  문제해결력

- 문제해결과정에 한 이해 :
문제인식-문제정의-해결책설계

-실행-결론도출-
일반화

- 공학 설계: 
문제인식-해결책설계-최 화

- 과학  기능: 문제인식,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 공학  기능: 정보수집, 설계, 
제작 등

③ 융합  사고력

직 /분석, 발산/수렴  사고, 
창의성, 비  사고, 
시스템사고 등

④ 공학자  마음가짐/ 공학윤리:
공학과 공학자에 한 이해, 
공학과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향에 한 이해, 태도 등 

융합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⑤ 의사소통/ 워크

- 과학  의사소통(읽기, 
기록(쓰기), 말하기, 토의, 토론)

- 력  워크(학습자 공동체 

구성  운 )을 수업 목  

달성을 한 요한 교수 

방법  근으로 고려한다.

상황

제시

공학 수업은 

학습자들이 공학 

설계과정을 

용할 수 있는 

실 이고, 
의미 있고, 
동기를 부여하는 

맥락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과학  지식의 습득 는 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융합  문제해결력과 융합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 제시된 상황이 과학·공학·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된 상황이 산 책정 등의 

실  문제를 반 함으로써 

학생들이 공학자로서 정체성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된 상황이 학습자가 

공동체( )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요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해야한다.

Table 5. Framework for science and engineering integrated lesson design 

공학

설계

공학 설계 단계

교수법  근

공학  설계 수  

교사주도<----변화---->학습자주도

성취

수
유의사항

① 문제정의와 제한조건 확인

- 제시된 상황에서 공학  문제를 

인식하고 구체 으로 문제를 

정의한다.
- 기 과 제한조건이 무엇인지를 

악한다.

문제 정의는 가 주도하는가?
제한 조건 구체화는 가 

주도하는가?

1 2 3 4

A
B
C
D

- 학생들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학생의 학업 성취나 학습 성향이 

이질 인 집단을 구성한다.
- 학생 수 에서 시간 내에 해결가능한 

제한 조건을 제시한다.
- 실제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에서, 
평가는 목 에 맞는 변인으로 한정한다.

- 제한 조건의 충족이 평가의 요한 

기 이 됨을 인식시킨다.

② 정보 수집(배경 연구)과 재료 탐색

- 해결책을 설계하기 해 련 있는 

과학  정보를 수집하거나 필요한 

과학 개념을 학습한다.
- 재료의 특성을 탐색하고 과학  

정보를 근거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정보 수집은 가 주도 하는가?
재료 탐색은 가 주도 하는가?

1 2 3 4

A
B
C
D

- 학생들이 재료를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 재료는 안 하고 학생들이 다루기 

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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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소의 가장 요한 부분은 공학 설계 단계이

다. Table 1에서 제시된 공학 설계 과정에 근거하여 설

계되었다. 각 과정은 1)문제 정의와 제한 조건 확인, 2)
정보 수집과 재료탐색, 3)해결책 설계, 4)최 화 과정

으로 나 어져 있으며, 각각의 과정에서 교사의 유의

사항과 학습자 주도성(Table 6, 7)에 따라 교사의 수업 

설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공학  설계과정을 통해 습득된 

과학  교과 지식과 융합  문제해결력  사고력 평

가를 해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

하 다. 교사평가는 답이 정해지지 않은 공학 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  평가와 평가를 히 활용

할 수 있다. 탐구  측면에서 산출물의 견고성, 디자인

의 심미성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정의  측면: 공학

에 한 이해, 워크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지식  측면: 공학설계 과정으로부터 

획득한 과학지식과 용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다. 자기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책무성을 기르기 해 모둠 내 

본인의 기여도 평가와 과학 공학 융합 수업의 목 (지
식 , 탐구 , 정의  측면)에 한 성취도를 스스로 

평가한다. 구체 으로 모둠원 평가에서는 공학설계 과

정 의 모둠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며, 모둠간 평가

를 통하여 상  모둠의 산출물의 성능 비교와 평가, 더 

제안할  찾기 과정을 통해 메타인지와 비  사고

력을 기를 수 있다. 한 결과 발표 과정을 통해 의사

소통 능력과 비  사고를 증진시킨다. 
개념 정리 단계에서는 공학 설계와 련된 과학지식

의 습득이나 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

된 Table 6은 수업 거틀에서 제시된 공학설계 과정(핵
심요소)에서 학습자와 교사의 주도성에 따라 나타날 수 

공학

설계

공학 설계 단계

교수법  근

공학  설계 수  

교사주도<----변화---->학습자주도

성취

수
유의사항

③ 해결책 설계

- 순서1. 산을 사용하여 재료선택 후 

구입한다.
- 순서2. 개별로 문제 해결책 제안한다.
- 순서3. 모둠별 여러 가능한 해결책과 

각 장단 을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다.
- 순서4. 1차 시제품을 제작한다.

해결책 설계는 가 주도 하는가?

1 2 3 4

A
B
C
D

- 제작 단계 조  :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공작활동을 최소한 한다.
- 최 화 과정: 시제품에 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학습자의 비  사고를 자극한다. 

④ 최 화

- 1차 시험 → 수정 보완  찾기 → 2차 

제작 → 

  2차 시험 → 수정 보완  찾기 …… 

최종 제작 → 최종 평가

- 공학  설계 과정에 한 기록

- 제작된 산출물 결과에 한 

토론(비 )

최 화 과정은 가 주도 하는가?
평가 기  책정은 가 주도 

하는가

평가 결과 분석은 가 주도 

하는가?

1 2 3 4

A
B
C
D

- 기록: 최 화 과정  시제품에 한 

평가와 수정 보완 과정을 구체 으로 

기록하게 한 후 결과를 발표하게 한다.

평가

공학  설계 과정을 통해 습득한 

과학  교과 지식과 융합  

문제해결력의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① 교사 평가 : 루 릭

- 상 평가(조별경쟁)와 

평가(제한조건만족)를 

히 활용한다.
- 탐구  측면: 산출물의 견고성, 
디자인의 심미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정의  측면: 공학에 한 이해, 

워크 등을 평가한다.
- 지식  측면: 공학설계 

과정으로부터 획득한 

과학지식을 평가한다.

② 자기 평가 

책무성을 기르기 

해 모둠 내 

본인의 기여도 

평가와 

과학공학융합 

수업의 

목 (지식 , 
탐구 , 정의  

측면)에 한 

성취도를 스스로 

평가한다.  

③ 동료 평가

1) 모둠원 평가: 공학설계 

과정 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2) 모둠간 평가: 
- 모둠별 산출물의 성능 

비교와 평가, 더 제안할  

찾기

- 결과 발표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비  

사고를 증진시킨다.

개념

정리
과학 개념 정리: 공학설계 과정에 연계된 과학지식을 환기하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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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공학 융합 수업 설계 시 과

학 교사는 공학 설계의 주제에 따라 공학 설계가 얼마

나 학습자 주도 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단하고 

가  학습자 주도 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공학 설계의 주제에 

따라 한 재료 비와 상황 제시가 교사의 안내나 

비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익숙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Table 7은 Table 6에서 각각의 공학 

설계 과정에서 학습자와 교사의 주도성을 단하여 

체 인 공학 탐구의 수 을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를 들어 모든 과정에서 교사가 주도했다면 lev-
el 1이며 문제 정의  제한조건은 교사가 제시하고 나

머지 과정에서 학생이 주도 으로 문제를 해결 했다면 

level 4가 된다.
다음에 제시된 Table 8은 공학 설계 각각의 과정에서 

학년군 별 성취기 을 보여 다. 미국 차세  과학교

육과정엣 제시된 3가지 과정(문제정의/제한조건, 해결

책 설계, 최 화)에 한 기 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수집  재료 탐색’부분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업 

거틀에서 제시된 공학설계 4가지 과정에 한 성취기

을 제시하 다. 이 자료는 공학 설계 각 과정에서 성

취기 이 등 학년(A)과 등 고학년(B), 학교(C)
와 고등학교(D)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어서 장 교사

들이 각 학년군에 속하는 성취기 을 확인하고 세부

인 융합 수업의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공학설계 

핵심요소 

교사 주도<----------------- 변화 --------------------> 학습자 주도 

1 2 3 4

문제정의/
제한조건

교사가 문제를 정의하고 

제한조건을 제시한다.

교사가 제시한 문제와 제한 

조건을 수정하고 

구체화한다.

학습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제한조건을 기술하지만 

교사가 피드백하여 

구체화한다.

학습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제한 조건을 기술할 수 

있다.

정보수집/
재료탐색

교사가 해결 문제와 련된 

정보와 재료의 특성을 

제시한다.

교사가 안내한 방법을 따라 

학습자가 해결문제와 

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교사가 재료의 특성을 

제시한다.

교사가 제시한 해결문제와 

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학습자가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련 재료의 

특성을 탐색한다.

학습자가 해결문제와 

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련 재료의 특성을 

탐색한다.

해결책 설계

교사가 제시한 해결책과 

설계 과정에 따라 학습자가 

제작한다.

교사가 제안한 해결책을 

만족하도록 학습자가 

설계하여 제작한다.

교사가 제안한 다양한 

해결책  학습자가 최 의 

해결책을 선택하여 

설계하고 제작한다.

학습자가 해결책을 

제안하고 최 의 해결책을 

선택하여 설계하고 

제작한다.

최 화

교사가 제시한 기 에 따라 

교사가 비교, 시험  평가 

후 교사가 개선책을 

제시한다.

교사가 제시한 기 에 따라 

학습자가 비교, 시험  

평가 후 교사가 개선책을 

제시한다.

교사가 제시한 기 에 따라 

교사가 비교, 시험  평가 

후 학습자가 개선책을 

제시한다.

학습자가 정한 기 에 따라 

비교, 시험  평가 후 

학습자가 개선책을 

제시한다.

Table 6. Essential features of engineering Design (student or teacher centered)

과정
수행 주체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문제정의/제한조건 교사 교사 교사 교사

정보수집/재료탐색 교사 교사 교사 학생

해결책 설계 교사 교사 학생 학생

최 화 교사 학생 학생 학생

Table 7. Level of engineer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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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진국을 심으로 이미 시행 인 ·
등 과학·공학 융합교육 수업 설계에 한 선행 연구와 

이론  배경에 근거하여 과학·공학 융합 수업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따른 공학 설계 기반의 과학 융

합 수업 거틀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 STEAM 교육의 

거 틀(교육부, 2018)은 공학 설계에 한 공학  설

계에 한 구체 인 정의나, 과학 수업에서의 용 방

법 등을 체계화 하여 제시하지 않으며, 그 내용이 복잡

하여 장교사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 다(심재호 

외, 2015). 한 ‘창의 설계’라는 모호한 용어의 사용

으로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인 공학  설계를 융합교육

의 주요 요소로 설명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이동 과 

남윤경,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한 한 가지 해결책

으로 과학·공학 융합 수업 거틀을 제안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거틀은 선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제시하는 공학 융합 수업의 핵심 요소에 근거하여 과

학·공학 융합 수업의 거를 내용  측면과 교수법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내용  측면은 ‘목 ’, 
‘상황제시’, ‘공학 설계’, ‘평가’,  ‘개념 정리’로 구분

되어 있다. 특히 내용  측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학설계와 평가에 해서는 교수법  측면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 공학 설계에 한 교수법  측면은 

세 가지; 1)공학  설계 수 , 2)학년 군 별 성취수 , 
그리고 3)유의사항으로 나 어 제시 하 다. 평가에서 

교수법  측면은 다시 세부 으로 1)교사평가, 2)자기

평가, 3)동료 평가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과학·공학 융합 수업 거틀’

은 과학교육에서 융합교육의 범 를 공학  문제해결

과정인 공학 설계를 주요 교수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과

학과 공학 융합 수업을 설계하고자 장 교사들이 공

학 설계에 해 쉽게 이해하고 수업을 체계 으로 계

획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특히 내용  측면(목 , 
상황제시, 공학 설계, 평가  개념정리)과 공학 설계 

 평가에 한 교수법  측면을 세부 으로 제시함으

로써, 각각의 과정에서 교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과학 교사들에게 익숙한 

과학  탐구와 유사하게 공학  문제해결(탐구)의 수

을 제시함으로써 장 교사들이 쉽게 학습자 주도

인 공학 융합 수업을 계획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계발된 거틀은 한 장 교사뿐 아니

라 비교사들을 상으로 과학·공학 융합 수업 가르

치거나 비교사들이 설계한 공학 설계 기반 과학 수

업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 을 제시할 수 있다.

공학 설계 과정 성취기

문제정의/
제한조건

A : 사회와  지구  향을 감안한 기 과 한계에 해 범 한 고려를 할 수 있는가?
B : 기 과 한계의 정교화가 이루어 졌으며, 가능한 해결책의 범 를 좁힐 수 있는가?
C : 가능한 해결력에 한 기 과 한계를 상세화 하 는가?
D :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 는가?

정보수집/
재료탐색

A : 정의된 문제와 련된 정보를 수집, 선택하고 련된 재료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B : 정의된 문제와 련된 정보를 수집, 선택하고 재료를 탐색할 수 있는가?
C : 정의된 문제와 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가?
D : 정의된 문제와 련된 제시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해결책 설계

A : 요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 고 각각의 부분에 한 해결책을 고려하고 설계할 수 있는가?
B :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해 서로 다른 해결책들의 세부 부분으로 조합할 수 있는가?
C : 다양한 해결책에 한 연구와 탐색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D : 시각 , 물리  표 들을 통해 가능한 해결책을 조원들과 의사소통 하여 제안  설계할 수 있는가?

최 화

A : 기 과 득실을 고려하여 복잡한 해결책을 택하고,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향에 해 평가하고 개선 할 수 

있는가?
B : 해결책을 지속 으로 개선하기 하여 과학 이고 체계 인 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가?
C : 실패한 원인을 포함한 간단한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개선할 수 있는가?
D : 해결책들을 각각 비교, 시험  평가하여 볼 수 있는가?

Table 8. Performance expectation of engineering design (Modified from NGSS Lead Stat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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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융합(STEM)교육의 핵심인 공학 설계를 

기반으로 과학 수업에서 공학을 의미있고 쉽게 융함하

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업 거틀을 제안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과학·공학 융합 수업 거

틀은 과학과 공학 융합 교육에 한 국내외 이론 , 실
제  선행 연구 분석과 문가 토의, 그리고 장교사

들의 피드백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과학·공학 융합 

수업 거틀은 과학 수업에서 공학 설계를 주요 교수

법  문제해결 방법으로 사용하며, 선행 연구에서 제

시된 공학 융합 수업의 핵심요소와 학년군별 성취수

을 고려하여 공학 설계에 한 이해가 부족한 장 교

사들이 쉽게 공학 설계를 과학 수업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과학·공학 

융합 수업 거틀은 복잡하게 제시된 한국 STEAM 교
육 거틀의 단 을 보완하여 장교사뿐 아니라 비

교사들이 쉽게 공학  설계와 문제해결과정에 해 이

해하고 이를 용하여 과학 융합 수업을 설계하는데 

구체 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공학  문제해결, STEM 교육, 공학 설계 기반 

수업, 과학·공학 융합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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