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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0년 교육부는 갈수록 높아져 가는 불확실성과 

급속도로 진전되는 변화의 파도 속에서 미래의 길을 

비출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 중

심 사고를 기반으로 새로운 구조를 창조하는 감성적 

창조,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초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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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 emphasizes problem-solving skills based on convergent thinking power in an era of rising
uncertainty and rapid progress. This paper proactively designed e-Learning team teaching convergence
liberal arts courses for prospective teachers by these social needs. It analyzed the empirical effects on
the operation of the subjects to foster future talent who can converge and apply knowledge in various
fields. The curriculum consisted of professors of mathematics, practical Arts, computer, and education,
and was operated to convey convergent knowled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humanities, and
consisted of 15 liberal arts courses at J University. Besides, textbooks and teaching materials were also
developed by the faculty. As a result of the primary research, prospective teachers who took the course
generally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class, especially for the faculty. The students' overall
convergent thinking ability has increased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p<.01), and the students'
major has been found to be irrelevant.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communication, content
convergence, and caring factors, excluding creativity factor, have all risen to a significa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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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환경, 스마트한 기술을 포용적으로 사용하는 따

뜻한 지능화 정책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내세웠다

[1]. 또한, 교육부는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미래 사회 핵심역량 중심의 기초 교양 교육을 강화하

고, 융복합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 개편 정

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2]. 이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공고히 유지하고 더불어 향상

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래 인재 육성의 주축이 될 예

비 교원에게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넘나드는 융복합 

역량은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할 기초 역량으로 함양

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의 감염병 사태 발생 

이후 예비 교원 교육 시스템의 방향 설정에 관해 예

비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예비 교원은 예비 교원양성 단계에서 

강조되어야 할 교육 시스템의 방향은 첫째, 정보 소

양 강화(43.7%), 둘째, 융복합 강좌 확대(39.3%), 셋

째, 인문학적 소양 강화(27.6%), 넷째, 교양강좌 이수 

확대(5.6%)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유

행 감염병 사태 이전에는 교원 양성 과정에서 학생 

중심 수업에 인성 자질을 갖추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면, 요즘은 온라인 교육이 ‘뉴노멀’로 자리 잡

으면서, 정보 기술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지식을 수렴할 수 있는 융복합 교양 교과목 

개발이 현 예비 교원이 바라보는 교육 체계의 방향이

다[3]. 그러나, 아직 예비 교원을 위한 융복합 교육이 

미흡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미경

(2015)의 연구 조사 결과, 5개 대학에서 28개 강좌가 

예비 교원에 대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홍남인(2020)은 급변하는 교육 현

장에서 향후 미래 인재를 육성할 예비 교원들이 정작 

창의 융합인재교육을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고, 이러

한 교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학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 교원을 

위한 대학교 차원에서의 창의성을 기반한 융합 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4].

이러한 인재 육성의 강조점에 따라, 본 논문은 다

양한 학제 간의 융복합적 소양이 강조되는 미래 사회

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예비 교원의 융

복합적 역량을 선제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J대학에

서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적 지식을 다루는 교양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교과목의 효과 분석

을 바탕으로 향후 예비 교원 대상 융복합 교양 교과

목 운영에 시사하는 바를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융

복합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융복합 교육의 정의 및 특성

전 세계가 다원화되고 있는 21세기에서는 세계시

민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개인의 확고하면서 유연하

게 전환할 수 있는 정체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통

과 평화적 공존 기술 수단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지고 

있다[5]. 이에 ‘세계시민성 교육’과 ‘지역중심 교육’을 

복합적으로 포용하는 사회문화적 융복합 교육이 21

세기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

다고 볼 수 있다. 융복합 교육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

는 용어로 ‘통합’을 들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서의 ‘통

합’은 교과목 간의 연계를 추구하는 방식을 뜻한다.

김선희 외(2018)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던 

통합 교육에 다양한 융합, 통섭의 개념을 접목하여 

교과나 학문의 분과 간 연계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융복합 교육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다[6]. 또한, 김혜영(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융복합 교육은 통섭적인 사고력과 정보

와 지식을 재창출하는 능력 및 문제해결력의 함양을 

통하여 지식융합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 양성의 효

율적인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7].

함승환 외(2013)는 융복합 교육을 문헌 중심과 실

천 중심으로 융복합 교육의 요소를 정의하여 개념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학생의 고등 인지 능력 역량 습

득과 전인적 성장을 기한다는 목적에 적합한 교육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합목적성’, 학생이 능

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의 능동

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능

동성’, 학생이 생산하는 지식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

하고 공존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다양성’, 교

육 활동 안에서 교사, 교과, 학생이 협동하는 수용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의 ‘협력성’, 학생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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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삶의 맥락에 기초한 탐구 및 표현으로 융복합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맥락성’,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대화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의 ‘통합성’을 융복합 교육의 개념적 특

성 요소로 정리하였다[5]. 박일우(2016)는 대학에서 

융복합 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

였는데, 융복합의 개념 이해 여부, 올바른 목표 설정,

행·재정적 지원 등을 적절히 가늠할 때, 실질적인 대

학에서의 융복합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명시했다[8].

또한, 권효정(2014)는 대학에서의 융합적 인재 양성

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방식에서의 융합이 아닌 학문

적 경계를 허물어 전공 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9].

2.2 대학 융복합 교과목 운영과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

융복합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목 운영에 대

한 연구는 근 10년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특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운영

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의 지식 창출,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합한 종합적 사유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융복합적 글쓰기 교육 방안을 

구상한 손혜숙(2015)은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교

과목 설계와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교과목은 총 

15주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르별 글쓰기나 성격 요

인 검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교과목 수업이 융

복합적 사고 활동 내에서 작문하는 학습자 양성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10]. 김선희 외(2018)는 중등 

예비 교사 대상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는데,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전공 교수

의 협력으로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과목에 

융복합 교육의 의미와 유형 이론, 예비 교사의 융복

합 수업 설계, 시연, 반성의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

램을 삽입하여 이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을 분석하였

다[6]. 프로그램 적용 수업 후, 예비 교사들은 융복합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안 설계 측면에서 가장 유의

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영희(2016)는 국내 D대학의 이공계열 신입생 

교양교육을 위하여 융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를 온라인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보여준다[11]. 이 

대학에서 운영된 교양 교과목은 <과학적 사고와 인

간>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한 학기 동안 260명

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의학, 공

학, 철학, 경제학, 역사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진이 참여하였으며, 과학적 정의와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학문과의 연관성 및 사회와의 

관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멘토/멘티 교수학습 전략을 실

시하였다. 수강생을 2명씩 짝지어 상호 소통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해당 활동은 3.90의 만족

도를 나타냈으며, 온라인 수업에서 팀원과의 활동은 

협동심과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해듬(2018)은 국내 K대학에서 팀티칭 융복합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스마트한 대학생활 레알 에

이플러스>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러닝 팀티칭 교

양 교과목의 학습적 만족도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교수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12]. 이에 강의내용, 학습편리성,

학습성취감, 자기주도성이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강의내

용 변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 온라인으로 진행

하는 팀티칭 교과목의 코스 설계에서 어떠한 강의 

내용으로 진행하는지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융복합 수업 설계 방안을 

습득할 수 있는 온라인 팀티칭 기반 융복합 교양 교

과목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러닝 수업의 한계 극복 

방안을 모색하여 오리엔테이션, 국제 포럼 참여, 교

수-학습자 교류회 활동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해듬

(2018)의 학습자 만족도 영향 요인에 따라 강의 내용

을 가장 중점적 요인으로 고려하여 교과목 설계에 

반영하였다.

3. 예비 교원 대상 온라인 팀티칭 융복합 교양 

교육 교과목 개발

3.1 융복합 교양 교과목 교수 개요 및 학습 목표  

본 논문은 국내 J대학 교육대학의 전인교양 강좌

로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IT와 인문학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미래융합IT인문학> 교과목을 개설하였으며, 본 강

좌는 다양한 교과과목의 전공 교수진 및 교육 전문가

가 참여하여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다. 각 교수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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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당 2-3차시의 강의를 J대학 이러닝센터에 업로

드하여 예비 교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과목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초등 예비 교원이 갖춰야 할 융

복합적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수학, 교육학, 컴퓨

터교육, 실과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보 기술과 인문

학의 접점을 찾고 이를 초등 교육에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교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사

용할 수 있는 IT인문학 기초 교육 교재와 특화형 교

수·학습법 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Fig. 1은 

개발된 교재이다. 총 15주차에 걸쳐 비대면 수업이 

실시되었으며, 마지막 주차에서는 대면 기말고사로 

실시되었다. Table 1은 개발된 교과목의 개요이다.

3.2 융복합 교양 교과목의 구성과 실제

본 강의는 팀티칭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강의 운영진은 정보 기술과 인

문학의 융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 분야

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는데, 각 전공 분야의 연구

에서 월등한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는 교수진으로 구

성되었다. 자세한 연구진의 정보는 Table 2와 같다.

교과목 개설에 앞서 교수진은 영역별 핵심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교과목의 개발 

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하였다.

교과목 개발 회의를 바탕으로 각 수업의 내용은 

각 교수진이 녹화를 하여 주차에 맞게 이러닝센터에 

올리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각 강의는 차시 당 25분 내외로 하여 총 15주차의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수업의 내용은 고전 및 역사 

속에서 싹튼 수학적 지식, 예술과 수학의 융복합적 

원리, 디지털 기반 교육과 관련한 학습자, 교사의 권

리, 제조, 정보통신, 생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연관된 인문학, 창의적 IT인문학 수업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전공의 예비 교원이 보다 다양한 

융복합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차시 

당 자세한 수업의 내용은 Table 3에서 볼 수 있으며,

이러닝 수업의 실제는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통한 수업 운영

이러닝 수업의 학습 효과 증진과 비대면 수업의 

단점 개선을 위하여 본 교과목은 여러 가지 교육적 

활동을 함께하였다. 첫 번째 교육 활동은 ZOOM을 

활용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학생들은 교과목의 

본격적인 시작 전, 수강 정정 기간에 ZOOM을 통하

여 교수진과 실시간으로 먼저 인사를 나누었으며, 교

수진은 교과목의 운영 방안과 배경, 목적, 개요 등을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교수진의 

수업 설명을 먼저 듣고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해소할 수 있었고, 더욱이 채팅창을 활용하여 학생들

Fig. 1. <Future Confluence IT Humanities>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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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 활발한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둘째, 교과목을 수강하는 예비 교원들로 하여금 국

제적 창의 융복합 교육 포럼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

다. 이 포럼은 UAE 칼리파(Khalifa) 대학의 컴퓨터

공학 교수, 중국 에듀테크 교육 전문가, 융복합 교육

을 실천하는 현장 교사진, 방콕한국국제학교 교장, 국

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전문가, 라오스 루앙프라방

(Luang Prabang) 부총장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한 

창의적 융복합 교육에 대하여 논하는 자리였다. 교육 

포럼에 참가한 교과목 수강 예비 교원들에게 교과목 

강사진의 수업 이외에 여러 교육 전문가들의 융복합 

교육 사례와 개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참가한 포럼과 관련하여 ‘융복합 교육에 관

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셋째, 수업의 말미에 진행한 교수-학습자 교류회

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교과목을 수강한 교

육대학 학생 30명 중 29명이 참석하였으며, 해당 교

과목을 운영한 교수진이 참석하여 <미래융합IT인문

학>을 수강한 소감을 나누고 교수진과 학습자 간의 

Table 1. Course outline.

Course Area Contents

Description
To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to come, we think about various topics from the
perspective of IT humanities.

Learning
Objectives

• As a preparatory teacher, students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education that
combin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humanities.

• Students can envision education that combin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humanities
as a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Credit hours
2 credit hours : lectures, orientations, participating education forums, exchange meetings
and etc.

Materials http://elearning.jejunu.ac.kr/

Methodology

e-learning(online)
PBL(Problem-Based Learning) 10%
CBL(Case-Based Learning) 10%
FL(Flipped Learning) 10%
General Lecture 70%

Assessment

Midterm Test 0%
Final Test 40%
Assignments 50%
Attendance 10%

Table 2. Lecturers’information.

No. Major Sex Research area

1 Mathematics Education Male
• Discrete mathematics
• Isoperimetric problem
• Backwards children mathematics learning

2 Mathematics Education Male
• Natural Science
• Statistics

3 Elementary Education Male
• Autonomy in school administration
• Education law

4 Practical Arts Education Male
• Invention education
•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5 Computer Education Male
• Computer education
• Information security

6 Computer Education Female
• Computer education
• Convergence education



Table 3. Curriculum.

Week Subject Sub-subject Assignments & Activities

1 Mathematical thinking in
the Oriental classics

•Mathematics in『Mo-tzu』
•Mathematical definition of 『Chuang-
tzu』and butterfly effect: Chaos
•The truth of the Universe and the birth
of numbers in『Thousand-Character
Classic』

•Summarize the learning contents.
•Explain how to solve the isoperimetric
problem of the square.
•Using the Pythagorean scale, if the
string is 25 centimeters long, find the
length of the string of the other notes.

2 A mathematical story told
by people in history

•The problem of Queen Dido
•The Steiner 3-step Proof
•Zenodorus

3 Mathematics and music,
harmonize with fantasy

•Pythagoras finds harmony in music
•Bach’s average rate
•Tonnetz

4
Architecture built by
mathematics, more robust
and beautiful

•Urban hive
•Curtain wall
•Menger sponge

5 See the mathematics in the
economy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Nash equilibrium
•Prisoner’s dilemma

6
The amazing world of
mathematics painted in
masterpieces

•Mathematics and Arts
•Golden ratio and golden division

7 Students’ right to study and
digital-based learning

•Students’ right and duties
•The irony of self-realization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students
•Private lesson and prior education

•Summarize the most memorable part of
this class in three lines as a teacher's
basic perception.
•Explain that W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mary school's non-face-to-face
remote classes to ensure all students'
right to study is.

8 Teachers’ right to educate
and digital-based learning

•Teachers’ right and duties
•The concept of teaching authority and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

•Write down your thoughts on the
violation of teachers' authority
(violation of teachers by parents) in the
classroom of the first grade of Jeju
Elementary School.

9
Learning ethics and oblige
of students in teachers’
colleg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learning
ethics in universities
•Learning ethics regulations and practice

•Write down your opinions on the
unsupervised conscience test at the
university.

10
High technology that
change our lives (1) :
manufacturing technology

•The world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Cases of manufacturing technology

•Briefly summarize/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Briefly explain the cutting principles of
the laser processing machine.
•Write down the advantages and
examples of use of carbon nanotubes.

11
High technology that
change our lives (2) :
construction technology

•The world of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Cases of construction technology

•Summarize the types and methods of
seismic design structures.
•Briefly describe the four forces acting
on the drone and what hover is when
the drone is operated.

12
High technology that
change our lives (3) :
biotechnology

•The world of advanced biotechnology
•Cases of biotechnology

•Describe how you operate the micro-
robot.
•Explain the advantages of a smart
farm.

13
Creative IT humanities
teaching methods:
Gamification/Digi-log

•Gamification technique in education
•Digi-log technique in education

•Write your thoughts on attending the
2020 1st International creative education
network forum

14

Creative IT humanities
teaching methods: Creative
storytelling /Action
learning

•Creative storytelling technique in
education
•Action learning technique in education

•Write your thoughts on attending the
2020 2nd International creative
education network forum

15
Final examination &
teacher–student exchang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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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예비 교원들은 

교과목을 비대면으로 수강하였지만, 대면으로 진행

된 교류회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해소하

지 못했던 의문점을 드러내고 교수진은 이에 대한 

답변을 서로의 눈을 보고 제공하면서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시간

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은 교류회의 실제 

운영 모습이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4. 제안된 융복합 교양 교육 교과목 적용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융복합 교양 교과목은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기반한 이러닝 

팀티칭 교과 과정이다. 본 교과목은 2020년 2학기에 

운영되었으며, 총 30명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

이 수강하였다. 본 교과목에 대한 학습자의 교과목 

만족도를 교과목 수강 후에 조사하였으며, 학습자의 

융합적 사고력을 교과목 수강 전과 후에 검사하여 

효과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4.1 융복합 교양 교과목 만족도

교과목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마지막 수업인 기말

고사 후 교과목의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만족도 문항은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11개의 문항은 Likert 5점의 척도

로 정량적으로 집계되었으며, 1개 문항은 정성적인 

만족도에 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만족도 문

항의 상위 요인은 교육 내용, 교수자, 교육 환경, 향후 

발전 가능성, 개선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위 요인으

로 교육 내용 요인에서는 강의 내용의 유익성, 융합 

지식관련 이해도 제고 여부, 강의 시간 적절성, 교수·

학습 자료의 적절성이며, 교수자 요인에서는 교수자

의 성실성, 휴·보강 안내, 수업 준비, 수업 진행 방법

Fig. 2. Class contents in E-learning center.

Fig. 3. Teacher-Student exchang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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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교육 환경 요인에서는 학습 관리 시스템 장애,

문자 안내, 온라인 출결 관리 편리성을 묻는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또한, 향후 발전 가능성 요인에서는 

선·후배 수강 독려 여부, 자기 개발 도움 여부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개선 사항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열린 문항으로 구성되어 하위 요인은 없었

다. 설문 조사의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결과값을 구해냈다. 조사 결과, 융복합 교양 교

과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을 만점으로 총 

4.32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든 점수가 4점 이상으로 집계되어 전 

교육내용, 교수진, 교육 환경, 향후 발전 가능성의 4

가지 영역 모두 고루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특

히, 교수자에 관한 평균이 4.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교과목을 통해 알게 된 교육 내용이 향후 자

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와 타 학생에게 해당 교과목

을 추천해줄 용의가 있냐는 향후 교과목 발전 가능성

에 대해서 평균 4.37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 환경에 대한 문항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불안정 요소를 꼽아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

적 아쉬움을 보였다. 또한, 정성적 평가 요인인 개선 

사항 문항에서는 ‘각 교수님들 간의 수업이 유기적이

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닝센터

의 공지 사항에 업로드된 공지는 문자로도 보내주었

으면 좋겠다’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다. Fig. 4는 각 

문항별 상위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 점

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결과의 도식화를 보여준다.

4.2 융복합 교양 교과목 학습자 융합적 사고력 평가

본 교과목의 개발 목적은 예비 교원의 융복합적 

역량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21세기 미래 융복합 인

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용주

(2012)는 인문사회과학과 이공학의 융합교육과정 개

발 및 활용을 위한 기획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적 융

합인재교육에서 핵심 역량으로 4C를 강조하는데, 이

는 창의성(Creativity), 의사소통(Communication),

내용융합(Convergence), 그리고 배려(Caring)이다

[13]. 이를 종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 ‘창의

성’,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포함한 ‘의사소

통’, 맥락적 지식의 이해, 설계, 응용, 활용 능력을 포

함한 ‘내용융합’,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의 요소를 포함한 ‘배려’를 4가지 상위 요인

으로 선정하여 총 20개의 하위 문항으로 교과목 수강 

전과 후에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였다. 더

하여, 개발된 융복합 교양 교과목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14-22].

[가설] 융복합 교양 교과목 이수 전, 후 예비 교원

의 융합적 사고력은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본 교과목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만족도 분석과 

동일하게 SPSS 24.0을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우

선적으로 대상 표본 분석을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교과목 수강 전 예비 교원의 융합적 사고력

을 평가하고(Pre-test), 교과목 이수 후 동일한 표본

을 대상으로 융합적 사고력 수준이 얼마나 증가하였

는지를 측정하였다(Post-test). 이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23-32].

표본은 2020년 2학기 융복합 교양 교과목인 <미래

융합IT인문학>을 수강한 J대학의 교육대학 초등교

육과 학생, 즉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학년이 27명, 2학년이 2명, 4학년 1명으로 90%의 

비율로 1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로 수강하였다. 또한,

학과별 구성으로는 초등과학교육전공 3명, 초등교육

학전공 1명, 초등국어교육전공 2명, 초등미술교육전

공 2명, 초등사회과교육전공 3명, 초등수학교육전공 

4명, 초등실과교육전공 3명, 초등영어교육전공 7명,

초등윤리교육전공 4명, 초등컴퓨터교육전공 1명으

로 다소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인문학 계열 전공자

가 가장 많은 분포도로 형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표본의 구성은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표의 학과 표기에서는 반복되는 초등(Elemen-

tary)과 교육(Education)을 제외한 과목명만 기재하

였음을 밝힌다.Fig. 4. Satisfaction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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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미래융합IT인문학> 교과목 이수 전과 

후 학습자의 융합적 사고력을 비교한 점수를 도식화

한 것이며, Table 5는 전체 표본에 대한 사전 사후 

평균 점수에 대한 t-test 결과값을 나타낸다. 이를 살

펴보면, 전반적인 융합적 사고력 점수는 100점을 기

준으로 사전 69.3점, 사후 76.6점으로 증가분을 보였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대임을 보여준다

(t=-3.90, p<.01). 이 도표를 통해 [가설]이 지지된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6과 Table 6은 학습자의 융합적 사고력

이 계열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것이다. Table 6의 

Dep. 는 Department를 줄여 표현하였으며, H.S. 는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이며, N.S.는 Natural

Science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힌다. 인문사회계열에

는 초등윤리교육, 초등국어교육, 초등사회과교육, 초

등미술교육, 초등교육학, 초등영어교육을 포함하였

고,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에는 초등수학교육, 초등과

학교육, 초등실과교육, 초등컴퓨터교육학과로 구분

하였다. 수강생 중 인문사회계열은 19명이며, 자연과

학 및 공학계열은 1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두 계열 

Table 4. Sample composition.

Number of students Percent

Sex

Male 17 56.6%

Female 13 43.4%

Sub-total 30 100.0%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nglish 7 23.3%

Education 1 3.3%

Korean 2 6.7%

Art 2 6.7%

Society 3 10.0%

Ethics 4 13.3%

Natural Science

Practical Arts 3 10.0%

Science 3 10.0%

Mathematics 4 13.3%

Computer 1 3.3%

Sub-total 30 100.0%

Grade

1st grade 27 90.0%

2nd grade 2 6.7%

3rd grade 0 0.0%

4th grade 1 3.3%

Sub-total 30 100.0%

Total 30 100.0%

Fig. 5. Comparison of Convergent Thinking Skills be-

fore and after class.

Table 5. T-test result of the effect of improving Con-

vergent thinking ability.

No. Mean
Standard
Deviation

t

Pre- Test 30 69.33 4.56
-3.90**

Post-Test 30 76.59 9.38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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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전보다 사후에 점수가 상승하였고,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융합적 사고

력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계열별 융합적 사고력 수준은 

교과목 수강 전(t=0.794, p>.05), 수강 후(t=1.825, p>

.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융합적 사고력 문항에 대해 상위 요인별로 구분하

여 학습자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의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는데, 그중 의사소통(t=-3.718, p<

.001)과 내용융합 요인(t=-0.803, p<.001)이 가장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로 증가하였다. 다음 순으로는 

배려 요인과 마지막 창의성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더

욱이, 내용융합 요인은 평균 점수 사전 3.16에서 3.77

로 0.61의 증가값을 보여 평균 점수로는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한편, 창의성 요인(t=-1.916, p>.05)은 

근소한 차이로 유의미한 증대율을 보이지 못했으며,

배려 요인은 유의한 확률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t=-0.473, p<0.01). 개발된 융복합 교양 교과목은 수

강생으로 하여금 융합적 사고력의 3가지 부문의 영

향 요인이 증대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Fig. 7과 Table 7은 융합적 사고력의 요인별 비교 현

Fig. 6. Comparison of Convergent Thinking Skills before 

and after class by department.

Table 6. T-test result of the effect of improving Convergent thinking ability by department.

Dep. No. Mean Standard Deviation t

Pre-Test
H.S. 19 69.88 4.12

0.794
N.S. 11 68.40 5.54

Post-Test
H.S. 19 79.06 8.75

1.825
N.S. 11 72.40 9.83

***p<.001, **p<.01, *p<.05

Table 7. T-test result of the effect of improving Convergent thinking ability by factor.

Factor Pre- Post No. Mean Standard Deviation t

Creativity
Pre 30 3.44 0.887

-1.916
Post 30 3.61 0.8881

Communication
Pre 30 3.41 0.893

-3.718***
Post 30 3.79 0.909

Convergence
Pre 30 3.16 0.818

-0.803***
Post 30 3.77 0.863

Caring
Pre 30 3.85 0.824

-0.473**
Post 30 4.15 0.738

***p<.001, **p<.01, *p<.05

Fig. 7. Comparison of Convergent Thinking Skills before 

and after class b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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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오늘날의 세계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는 여러 

분야에 대한 노출과 학제 간의 구분을 허물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융합, 복합하는 역량을 함양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반복적인 작업과 단순 지식 이해는 인공지

능과 다양한 정보 기술의 영향으로 아웃소싱에 의해 

침식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지식을 활용한 문제해

결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여 교육대학의 예비 교

원을 대상으로 수학, 교육학, 컴퓨터 교육, 실과 교육 

등 다양한 학과를 중심으로 융복합 교양 교육 교과목

을 개설하고, 교과목 운영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 교

수진이 모여 교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및 교

수 자료를 개발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더하여, 개

발된 교과목을 수강한 다양한 전공의 교육대학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교과목 수강 만족도와 함께 융합적 

사고력의 증가율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개발된 교과

목이 실제 예비 교원의 융합적 사고력이 향상되는데 

기여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수강생의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는 4.32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강의 내용은 

4.3점, 교수자는 4.42점, 교육 환경은 4.17점, 향후 발

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4.37점의 점수를 보이며 각 영

역 점수가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교과목의 효과성 검증에서는 수강생들의 융

합적 사고력이 평균 69.33에서 교과목을 수강하고 난 

이후 76.59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의 연구 가설로 설정한 융복합 교양 

교과목 이수 전, 후 예비 교원의 융합적 사고력이 유

의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

러나, 수강생의 소속 학과 계열별 결과값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초등 예비 교

원의 특성상, 전공이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과목을 두루 섭렵해야 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정을 

맡을 사범대학 학생들과는 달리, 학과별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교육대학 수강생의 특

징이다. 이를 통해 본 과목은 계열별 제한을 받지 않

고 여러 학과의 학생들에게 모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융합적 사고력의 4가지 상위 요인별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창의성을 제외한 의사소통, 내용

융합, 배려 요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창의성 요인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

하였다. 이는 본 교과목에서 창의성을 도출해내는 내

용적인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교과목의 개선 방향으로 학습자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여

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예비 교원의 융복합적 사고력을 향상시

켜 미래 융복합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교

육기관에서의 유용한 방안으로 그 의의가 있다. 다

만, 본 연구는 교과목 운영 기간이 한 학기였으며,

수강생이 비교적 적어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교과목 수강을 통해 향상된 융합적 사고력으로 이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여 

초등생들의 융복합적 역량이 증대될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해당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수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

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예비 교원의 융복합 교양 교과목 

운영과 특히 팀티칭 이러닝 교육으로 진행되는 교과

목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21세기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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