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지능정보기술은 인간의 고차원  정보처리 활동을 

연구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구 하는 기반기술이

며, 그 에서도 빅데이터(Big data)는 정보사회의 패러

다임을 견인할 정도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조 임, 
2013). 한 스마트 단말기 확산, SNS 활성화, 클라우

드, M2M (Machine to Machine)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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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big data-based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 Mathematics) program using 
WWT (World Wide Telescope), focusing on content elements of ‘solar system’, ‘star and universe’ i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and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TEAM program, analyzed creative problem solving, 
STEAM attitude, and STEAM satisfaction by applying it to one middle school 176 students simple random sampl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developed a program to encourage students to actively and voluntarily 
participating, utilizing the astronomical data platform WWT. Second, in the paired t-test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scores of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measurement test, significant statistical test results were shown in 
‘idea adaptation’, ‘imaging’, ‘analogy’, ‘idea production’ and ‘elaboration’ sub-factors except ‘attention task’ sub-factor (p <
.05). Third, in the paired t-test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scores of the STEAM attitude test, 
significant statistical test results were shown in ‘interest’, ‘communication’,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science and 
engineering career choice’ sub-factors except ‘consideration’ and ‘usefulness / value recognition’ sub-factors (p < .05). Fourth, 
in the STEAM satisfaction test conducted after class application, the average values of sub-factors were 3.16∼3.90. The 
results indicated that students’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the science subject improved significantly through the big 
data-based STEAM program using the W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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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폭발이 더욱 가속화되어 빅데이터의 기반이 확

되고 있다(정민, 2016). 빅데이터란 정형·비정형을 

모두 포함한 데이터의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얻어 결과

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하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통계 으로 측하고, 이
를 이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 화하는 데에 활용되

기 때문에 방 한 자료를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교육연구에 많이 활용된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그 활

용성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

부, 2016; 권 옥, 2013; 미래창조과학부, 2016). 빅데이

터 기반의 과학교육 련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이재

(2019)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국내·외 변화

추세에 한 통시  분석 연구가 있다. 이재 (2019)은 

지난 약 30년 동안 일어난 환경교육의 변화 추세를 국

제   국내  수 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

고, 환경교육의 변화가 과학교육에 견주하여 1990년
 들어 상보 인 계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과

학교육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에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박윤수와 이수진(2020)은 빅데이터 문가의 인

식 조사를 기반으로 보편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교육

의 방향성 연구를 통해 보편  빅데이터 교육을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빅데이터에 한 인식 조사 결과, 빅데이터를 

교육하기 해서는 컴퓨터 심의 과학  지식과 스킬

(Skill)보다는 빅데이터의 분석 방법과 응용 방법을 

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으로써 

빅데이터 교육 방법에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그
러나 아직까지 과학교육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수·
학습 련 자료는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 연구로는 손미

(2020)이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를 하여 탐색  과학

데이터 분석 탐구모형(ESDA : Exploratory Scientific 
Data Analysis)을 개발한 바가 있다. 즉 개발한 ESDA 
탐구 활동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탐구에 한 흥미를 

고취할 수 있는 사례를 발견하 다. 한 이희후(2019)
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생태계와 쓰 기의 

친환경  처리에 한 수업 로그램을 개발하 다. 수
업 처치 이후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과학 기술에 한 

태도의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지만 각각의 하  

요소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검증하 다. 박찬솔과 손정

우(2020)는 탐구  과학 쓰기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

의 탐구학습을 제작하여 과학  사고력, 과학  탐구

능력에 한 역량의 유의미한 향상을 확인하 다. 김
정아 등(2019)은 이썬(Python)을 활용하여 데이터 시

각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산된 인지력, 창의성에서

의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 다. 박지수(2019)는 등

학교 3, 4학년의 사회과 학습 자료로 제시된 데이터 시

각화 자료를 분석하여 더욱 심미성을 높인 자료를 제

공하는 경우 지식 인 측면과 교과에 한 정 인 

인식에 도움을 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를 다루는 수업이 지식정보처리역량에 

해당하는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은 물론 이를 토 로 

하는 시청각  소통 능력 등 창의  사고와 소통 측면

에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 주 등, 
2019). 하지만 지 까지의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 활용 

연구는 주로 데이터 시각화 도구의 사용 측면이나, 주
로 정보 교과 내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학

습하는 형태와 같이 제한 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으며

(Fouh et al., 2012; Hsieh & Cifuentes, 2006), 기존의 연

구들이 주로 등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진

행되었으며,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한 

편이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

수·학습 로그램 개발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수집, 활용, 처리  분석 등의 일련의 

활동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그리고 융합  

사고에 정 인 효과(양윤정과 유미 , 2017)를 주고 

있지만 지 까지 지구과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

한 융합인재교육(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 Mathematics; STEAM) 교수·학습 로그램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TEA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술(Arts), 수학(Mathematics)을 합친 말로, 한민국은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국가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STEM에 술  인문  요소인 Arts를 포함시켜 미래 

인재 양성  융합  사고 교육에 한 융합인재교육으로 

정의된다(Jeong & Kim, 2015; Yakman, 2008). 지 까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송 진(2015)
은 학부 1∼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STEAM 융합 로젝

트 실시를 통해 학생들이 주체 으로 진행한 빅데이터 



35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학교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기반 STEAM 융합 로젝트들이 다양하고 창의 인 결과

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노은혜 등(2016)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문제해결력을 향상하게 시키는 수학 기반의 

융합인재교육(STEAM) 로그램을 개발  용하고자 

하 고, 그 결과 빅데이터를 자기 주도 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은 융합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윤정

과 유미 (2017)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학 기반 STEAM 
로그램이 창의  문제해결력, 진로지향도, STEAM 핵

심역량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수학, 기술을 으로 하는 STEAM 로

그램의 개발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구과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포함한 지능정

보기술 활용의 STEAM 로그램의 개발이 부족하고 이에 

한 지속 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지구과학 분야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내

용인 천문 분야는 다른 과학 분야와 달리 탐구 상인 

천체들이 먼 거리에 있고, 쉽게 측하기 어려우며, 실
험실에서 동일 실험과 반복 실험이 불가능하여(임청환

과 정진우, 1993), 추상 이고 직  측하기 어려운 

개념에 한 연구들이 많다(김범기 등, 1996). 이로 인

해 과학에서의 천문 역은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만큼 오개념이 많이 나타

나는 역이다(명 옥,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측 시간, 실험 반복  실험설

계가 자유로운 빅데이터 심의 WWT(World Wide 
Telescope;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를 학교 장에 용하 다.
WWT는 2008년 Microsoft Research에 의해 과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된 천문학 데이터 시각화 

랫폼이며, 2009년 설립된 WWTA (WWT Ambassadors) 
로그램은 다양한 장소에서 WWT를 교육 목 으로 

사용하는 천체물리학자 사자들을 양성함으로써 

WWT를 통해 과학을 실험을 경험한 학생들이 극 인 

과학 교육 효과를 보 음을 나타내었다(Goodman et 
al., 2012). 한 WWT는 과학 교육  천문학 분야에

서 거의 모든 수 으로부터 범 하게 활용되어왔으

며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에서 모두 활용되고 있다

(Rosenfield et al., 2018). 이와 같이 WWT 빅데이터는 

천문교육 분야에서 범 하고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으며, 학습자가 WWT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태양계, 항
성  우주의 다양한 천체를 찾아보고, 천체들의 운동

을 시각 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WWT 빅
데이터는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천문 분야의 

지식과 실험 활동에 한 제한 을 보완하고 흥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교육  공교육 신을 해서는 지

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로젝트 학습, 거꾸로 학습

(Flipped-learning), 첨단 지능형 교수·학습 랫폼 개발 

등 수업 신에 한 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이 학생들의 창

의  문제해결  STEAM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았고, 둘째,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이 학생들의 STEAM 만족도에 어

떠한 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 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이 연구는 충남지역 소재 D 학교 1학년의 학생들 

51명과 지역 소재 M 학교 1학년 125명을 상

으로 무선 표집하여 총 176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 인 참

여 의사를 확인하 으며, 학교장과 학부모의 동의 

차를 거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과

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태양계’, ‘별과 우주’의 

내용 요소를 탐색  연구 방법을 통해 주요 핵심 개념

을 추출하 고, WWT 빅데이터 내용을 심으로 이론

 고찰  STEAM 로그램  교수·학습 모형의 탐

색에 의한 최종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로그램은 STEAM 수
업 략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에 한 타당도를 해 Pilot test와 문가 타당

화를 실시하 다.
개발된 STEAM 로그램의 장 용을 하여 연

구 참여자를 선정하 고, 학생 176명을 상으로 9
월∼10월까지 총 3차시의 수업을 진행하 다. 마지막

으로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해 사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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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문제해결, STEAM에 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

고, 사후에 STEAM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 다. 이에 

한 연구 차는 Fig. 1과 같다.

탐색  연구 방법

↓

연구 계획 수립

↓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 개발
…

Pilot test  문가 

타당도

↓

연구 참여자 선정  실험 설계

↓ … 사  검사

STEAM 로그램 수업 용

↓ … 사후 검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

연구 결과 해석  결론 도출

Fig. 1. Research process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태양계’, ‘별과 우주’ 
주제 심의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

램의 실험 설계는 Fig. 2와 같다.

G O1A, O1B X O2A, O2B, O2C,

G 실험 집단

OA 창의  문제해결 검사지

OB STEAM 태도 검사지

OC STEAM 만족도 검사지

X STEAM 로그램을 통한 수업

Fig. 2. Experimental design 

2. 프로그램 개발 절차

이 연구에서 개발한 ‘태양계’, ‘별과 우주’ 주제 

심의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의 요

소  내용은 Table 1과 같고, 차시별 STEAM 로그

램의 교수·학습 내용은 Table 2와 같다.

STEAM 요소 교수·학습 내용

Ⓢ, Ⓜ 지구의 공전과 자전,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 별의 밝기와 거리 및 별자리, 성운·성단에 대한 개념 이해

Ⓣ WWT 빅데이터 사용법을 익히고 천문프로그램을 기획

Ⓣ, Ⓐ 나만의 천문 영상 만들기, 자기 및 동료 평가하기

Ⓢ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Arts 예술, ⓂMathematics 수학

Table 1. STEAM elements and learning contents

차시
STEAM 

거틀
차시별 교수·학습 로그램

심
교과

STEAM 요소

1
상황
제시
(Co)

∘빅데이터를 소개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사례를 확인한다.
∘일상생활에서 별이나 달과 같은 천체  천문 상을 측한 기억을 떠올려보고 

별과 련된 노래나 화, 드라마, 고의 장면을 보며 다양한 분야에서 천체 련 
상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천체 련 빅데이터 랫폼을 알아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나만의 천문 상을 만들 
수 있음을 샘  상을 통해 인지한다.

과학 
기술
미술
음악

ⓈⓉ
ⒶⓂ

2
창의
설계
(Cd)

∘WWT 빅데이터에 속하여 사용법을 익힌다.
∘ 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익힌다.
∘모둠별로 제작할 로그램의 주제를 정한다. (  : 태양계 행성, 계 별 별자리, 

성운, 성단, 은하 등)
∘ 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을 세운다.
∘모둠별로 제작할 내용에 한 자료조사  장면구성을 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스토리보드 내용을 참고하여 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편집하여 

맞게 상자료를 제작한다. (필요한 경우, 자막, 음악, 나 이션 등을 추가한다.) 

과학
미술
음악

ⓈⓉ
Ⓐ

3
감성  
체험
(Et)

∘모둠별 상자료를 발표한다.
∘다른 모둠에서 발표한 자료를 평가한다.

과학
기술

ⓈⒶ

Ⓢ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Art 술, ⓂMathematics 수학

Co: Context 상황 제시, Cd: Creative Design 창의  설계, Et: Emotional Touch 감성  체험

Table 2.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of STEAM program using big data of world wide tele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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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과 같이, 이 연구에서 개발한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에서는 지구의 공 과 자 , 태
양계 행성들의 특징, 별의 밝기와 거리  별자리 그리고 

성운·성단에 한 개념 이해에서는 Science, Mathematics, 
WWT 빅데이터 사용법과 천문 로그램 기획에서는 

Technology, 나만의 천문 상 만들기, 자기(동료) 평가하

기에서는 Technology, Arts가 STEAM 요소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의 차시별 교수·학습 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의 1 차시는 ‘상황 제시’ 단계로 빅데

이터를 소개하고, 이에 한 활용사례를 확인한다. 
한 천체  천문 상을 측한 기억을 떠올려보고 

화, 드라마, 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체 련 상

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마지막으로 WWT 빅
데이터 활용에 해 알아보고, WWT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나만의 천문 상을 만들 수 있음을 샘  상을 

통해 확인한다. 2 차시는 ‘창의  설계’ 단계로, WWT 
빅데이터에 속하여 사용법을 익히고, 상 제작 방

법을 익힌다. 다음으로 모둠별로 제작할 로그램의 

주제를 정하고, 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 

 계획을 세운다. 한 모둠별로 제작할 내용에 한 

자료조사  장면구성을 한 스토리텔링을 구상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보드 내용

을 참고하여 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편
집하여 상자료를 제작한다. 아이디어 추출에 의한 

주제선정  역할 분담에 한 활동과 자료 조사  

수집 그리고 상 제작에 한 활동은 Fig. 3과 같다. 
3 차시는 ‘감성  체험’ 단계로, 지 까지 제작한 모둠

별 상자료를 발표하고, 다른 모둠에서 발표한 자료

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둠별 제작한 

로그램 발표  모둠평가, 자기(동료) 평가에 한 활

동은 Fig. 4와 같다.

3. 검사 도구 및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STEAM 로그램에 한 효과성을 

알아보기 해, 창의  문제해결, STEAM 태도 검사지

A. 아이디어 추출 B. 주제 선정  역할 분담

C. 자료 조사·수집 D. 상 제작

Fig. 3. Activities of ‘Creative Desig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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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TEAM 만족도 검사지를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 실

시한 창의  문제해결에 한 측정 도구는 2019년에 실

시된 STEAM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창의  수업활

동과 이에 한 사고과정을 알아보기 해 Csikszentmihalyi
와 Wolfe(2000)의 창의성 개념, Lubart(2001)의 창의  

사고과정, Miller와 Dumford(2014)의 창의  인지 과정 

 Root-Bernstein과 Root-Bernstein(1999)의 창의  사

고과정에 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검사 문항을 활용

하 다(한신 등, 2020). 창의  문제해결 측정 도구의 

하 구인은 ‘아이디어 수정’, ‘이미지화’, ‘과제집 ’, 
‘비유’, ‘아이디어 생성’, ‘정교성’이며, 우선 ‘아이디어 

수정’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수정하고 이

를 문제해결에 용  해결함으로써 나타나는 발산  

사고를 활성화하며(Csikszentmihalyi & Wolfe, 2000; 
Lubart, 2001), ‘이미지화’는 찰  사고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여 이미지로 표 하는 사고과정

이며(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이며, ‘과제

집 ’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 집 (Csikszentmihalyi & 
Wolfe, 2000)을 말하고, ‘비유’는 친숙한 역과 친숙하

지 않은 역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 비교하는 확산 ·
수렴  사고이며(Gentner & Stevens, 1983), ‘아이디어 

생성’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탐색의 과정을 말하며, ‘정교성’은 생각해 낸 아이디어

를 수정하고, 다듬고, 세 화하는 과정으로, 다음어지

지 않은 아이디어를 더욱 정교한 것으로 발 시키는 

사고과정으로(Lubart, 2001; Miller Dumford, 2014), 창
의  문제해결 측정 도구의 총 문항 수는 32문항이다

(한신 등, 2020). 이 연구에서 사용된 창의  문제해결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로 확인되

었으며, SPSS 25를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STEAM 로그램에 한 태도를 알아

보기 해 한국과학창의재단(2018)에서 개발한 STEAM 
태도 검사지를 사용하 다. 이 검사지는 STEAM 교육

의 정의역 역 심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  등 상의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진 태도 검사

지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의 처리는 

SPSS 25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해석하 다. 마
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STEAM 로그램에 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해 한국과학창의재단(2018)의 만

A. 제작 로그램 모둠발표 (1) B. 제작 로그램 모둠발표 (2)

C. 모둠평가 D. 자기평가  동료평가

Fig. 4. Activities of ‘Emotional Touch’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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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조사 설문지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5 의 리

커트 척도 9개의 문항과 하 문항 18개로 구성되어 있

으며, STEAM 만족도의 하 구인은 만족도(3문항), 흥
미(2문항), 수업 반(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

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STEAM 만족도의 하 구인

을 만족도, 재미도, 참여도, 내용 수 , 의향도, 특징, 
어려움으로 구성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WWT 빅데이터 활용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 문항 분석

연구 참여자에 한 STEAM 로그램의 효과를 검

증하기 하여 창의  문제해결 검사지의 사 ·사후 

검사의 수 차를 이용해 두 응표본 t 검증(two-de-
pendent sample t - test)을 실시하 다. ‘아이디어 수정’
에 한 통계  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아이디어 수정’에 한 통계  검정 결과는 사 ·
사후검사의 수 차에 의한 응표본 t 검증에서 유의

확률 값이 .002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업 로그램의 효과가 있었음을 의

미한다. ‘아이디어 수정’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아이디

어들을 수정하고 이를 문제해결에 용  해결함으로

써 나타나는 발산  사고를 활성화한다는 선행연구들

(Csikszentmihalyi & Wolfe, 2000; Lubart, 2001)의 결과

와 일치한다. 즉, WWT 빅데이터 로그램을 통해 연

구 참여자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천체에 

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한 상을 제작하는 과

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문제해결에 필요

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확장하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지화’에 한 통계  검정 결

과에 한 응표본 t 검증 값은 Table 5와 같다.
‘이미지화’에 한 통계  검정 결과는 .000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WT 빅데이터를 활

용한 STEAM 로그램의 용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

하  구인 내용 문항 문항수

만족도
STEAM 수업에 만족하는가? 1

2
STEAM 수업의 ‘만족도’에 대한 소문항(18개) 9

재미도 STEAM 수업은 재미있었는가? 2
2

참여도 STEAM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3

내용 수준 STEAM 수업의 내용 수준은 어떠하였는가? 4 1

특징 전에 받았던 수업과 오늘 참여한 STEAM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5 1

어려운 점 STEAM 수업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7 1

의향도 앞으로도 STEAM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은가? 8 1

합계 8

Table 3. The sub-construct about satisfaction of STEAM

N Mean SD t p

Pre-test 176 25.86 4.365
-3.213 .002*

Post-test 176 27.17 5.203
*p < .05

Table 4. Two-dependent sample t - test about ‘idea adaptation’

N Mean SD t p

Pre-test 176 23.99 4.629
-5.054 .000*

Post-test 176 26.09 5.033
*p < .05

Table 5. Two-dependent sample t - test about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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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찰을 통한 사고를 통해 획득한 아이디어들을 맵

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사고 기법으로 창의  

사고과정에 해당하며(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 정리  

편집하는 상 제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이를 연계시킴으로써 이미지화에 한 사

고기법이 활성화된 것으로 단된다. ‘과제집 ’에 

한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표본 t 검증 값은 

Table 6과 같다.
‘과제집 ’에 한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

표본 t 검증 값은 .279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사의 평균이 사  검사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WWT 
빅데이터의 사용  방 한 자료 활용에 한 부담감, 
그리고 3차시의 짧은 STEAM 로그램 구성이 연구 

참여자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한 창의  

아이디어를 발 하는데 다소 제한 이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흥미와 동기 부여 증

진을 해 한 STEAM 로그램의 차시 구성과 효

과 인 교수법이 요구된다. ‘비유’에 한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표본 t 검증 값은 Table 7과 같다.
‘비유’에 한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표본 

t 검증 값은 .000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
유’는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설명할 때, 학
습자가 익숙하게 느끼는 역과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

는 역 간의 유사 을 찾아 비교하는 것으로(Gentner 
& Stevens, 1983), 이는 WWT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복잡한 천문학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 속에서 별자

리의 형태를 사람이나 사물 등의 친숙한 상으로 가

져와 역간의 유사  등을 찾아 비교  확인하는 과

정에서 비유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수업 

 비유에 의한 활동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보다 쉽

게 천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 학습에 한 흥미와 동

기 부여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으로 단되었다. ‘아이

디어 생성’에 한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표

본 t 검증 값은 Table 8과 같다.
‘아이디어 생성’에 한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표본 t 검증 값은 .001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WWT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천문 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둠별 토의를 통해 아이

N Mean SD t p
Pre-test 176 11.89 2.140

-1.088 .279 
Post-test 176 12.13 2.378

*p < .05

Table 6. Two-dependent sample t - test about ‘attention task’

N Mean SD t p
Pre-test 176 20.45 3.977

-5.639 .000*

Post-test 176 22.54 4.680
*p < .05

Table 7. Two-dependent sample t - test about ‘analogy’

N Mean SD t p
Pre-test 176 13.97 2.748

-3.435 .001*

Post-test 176 14.93 3.213
*p < .05

Table 8. Two-dependent sample t - test about ‘idea production’

N Mean SD t p
Pre-test 176 17.06 3.584

-4.913 .000*

Post-test 176 18.74 3.864
*p < .05

Table 9. Two-dependent sample t - test about ‘e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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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수정  정하는 과정에서 

창의  사고과정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단된다. 따
라서 학생들의 창의  사고력을 향상하게 시키기 해

서는 질의응답 형식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

을 제시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 형식의 교수·학습이 효

과 임을 알 수 있다. ‘정교성’에 한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표본 t 검증 값은 Table 9와 같다.
‘정교성’에 한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표

본 t 검증 값은 .000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교성’은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다듬고, 
세 화하여 더욱 정교한 것으로 발 시키는 창의  사

고과정(Lubart, 2001; Miller & Dumford, 2014)의 하나

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WWT 빅데이터를 활용하

여 천문 상을 제작하면서 선정된 주제와 아이디어를 

구체 으로 시각화하여 구 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정
교성’을 향상하는 데에 효과 이었던 것으로 단된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빅데이터 WWT 랫폼

을 활용한 STEAM 로그램을 개발  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킨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WWT 빅데이터의 장 인 데이터 시각화

가 STEAM 로그램의 개발과 교수·학습법에 효과

으로 용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창의  

문제해결의 하 구인인 ‘과제 집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3차시라는 수업시간과 

WWT 빅데이터의 복잡한 사용법과 방 한 데이터에 

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2.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분석

이 연구에서 진행한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에 한 태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STEAM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의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표본 t 검증 값

은 Table 10과 같다.
Table 10과 같이, ‘흥미’, ‘소통’, ‘자아 개념’, ‘자아 

효능감’ 요인에서는 유의확률 .05 이하로 유의미한 결

과를 얻었다. 이는 STEAM 로그램을 통해 연구 참여

자들이 ‘흥미’를 느끼며 활발히 ‘소통’하고, 극 으

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감이 생겨 

‘자아 개념’과 ‘자아 효능감’에도 정 인 향을  

것으로 단된다. 이는 정 도와 이효녕(2017)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한 ‘이공계 진로 선택’에
서도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

들이 STEAM 로그램을 통해 천문학에 한 진로 선

택에 정 인 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다

른 연구결과들(김용기 등, 2018; 정 도와 이효녕, 
2017)과 일치한다. 그러나 ‘유용성·가치 인식’  ‘배
려’ 구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 는데, 이
는 연구 참여자들이 천문 로그램 제작 활동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WWT 빅데이터의 특성상 컴퓨터 

N Mean SD t p

흥미
Pre-test 176 25.12 6.626

-4.829 .000*

Post-test 176 27.22 7.187

배려
Pre-test 176 17.51 3.548

-1.676 .096
Post-test 176 17.93 3.929

소통
Pre-test 176 16.21 3.570

-3.868 .000*

Post-test 176 17.24 4.246

유용성·
가치 인식

Pre-test 176 17.93 3.628
.420 .675

Post-test 176 17.82 4.095

자아 개념
Pre-test 176 9.70 2.819

-6.267 .000*

Post-test 176 10.90 3.088

자아 효능감
Pre-test 176 10.66 2.836

-2.296 .023*

Post-test 176 11.09 2.893

이공계

진로 선택

Pre-test 176 10.55 2.441
-3.027 .003*

Post-test 176 11.11 2.825
*p < .05

Table 10. Two-dependent sample t - test about the STEAM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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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제약, 시간의 부족 그리고 천문학 내용의 어려

움이 작용했던 것으로 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해 

STEAM 로그램과 교수·학습법에 한 한 개선

이 요구된다.

3.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분석

STEAM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하 구인 별 

STEAM 만족도의 하  구인인 ‘만족도’와 ‘재미도’에 

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결과는 Fig. 5와 같다. 먼  

‘만족도’ 구인에서는 체 176명  85명(48.3%)이 ‘보
통이다’로 응답하 고, 55명(31.3%)이 ‘ 체로 그 다’, 
27명(15.3%)이 ‘매우 그 다’로 응답하 다. 한 ‘재미

도’ 구인에서는 체 176명  68명(38.6%)이 ‘보통이

다’, 46명(26.1%)이 ‘매우 재미있다’, 42명(23.9%)이 ‘
체로 재미있다’로 응답하 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

들은 WWT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둠별 천문 상을 

제작하면서 극 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모둠원

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주제를 선정하며, 선정된 주제

와 아이디어를 구체 으로 시각화하여 구 하는 과정

을 통해 STEAM 로그램에 한 만족과 재미를 느낀 

것으로 단된다. 
Fig. 6의 A, B는 STEAM 만족도의 하 구인인 ‘참여

도’와 ‘내용 수 ’에 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

이다. STEAM 만족도의 하 구인인 ‘참여도’에서는 

체 176명  61명(34.7%)명이 ‘보통이다’를, 59명(33.5%)
이 ‘매우 그 다’ 그리고 49명(27.80%)이 ‘ 체로 그

A. 만족도 B. 재미도

Fig. 5. Satisfaction and fun of participants about STEAM program 

A. 참여도 B. 내용 수

Fig. 6. Engagement and content level about STE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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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 응답하 다. ‘내용 수 ’ 구인에서는 체 176명 

 96명(54.5%)이 ‘보통이다’, 31명(17.6%)이 ‘ 체로 

어렵다’, 27명(15.3%)이 ‘ 체로 쉽다’로 응답하 다. 
이와 같이 ‘참여도’구인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둠별 천문 상을 제작하면서 개

개인의 역할을 분배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참여

자들의 참여도가 반 으로 높았던 것으로 단된다. 
한 ‘내용 수 ’ 구인에서는 WWT 빅데이터의 사용

법과 많은 양의 천문 데이터를 다루는 활동에서 이해

력에 한 연구 참여자들 개개인들의 다양한 차이가 

반 된 것으로 단된다. 
Fig. 7은 STEAM 만족도의 하 구인인 STEAM 로

그램의 ‘특징’ 구인에 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

이다. ‘특징’ 구인에서는 체 176명  56명(31.8%)이 

‘ 력을 통한 모둠 활동’이 STEAM 로그램의 특징

이라고 답하 으며, 다음으로 40명(22.7%)이 ‘여러 과

목과 련지어 학습’, 29명(16.5%)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학습 활동 참가’, 24명(13.6%)이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하는 활동’의 과정으로, 16명(9.1%)이 ‘실생활 

문제에 한 해결력 향상’, 7명(4%)이 ‘미래 사회 직업

정보 획득’ 등으로 응답하 다. 이는 STEAM 로그램

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모둠 단 의 활동으로 활발

한 소통을 하고, WWT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천문 

상 제작 활동을 하면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들

을 수정하고 이를 문제해결에 용  해결함으로써 

나타나는 발산  사고를 활성화한다는 선행연구들

(Csikszentmihalyi & Wolfe, 2000; Lubart, 2001)의 결과

와 일치한다. 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수정하는 과

Fig. 7. The features of STEAM program

Fig. 8. The difficulties of STE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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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특정 과목으로 제한된 생각이 아닌, 여러 과목

과 연  짓는 융합  사고를 하게 되며 연구 참여자들

이 다양한 사고를 통해 학습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단된다.
Fig. 8은 STEAM 만족도의 하 구인인 ‘어려운 ’

에 한 연구 참여자 들의 응답 결과이다. '어려운 ' 
구인에 해서는 체 176명  62명(35.2%)이 ‘시간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하 으며, 다음으로 44명
(25%)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어려움’, 35명(19.9%)
이 ‘친구와의 의견충돌’  24명(13.6%)이 ‘수업 내용

의 어려움’ 등으로 답하 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천

문 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양의 천문 데이터를 다루

는 WWT 빅데이터의 특성상 교실 컴퓨터 환경의 제

약, 시간의 부족 그리고 천문학 내용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Fig. 9는 STEAM 로그램 참여에 한 ‘의향도’의 

응답결과이다. ‘의향도’ 구인에서는 176명  71명(40.3%)
이 ‘보통이다’, 38명(21.6%)이 ‘ 체로 그 다’,31명(17.6%)
이 ‘매우 그 다’,26명(14.8%)이 ‘ 체로 그 지 않다’,10
명(5.7%)이 ‘  그 지 않다’로 답하 다. 

STEAM 만족도의 하 구인 별 평균 수 그래 는 

Fig. 10과 같다. STEAM 만족도의 하 구인  리커트 

척도 5  만  기 에 해당하는 ‘만족도’, ‘재미도’, 
‘참여도’, ‘내용 수 ’, ‘의향도’ 구인의 평균은 3.16 ~
3.90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WT 빅데이터를 활용

한 STEAM 로그램에 해 연구 참여자들의 STEAM 
만족도가 반 으로 정  반응을 보인 것으로 

단된다. 

Fig. 9. Participation intention of STEAM program

Fig. 10. Average by sub-construct about satisfaction of STE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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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용하여 이

에 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창의  문제해결, 
STEAM 태도  만족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의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  문제해결 측정 검사의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 표본 t 검정에서 ‘과제집 ’ 구인을 제

외한 ‘아이디어 수정’, ‘이미지화’, ‘비유’, ‘아이디어 

생성’, ‘정교성’ 구인에서 유의미한 통계  검정 결과

를 나타내었다(p < .05). 이는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이를 세

화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틀을 확장하게 시키고 창의

 사고과정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단되었다. 그
러나 WWT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이에 한 방 한 자

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 발생한 부담감과 3차시의 짧은 

STEAM 로그램 구성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에 한 창의  아이디어를 발 하는데 다소 제한 이

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블록 

타임 는 차시를 확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STEAM 태도 검사의 사 ·사후 수 차에 의

한 응표본 t 검정에서는 ‘배려’, ‘유용성·가치 인식’ 
구인을 제외한 ‘흥미’, ‘소통’, ‘자아 개념’, ‘자아 효능

감’, ‘이공계 진로선택’ 구인에서 유의한 통계  검정 

결과를 나타내었다(p < .05). 즉 WWT 빅데이터를 활용

한 STEAM 로그램이 반 인 STEAM 태도 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

이 스스로 STEAM 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동기유

발  흥미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던 것

으로 악되며,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

하여 천문교육 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둠원

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에 한 결과를 산출하는 과

정에서 STEAM에 한 태도가 정 으로 생각되었던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배려’와 ‘유용성·가치 인식’
의 구인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

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창의  설계’, ‘감성

 체험’에서 모둠 구성원 간의 의견 수용을 극 으

로 상호작용  증진할 수 있도록 차시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셋째, 수업 용 후에 실시한 STEAM 만족도 검사

에서는 WWT 빅데이터와 련한 수업에서의 활용에 

한 학생들의 이해와 심이 크게 증가하 다. 특히 

하 구인의 평균값이 3.16∼3.90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체 으로 정 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단되었

다. 한 만족도의 하 구인  STEAM 로그램에 

한 ‘특징’ 구인에서 ‘ 력을 통한 모둠 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데, 이는 STEAM 로그램 

반에서 모둠원들과 주어진 문제에 해 의견을 공유하

고 이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증가하 던 것으로 악되었다. 결과 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천체 상에 

한 빅데이터 기술을 체험하고, 이에 한 인식이 

정 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STEAM 
로그램에 한 ‘어려운 ’ 구인에서 ‘시간 부족’이 가

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것과 련하여 STEAM 로그

램의 차시를 확   보완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은 

학생들을 상으로 짧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을 

상으로 용되었기 때문에 외  타당도의 일반화 

에서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

한 학년  계에 맞는 로그램의 개발과 다양한 지

역 등의 장 용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WWT 빅데이

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은 3차시로 구성되어 학

생들이 의견을 극 으로 상호작용  증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주어진 시간 내 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악되었다. 이에 후

속 연구에서는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로

그램의 내용을 보완하여 로그램의 차시를 확 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최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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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태양계’, ‘별과 우주’ 내용 요소를 심으로, WWT 빅
데이터를 활용한 천문교육 STEAM 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에 한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무선 표집된 1개의 

학교 176명의 학생들에게 이를 용하여 창의  문

제해결, STEAM 태도  STEAM 만족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문 데이터 

시각화 랫폼인 WWT(World Wide Telescope)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극 이고 자발 으로 학습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개발하 다. 둘째, 창
의  문제해결 측정 검사의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표본 t 검정에서 ‘과제집 ’ 구인을 제외한 ‘아이

디어 수정’, ‘이미지화’, ‘비유’, ‘아이디어 생성’, ‘정교

성’ 구인에서 유의미한 통계  검정 결과(p < .05)를 얻

었다. 셋째, STEAM 태도 검사의 사 ·사후 수 차에 

의한 응표본 t 검정에서는 ‘배려’, ‘유용성·가치 인식’ 
구인을 제외한 ‘흥미’, ‘소통’, ‘자아 개념’, ‘자아 효능

감’, ‘이공계 진로선택’ 구인에서 유의미한 통계  검

정 결과(p < .05)를 얻었다. 넷째, STEAM 로그램 

용 후에 실시한 STEAM 만족도 검사에서는 하 구인

들의 평균값의 범 가 3.16 ∼ 3.90으로, WWT 빅데이

터를 활용한 STEAM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한 이해와 심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빅데이터, STEAM, 창의  문제해결, W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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