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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술의 진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특성을 가진다. 미래사회에서 살아
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문제
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합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2011년 융
합인재교육(STEAM)을 제안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6가지 핵
심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

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융합교육 종합계획
(’20~’24)을 발표하여 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 착근하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융합교육 종합계획에서는 ‘미래사회에 대응한 
핵심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제시
하고, 7개의 전략과 추진과제를 16개로 세부화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융합의 가치를 중시하며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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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학교 현장의 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

해 정책과 연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첫째, 교사의 융합교육 실행을 위해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연구와 프로젝
트를 통해 과학⋅인문예술 융합, 첨단 기술 활용, 미래 
직업 연계형 등 주제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한국과
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STEAM교육(https://steam. 
kofac.re.kr/)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 학술 연구에서도 융합 프로그램 개발
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Ham, 
2020),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구가 높다(Kim, Lee, & Kim, 
2016). 교사는 보급된 교수학습자료를 학교 실정과 교
육과정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융합교육을 실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둘째, 교사의 융합교육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융합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수업에서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Yoo, Hwang, & Han, 2016). 특히 융합
교육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설계, 프로그램의 개
발과 관련한 요구가 높다(Han & Lee, 2012; Kim, 
Lee, & Kim, 2016). 이를 위해 융합교육을 위한 교
사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조사하고 연수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직무연수, 원격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Han, Hwang, & Yoo, 
2016, Kang, Lee, & Kang, 2013). 또,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융합교육 정책 이해와 실행 지원을 위한 연
수(Kim et al., 2018)와 예비교사의 융합교육 역량 강
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Park et al., 
2018). 

셋째, 학교 현장의 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매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융합
교육 지원단을 조직하여 현장 컨설팅, 연구, 워크숍, 
포럼, 성과 공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사례를 공유
하고 확산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 연구회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을 장
려하고 있다. 또, 융합교육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을 제작하거나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넷째, 융합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융합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가진 행위유발성(affordance)
이 제공되어야 한다(Lee, 2019). Hong et al. (2019) 
연구에서는 융합교육을 위해 개별화 공간, 이해의 공
간, 협력의 공간, 공유의 공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다
양한 공간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융합교
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메이킹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한

상상실, VR⋅AR 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과학실과 온라
인 플랫폼을 융합한 형태의 지능형 과학실 등이 학교
에 구축되고 있다.

다섯째,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융합교육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있다. 융합교육 체험센터를 구축하여 학
생⋅지역주민 대상 융합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융합교육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또, 지역의 공공기관, 대학, 기
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융합교육을 발굴하
고 학교 밖 학습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
제 상황에서 실제적 융합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
의 문제해결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과 전문가의 연계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융합교육을 위한 연구와 정책 측면의 
노력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착근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융합교육의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간 
융합교육 연수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Shin & Lee, 2017), 영재 지도교사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Seo & Maeng, 2016), 융합교
육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인식(Lee & Kwon, 2019) 
등 다양한 규모와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실태조사는 Park et al. 
(2016)이 수행한 것으로 STEAM 교육의 도입 후, 5년
이 경과한 2016년에 STEAM 교육의 운영 현황을 알
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
교 56.8%에 해당하는 6,473개(초: 3,394, 중: 1,858, 
고: 1,299)를 대상으로 실행 이유, 빈도, 시간, 예산,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운영 현황을 제시하였다. 

2011년 STEAM 교육이 시작되고 현재의 융합교육
까지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2020학년도)에서 전국의 
초⋅중등 학교의 융합교육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특히, Park et al. (2016)의 연구와 연계하여 융
합교육의 실행 여부, 이유, 형태, 교재, 예산 등을 알
아봄으로써 융합교육 실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20년에 COVID-19가 발생하
여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진 상황에
서 융합교육의 실행 여부, 수업 형태, 어려움 등을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학교 현장의 융
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
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재직 
중인 초⋅중⋅고등학교 교사이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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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과 학교급을 고려하여 1,000명의 교사에게 설
문을 의뢰하였고, 모든 문항에 성실히 응답한 871명
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기초 배경
으로 학교급, 학교 소재지, 근무경력과 융합교육 관련 
연수 이수 시간을 포함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Table 2와 같
다. 2015년 실시된 Park et al. (2016) 연구 보고서에
서 사용한 실태조사 설문 문항을 기반으로 Noh & 
Paik (2014), Woo, Kim, & Lee (2019) 등의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2020학년도 
COVID-19로 학교 현장에서 실시된 온라인(비대면) 

수업 상황을 반영한 문항도 포함하여 설문 도구를 개
발하였다. 설문 도구의 개발은 융합교육 전문가 및 연
구진 7인이 5회에 걸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설문 도
구 방향, 문항 내용, 문항 수정 방향을 논의하여 초안
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초안을 학교 현장 교사 3인에
게 사전 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설문 내용에 대
한 의견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 도구를 개
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응답 자료의 분포
와 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6.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388 44.5

중학교 321 36.9

고등학교 162 18.6

학교 소재지 

특별⋅광역시 411 47.2

중소도시 326 37.4

읍면지역 134 15.4

근무경력

5년 이하 119 13.7

6년~10년 129 14.8

11년~15년 248 28.5

16년~20년 244 28.0

20년 이상 131 15.0

융합교육 관련 
연수 이수 시간

없음 331 38.0

15시간 이하 219 25.1

16시간~30시간 151 17.3

31시간~60시간 68 7.8

61시간 이상 102 11.7

전체 871 100.0

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 of Respondents

구분 내용

융합교육 실행 교사 

⋅ 실행 이유
⋅ 실행 형태: 중심 교과, 실시 시간, 학기당 횟수, 적용 유형, 학습집단 조직, 학생 평가
⋅ 활용 교재
⋅ 실행 예산
⋅ 학생 만족도에 관한 교사 인식
⋅ 비대면 융합교육 현황: 실행 여부, 수업 형태, 어려움, 교사 만족도

융합교육 미실행 교사 ⋅ 미실행 이유: 수업 운영 차원, 교육환경 차원, 융합교육 이해 차원

Table 2. Key Contents i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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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융합교육 실행 여부

융합교육의 실행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전체 교사 871명 중 449명(51.5%)의 교사가 
융합교육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422명
(48.5%)의 교사가 융합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이 비율은 Park et al. (2016)에서 제시한 결
과(실행: 55.5%, 미실행: 44.5%)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융합교육
을 실행하고 있는 교사가 230명(59.3%)으로 나타났으
며 중학교에서 135명(42.1%)으로 고등학교에서는 57
명(35.2%)으로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융합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6)에서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융합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의 비율이 감소한다고 제시하였
다(초: 54.7%, 중: 48.0%, 고: 32.0%). 

1) 융합교육 실행 이유

융합교육의 실행 이유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교사
의 자발적 노력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초: 50.4%, 중: 
61.5%, 고: 57.9%). 다음 이유도 역량 함양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초: 16.1%, 중: 9.6%, 고: 
8.8%)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적 필요성(초: 

14.8%, 중: 8.9%, 고: 8.8%)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Park et al. (2016)에서도 교사의 자발적 노력이 가장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교육청의 지원, 학
생 요구, 학교장 권유 등 외부 요구에 의한 실행 이유
의 비율이 높았으나, 2020년에는 역량 함양, 미래사회 
대비 등 학생의 실제적 성장과 미래 교육을 고려한 
실행 이유가 높았다. 

2) 융합교육 실행 형태

융합교육의 실행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중심 교과, 
실시 시간, 학기당 횟수, 적용 유형을 조사하였다. 먼
저, 융합교육 실행의 중심 교과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융합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과로 미술(17.2%)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
로는 국어(15.9%), 과학(15.8%) 순이었다. 중학교에서
는 실과, 기술⋅가정(18.4%)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으로 과학(17.9%), 미술(12.7%) 순이었다. 고등학교에
서는 과학(22.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
(13.1%), 실과, 기술⋅가정(12.4%) 순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6)에서는 학교급별 교사의 STEAM 
적용 교과의 경우 초⋅중⋅고 모두 과학 과목이 가장 
많았으며(초: 56.4%, 중: 48.4%, 고: 75.4%), 다음으
로 수학(초: 7.9%, 중: 9.5%, 고: 8.5%), 국어(초: 
8.2%, 중: 12.6%, 고: 0.9%) 순이었다. 미술은 초⋅
중⋅고등학교 전체 평균 4.1%로 나타났다. 현재의 융
합교육은 과학 교과 중심에서 미술, 국어, 기술⋅가정, 

구분 융합교육 실행 융합교육 미실행 합계

초 230 (59.3) 158 (40.7) 388 (100.0)

중 135 (42.1) 186 (57.9) 321 (100.0)

고  57 (35.2) 105 (64.8) 162 (100.0)

합계 422 (48.5) 449 (51.5) 871 (100.0)

Table 3. Status of Convergence Education Implementation                                단위: 명(%)

구분 교사의 
자발적 노력

학교 
관리자의 

권유

동료 
교사의 
영향

학생⋅
학부모 
요구

교육부, 
교육청 사업 

실천

교사 연구회 
활동을 통한 

재교육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적 

필요성

역량 함양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
기타 합계

초 116 (50.4) 4 (1.7)  8 (3.5) 1 (0.4) 21 (9.1)  7 (3.0) 34 (14.8) 37 (16.1) 2 (0.9) 230 (100.0)

중  83 (61.5) 3 (2.2)  8 (5.9) 1 (0.7)  9 (6.7)  5 (3.7) 12 ( 8.9) 13 ( 9.6) 1 (0.7) 135 (100.0)

고  33 (57.9) 2 (3.5)  2 (3.5) 0 (0.0)  4 (7.0)  2 (3.5)  5 ( 8.8)  5 ( 8.8) 4 (7.0)  57 (100.0)

합계 232 (55.0) 9 (2.1) 18 (4.3) 2 (0.5) 34 (8.1) 14 (3.3) 51 (12.1) 55 (13.0) 7 (1.7) 422 (100.0)

Table 4. Reasons for Implementing Convergence Education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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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 다양한 교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 실시 시간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교과 내 수업(1개 교과 수업에서 다
른 교과의 내용을 융합하여 1인의 교사가 진행) 형태
가 초등학교의 경우 48.0%,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각각 36.1%, 38.3% 비율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형태
로 나타났다. 그 외,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
동 시간(28.1%)이 있었으며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년
제(자유학기제)를 활용한다는 비율이 25.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비율이 2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
다. 2020학년도의 경우 그동안 교육과정 변화와 함께 
중학교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 정착,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내 동아리 활동 시간 포함 등의 변화가 있었지
만, 전체적으로 Park et al. (2016)이 제시한 결과(정
규 교과 시간: 58.6%, 창의적 체험활동: 19.3%)와 비
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기당 융합교육 횟수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기당 5회(23.0%)의 
수업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비정

기적(22.2%), 2회(21.7%)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학
기당 2회(29.6%)의 수업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비정기적(23.7%), 1회(17.8)의 순으로 나타
났다. 고등학교는 학기당 2회(29.8%)의 수업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정기적(21.1%), 3회
(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융합교육 적용 유형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과목 간 연계형
(49.6%)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제 또는 
문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유형(30.9%)으로 나타났
다. 중학교에서는 과목 간 연계형(34.1%), 주제 또는 
문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33.3%), 단일 교과 내 수
업형(32.6%)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비슷한 비율
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는 주제 또는 문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38.6%)이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단일 교과 내 수업형(31.6%), 과목 간 연계형
(29.8%)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6)에서는 단독으로 실행(단일 교과 내 유형과 유
사)하였다는 응답이 초⋅중⋅고등학교 모두 50% 이상
의 응답을 보여주었다. 현재는 융합교육을 단일 교과

구분 국어 도덕⋅
윤리 수학 사회 과학 실과, 

기술⋅가정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정보, 
컴퓨터

전문 
교과 기타 합계

초 121 (15.9) 44 (5.8) 53 (7.0) 117 (15.4) 120 (15.8)  63 ( 8.3) 10 (1.3) 41 (5.4) 131 (17.2) 23 (3.0) 28 (3.7) 2 (0.3)  8 (1.1)  761 (100.0)

중  32 ( 9.2) 17 (4.9) 28 (8.1)  35 (10.1)  62 (17.9)  64 (18.4) 17 (4.9)  9 (2.6)  44 (12.7)  4 (1.2) 25 (7.2) 1 (0.3)  9 (2.6)  347 (100.0)

고  15 ( 9.8)  4 (2.6) 14 (9.2)  20 (13.1)  34 (22.2)  19 (12.4)  4 (2.6)  4 (2.6)  18 (11.8)  2 (1.3) 12 (7.8) 3 (2.0)  4 (2.6)  153 (100.0)

합계 168 (13.3) 65 (5.2) 95 (7.5) 172 (13.6) 216 (17.1) 146 (11.6) 31 (2.5) 54 (4.3) 193 (15.3) 29 (2.3) 65 (5.2) 6 (0.5) 21 (1.7) 1,261 (100.0)

Table 5. School Subjects for Convergence Education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비정기적 합계 

초 25 (10.9)  50 (21.7) 38 (16.5) 13 (5.7) 53 (23.0) 51 (22.2) 230 (100.0)

중 24 (17.8)  40 (29.6) 20 (14.8)  3 (2.2) 16 (11.9) 32 (23.7) 135 (100.0)

고  8 (14.0)  17 (29.8) 11 (19.3)  1 (1.8)  8 (14.0) 12 (21.1)  57 (100.0)

합계 57 (13.5) 107 (25.4) 69 (16.4) 17 (4.0) 77 (18.2) 95 (22.5) 422 (100.0)

Table 7. Number of Convergence Education per Semester                                단위: 명(%)

구분 단일 교과 내 수업형
(중심교과와 타교과 연계)

과목 간 연계형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교과 연계)

주제 또는 문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합계 

초  45 (19.6) 114 (49.6)  71 (30.9) 230 (100.0)

중  44 (32.6)  46 (34.1)  45 (33.3) 135 (100.0)

고  18 (31.6)  17 (29.8)  22 (38.6)  57 (100.0)

합계 107 (25.4) 177 (41.9) 138 (32.7) 422 (100.0)

Table 8. Types of Implementing Convergence Education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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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행하기 보다는 과목 간 연계(팀 티칭)나 문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적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3) 융합교육 활용 교재 

융합교육에서 활용되는 교재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53.9%)를 가
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스스로 개발한 교재
(35.2%), 한국창의재단 개발 교재(5.2%) 순으로 나타
났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스스로 개
발한 교재(66.7%, 57.9%)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다음으로 교과서(27.4%, 22.8%), 한국과학창의재단 
개발 교재(3.7%, 12.3%) 순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6)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교과서(59.7%)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스스로 개발한 교재와 창의재단 
교재의 경우 각각 18.3%, 16.9%로 비슷한 비율로 활
용한 경향이 있었으나, 2020학년도에는 스스로 개발
한 교재를 활용한 비율이 높아지고 기관에 의해 보급
된 교재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4) 융합교육 실행 예산

융합교육 실행 예산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10
과 같다. 초⋅중⋅고등학교 교사 모두 별도의 예산 지
원 없이 실행하고 있다는 응답(초: 58.7%, 중: 45.9%, 

고: 35.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급으로 가면서 별도의 예산 지원 없
이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학교 혹은 교육기관
(교육청, 과학교육원 등) 예산 지원이 가장 많았고 외
부 목적 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은 전체 학교급의 
8.3%만이 지원받고 있었으며 초등학교(8.3%)나 중학
교(5.9%)보다는 고등학교(14.0%)에 예산 지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융합교육 학생 만족도에 관한 교사 인식

융합교육 학생 만족도의 교사 인식에 관한 조사 결
과는 Table 11과 같다. 융합교육 수업에 대하여 교사
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생 만족도 결과는 긍정적인 편
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매우 만족 32.2%, 다소 만족 
53.9%, 보통 12.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98.3%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이상의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100%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6)에서는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으로 
초등학교에서는 90.7%, 중학교에서는 86.4%, 고등학
교에서는 89.9%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2020학년도에는 융합교육을 적용한 수업에 대하여 학
생들의 만족도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융합교육에 학생들이 만족한 이유의 교사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초등학교와 중학
교에서는 실생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경험(초: 

구분 교과서 스스로 개발한 교재 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교육 프로그램 기타 합계

초 124 (53.9)  81 (35.2) 12 ( 5.2) 13 (5.7) 230 (100.0)

중  37 (27.4)  90 (66.7)  5 ( 3.7)  3 (2.2) 135 (100.0)

고  13 (22.8)  33 (57.9)  7 (12.3)  4 (7.0)  57 (100.0)

합계 174 (41.2) 204 (48.3) 24 ( 5.7) 20 (4.7) 422 (100.0)

Table 9. Teaching Materials for Convergence Education                                   단위: 명(%)

구분 학교 혹은 
교육기관예산 지원

외부 목적 사업예산 
지원

학교 혹은 교육기관 
예산과 외부 목적 

사업예산 지원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음 합계

초  46 (20.0) 19 ( 8.3) 30 (13.0) 135 (58.7) 230 (100.0)

중  47 (34.8)  8 ( 5.9) 18 (13.3)  62 (45.9) 135 (100.0)

고  16 (28.1)  8 (14.0) 13 (22.8)  20 (35.1) 57 (100.0)

합계 109 (25.8) 35 ( 8.3) 61 (14.5) 217 (51.4) 422 (100.0)

Table 10. Budget for Implementing Convergence Education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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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중: 40.7%)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다양한 탐구활동의 경험(초: 30.4%, 중: 23.7%), 
학습자 주도의 활동(초: 21.3%, 중: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도 실생활 문제를 찾고 해결하
는 경험(28.1%)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학습자 주도의 활동(26.3%), 다양한 탐구 활동의 경험
(21.1%) 순으로 나타났다. 

6) 융합교육 학생 만족도에 관한 교사 인식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융합교육 현황을 알아보
기 위하여 비대면 융합교육 실행 여부, 수업형태, 어
려움, 교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비대면 융합교
육 실행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비대면으로 융합교육을 실행하지 않은 교
사는 422명의 교사 중 270명(64.0%)이었으며, 비대면 
융합교육을 실행한 경우는 152명(36.0%)으로 나타났
다. 학교급 별로 초등학교 교사는 32.2%, 중학교 교

사는 40.7%, 고등학교 교사는 40.4%만 비대면 융합
교육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대면 융합교육 수업 형태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전체적으로 콘텐츠 활용 중
심 수업은 20.4%,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25.0%, 실
시간 쌍방향 수업은 24.3%, 최소 2개 이상의 혼합형 
수업은 30.3%로 고른 수업 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28.4%, 
실시간 쌍방향 수업 27.0%, 2개 이상 방법의 혼합 수
업 27.0%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2
개 이상 방법의 혼합 수업이 32.7%로 응답이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과제 수행 중심 수업 23.6%, 실시간 
쌍방향 수업 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는 2개 이상 방법의 혼합 수업 34.8%,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30.4%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비대면 융합교육의 어려움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 제공(32.4%)에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초  74 (32.2) 124 (53.9) 28 (12.2) 3 (1.3) 1 (0.4) 230 (100.0)

중  36 (26.7)  76 (56.3) 23 (17.0) 0 (0.0) 0 (0.0) 135 (100.0)

고  15 (26.3)  32 (56.1) 10 (17.5) 0 (0.0) 0 (0.0)  57 (100.0)

합계 125 (29.6) 232 (55.0) 61 (14.5) 3 (0.7) 1 (0.2) 422 (100.0)

Table 11. Teachers’ Perception for Students’ Satisfaction toward Convergence Education      단위: 명(%)

구분 학습자 
주도의 활동

실생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경험

첨단과학기
술 관련 

새로운 학습 
소재 경험

다른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수행하는 
협력의 가치 

경험

첨단 
기기(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를 

사용

다양한 
탐구활동의 

경험
기타 합계

초 49 (21.3)  72 (31.3) 12 (5.2) 18 ( 7.8)  7 (3.0)  70 (30.4) 2 (0.9) 230 (100.0)

중 20 (14.8)  55 (40.7)  3 (2.2) 18 (13.3)  4 (3.0)  32 (23.7) 3 (2.2) 135 (100.0)

고 15 (26.3)  16 (28.1)  3 (5.3)  9 (15.8)  1 (1.8)  12 (21.1) 1 (1.8)  57 (100.0)

합계 84 (19.9) 143 (33.9) 18 (4.3) 45 (10.7) 12 (2.8) 114 (27.0) 6 (1.4) 422 (100.0)

Table 12. Teachers’ Opinion for Students’ Satisfaction toward Convergence Education    단위: 명(%)

구분 미실행 실행 합계

초 156 (67.8)  74 (32.2) 230 (100.0)

중  80 (59.3)  55 (40.7) 135 (100.0)

고  34 (59.6)  23 (40.4)  57 (100.0)

합계 270 (64.0) 152 (36.0) 422 (100.0)

Table 13. Status of Non-Face-to-Face Convergence Education(2020)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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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업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21.6%),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의 어려움(16.2%)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 동기 부
여 및 참여 유도(30.9%)에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다
음으로 수업 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21.8%), 학
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 제공(16.4%)의 순으로 나타났
다.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
담(26.1%)에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21.7%),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 제공과 원격 수업 인프라 부족, 수행평가 
진행에 대한 어려움(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대면 융합교육의 교사 만족도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초⋅중⋅고등학교 모
두 보통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초: 45.9%, 중: 
45.5%, 고: 52.2%), 다음으로 대체로 만족(초: 32.4%, 
중: 43.6%, 고: 17.4%), 대체로 불만(초: 14.9%, 중: 
7.3%, 고: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매
우 만족과 매우 불만에는 응답이 적었다. 

2. 융합교육 미실행 교사 

융합교육을 실행하지 않는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운영 차원, 교육 환경 차원, 융합교육 이해 차원에서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1) 수업 운영 차원

수업 운영 차원의 어려움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과중한 업
무(수업 시수, 담임 업무 등)로 인한 수업 준비의 부
담(31.0%)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과
정 재구성의 어려움(21.1%), 정규 교육과정에서 정해
진 수업 시수 조정의 어려움(18.3%)의 순으로 나타났
다. 중학교에서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수업 준
비의 부담(22.1%),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른 교과와의 
협업 진행의 어려움(22.1%)에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의 시험 준비로 인한 

구분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2개 이상 방법의 
혼합 수업 합계

초 13 (17.6) 21 (28.4) 20 (27.0) 20 (27.0)  74 (100.0)
중 11 (20.0) 13 (23.6) 13 (23.6) 18 (32.7)  55 (100.0)
고  7 (30.4)  4 (17.4)  4 (17.4)  8 (34.8)  23 (100.0)

합계 31 (20.4) 38 (25.0) 37 (24.3) 46 (30.3) 152 (100.0)

Table 14. Types of Non-Face-to-Face Education for Convergence Education(2020)        단위: 명(%)

구분

학습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수업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 
제공

수업 
참여에 
대한 

실시간 
확인의 
어려움

교과 간 
연계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 간 

협의 부족

 
원격수업 
인프라 
부족

온라인 
플랫폼 
접속 

불안정 
및 기능 

부족

수행평가 
진행에 
대한 

어려움
기타 합계

초  8 (10.8) 16 (21.6) 24 (32.4) 12 (16.2) 0 (0.0) 2 ( 2.7) 8 (10.8) 1 ( 1.4) 3 (4.1)  74 (100.0)
중 17 (30.9) 12 (21.8)  9 (16.4)  8 (14.5) 3 (5.5) 2 ( 3.6) 1 ( 1.8) 1 ( 1.8) 2 (3.6)  55 (100.0)
고  5 (21.7)  6 (26.1)  3 (13.0)  2 ( 8.7) 0 (0.0) 3 (13.0) 0 ( 0.0) 3 (13.0) 1 (4.3)  23 (100.0)

합계 30 (19.7) 34 (22.4) 36 (23.7) 22 (14.5) 3 (2.0) 7 ( 4.6) 9 ( 5.9) 5 ( 3.3) 6 (3.9) 152 (100.0)

Table 15. Difficulties for Non-Face-to-Face Convergence Education(2020)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합계

초 5 (6.8) 24 (32.4) 34 (45.9) 11 (14.9) 0 (0.0)  74 (100.0)

중 2 (3.6) 24 (43.6) 25 (45.5)  4 ( 7.3) 0 (0.0)  55 (100.0)

고 2 (3.6)  4 (17.4) 12 (52.2)  3 (13.0) 2 (8.7)  23 (100.0)

합계 9 (5.9) 52 (34.2) 71 (46.7) 18 (11.8) 2 (1.3) 152 (100.0)

Table 16. Teachers’ Satisfaction for Non-Face-to-Face Convergence Education(2020)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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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려움(19.7%), 담당 교과 외 다른 
교과에 대한 전문성 부족(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수행평가, 지필 평가 등의 시
험 준비로 인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려움(23.8%)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른 교과와의 협업 진행의 어려움(21.7%), 교사의 과
중한 업무로 인한 수업 준비의 부담(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교육 환경 차원

교육 환경 차원의 어려움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18과 같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교사 연수 
부족 혹은 연구회 활동 지원 부족 등 융합교육에 대
한 접근의 어려움(초: 36.4%, 중: 31.7%, 고: 30.6%)

에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등학교에서는 교
재 및 교구 확보의 어려움(23.3%), 필요한 시설 혹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12.6%)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
고등학교에서는 교내 동료 교사의 이해와 협조 부족
(중: 23.7%, 고: 27.4%), 교재 및 교구 확보의 어려움
(중: 15%, 고: 12.9%), 필요한 시설 혹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중: 15%, 고: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융합교육 이해 차원

융합교육 이해 차원의 어려움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19와 같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다양한 융
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족(초: 33.0%, 중: 
37.7%, 고 34.3%),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초: 
34.0%, 중: 24.6%, 고: 33.1%)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구분

수행평가, 
지필 평가 
등의 시험 

준비로 인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려움

교사의 과중한 
업무(수업 
시수, 담임 
업무 등)로 
인한 수업 

준비의 부담

담당 교과 외 
다른 교과에 
대한 전문성 

부족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른 교과와의 
협업 진행의 

어려움

정규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수업 
시수 조정의 

어려움

학생 평가 
반영의 어려움 합계

초  45 (21.1)  66 (31.0)  21 ( 9.9)  26 (12.2)  39 (18.3) 16 (7.5) 213 (100.0)

중  82 (19.7)  92 (22.1)  56 (13.5)  92 (22.1)  55 (13.2) 39 (9.4) 416 (100.0)

고  57 (23.8)  45 (18.8)  38 (15.8)  52 (21.7)  25 (10.4) 23 (9.6) 240 (100.0)

합계 184 (21.2) 203 (23.4) 115 (13.2) 170 (19.6) 119 (13.7) 78 (9.0) 869 (100.0)

Table 17. Difficulties in Clas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교재 및 

교구 확보의 
어려움

필요한 시설 
혹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관리자(교감, 
교장 등)의 
이해 부족

학생 혹은 
학부모의 
이해 부족

교사 연수 부족 
혹은 연구회 

활동 지원 부족 
등 융합교육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교내 동료 
교사의 

이해와 협조 
부족

관련 
기관(과학교

육원, 
과학관, 

연구소)의 
협조 부족

합계

초  48 (23.3)  26 (12.6) 15 (7.3) 17 (8.3)  75 (36.4)  19 ( 9.2)  6 (2.9) 206 (100.0)

중  50 (15.0)  50 (15.0) 22 (6.6) 21 (6.3) 106 (31.7)  79 (23.7)  6 (1.8) 334 (100.0)

고  24 (12.9)  24 (12.9) 12 (6.5) 15 (8.1)  57 (30.6)  51 (27.4)  3 (1.6) 186 (100.0)

합계 122 (16.8) 100 (13.8) 49 (6.7) 53 (7.3) 238 (32.8) 149(20.5) 15 (2.1) 726 (100.0)

Table 18. Difficulties in Class Environment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족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융합교육 정책의 
지속성 여부 및 

신뢰 부족

융합교육의 
교육적 기대 
효과의 부족

기타 합계

초  66 (33.0)  68 (34.0)  39 (19.5) 27 (13.5)  0 (0.0) 200 (100.0)
중 106 (37.7)  69 (24.6)  54 (19.2) 45 (16.0)  7 (2.5) 281 (100.0)
고  58 (34.3)  56 (33.1)  33 (19.5) 17 (10.1)  5 (3.0) 169 (100.0)

합계 230 (35.4) 193 (29.7) 126 (19.4) 89 (13.7) 12 (1.8) 650 (100.0)

Table 19. Difficulties in Community’s Understanding                             복수응답,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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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의 융합교육 운
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
⋅도교육청에 재직 중인 교사 871명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의 실행 이유, 형태, 교재, 예산, 만족도에 관한 
교사 인식, 비대면 융합교육 현황, 융합교육 미실행 
이유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융합교육의 
정책 및 실행에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핵심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설
계 지원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
에서 교사들은 융합교육을 실행하는 이유로 자발적인 
노력, 역량 함양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 미
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적 필요성으로 제시하였다. 
Park et al. (2016)에서는 교사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
어 교육청 등에서 요구하는 외부 요인이 컸으나, 현재
의 융합교육은 미래교육의 필요성으로 접근하는 내부 
요인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융합교육이 미래교
육의 주요 테마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미래
핵심역량을 촉진하고 수행을 개선하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Kang, 2015; Lee, 
2019). 또, 미래핵심역량 기반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
발하여 교사들이 이를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교과가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융합교육
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서 융합교육의 중심 교과로 과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미술, 국어, 기술⋅가정, 사회 등 다양한 
교과의 실천도 확대되고 있다. 여러 교과에서 새로운 
관점과 문제해결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융합교육의 
깊이와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여러 교과 교사 
간 협력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
다(Shin & Lee, 2017). 이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를 활성화하고(Noh & Paik, 2014), 다양한 교과와 주
제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융합교육의 기회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Park et al. (2016)의 연
구에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융합교육을 실행하는 비
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의 
부담이 있어 융합수업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자신의 진
로를 탐색하고 관련 역량을 개발하는 결정적 시기로,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융
합교육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2025년
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서 간 학문적인 융
합 선택과목을 다수 개설하여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

고 실제적 융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융합교육을 통해 다양한 진로
를 탐색할 수 있도록 미래 직업 연계형 융합교육 프
로그램도 보급될 필요가 있다(Lim, Yoo, 2019). 또, 
융합 교과의 중심 내용에 따라 모듈 단위의 개발, AI
와 같은 첨단 기술의 접목 및 활용 등의 구체적인 방
안 마련이 요구된다(Kwak, 2021).

넷째, 블렌디드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재
해, 재난, 감염병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
서든지 학습할 수 있는 블렌디드 교육이 요구된다
(Min & Kim, 2021). 특히, 본 연구에서 COVID-19 
상황에서 교사들은 비대면으로 융합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수업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에 많은 부담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은 콘텐츠 활용, 과제 
수행, 실시간 쌍방향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각 
수업을 전개하는데 디지털 콘텐츠는 필수적이다. 현재
까지 개발된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을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원격수업 또는 블렌디드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 블렌디드에서 융합교
육의 모형을 개발하고(Hong, Lee, & Yoo, 2021), 양
질의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블렌디드 교육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비대면 융합교육을 진행
하는데 있어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 제공, 학습 동
기 부여 및 참여 유도, 수업 참여에 대한 실시간 확인
을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교사와 학생 사이를 플랫
폼이 매개하기 때문에 교사-학습자-콘텐츠 간 상호작
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수적이다(Mo 
& Ham, 2021). 특히 융합교육은 실제적 문제를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창의적 설계 과정
을 거친다. 이 때문에 플랫폼에서 적절한 기술적 어포
던스를 제공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Hwang & Sung, 2016). 또, 실제적 성장을 지원하
기 위해 학생의 학습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융합교육 
플랫폼은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K-에듀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융합교육의 이해와 실행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 기반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회 활동
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융합교육을 실행하
는데 교사 연수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부족, 융합교육
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융합
교육을 위해 주제 선정, 수업 교구 및 교재 제작, 모
둠 활동 지도,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설계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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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
에(Lee & Shin, 2014), 융합교육의 준비, 설계, 실행 
측면에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융합교육을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의 필수역량으로 
규명하고 성장 단계별 교원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와 에
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교육, 지역사회 자원 활용 수
업 설계 등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예산, 행정 분야의 간소화를 통해 융합교육
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융합
교육을 실행하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수업 준비의 
부담, 시설 혹은 예산 확보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
타났다. 이를 위해 교사가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고 수시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 교
육청 단위의 교구 대여 및 대행 구매, 상시 예산 지원 
시스템 등의 적시적이고 유연한 행정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한다. 

여덟째, 다섯째,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융합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융합교육 
실행 유형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 모두 30% 이상 
주제 또는 문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은 하나의 
큰 주제로부터 출발하므로 학습 현장을 넓혀 지역사
회의 교육기관(과학관, 과학교육원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
록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
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융합
교육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체계적 층화 표집을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상황
에서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 자발적인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
다.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융합교육의 실태와 지원 방
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또는 블렌디드 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 및 플랫폼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융합교육의 특징을 규명하고, 
학습과 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설계 원리를 개발
해야 한다. 또, 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
는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의 융합교육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재직 중인 교사 8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급별로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교사 871명 중 449명(51.5%)이 융합교육을 실행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융합교육을 실행하는 
이유로 교사의 자발적 노력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적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융합교육은 정
규 교과 시간에 과목 간 연계형으로 과학, 미술, 사
회 교과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COVID-19에 대응하여 융합교육을 실행
하는 교사 중 270명(64.0%)이 비대면 융합교육을 
실행하였으며, 수업 자료 제작과 학생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섯째, 융합교육을 미실행하는 
이유로 교사의 과중한 업무, 교사 연수와 연구회 활
동 지원 부족,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
책 도출과 실행 지원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주제어: 융합교육, STEAM 교육, 초⋅중등학교, 학
교 운영 현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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