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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신기술인 VR(Virtual Reality)과 대중문화 요소인 웹툰을 접목하여 중학생 대상의 진로탐색
형 STEAM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미래의 유망 분야를 조사하고, 진로를 기획‧제
작 및 가상체험하는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리고 STEAM 교수학습 준거 항목에
진로탐색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존 교과목들에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대면·비대면 혼합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프
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STEAM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있다. 정성적으로는 디
지털 신기술을 교육에 접목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정량적으로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중학교 교육 현장의
프로그램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개발 프로그램을 서울시 A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진로탐색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과 기술의 진입장벽 없이 디지털 신기술
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하는 데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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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program for career
explor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proposed program utilizes VR (Virtual Reality) for new digital technol-
ogy and webtoon as a popular cultural element. It enables the students to investigate promising fields and experi-
ence them virtually for themselves. We design the program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hich enhances
the learning effects with existing subjects. In particular, the program provides a hybrid education to combine con-
tact and untact classes considering the COVID-19 situation. The educational goal of the proposed program is to
improve creativity and convergence capability. Specifically, it aims to prepare an educational foundation that in-
tegrates new digital technologies into education and applies the programs to school education fields.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we applied the program to the second graders of A middle school located
in Seoul. We expect that the proposed program helps students learn how to utilize new digital technologies and
explore future career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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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의 제품과 서비스

가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탈경계화(boundaryless) 및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세계를 변화시

키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으로 초등학생의 약 65%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약 200만개의 일자리가 컴퓨터,

수학, 엔지니어링 분야를 위주로 생겨날 전망이라고 발

표하였다[15]. 전문가들은 산업 현장에서 단순 반복 중

심의 노동은 감소하는 반면, 고도의 문제해결능력과 창

의성이 요구되는 일자리가 늘어나며 고용시장의 변동성

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초‧중등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파악하고, 수요 변화에 적

합한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1].

본 연구는 중학생 대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TEAM 프로그램의 개념 틀을 나

타낸다. 미래사회에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

므로[7], 제안하는 STEAM 프로그램은 디지털 신기술

을 활용한 에듀테크(EduTech)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제안 프로그램은 에듀테크 요소로 ‘VR 웹툰’을 선정

하였으며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미래 직업

에 디지털 신기술 중 하나인 VR 기술을 활용할 수 있

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이미 접근성이 높은 문화

요소로 자리를 잡은 웹툰을 VR 기술과 접목하여 진로

탐색 교육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 6 차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기획하는 데 있어 기존에 학

습한 교과목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2015 개정 교육과정

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범적용을 위하여 서울시 A중학

교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였으며 활용 목적은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예측하

고, 미래의 유망한 직업을 자기주도적으로 탐색하는 것

이다[16].

 

(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특히,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교육 시장의

중요한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12], (Fig. 1)과

같이 대면·비대면을 혼합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시범 적

용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높은 흥미와

참여도를 보였으며 자기주도성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이 가능한 에

듀테크형 STEAM 프로그램은 융합형 진로탐색 프로그

램의 교육기반 마련의 기초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추후

진로탐색과 관련한 중학교 교육의 모듈형 프로그램으로

활발히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 프로그

램의 이론적 배경인 STEAM 교육과 VR 웹툰을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STEAM 프로그램 설계 및 활동요소를 구체적으로 설

명한다. 4장은 개발 프로그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결

과를 설명하고,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TEAM 교육

본 연구는 에듀테크 기반의 진로탐색형 STEAM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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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으며 (Fig. 2)는 STEAM 교육에

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과목이다.

STEAM 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인문·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을

활용한 대표적인 융합 교육으로 2007년 미국에서 과학

및 수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STEM 교

육에[6] 인문·예술 항목이 추가되어 구성된다[5]. 학생들

이 과학·기술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수립하며, 융합 수업을 통해

실생활 문제해결력,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Fig. 2) Composed subjects in STEAM Education
– Reference: https://steam.kofac.re.kr

국내에서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학·과학 중심

의 학교 교육에 실용적인 기술·공학을 연계하여 미래사

회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예술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

성하고자 융합 인재교육(STEAM) 활성화 방안을 발표

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 등에서 활성화를 위

하여 노력 중이다. 해외 사례로는 독일의 주 대부분에서

5~6학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

고 있으며, 7~8학년을 대상으로 정보과학 기초과정을 시

행하고 있다. 독일뿐만이 아닌 일본, 핀란드 등 해외 각

국에서도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2.2. VR 웹툰

2.2.1. 웹툰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부분은 글보다는 이미지나 동영

상에 친숙한 세대이며,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와 웹툰

을 주로 소비한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예능, 인터뷰 등과 같은 콘텐츠가 이슈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진행한 최근 3년 초·중학생의 희망직업 조

사 결과 20위 안에 웹툰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와 같

은 웹툰 관련 직업이 순위권에 포함되고 있다[11].

(Fig. 3)은 구글트렌드를 통해 분석된 웹툰 관련 통계

결과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웹툰에 대한 인기

가 상승하고 있을 알 수 있으며 웹툰에 관한 연구 또한

2010년 전후로 활발히 등장하고 있다[14]. 이러한 웹툰

의 접근성과 대중성은 수많은 콘텐츠가 다양한 미디어

를 통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정부 기관 또

한 웹툰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움직임이 웹툰을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로 퍼져 나가고

있다.

(Fig. 3) Search volume of Webtoon since 2004
– Reference: https://trends.google.com

2.2.2.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의

현실을 뜻하며 사용자와 가상현실 기기가 상호작용하여

가상의 환경을 현실처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가상현실의 기본 원리는 사람이 사물을 보는 원리인

양안시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Fig. 4)와 같다. 두 눈동자

가 떨어진 시차만큼(좌) 다른 각도로 촬영된 영상을 재

생시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우). 사용자는 이러한 가

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하여 HMD(Head Mounted

Display)를 사용하게 되며 보통 모션 트래킹 센서를 통

해 바라보는 방향과 각도 등을 동기화할 수 있다.

2015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로 도달하며 차세대

IT 비즈니스의 주목할 만한 후보군 중 하나로 가상현실

이 선정 되었으며[13],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표한 심층 보고서에 의하면 인더스트리 5.0의 경우 로

봇, VR, AR(Augmented Reality), AI(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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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이에 따른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

  (Fig. 4) Comparison of the principle of seeing
things - Human(L), 3D Video(R)

2.3. VR 웹툰과 STEAM 교육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TEAM 교육은 학생들이 흥

미를 갖고 수업에 임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VR 웹툰 적용은 교육과정

에 디지털 신기술과 교육과정을 연결할 매개체로써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VR 웹툰을 STEAM 교육에 활용하는 의미는 크게

기술적 요소와 만화적 요소로 구분된다. 먼저, 기술적

요소로써 VR을 활용한 교육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선행 연구로는 미술교육[17], 안전교육

[8], 환경교육[9], 국악교육[4], 식생활교육[3]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VR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여

교육 품질(Quality)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

한 사용자 체험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은 본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학생들

이 미래의 진로를 스스로 기획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더

하여 자기 주도성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만화적 요소로써 만화를 활용한 교육은 학

업성취수준과 관계없이 학생 대부분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10]. 본 연구에서 활용

한 VR 웹툰 또한 만화적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

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에듀테

크를 위한 교육 매개체로서 큰 장점을 지닌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3.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적 측면과 연구적 측면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적 측면의 목적으로는

시대의 맞는 교육제공을 통한 자기주도적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부

다섯 가지의 과정 목표를 나누어 접근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음을 인지하며 함

께 살아갈 방법을 탐구한다. 둘째,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정보기술능력을 기른다. 셋째,

콘텐츠 기획과정에서 정보를 구조화하며 추상화하는 컴

퓨팅 사고력을 기른다. 넷째,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다. 다섯째, 자신만의

진로탐색 VR 웹툰을 완성하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비교, 분석, 판단 등의 예술적 감

식안을 기른다.

다섯 가지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도 VR

웹툰 작가’라는 주제의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STEAM

교수학습에 준거함과 동시에 기존 과목들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기존의 수업방식과

차별되는 만큼 새로운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구적 측면의 목표는 크게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로

나누었다. 정성적 목표로는 대면·비대면 교육이 어우러

져 진행되는 혼합형 교육기반 및 기술과 교육이 함께

활용되는 융합 교육기반 마련이며, 정량적 목표로는 교

사용, 학생용 STEAM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차시별

수업 교재 개발이다.

3.1.2. 연구대상

본 연구는 STEAM 프로그램 시범적용학교로 서울특

별시에 위치하는 A중학교 2학년의 7개 학급 206명의 학

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진로탐색형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 및 시범 적용하였다. 비대면 수업 진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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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의 프로그램 이해도는 학습 결과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은

STEAM 개발 및 시범적용 경험이 1~2회 정도 있는 5

년~15년 차의 교사님의 지도아래 교육이 진행되었다.

3.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면서도 동시에 효과적인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의 융합학과 교수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 분야 교

수진, 시범적용학교의 교사가 함께 연구절차에 따라 개

발을 진행하였다.

  (Fig. 5) Process of the STEAM Education
development

(Fig. 5)는 STEAM 프로그램 연구절차에 따른 개발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충남교육

청, 부산영재교육진흥원 등의 기관 연구책임자들과 착수

워크숍을 통해 기존 STEAM 교육 진행 사례와 개선점,

적시성 교육 주제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실무자들과 토론, 개발 및 보완 단계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며, 유의사항 및 제약사항,

제안사항 등을 진행하였다. 이후 시범적용학교의 현장

적용을 통해 검증단계가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평가와

더불어 진도점검회의 등의 과정을 2-3차례 반복하여 완

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3. 연구과정

3.3.1. 차시별 활동 흐름 설계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은 (Fig. 6)의 흐름에 따라

차시별 활동을 구성하였다. 교육의 전 차시 구성에 있어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에 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첨단기술에 대한 교육은 1

차시와 2차시,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Fig. 6) Flow of the developed STEAM Education

1차시와 2차시에서 AI와 VR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

여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기획하여 자신만의 VR 웹툰의

기초가 되는 스토리보드에 과정들을 담았다. 4차시에서

는 스스로 기획한 스토리보드를 실제 VR 웹툰이 제작

되는 과정에 따라 스케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차시의 경우 360도 이미지 제작에 대한 수업을 진행

하였으며 학생들이 스케치한 아웃라인에 간단한 채색이

지만 자신이 그린 꿈을 채운다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6차시에서는 완성된 자신만의

VR 웹툰을 업로드하여 다른 친구들과 서로 작품을 체

험 및 감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차시 구성에 있어 유의한 부분은 비대면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20% 정도가 휴대

전화로 수업을 수강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분야의 전

문가 자문 수행을 통해 3차시와 5차시의 경우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마다

학습 진행 속도가 다른 점과 단축 수업을 고려하여 정

규수업시간 외에도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

도록 차시 구성에 있어 간단한 과제형식을 포함하였다.



658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5권 제4호

3.3.2. 진로탐색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AI가 우

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해 있는지와 관련된 기술과 핵심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인지 및 학습할 수 있도

록 고려하였으며 (Fig. 7)은 학생 스스로 미래에 유망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지의 한 부분이다.

(Fig. 7) Example pages of the career planning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기획과정을 통하여

기존 교과목들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2015 개

정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차시별

연계 내용은 <Table 1>과 같다.

Courses Subject Information

1 Science
- Wave of light
- Phase of the flat mirror
- Principle of binocular disparity

2, 3

Information
- Information culture
- Information society

Korean
- Methods of the media expression
- Evaluation of expression methods
and its effectiveness

4, 5
Information

- Application of the software
- Application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rts
- Expansion of the media expression
- Design Creativity

6
Information

- Information culture
- Information society,

Korean - Various ways of expression

<Table 1> Information of revised curriculum in education courses

<Table 1>은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을 차시별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된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개

정을 통하여 정보 과목이 필수가 된 만큼 정보 과목을

통하여 정보문화, 정보사회, 추상화 등의 과정을 포함하

고자 하였으며 정보를 비롯한 나머지 국어, 미술, 과학

등의 정규교육과정을 차시별 활동 흐름에 맞추어 시너

지를 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3.3.3. STEAM 과목 활동요소

본 연구는 진로탐색형 STEAM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STEAM 교과목 중 수학(M)을 제외한 STEA의 활동요

소가 포함되어 있다. STEAM 프로그램의 차시별 흐름

과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STEAM 교수학습에 준

거하여 구성되었으며 STEAM 항목별 활동요소는

<Table 2>와 같다.

<Table 2>는 STEAM 과목별 어떠한 활동요소가 있

는지 정리한 표로 과학적 요소인 눈의 작동 원리부터,

VR 활용 등 세부 과목별 활동요소가 포함되어 학생들

이 자연스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 위와 같

은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본래의 교육목표

취지에 맞게 창의적·융합적 활동 수업을 설계할 수 있

도록 고려하였다.

STEAM Information

Science
- Principle of the eye
- Principle of the binocular disparity

Technology

- Definition of the AI and its essentials
- Internet Surfing & Collecting data
- Application of the drawing SW
- Application of the VR

Engineering

- Principle of 360 degree images
- Process of the webtoon production
- Making HMD device
- Experiencing the VR webtoon

Arts

- Researching promising fields
- Planning future & career
- Sketching webtoon
- Coloring webtoon

Mathematics

<Table 2> Items of the STEAM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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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평가계획 및 방법

학생들의 평가는 STEAM 교수학습에 준거하여 작성

되었다. (Fig. 8)은 평가방법에 대하여 작성된 평가 기준

표이다. 가장 큰 틀에서는 평가 영역을 학생들의 협업

능력, 창의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도전정신 등으로

평가 분야마다 세분화시켜서 학생들의 개인별 능력중

장점이 될 수 있는 강인한 영역과, 단점이 될 수 있는

부족한 영역을 분야별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세부

영역별로는 수행 평가 및 관찰 평가를 토대로 상, 중,

하의 세 단계로 나누어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Fig. 8) Observation & Performance evaluation

<Table 3>은 STEAM 교수학습 준거 요소 중 창의

적 설계, 감성적 체험에 진로설계 항목을 추가하여 세운

평가기준이다. 창의적 설계평가 요소로는 창의성 및 협

력을 중점으로 두었으며, 감성적 체험의 평가 요소로는

성취도 및 의도 전달을 중점으로 두었다, 마지막으로는

진로설계 평가 요소로는 미래 탐구 및 창의성의 평가를

중점으로 두었다. 평가 요소들은 관찰 평가, 산출물 평

가, 활동지 평가, 수행 평가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3.3.5. 개발된 STEAM 프로그램 교재

(Fig. 9)는 나도 VR 웹툰 작가라는 주제로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의 교재이며 교사용 지도서 1종과 학

생용 교재 1종을 개발하였다. 교재의 콘텐츠 구성으로는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교육과정 연계, 학습 목표,

STEAM 과목 요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사로 하여

금 교육 의도와 목표를 알 수 있게 제작되었다. 실제 시

범적용 시 교재를 기반으로 추가 제작된 수업 진행용

강의자료 6종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Fig. 9) Developed education textbook

4. 연구결과

4.1. 현장실습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된 진로탐색형 STEAM 프로그

램은 개발자 교사에 의해 현장 적용 및 검토되었다.

Area Methods Information

Creativity

Observation
evaluation,
Results
evaluation

-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and interests
- Expression creativity
- Completion with patience
- Cooperation with others

Emotional
experience

Observation
evaluation,
Results
evaluation,
Activity
evaluation

- Goal achieved in time.
- Gain confidence in a new field.
- Successful expression of the
work

Future
planning

Performance
evaluation

- Trial of various methods to step
forward

<Table 3> Standards of the studen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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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학생들의 실습 진행 과정과 제작 결과물

이며, 양안시차의 원리를 실습하기 위해 웹툰 ‘와라! 편

의점’ 캐릭터가 부착된 실습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방향

으로 진행이 되었다. 양안시차의 원리는 STEAM 교과

목 중 Science에 해당하며 VR 활용에 있어 배경 지식

이 된다. 또한, 양안시차의 원리를 포함한 실습 주제로

는 VR기기 제작, 활동지 작성, 스토리보드 작성, 스케치

등의 여러 항목이 있다.

(Fig. 10) Students understanding binocular disparity

(Fig. 11)은 학생들의 VR기기 제작 및 체험 실습과정

을 보여준다. (Fig. 10)의 양안시차의 원리 실습과 마찬

가지로 담당 교사의 지도아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학생이 직접 HMD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직

접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업을 통

해 과학 분야가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됨을 느끼고 관

련된 진로탐색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Fig. 11) Students making and experiencing VR device

4.2. 비대면 강의

(Fig. 12)는 학생들이 집에서 강의를 수강하며 직접

실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재

는 총 6차시 구성이며 온라인 수업 전문가의 자문 수행

을 통하여 그중 3차시와 5차시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진

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교육 환경으로는 EBS의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2) Students participating online class

4.3. 진로탐색 학생 결과물

(Fig. 13)은 진로탐색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들이 그린 VR 웹툰 중 하나이다. 위 학생은 어렸을 때

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으며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VR 웹툰 기획, 스케치 및

채색을 통해 완성하였다. VR 웹툰의 완성도는 디지털

작업과 아날로그 작업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가 크다, 하

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펜 타블릿이나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기기 사용 한계가 있다.

(Fig. 13) Example result of the VR Webtoon

4.4. 학생 만족도 평가

학생 만족도 평가는 구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Fig.

14)는 교육에 대한 흥미(상)와 교육 참여에 대한 적극성

(하) 만족도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교육에 대한 흥미 평

가결과로는 총 60.5% 정도의 학생이 흥미를 갖고 교육

에 임했음을 알 수 있으며(상), 적극성 설문 결과 총

72.1% 정도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대답하

였다(하). 이는, VR 웹툰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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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14) Survey results - education
interests(T), participation positiveness(B)

(Fig. 15) Survey results – difference compared
to ordinary class(T), problems solved Self-directly(B)

또한, (Fig. 15)의 만족도 평가결과 기존의 교육과

STEAM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문한 결과로는(상)

가장 많은 41.8%의 학생이 ‘수학, 과학, 기술 등 여러 과

목을 관련지어 배울 수 있다.’를 선택했으며 2위로는

19.2%의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해야 한다.’를 선

택했다.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을 하였다

(하)는 설문에는 총 59.1%의 학생이 동의하여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융합교육

특성에 맞게 다른 교과와의 연계가 잘 되었음을 나타내

며 교수자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습을 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5. 교사 평가

시범적용학교 교사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학생들에게

STEAM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반응과 효과 또한

만족스럽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추가적인 긍정적 설

문조사로는 학생들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융합교육을

새롭게 여기며 흥미롭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교사 평가 중 한계점으로는 COVID-19 사태로 인하

여 모둠 활동, 학사일정 변경, 방역수칙 준수로 인한 대

면 수업의 어려움 등의 한계들이 있었으며 이는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Fig. 16).

(Fig. 16) Survey results of the teacher

특히, 비대면 수업에 개선이 필요한 요소로는 학급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 시 피드백

반영이 실시간으로 잘 이루어지기 힘들고, 학습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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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향후 비대면 교육의 양질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단계별 적용을 통한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산업의 빠른 변화와 성장으로 인해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시대에 맞는 교육기반 마련을 위하

여 진로탐색형 STEAM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교육이

진행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첨단기기에 대한 진입장벽

은 낮추고, 수업에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초·중

학생들에게 친화적인 웹툰이라는 콘텐츠와 첨단기기인

VR을 접목한 VR 웹툰을 선정하였다. 또한, 대면 수업

과 비대면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혼합형틀을 갖추어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교육목적으로는 진로교육과 더불

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미래 문제

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증진과 결론적

으로는 창의·융합적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총 6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기존 교과목들을 자연

스럽게 융합하기 위하여 STEAM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을 준거하며 2015 개정 교과과정을 연계하였으며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는 A중학교 2학년 7개 학급의 20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시범 적용되

었다.

시범적용 결과, 60.5%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

를 느꼈다고 대답하였으며, 72.1%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고 답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는 높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은 낮추며 기

존 수업과 함께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을 검증하였

다. 또한, 담당 교사 평가결과 학생들이 융합교육을 새

롭고, 흥미롭게 여기며 VR 웹툰을 활용한 효과가 만족

스럽기 때문에 진로탐색형 STEAM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설문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OVID-19 사태로 인해

대면 수업의 모둠 활동, 학사일정 준수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비대면 수업의 경우 아직 규모가 큰 학급에서

는 실시간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피

드백이 있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대면‧비대

면의 혼합형 틀을 갖춘 진로탐색형 STEAM 교육프로

그램의 기초 사례로서 언택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으며 새로운 교육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 하지

만, 대면 교육과 달리 비대면 교육은 맞춤형 지도가 부

족할 수 있으므로 비대면 교육으로만 진행될 경우 제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첨단기술 체험이 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

로그램의 시범적용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피드백을 수

렴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양질

의 혼합형 STEAM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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