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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GIS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지리학습 자료 개발:

융합교육 가능성 탐색을 중심으로*

김영훈** 노상진***

요 약

본 연구는 융합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리 교과에서 적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 및 지리 수

업 활용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리 콘텐츠를 위해 오픈소스 기반의 지리정

보체계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터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터

의 지리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지리 학습에서의 3차원 학습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였

다. 학습 단원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에서 대표적인 입체적 사고를 요구하는 지형 변화와 도시 인

구 분포를 선정하였다. 오픈소스 지리정보시스템의 3D 프린터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형 변

화와 인구 분포에 대한 3차원 프린터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3차원 공간정보

변환 및 3D 프린팅 제작물은 앞으로 3차원 관련 지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리

교육 측면에서 학습자의 체험 수업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요어: 오픈 지리정보시스템, 3D 프린팅, 지리 수업, 지리교육 콘텐츠, 공간정보

Ⅰ . 서론

최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융합교육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다. 융합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학문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특

히 교육 분야에 대한 시각과 접근 방안, 교육적 가치 등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실천

이 중요하다(홍성욱,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융합교육의 영향력 관심 증가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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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교육패러다임 변화 요구로 가까운 장래에 공교육 현장에도 융합교육과정과 교

육내용 도입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과 현실의 요구에 비해 이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는 교육부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에서 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의 융합교육의 다양한 시범 사업과 교육 수

행이 시급하다. 그러나 교육 현장 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를 위한 융합 수업 적용 

프로그램은 거의 시도되고 있지 않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예비교사를 위한 융합

교육 체험과 경험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초중등 교과에 도입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관련 실습을 체험함으로서 예비교사 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사례 연구가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융합교육 체험을 위한 3차원 교

육 콘텐츠 적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일차적으로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교육 콘텐츠로서 고차원적인 공간 지각과 지리적 사고의 출발점인 3

차원 사고 증진을 위해 3D 프린팅과 지리정보 기법을 접목한 융합 콘텐츠 개발에 

관한 논의이다.

최근까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프로그램과 공

간데이터는 고가의 가격정책, 폐쇄적인 접근성으로 인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방과 공유는 누구나 쉽게 

공간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지성의 구현은 

오픈 GIS를 개발, 배포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강영옥·권회윤, 2015).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술의 발전은 공간정보를 시각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3D 프린터는 GIS 내에서 구현된 공간정

보를 실제 모형으로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임충현 

외, 2018). 이에 본 연구는 하나의 실제적인 융합수업을 위한 지리 학습 콘텐츠 개

발로서 오픈소스 기반 GIS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 이론적 배경

3차원의 시각화된 교육자료와 교육 콘텐츠 활용은 효율적인 교실 수업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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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Anthamatten and Ziegler, 2006). 또한 최근 유비쿼

터스 기술과 스마트 기술 발전은 교육학 전반적으로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제공하

고 다양한 교육 정보와 교육자료 개발 및 체험, 학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은 교사와 학생에게 새로운 교수-학습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

다. 대표적인 사례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3D 프린팅의 교육적 활용을 들 

수 있다(박정환·김영훈, 2012; 박정환·김영훈, 2013; Chi, et al., 2013; Wu, et. al.,

20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과 가치는 일찍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Billinghurst, 2002). 관련 연구에 따르

면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 구성주의적 학습, 의도적 학습, 실제적 학습, 협동 학습 

촉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3D 프린팅 영향력에 대한 관심 증가와 3D 프린터의 저가 공급으로 가까

운 장래에 공교육 현장에도 3D 프린터가 교육 기자재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3D 프린팅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도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의 적용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

다. 그러나 교육 현장을 위한 3D 프린팅 활용 교육 내용,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제 수업 적용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3D 프린터 사용을 위한 선결 능

력 배양과 체험을 통한 3D 학습 경험 기반의 교육 내용 사례와 교육 방법 체험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과에 도입할 수 있는 3D 프린터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현장 교사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창의적이

고 고차적 교육 프로그램 고안을 기대하고자 한다.

지리 수업과 지리 학습에서 고차원적 지리적 사고의 어려움은 지리교육 및 지

리 학습 콘텐츠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양병일, 2017). 이를 위한 대

안으로 시각적 자료와 창의적 사고력에 관한 접근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이진희,

2018). 기존의 2차원 수업 모형 및 학습 콘텐츠는 3차원적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교수-학습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

츠를 갖춘 지리적 학습 도구와 방법은 학생들에게 입체적인 지리 지식 습득과 지

리 탐구에 효과적이다(송언근·이동민, 2014). 예를 들어 지형 학습에서 학습자는 본

질적으로 3차원적인 지형의 지리적 특성을 2차원의 평면지도를 통해서 경사면의 

변화와 경사 정도 및 지형과 인간 생활간의 상호 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지형 단원

의 교수-학습에서 일차적인 교수 활동의 어려움은 학생들의 3차원적 지형 현상에 

대한 시각적 이해이다. 입체 지도는 이러한 교수-학습의 대안으로서 활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다(한균형 외, 2002). 독도의 가상 입체 지도는 현실과 유사한 독도의 지형

적 특성 파악에 효과적이다. 화산 지형(백록담, 일출봉, 기생화산, 주상절리, 곡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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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등)의 주요 지형적 특성을 3차원 모형을 통해 시각적으로 쉽게 관련 내용을 전

달할 수 있다(임충현 외, 2018).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3차원 프린팅 제작을 통한 

지도 학습에도 적용된다(오충원, 2018).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오픈 GIS와 3D 프린터의 지리수업 활용방안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으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픈 GIS는 QGIS(Quantum GIS), 3D 프린터

는 CEL사의 ROBOX를 사용하였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오픈 GIS와 3D 프린터

의 지리수업 활용방안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지형과 인구 주제를 대상으로 3차원 

모형을 제안한다. 셋째, 교과서 탐색 내용을 중심으로 오픈 GIS와 3D 프린터의 지

리수업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이러한 연구 방

법의 흐름도이다.

〔그림 3〕 연구 흐름도

* QGIS는 무료오픈소스 데스크톱 지리정보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이다. 2002년 7월 발표된 이후

로 개방형 공개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https://qgis.org,

Wikipedia). 3D 프린터는 대중성을 확보한 CEL ROBOX 이다(http://www.cel-ro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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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오픈 GIS와 3D 프린터의 기능 탐색     

오픈 GI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QGIS는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없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다. QGIS는 공간분석을 위한 기능뿐

만 아니라 사용자 개인이 기능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플러그인 기능이 있다. 플러그

인은 일종의 부가적인 기능이다. 하지만 기존의 상용 GIS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

로 제시되고 있거나 GIS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유

롭게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QGIS 활용성 확장에 기여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플러그

인 중 대표적인 것은 위성사진을 공간데이터와 중첩하는 TMS for KOREA, 공간정

보데이터를 웹맵(webmap)의 형태로 구현해주는 qgis2map, 수치표고모델(DEM)을 

3차원으로 시각화 해 주는 QGIS2threejs, 3D 프린터에서 인쇄 가능한 파일의 형태

로 변환해주는 DEMto3D 등이 있다. [그림 2]는 QGIS의 대표적인 플러그인의 실행 

화면이다.

〔그림 4〕 QGIS의 대표적인 플러그인 실행화면 

3차원 프린팅의 경우, 일반적인 프린터는 종이를 사용하여 문서, 그림 등을 출

력하지만 3D 프린터는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물체를 출력할 수 있는 프

린터를 말한다. 3D 프린터는 기존의 제품 제작공정에 소요되는 시간, 금액 등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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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수행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3D 프린터 모델 공유사이트에서 모델을 내려 받아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IV. 오픈 GIS와 3D 프린터의 지리수업 활용방안

오픈 GIS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실제 지형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지형도,

인구분포도, 인구밀도도와 같은 주제도를 작성하고 이를 인쇄하여 지리수업에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지형도 만들기

오픈 GIS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지형도 만들기는 학습자에게 실제 지형의 모

습을 관찰할 수 있는 지형도를 제작하여 지리수업에 있어서 지형도 읽기 등에 사

용할 수 있다. [그림 3]은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지형도 만들기의 흐름도이다.

〔그림 5〕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지형도 만들기 - 흐름도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지형도를 만들기 위해서 1:25,000 수치지형

도를 활용하였다. 수치지형도는 감입곡류천과 구하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영월을 

사례로 하였다. 수치지형도는 종이지도의 지형도를 GIS 데이터로 변환하여 다양한 

지리정보 분석을 위해 구축된 일종의 디지털 공간데이터이다. 3차원 프린터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형정보를 디지털화한 수치지형도상의 해발고도 정보

와 등고선 정보가 필수이다. [그림 4]는 QGIS 프로그램에서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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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발고도 데이터로 변환한 지형정보모델인 수치고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결과이다.

〔그림 6〕 수치표고모델을 활용한 지형모델 제작 -1

[그림 5]은 수치지형도를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로 변환

한 뒤, 오픈 GIS의 플러그인 중 하나인 DEMto3D를 사용하여 3D 모형 제작에 사

용할 수 있는 STL 포맷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STL 파일로 추출된 

수치지형도를 3D 프린터에서 불러오면 [그림 5]과 같이 3차원으로 구현된 지형도

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수치표고모델을 활용한 지형모델 제작 -2

[그림 6]은 3D 프린터를 통해 인쇄한 1:25,000 축척의 영월 수치지형도를 나타

내고 있는 그림이다. 3차원으로 구현된 지형도를 살펴보면 감입곡류천과 구하도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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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3D 프린터를 통해 인쇄한 지형모델

2.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주제도 만들기

오픈 GIS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주제도 만들기는 학습자에게 그림 형태로 제

공되어왔던 단계구분도를 3차원으로 구현하여 인문현상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은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주제도 만들기의 흐름을 나타

낸 그림이다.

〔그림 9〕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주제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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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를 활용한 주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통계지리정보에서 제공하는 행정

구역도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를 활용하였다. 행정구역은 청주시를 사

례로 하였으며 인구센서스는 동별 인구현황을 사용하였다. QGIS에서 청주시에 해

당하는 동별 행정구역과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속성 자료를 연결하여 단계구분도를 

만들 수 있다. 인구 분포에 대한 일종의 인구 주제도이다(그림 8 참조).

〔그림 10〕 통계청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주제도 제작

[그림 9]는 통계청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변환하여 3차원 프린터로 인쇄하는 과

정과 3D 프린터에서 인쇄가 가능한 STL 포맷으로 변환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통계지리정보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도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를 결합

하여 청주시의 동별 인구수를 일종의 3차원 정보인 고도값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결과는 3D 프린터 인쇄를 위해 STL 포맷 변환이 필요하다. STL 포맷으로 추출된 

인구분포도를 3D 프린터에서 불러오면 그림과 같이 동별 인구수에 따라 높이가 다

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인구주제도의 3차원 stl 파일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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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청주시 인구분포를 3차원 프린터로 제작한 결과이다. 청주시의 인

구분포를 살펴보면 율량동, 오창읍에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남이면 현도면

에는 인구가 적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3D 프린터를 통해 인쇄한 주제도 –

인구분포도(청주시)

V. 결론

3차원 교육 자료 개발과 교육과정의 접목을 통해 예비교사는 새로운 교육 체험

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도 마찬가지이

다. 3D 프린터와 지리정보 연계는 새로운 지리교육과 지리적 학습 콘텐츠 개발 사

례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프소스 GIS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서책형 교과서에서 다룰 수 없는 실제적인 3

차원 형상의 제작과 이를 통한 학생들의 체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학생이 다양한 

가상 상황과 3차원 형상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3D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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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터는 지형 및 입체 공간의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다. 또한 3D 프린터를 

통해 학생은 교과서의 실제 지형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앞으로 융합에 대한 다양한 교과 요구와 수업 활용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

회과 교과 내에서도 지리적 주제와 타 교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

발이 필요하다.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 시

점에서 지리 교과를 대상으로 새로운 하드웨어적 기술 적용과 지리 과목상의 다양

한 교육 내용에 대한 일차적인 활용 가능성 탐구가 필요하다. 현재 지리 관련 주제

와 내용의 융합 콘텐츠 개발로서, 본 논문은 3D 프린터와 오픈소스 기반 지리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적인 3차원 콘텐츠의 프린팅 사례를 통해 개방형 지리정보 소프트웨어 활용 

확대와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의 출발점을 기대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시급하게 요구되는 연구 방향 및 주제는 무엇보다 

현장 적용성의 확인이다. 교수-학습 측면에서 교사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측면

과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될 때의 활용성에 대한 실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3차원 기반의 다양한 지리정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수치지형도와 인

구 통계 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리 관련 공간정보 탐구가 필요하다. 일선 수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사의 수고와 노력이 최소화되는 3D 프

린팅과 QGIS 사용자환경 개선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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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Geographical Learning Materials using Open GIS and 3D printing

techniques: reflecting convergence education possibilities

Kim, Young-Ho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No, Sang-Ji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research proposes 3D printing outputs applicable to geography subject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aiming to revitalise convergence

education. As the 3D contents development tools, open source base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oftware and 3D printer have been used for digital

geographic data creation and conversions. In this paper, we discuss 3D

perspectives on geographical learning and show an example of three-dimensional

materials using GIS and its 3D printing method which have been actively used

recently in education fields. For 3D data process and material printing, it

searches adequate themes for geography students that enable to explore

three-dimensional thinking into geographical learning. Two themes are selected

as topographical changes and urban population distribution. Their 3D printing

results have been produced by using QGIS programme. This paper shows a

seamless three-dimensional contents creation that is suitable for delivering three

dimensional way of thinking into geography class at schools. Open source GIS

and 3D printing have been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data conversion and

printing of geographical features. We expect this 3D technology-driven approach

contributes to exploring the development of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or geographical education, and further will be commonly used in the

classroom.

* Key words: Ope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3D printing, Geographical

learning, Geographical education contents, Spat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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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을 위한 로봇활용 SW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교사의 정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소율** 이영준***

요 약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융합교육을 위한 로봇활용 SW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비 정보과 교

사 대상으로 적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 정보과 교사들의 정보 교수효능감은 사전

결과(3.30)에 비해 사후 결과(3.6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t=3.303, p< .05). 또한, 로

봇활용 SW교육을 융합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는 사전 결과(4.08)에 비해 사후 결과(4.69)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t=3.333, p< .0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비 정보과 교사의 정보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로봇활용 SW교육

의 융합교육에의 활용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 주요어: 융합교육, 로봇활용, SW 교육, 교사 연수, 정보 교수효능감

Ⅰ. 서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우리 시대는 3D 프린팅 기술, 생명공학, 로봇

공학, 나노 기술,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인공 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신기술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산업과 서비스 등에 융합 및 통합되어 세상을 변화시

키고 있다(김혜영, 2013). 2016년 세계 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

된 제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다양한 학문과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

* 논문접수일: 2018년 11월 28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4일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E-mail: yjlee@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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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혁명시대이다(Klaus Schwab, 2016). 이는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

업혁명(정보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습자에게는 컴퓨팅 사고력의 함양을 하여야 한다

는 국가ㆍ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컴퓨팅 사고력은 2006년 Wing이 논의하게 

되면서 강조되었으며(Wing, 2006), 컴퓨팅 시스템의 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

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사고능력을 ‘컴퓨팅 사

고력’이라고 한다(이영준, 2014). 미국,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학습자에게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컴퓨팅 교육, 코딩 교육 등 우리나라

의 소프트웨어(SW)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홍래, 이승진, 2013). 우

리나라에서도 2012 개정 교육과정 실과(기술ㆍ가정) 및 정보과에서는 학습자에게 컴

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컴퓨팅 교육이 제시되어 있다. 컴퓨

팅 관련 교과, 즉, 초등에서의 실과 및 중등에서의 정보과에서는 언플러그드 활동,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피지컬 컴퓨

팅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SW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 중 두 가지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함양’,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의 함양’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8). 즉, 정보과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융합을 통해 학습자들을 변화하는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

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컴퓨팅 사고력의 함양뿐만 아니라 지

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ㆍ융합 인재 강국을 위한 5가지 미래 교육 방향으로 유

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를 담은 중장기 교육 정책을 발표하였다(교육

부, 2016). 이는 복잡한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을 갖춘 지능정보기술 분

야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SW 교육을 통한 인재양

성 및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는 단순 

지식의 습득이나 단편적인 분야의 자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문, 사

회, 과학 등 다양한 학문에 대한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이고 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ㆍ사회적 맥락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이고 융

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수 역량 역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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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교육을 비롯한 타 교과에서는 정보과를 중심으로 융합을 시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2018년 1월 한국과학

창의재단에 탑재된 ‘SW․수학․과학 융합형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었으며, 이 교재

에는 모든 학습 주제에서 SW을 중심으로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2018). 그러나 비 정보과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에 정보과의 내용

이나 SW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 교과 내용 지식의 함양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사 연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정보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융합교육을 위한 로봇활

용 SW 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이 교사의 정보 교수효능감

(Informatics Teaching Efficac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보 교수효능감(Informatics Teaching Efficacy)

Bandura(1977)이 논의한 자아효능감(Self-efficacy)란 한 사람이 기대되는 상황 도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의미

한다(Bandura, 1977).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Bandura의 자아효능감 이론이 교육학에 접목된 것이 교수효능감(Teaching Efficacy)

이다.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정도이며, 교수(Teaching)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가 자신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 정도이다(Gibson & Dembo, 1984). 교사의 교수 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교사의 여러 가지 내적인 신념이나 태도 중에서 교수효능감만큼 학습자

의 성취 정도에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Ashton, 1984). 이만큼 

교수효능감은 교육의 여러 변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

일수록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경향을 갖는다.

수학, 과학 등 여러 교과에서는 각 교과의 특이성을 반영하여 교수효능감을 정

의한 바 있으며, 정보 교수효능감은 정보과 내용에 대한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과 기대라고 정의한다(이소율, 이영준, 2017). 

본 연구에서 정보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이소율과 이영준

(2017)이 과학 교수효능감(Bleicher, 2004)을 정보교과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한 정보 교수

효능감 검사지를 활용하여 어색한 문장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이소율, 이영준, 2017)



융합교육연구 제4권-2호

18

2. 로봇 활용 교육

풍부한 SW교육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교육뿐만 아니라 피지컬 컴퓨

팅 교육도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교사 연수는 대부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드

형이나 모듈형 피지컬 컴퓨팅은 학습자에게 폭 넓은 피지컬 컴퓨팅 경험을 제공하

고, 컴퓨터 과학에 대한 원리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립을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전형기, 김영식, 2018). 따라서 보드형이나 모듈형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하

는 것은 제한된 연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완성형 

로봇을 활용하면 조립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피지컬 컴퓨팅에 필요

한 몇몇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김경현은 로봇활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분석에서 로봇활용수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 1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중 하나로 로봇활용교

육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반적인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다(김경현, 2015). 

김진옥, 박광렬, 김진수는 로봇교육의 성공을 위한 요인들에는 교사들의 인식 및 

역량, 학교의 물리적 여건, 교수 학습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로봇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교사의 역량 강화라

고 강조하였다(김진옥, 박광렬, 김진수, 2016).

3. 햄스터로봇(Hamster Robot)

[그림 1] 햄스터로봇(Robomation, 2018)

햄스터로봇은 별도의 조립이 필요 없는 완성형 로봇이다. 햄스터로봇의 크기는 

가로 35mm, 세로 40mm, 높이 30mm로 작은 큐브 모양이다. 

장착되어 있는 센서로는 전방 근접 센서(적외선 센서), 바닥 센서(적외선 센서), 3

축 가속도 센서, 밝기 센서, 내부 온도 센서 등 5종의 센서와 2개의 DC모터, 피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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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2개의 LED 등이 있어 보드형이나 모듈형 피지컬 컴퓨팅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센서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PC 및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블루투스로 통

신할 수 있어 연결되어 있는 선에 방해 없이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햄스터로

봇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정보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언어

들인 C, 자바, 파이썬, 프로세싱, 자바스크립트, 플레이봇, 엔트리, 스크래치 등 다양

하다(로보메이션, 2018; 햄스터스쿨, 2018).

Ⅲ. 본론

1. 융합교육을 위한 비 정보과 교사 대상 로봇활용 SW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비 정보과 교사 대상 융합교육을 위

한 로봇 활용 SW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15차시로 개발하였다. 

주제 내용

1. Introduction

- SW교육의 중요성 이해

- 융합교육의 이해

- 피지컬 컴퓨팅 교육의 이해

2. Practice

- 스크래치2.0 학습(for 햄스터로봇)

- 햄스터로봇 탐색하기

  ㆍMoving, Turning, Drawing

  ㆍPiezo speaker, LED

  ㆍUsing proximity sensor

  ㆍUsing floor sensor

  ㆍUsing 3-axis acceleration sensor

  ㆍUsing illuminance sensor

  ㆍEscaping from the maze

  ㆍInteract with Scratch stage

3. Assessment
- 로봇 교육의 다양한 평가 방법의 이해

- 학습자 중심 평가의 다양한 방법

4. Application 

- 각 교과에 SW 교육 융합하여 적용해 보기

- 마이크로 티칭 해 보기

- 상호 평가 및 피드백

<표 1> 융합교육을 위한 비 정보과 교사 대상 로봇활용 SW 교사 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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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서는 SW교육의 중요성, 융합교육의 이해, 피지컬 컴퓨팅 교육의 이해를 

교육한다. 

교육의 실제에서는 햄스터로봇을 위한 스크래치 2.0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정

이 실시되고, 그 후 햄스터로봇을 탐색한다. 움직이기, 돌기, 그리기, 피에조 스피

커, LED, 근접센서, 바닥센서, 3축 가속도 센서, 조도 센서 등 다양한 피지컬 컴퓨

팅 센서에 대해 학습한다. 미로 탈출 활동으로 실습을 해 보고, 스크래치 화면과 상

호작용하는 과정을 실습한다. 

평가에서는 로봇 교육에서의 다양한 평가 방법의 이해와 학습자 중심 평가의 

다양한 방법을 교육한다. 

마지막 단계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적용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교과에서 햄스터로봇을 적용하며 SW 교육의 융합을 실시해 본

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로티칭을 해 보며, 상호평가를 진행한다. 

상호평가 후 피드백은 강사 및 교사상호 간에 이루어져 다각적인 측면의 정보를 제

공할 수 있게 하였다. 

2. 융합교육을 위한 로봇활용 SW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비 정보과 교사의 정보 교

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융합교육을 위한 비 정보과 교사 대상 로봇활용 SW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K대학

에서 정보․컴퓨터 교사 특별양성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15차

시 투입되었다. 실험 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에 제시한 것과 같다. 

성별
남 21명(80.77%)

여 5명(19.23%)

교육경력

신규~3년 1명(3.85%)

4~10년 2명(7.69%)

11~20년 16명(61.54%)

21~30년 6명(23.08%)

30년 이상 1명(3.85%)

담당과목

국어 3명(11.54%)

수학 3명(11.54%)

과학 3명(11.54%)

기타 17명(65.38%)

SW교육

연수경험

무(無) 20명(76.92%)

유(有)
6명(23.08%)

*평균 32.5시간

<표 2> 실험 대상의 일반적 배경(N=26)

비 정보과 교사들의 정보 교수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활용한 검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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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정보 교수효능감 검사지이다. 정보 교수효능감 검사지는 개인효능과 결과기대

의 2가지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10, 11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개인효능은 교사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결과기대는 교수에 

따른 학습 결과 사이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정보 교수효능감의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re-test 3.30 .271 .053

Post-test 3.63 .385 .075

<표 3> 정보 교수효능감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N=26)

사전검사 결과의 평균은 3.30이었고, 사후검사 결과의 평균은 3.63으로 약 .33 정

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

여 종속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Mean Std. t p

Pre-Post .33 .509 3.303** .003

<표 4> 정보 교수효능감 사전-사후 T-test (N=26)

**p <.05

<표 4에 제시한 것과 같이, 사전-사후검사 결과의 차이는 t=3.303(p<.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정보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표 5>은 로봇활용 SW교육을 융합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으로 Likert 5점 척도로 나타내었을 때의 사전 및 사후 결

과이다.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re-test 4.08 .628 .123

Post-test 4.69 .471 .092

<표 5> 로봇활용 SW교육의 융합교육 활용에 대한 태도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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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결과는 4.08이었고, 사후 결과는 4.69로 .61 상승하였다. <표 6>는 상승의 결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결과의 T-test를 실시한 결

과이다. 

Mean Std. t p

Pre-Post .615 .941 3.333** .003

<표 6> 로봇활용 SW교육의 융합교육 활용에 대한 태도 사전-사후 
T-test(N=26)

**p <.05

로봇활용 SW교육을 융합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의 사전-사후 검사 결

과는 t=3.333(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들에게 로봇활용 SW교육의 융합교육 활용에 대한 태도를 긍

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융합교육을 위한 로봇활용 SW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비 정보과 교사 대상으로 적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 정보과 교사

들의 정보 교수효능감은 사전 결과에 비해 사후 검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상승하였다. 또한, 로봇활용 SW교육을 융합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사전 결과에 비해 사후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비 정보과 

교사의 정보 교육에 대한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로봇활용 

SW교육의 융합교육에의 활용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입증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단일집단으로 이러한 결과가 다른 집단에 비해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실험을 진행하여,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융합교육을 위한 로봇활용 SW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교사의 정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3

참고문헌

교육부(2015a).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

교육부(2015b). 실과(기술ㆍ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0.

교육부(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교육부(2018).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묻는 교육의 미래: 세계경제포

럼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new vision for education)'. 글로벌평생교육

동향, 2, 1-15. 
김경현(2015). 로봇활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분석. 교육종합연구, 

13(1), 69-91.  

김진옥, 박광렬, 김진수(2016). DACUM 차트를 활용한 역량 기반 초등 로봇지도교

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4), 299-308.

김혜영(2013) 융합교육 체계화를 위한 융합교육의 방향과 기초융합교과 설계에 대

한 제언. 교양교육연구, 7(2), pp. 11-38.

김홍래, 이승진(2013). 외국의 정보(컴퓨터) 교육과정 현황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이슈리포트.

미래창조과학부(2016).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이소율, 이영준(2017). 초등 교사의 정보 교수효능감 향상을 위한 EPL 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적용.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5), 35-47.

이영준, 백성혜, 신재홍, 유헌창, 정인기, 안상진, 최정원, 전성균(2014). 초중등 단계 

Computational Thinking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전형기, 김영식 (2018) 2015 개정 초등 교육과정의 SW교육을 위한 피지컬 컴퓨팅 

기반 교구 평가 준거 개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1(5), 37-48.

한국과학창의재단(2018). SW․수학․과학 융합형 교수․학습자료. Retrieved from 

https://steam.kofac.re.kr/?type=%EB%8F%84%EC%84%9C (Dec. 2018)

Ashton. (1984).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5), 28-32.

Bandura, A. (1977).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leicher, R. E. (2004). Revisiting the STEBI-B: Measuring Self-Efficacy in 



융합교육연구 제4권-2호

24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104(8), 

383-391.

Gibson, S., & Dembo, M. H.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569-582.

HamsterSchool(2018) Retrieved from  http://hamster.school (Dec. 2018)

Robomation(2018) Retrieved from  http://robomation.net/ (Dec. 2018)

Wing, J. M. (2006). Computational Thinking. Communications of ACM, 49(3), 33-35.

Wing, J. M. (2008). Computational thinking and thinking about comput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366, 3717-3725.

Wing, J. (2011). Research Notebook: Computational Thinking-What and Why? The 

Link. Pittsburgh, PA: Carneige Mellon.



융합교육을 위한 로봇활용 SW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교사의 정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5

ABSTRACT

The Effect of Software Teachers’ Training Program Using a Robot for

Convergence Education on Informatics Teaching Efficacy of Teachers

Yi, So-Yul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e, Young-Ju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eachers’ capacity is getting more important for fostering convergent talents

human resourc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is study aims to

developed a Software(SW) teachers’ training program using a robot for

convergence education and analyzed the effectiveness by applying it to

non-informatics teachers. As a results, informatics teaching efficacy of

non-informatics teachers post-test result(3.63)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d(t=3.303, p< .05) compared to the pre-test result(3.30). Furthermore, the

attitude toward SW training using a robot for convergence education post-test

result(4.69)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d(t=3.333, P< .05) compared to the

pre-test result(4.08).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teachers’ training

program that we developed in this study positively affects the informatics

teaching efficacy of the non-informatics teachers and positively changed the

attitude toward the use of SW education using a robot in the convergence

education.

* Key words: Convergence Education, Using Robots, Software Education,

Teachers’ Training, Informatics Teach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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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과학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김경민** 신정환** 신미애*** 백성혜**** 이옥영*****

요 약

본 연구는 예비과학교사인 연구자 3인은 교육실습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수업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수업 참관과 학생들의 인터

뷰를 통해, 학생들이 화학수업에 대해 낮은 흥미와 소극적인 수업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교사의 강

의식 수업, 실험수업의 부재, 교사의 낮은 전문성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 모형과 실험수업 도입을 도입하여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일방적인 전

달인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흥미 변화에 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수업태도, 개념

이해와 탐구 추론 능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소극적 학습자에서 능동적인 주체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역

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함을 제안하고, 내실 있는 교육실습을 위해 대학-현장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을 요구한다.

* 주요어: 예비과학교사, 교육실습, 수업모형, 실험수업, 학생중심수업

Ⅰ . 서론

 교육실습은 ‘교직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교육현장의 생동감을 느끼고, 실

* 논문접수일: 2018년 11월 29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4일
**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E-mail: smy2277@hanmail.net 
****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
***** 충북 은여울 중학교 
 이 연구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교육연구프로그램(ERP) 지원금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융합교육연구 제4권-2호

28

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 교직 강좌에서 배운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비교사들은 미래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사범대학의 교직강좌에서 다양한 교과방법론을 배우지만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교육실습뿐이다. 하지만 교육실습은 교직 과정 중 

1~2회 정도이며, 그 기간도 4주 정도로 예비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모두 경험하기

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이런 단기간의 현장 실습이 예비교사들에게 실제적 지

식을 획득하기에는 부족하며, 예비교사들이 약 4주간의 교육실습 동안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 변화가 일시적인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므로 예비교

사들의 교직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김병찬, 2005)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실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이나 생활 

태도가 해이해 질 수 있고, 수업 진도나 학교 업무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교육실

습을 단순히 가중된 업무로만 여기고 있어(전영란, 2011) 교육실습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교육실습생이 배치된 실습교의 분위기나 교육실습 담당교사에 따라 질

적으로 다른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현장의 협업이 부족하므로 교사양성

의 흐름은 단절로 이어지며,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오기도 

한다. 전영란(2011)은 지도교사와 교육 실습생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교육 실습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교원 양성기

관에서 배우고 학습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응해보는 기회가 교육실습인 만큼 

현장과 연계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학이 학생들을 교육

실습 보내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실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은 교육현장과 학문적 접근이 접목된 교사양성교육

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과학교사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한 수업 실태를 바탕으

로 교육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내실 있는 교육실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따라

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과학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업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연구문제 1을 바탕으로 수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셋째, 연구문제 2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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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학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3인은 충북의 H사범대학에서 화학교육전공 재학생

으로, 공통 교육학 과목, 교육실무 과목(생활지도 및 교직 실무, 학교 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등), 화학교재 연구법을 비롯한 전공교과교육학 과목을 수강한 

이력이 있다. 연구자 모두 사전 교육실습 경험이 없으며, 각각 세 곳의 연구대상

학교(표 1)에 배치 받아 4주간의 교육실습을 하였다.

<표 1> 연구대상학교

 연구대상학교 A는 학년 당 11학급의 규모가 큰 학교이며, 절반이상의 학생들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학생

의 다양성이 높은 편이다. 기숙사 생활 뿐 아니라, 학급 별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잘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은 편이며, 학생과 교사가 전체적

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편이다. 연구대상학교 B는 학업 성취수준 및 관심은 지

역 내 다른 고등학교보다 높은 편이다. 연구대상학교 A와 유사하게 교사들이 강

의식 수업을 하고 있었다. 매년 교육실습이 5월, 11월 두 차례 이루어져 교육실습

생의 수업에 익숙한 편이다. 연구대상학교 C는 학년 당 4학급으로, 다른 연구대상

학교에 비해 소규모 학교이지만, 학급 당 학생 수는 30명 내외로 동일하다. 지역 

내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이 높은 편이며, 수업 태도가 좋

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학년 당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상위권 등급을 받기 위한 내신 경쟁이 치열한 편

이다. 심지어 담당 학급에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세가 있는 학생도 확인 

되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기간 중 교육실습생의 수업을 받은 경험이 없다. 

연구대상학교 A B C

학교 급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년 당 학급 수 11학급 10학급 4학급

학급당 학생 수 약 30명 약 30명 약 30명

학업수준 중 중상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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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과정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과학교사인 연구자 3인은 2018학년도 2학기 <화학교재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여 조를 구성하여 수업지도안 작성 연습 및 교육실습 경

험 공유를  함께 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과정

2018년 9월부터 약 2달간 교과교육론(화학교재 연구방법론)을 수강하면서 다양

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법을 익히고, 서로의 지도안에 대한 토론, 피드백을 

진행하며 교육실습을 준비하였다. 2018년 11월부터 4주간 교육실습이 이루어졌으

며, 교육실습 중에도 주 3회 이상 만나 각자의 교육현장과 수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교육실습 1~2주차는 연구대상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 및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 3인 모두 다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

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화학에 흥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이 화학이 어렵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표면적의 원인을 

제시하였으나, 연구자들은 참관수업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는 수업방식의 문제로 보았다. 따

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모형 적용, 실험수업의 도입’을 통해 

수업방식에 변화를 주고, 수업 방식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에게 변화가 있는지 탐

색하기로 하였다. 만약 학생의 흥미부족이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사의 수

업방식으로 인한 것이라면 연구자들이 시도한 수업 방식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변화가 예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습 중 주기적으로 만나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 공유하였고 이를 교육실습 3~4주차에 실행하며 

학생들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교육실습 종료 후 2018년 12월 ~ 2019년 1월, 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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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기적으로 만나 각자 적용한 수업의 특징, 학생들의 수업태도 및 흥미 변화,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참여관찰로 교육실습에 참여한 예비과학교사인 연구자 3인의 경험

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실습 기간 동안 사용한 참관일지, 교육일지, 수업지

도안과 학생 인터뷰를 주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연구자 3인의 토론일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석사과정 중인 현장 

교사 1인과 함께 분석을 하였다. 

Ⅲ . 연구 결과 및 논의

1. 교육 현장의 문제점 인식

1) A 연구대상학교 

연구자가 수업을 참관한 결과, 학생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 수업은 흥미롭

게 듣는 편이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학 과목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

다. 연구대상하가교의 화학교사는 강의식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행평가는 

단순 공식 외우기, 문제풀이로 학생의 이해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교

과서만 시청각 자료 없이 교사가 배부한 유인물로만 수업을 진행하였고, 교실 앞 

스크린에 유인물 파일을 띄워놓고 빈칸 채우기 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

생들은 실험이 필수적인 과학과목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중 실험을 단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었다. 교사는 이러한 수업 방식을 실행하는 이유를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진도는 여유가 있어 보였다. 교사의 이런 수

업에 학생들은 흥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극적인 수업태도를 보였다. 또한 교사-

학생 간 신뢰가 많이 부족해 보였고, 교사는 이러한 교실 분위기에도 다른 창의

적이고 도전적인 수업모형을 시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2) B 연구대상학교

육아휴직으로 인해 새로운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강의식 수업과 

부족한 학생 소통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 분위기로 인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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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중도,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타 과목 수업을 참관한 결과 학생들이 

유독 화학 수업에만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학생

들은 인터뷰에서‘교사가 일방적인 수업을 하며, 자신들에게 어떠한 질의응답이

나 피드백을 하지 않은 채 진도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연구자가 

교실상황을 묘사한 관찰 일지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념 부분이 비어있는 유

인물을 나누어 주고 그 학습지를 채우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진도

에 초점을 두는 학원에서 볼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수업방식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다른 문

제집을 꺼내 뒤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작성되어있었다. 

연구자: 기존 선생님이 하신 수업은 어떤가요?

학생 :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일방적으로 하신다.

연구자 : 그에 따른 화학 과목의 인식, 수업에 대한 흥미와 같은 느낀 점은?

학생 : 지루하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다.

연구자 : 아쉬웠다면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왜 수업이 재미없었는지?

학생 : 화학의 원리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거나 실험을 하거나

학생들이 어떤 점에 흥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주의를 

이끌 수 있는지 수업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

(B연구대상학교의 연구자와 학생의 인터뷰 중)

 특히 연구대상학교 B는  타 학교에 비해 교내 행사가 많은 편이며, 점심시간

을 이용한 버스킹 공연, 문학, 수학, 과학 등 교과 대회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하는 수업은 지식 전달에만 초점

을 두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방향과는 매우 달랐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다

양한 학생 주도적 프로그램 내에서 학생들이 보인 적극성과 실제 수업 속 모습

은 괴리감이 느낄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화학 수업의 흥미부족 

원인을 학생들의 소극성에서 찾기 보다는 수업방식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C 연구대상학교

연구대상학교 C의 화학수업도 다른 학교의 담당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재를 

PDF형식으로 스크린에 띄우고 강의식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학생들이 필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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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었다. 교사가 1학년 과학 및 2학년 화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1학년의 경우 융합과학으로 진도가 마친 상황에서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활동 중심 수업일 뿐 실제로는 수행평가

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학생들이 흥미보다는 평가, 내신과 직결된 활동이었다. 학

생들이 학문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평가가 개입되면서 교사수업에 

대한 맹목성과 상위 등급을 얻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해당 교사의 수업을 모두 참관할 결과 칠판에 PDF(교과서, 참고서)를 

띄워놓고 필기하면서 진행하는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관찰한 연구자의 참관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있었다.

1학년 수업은 활동지가 있었는데, 직접 활동을 하고 작성하는 것이 아닌 학

습지의 형태로 필기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셨다. 2학년 수업 내용 중 산화-환

원에서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하는 실험 부분이 있었지만, 실험은 진행되지 않았

고 개념을 통해 실험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다. 아이들이 내신 

위주의 수업을 기피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에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적어보였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C연구대상학교의 연구자의 참관 일지 중)

연구자가 참관수업에서 느낀 교사의 무기력함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도 고스

란히 느끼고 있었다. 

연구자 : (지금 선생님이 하신)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진 화학 과목의 인식,

수업에 대한 느낀 점은 어떤가요?

학생: 예전부터 화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중략)..대충 넘어가는 느낌을

받아 수업이 재미없었음. (C연구대상학교의 연구자와 학생의 인터뷰 중)

4) 연구대상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문제점

 연구자들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연구대상학교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수업

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강의식, 실험 수업의 부재였다. 정영란(2010)은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통제 반에 비해 실험을 통한 학습자중심수업을 한 실험 

반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끈

기 있게 해결하는 과학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아라(2014)는 

강의식수업과 실험식수업에 대한 흥미도 검사를 실시했을 때, 실험식 수업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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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과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를 했으며, 실험식 수업을 학생들이 더 선호한

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학습자중심수업과 실험식 수업의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관찰한 현직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

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강의식 수업을 고집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낮았다. 예비과학교사들이 가장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이 현직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는 것이다. 예비과학교

사들이 사범대학 내 교직강좌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 ‘학생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기에 수업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장에서 교사들은 강의식 수업을 통해 지식을 전달해줘야 되는 수동적 존재로 인

식하고 있었다. 학습지 빈칸 채우기, 학생들에게 발문 없이 진행하는 일방적 수

업은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업방법이었다. 연구자

들은 수업에서 학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해야한다는 주제의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

 셋째, 교사의 질이 낮았다. 연구자가 만난 현장 교사들은 학생의 질문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오개념을 

가진 교사도 볼 수 있었다. 맥닐(J. McNeil)의 Defensive teaching and classroom 

control(방어적 수업과 학급통제)에서 제시한 방어적 수업이 유형인 단편화(지식

을 잘게 쪼개어 가르쳐 복잡한 사고 과정 회피), 신비화(어렵고, 신비한 것으로 

다뤄 논쟁을 회피), 생략(논지가 많은 부분을 생략), 단순화(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방식)등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었다. 교사발달 사이클 모델(Teacher Career 

Cycle Model : TCCM)에 따르면 교사가‘안정과 침체’단계에 들어서면 더 이상

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노력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연구자들이 만난 현장 교사들은 이 시기의 특징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2. 문제점 해결을 위한 예비과학교사의 도전

연구자들은 A학교에서 2학년 화학(산과 염기, 중화반응 단원), B학교에서 2학년 

화학(산과 염기, 중화반응 단원), C학교에서 1학년 융합과학, 2학년 화학(산화와 

환원 단원)를 배정받아 수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배정받은 수업 

차시 내에서 현장 교사들의 강의식 수업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고, 서로의 지도안을 공유, 피드백을 주며 

수정하여 교실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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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수업모형 적용

공통적으로 지적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과에 대한 낮은 흥미’로 나타났

다. 연구자들은 학습자중심수업이 아닌 교수자중심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

고 판단하였다. 정영란(2010)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

한 의미구성이 곧 학습이다(Herman et al, 1992)’라는 측면에서 학습자중심 수

업을 설계하고 진행하였는데 학습자의 성별, 성취수준 등에 상관없이 학업성취도 

향상과 과학에 대한 태도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구성주의적 관

점에서의 교수활동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내면화, 재형성, 변형하도록 돕는 

것(Gardner, 1993)이므로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참

여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올릴 것을 주장하였다. 

 연구대상학교 A의 연구자는 화학교사의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이 

실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계획 당시 할당받은 모든 수업 차시

를 실험실에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지 못하여 1차시 실험

수업을 준비하고, 실험 전후 수업에서 실험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

다. 1차시와 2차시에는‘인지 갈등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학생들이 강의식 수

업처럼 당연하게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의 입장에서 사고해볼 

수 있도록 하나의 실험 결과를 시범실험으로 앞에서 보여주고, 이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결과를 직접 찾아보게 하여 새로운 지식 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후 그

에 반례가 되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인지 갈등을 일으켜 흥미를 유발과 함께 

새로운 지식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특히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 3차시는 ‘탐구 학습 모형’을 사용한 실험활동이었는데, 1, 2 차시

의 지식을 활용해 직접 모든 실험 방법과 과정 및 결론을 학생들이 내리도록 하

였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한 내용들을 4, 5차시에 ‘동기유발 대표실험’을 통해 

보여주며 화학이 지루한 과목이라는 인식을 깨고자 노력하였다. 5차시 동안 학생

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

사의 새로운 시도와 열정’이 학생들에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닌 지식체계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나가며, 

그것을 또한 실제 실험에서 활용해보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는 즐거움에 대

해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학교 B의 연구자는 화학교사의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강의식 수업을 바꾸고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지식을 직접 습득해 

나가는 수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발견학습모형’을 중심으로‘학생들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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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그림 2).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

자 모형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며 액성에 따

른 입자의 종류와 변화, 특징을 스스로 이해하였다. 교실에서 지식만을 전달받는 

수업보다는 중화반응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발견과 탐구가 기존의 수업방식

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 연구대상학교 B의 연구자가 사용한 프로그램

 연구자가 이러한 수업을 실행해본 결과, 현직 교사의 참관수업 때 학생들이 

보였던 참여율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엎드려 자거나 다른 문제집을 풀

고 있던 아이들도 프로그램을 통해 액성이 변하는 모형을 보고 직접 탐구하고 

변하는 과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의 첨가로 인한 변화요인을 발견해내

었다.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이온과 그렇지 않은 이온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구경꾼 이온과 알짜이온의 정의를 알고 알짜반응식을 통해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1대1로 반응하여 물이 된다는 것을 직접 깨닫게 되었다. 또한 반응 시 열

이 발생한다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자 학생들은 반응하는 부피에 따른 온도 그래

프를 그릴 수 있게 되었고, 단위부피당 이온 수를 통해 전기전도도의 변화까지 

탐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 : 교생 선생님(연구자)의 수업은 어떻게 생각하니?

학생 : 프레젠테이션과 학생 참여적인 활동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함

연구자 : 교생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변화된 교실의 모습, 화학 과목에 대한

흥미와 같은 느낀 점은?

학생 : 프레젠테이션 혹은 발생원리 같은 동영상 시청의 활용으로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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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고 교과서 내용의 이해가 한결 수월해졌다.

(B연구대상학교의 연구자와 학생의 인터뷰 중)

 연구대상학교 C의 연구자는 학생들이 실험의 부재로 인한 화학에 대한 흥미

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탐구학습모형’을 적용한 실험수업을 설계하

고 진행하였다. 교사가 앞에서 시범 실험을 보이고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려면 어

떻게 실험을 설계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시적 탐구

학습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림 3] 연구대상학교 C에서 연구자가 사용한 탐구학습 수업의 활동지

실험 수행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지도하였고 화학반응의 

결과를 통해 어떠한 화학반응 일어났는지 토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원들끼리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연구자가 교실을 순회하며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그 질문

에 대한 답을 학생이 내릴 수 있도록 발문하고 실험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주었

다. 학생들에게 실험 설계를 해보도록 유도하였고, 조별로 활발하게 토론하고 연

구자에게 의문사항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수업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같은 실험을 도출해내기 위해 어떻게 용액의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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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해야하는지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교사에게 질문하며 강의식 수

업 때와는 다른 수업분위기를 보였다. 용액의 색이라는 겉보기 성질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배운 화학 반응을 활용하여 앙금생성반응, 지시약의 

색변화, 탄산염이 분해될 때 어떤 기체가 나오는지 생각해보면서 추론하는 학생

들도 있었다. 반응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은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실험을 통해 관찰한 현상을 궁금해 하고 결과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주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험수업 도입

 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실험 수업

의 부재이다.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가장 많이 향상되는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실험수업이기 때문에(김진, 2005) 반드시 실험수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연구대상학교 모두 실험수업이 수행평가 이외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

았고 학생들에게 실험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했을 때도 고등학교에 진학 후 실험

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실험이 진행되어도 동아리활동, 

과학과제연구(C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조마다 과학 관련 탐구실험을 하고, 산출물

을 내는 수업을 1학기동안 진행함)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실험이 참여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과학 과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실험을 통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임에도 실험 수업의 부재가 학생

들로 하여금 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연구대상학교에 실험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허가를 받은 A학교와 C학교에서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 교생선생님(연구자)의 수업은 어땠나요?

학생 : 기존의 수업방식인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수업과는 반대되게, 실제로

관찰해보는 수업으로 진행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화학에

새롭게 흥미를 느낄 수 있었고 수업시간에 지루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또한, 화학이라는 비인기과목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접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예비교사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학생들이 많았다. 화학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었다.

연구자 : 교생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변화된 교실의 모습, 화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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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와 같은 느낀 점은?

학생 : 예비교사의 수업이 끝나고 기존의 수업방식(교실에서 진행되는 

강의식)으로 돌아가 수업을 할 때, 예비교사가 수업한 내용과 연결 되는

부분이 나올 때 마다 예비교사와의 수업시간에 관찰하고 탐구 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기존 선생님과 수업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A연구대상학교의 연구자와 학생의 인터뷰 중)

 학생들은 탐구와 관찰 등 자신이 직접 지식을 얻는 노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흥미를 느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방식의 강의식 수업으

로 돌아갔음에도 연구자들과 함께 탐구하고 관찰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식체

계를 통하여 더욱 쉽게 그 지식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실험 

수업을 통해 과학 지식에 대한 선행조직자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실험의 형태

로 주어지는 선행조직자는 과학 수업 학습자에게 과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

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배동진, 2007). 

연구자 : 예비 교사의 수업을 통해 변화된 교실의 모습, 화학 과목에 대한 

흥미와 느낀 점은?

학생: 변화된 교실의 모습보다는 변화된 것이 있다면 1학기 때 봤던 수행평가와

2학기 때 봤던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1학기 때 수행은 이론으로 배운 것

으로 2학기 때는 교생 선생님이 수업했던 것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1학기 때 공부할 때는 다들 책만 보고 외우기만 하고 있었는데 2학기 

때는 실험했던 내용을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자주 봄.

1학기 때 보다 2학기 때 (수행평가 ) 성적이 높았음 . 원래 화학 과목에 

흥미가 있었으니 넘김. 실제로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것 보다는 실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수업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남아서 다른 나라는 강의식

수업 보다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주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교육환경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느낌. (C연구대상학교의 연구자와 학생의 인터뷰 중)

 과학 수업에서 실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지

만, 실험을 준비하면서 실험준비 미흡, 학생 통제의 어려움, 안전성, 시간 부족 

및 재정적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수업에서 많은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실험 수업을 위해서는 실험기구와 장소가 제대로 마련

되어야 하고, 과학실에서의 학생들 통제가 교실에서보다 어렵기 때문에 실험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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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도하는데 교사 혼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이아라, 2014). 강

경희(2009)에 따르면, 교육 실습생이 실험 중 학생의 통제 어려움을 느낀다는 통

계(12.8%)를 보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교사로서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했을 때, 대처방안을 모르고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정에서부터 중학 과학 실험을 경험해 볼 수 있

는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교육적 효과

가장 눈에 띄는 교실의 변화는 학생의 활동이었다. 교과교육론강좌를 통해 배

운 다양한 학습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본 결과 연구대상학교의 학생들 모두 

능동적인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내신과 수능대비를 위

한 지식전달위주의 강의식 수업은 교수자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학

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주입식으로 듣고 필기하고 암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도입한 인지갈등모형, 탐구학습모형, 발

견학습모형, 실험중심 수업, 토론활동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지식을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탐구하고 의문을 가지는 활동을 포함함

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교직이론에서 

배운 학습 모형을 학습 주제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여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교과

목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수업모형과 실험수

업을 접목하여 사용하였을 때, 실험의 주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 진

심으로 고민하고, 탐구하고, 수업 자체를 즐길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Ⅳ . 결론과 제언

 본 연구에 등장하는 연구대상학교의 학생들은 평소 화학에 흥미가 높지 않고, 

수업에서 적극적이거나 내용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연

구자들은 그 원인을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학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교사의 수업방식(강의식, 주입식, 일방적 지식 전달)으로 여기고 다양한 학습모형

을 적용하여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학생을 학습의 주제로 삼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해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화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뿐 아니라 흥미 향상, 수업태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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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교육 실습이라는 단기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 교사가 장기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된

다면 매 차시 하는 의미 있는 수업시간이 모여 유의미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교직과목에서 배우는 다양한 수업 모형을 학교에서는 적용하고 

있고, 강의식 수업만 고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탁금민(2016)에 따르면 

강의식 수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미 학습자들은 강의식 수업에 

익숙하고, 다른 학습방법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동적인 수업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교사 뿐 아니라 학습자 또한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누구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습자 뿐 아니라 교사 측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학습모형을 사용

해 수업을 직접 계획해보고 지도안을 작성해 보면서 연구자 3인 모두 ‘강의식

수업이 아닌 다양한 학생 중심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하였다. 실제로 학교 현장

에서 교사는 학습지도만 아니라 행정적인 일과 생활지도 등 수업과 무관한 과중

한 업무를 한다. 현장에서 관찰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을 준비할 여유가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일부 교사에게서는 과목에 대한 자신감, 교사로서의 전문성, 사명

감이 매우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에 가기 위해, 시험을 보기 

위해라는 이유로 지식을 주입하는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다양한 문제

점들이 학교에서의 수업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해결 방안은 먼저,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으로 대표

되는 교사,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안주하며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부모만큼

이나 학생에게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교사라는 것을 인지하고,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그리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도해야한다. 

 둘째, 학교에서 교사들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실제로 

의지 있는 교사가 다양한 수업방식과 실험수업을 운영하고 싶어도 시약이 없거

나 기구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수업보다는 

행정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학 교사가 실험을 비롯한 다

양한 수업을 시도,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의 지원이 뒷받침을 

해주어야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수업을 계획해야한다. 연구자들이 수업

모형을 적용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학생들이 과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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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올까?’ 라는 것이었다. 참관수업에서 보았던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을 적용하면서 학생들은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를 탐구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교사가 믿는 만큼 학생들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입시위주의 수업

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수업으로써 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면 그에 대한 

공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므로 소신 있게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실습 제도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현직 교사들이 가진 예비교사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높은 

수준의 연구나 수업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진도나 수업이 방해될까

봐 수업을 맡기려 하지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실습생은 도제

교육을 통해 가르쳐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교사는 미래 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학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직업적 정체

성을 확립해가는 시기 단계이다. 예비교사를 잠깐 다녀가는 손님으로 생각할 것

이 아니라, 현장교사로서 교사 양성과정의 책임을 가지고 대학연계의 교육실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실습 담당 교사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교사(예비교사, 교육실습생)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방향성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

는 또 다른 기회라고 인식하며, 자신의 수업에 예비교사를 보조교사, co-worker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 수업에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현장의 

연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연구자들은 교육실습이라는 기회를 바탕으로 동료 예비과학교사들과 현장의 

모습과 미래 과학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탐색해보면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교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  교육 실습

에서 사범대학의 교직 강좌에서 배운 이상적인 수업 모형이 왜 학교에서 적용되

기 힘든지, 만약 미래에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생각을 나누면서 

지향하는 교사상을 세우고, 교육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임용시험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의 교사 임용보다는 교사가 된 이후에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기에 교육실습의 가치를 깨

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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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Classroom through the point of

view of the pre-service science teacher

Kim, Gyeong-M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hin, Jung-Hwa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hin, Mi-A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aik, Seoung-He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e, Ok-Young (Eun Yeo-wool Middle School)

In this study, researchers, who were three pre-service science teachers,

analyzed problems in classroom classes based on their experience of teaching

practices and suggested plans to improve the problem. Through class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ith students, the reasons why students show low

interest and passive attitude toward chemical classes were derived from

teachers' lecture classes, lack of experimental classes, and teachers' low expertise.

To solve this problem, researchers identified the educational effects by

introducing a class model focused on student activities and introducing

experimental classes. Compared to one-sided and instructor-led classes, it was

effective in changing students' interests, active attitude, comprehension of

concepts, and reasoning skills. It is proposed that teachers should be able to do

student-centered classes, encourage students to be able to transform themselves

from passive learners to active subjects and should be developed to strengthen

links between universities and the field for the better teaching practice.

* Key words: pre-service science teacher, teaching practice, classroom model,

experimental class, student-centere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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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학 수업 

지도방안 연구 및 효과*

정호영** 김승용** 심지은*** 백성혜****

요 약

본 연구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줄이고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위치한 D 중학교 2학년 다섯 개 학급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접목시킨 수학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

여,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에 미치는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개념에 대한 문제를 개발할 때 학생들의 경험해본 생활 속 문제 제시가 학생들의

관심도를 더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STEAM을 적용한 수학 수업은 중학생 수

학 관련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주요어: 융합인재교육. STEAM, 수학, 프로그램 개발, 학습 동기

Ⅰ . 서론

제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

세대 산업혁명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 논문접수일: 2018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3일
**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 E-Mail: shpaik@knue.ac.kr
이 연구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교육연구프로그램(ERP) 지원금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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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인력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또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 4차 산업사회에서는 사람이 하는 단순한 업무들을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

신하기 때문에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반면에 교사, 상담사, 영양

사, 안무가 등 사람을 마주하는 직업들을 살아남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교

육하는 방법은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실행해야 된다. Schwab, K. (2017)은 칸막

이식 사고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생태계를 포용 통합하고 협력적이고 유연한 구조

를 만들어내고, 공동의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용, 존중, 배려와 연

민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지역적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협력과 대화를 통하

여 인간 중심의 공익을 위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Schwab, K. (2017)는 교육을 인간만이 지닌 감성에 의한 삶, 영혼적 

삶을 복원하고 복잡한 상황을 전 맥락 속에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 이웃

과 소통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등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요구한다.

때문에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교과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과를 

융합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다양한 

융합 교육과 통합적 접근 방식의 교육이 가능한 융합인재교육(STEAM)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많은 STEAM 연구를 통해 학생 모두가 자신의 색깔을 살려내

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야한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생활에 자신의 배움을 적용시켜 보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

고 개인이 아닌 협동적 창의를 기르는 교육과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동

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엘리트를 길러내는 교육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융합적인 삶의 실현을 핵심가치에 놓고 이를 살려내는 일을 최우

선적으로 하는 교육인 융합인재교육(STEAM)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철훈(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TEAM 교육 정책은 미국 정부에서 수행 중

인 STEM 교육 정책에 예술까지 융합하여 교육하기 위한 것이며, 2009개정 교육과

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과외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써 창의성과 체험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육부(2009)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창의, 인성교육

을 지향하는 융합 과학 내용을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과학과는 다른 입장에

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STEAM 교육에서는 기존의 

과학 교육과는 다르게 통합 교육의 장점을 띈 과학교육이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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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과학을 중점으로 오직 과학만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그

러나 STEAM 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교과와 내용이 다양하게 융합

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STEAM 교육에서 많이 연구

된 과학 중점 수업 연구가 아닌 수학 교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 기술, 공학, 예술과 

연관된 수학 지도방법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이는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

심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학 교과는 다른 교과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버림을 받는 교과로 자리 잡았

다. 이론만을 가지고 수업을 지도하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그저 어렵기만 하고 쓸모

없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수학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학문이고 모든 교과 과목에 연관되어있다. 게다가 현대문명의 비약적 발전에는 수

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미래에 수학은 점점 중요하게 

발전될 것이다.

또한 교과서의 개념과 문제만을 푸는 기존의 수업에 비해 현재는 다양한 수업

을 진행할 수 있는 자료와 교과교구의 종류가 늘어났다. 교과서와 프레젠테이션뿐

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과 드론을 활용한 수업, 가상현실 공간을 이용한 수업이 가

능하게 되었다. 이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조금 더 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맞춰 지도 방안

을 적절히 바꿈으로서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수학을 다른 교과 과목과 융합하여 문제를 제시

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학 교육을 통합 교육

의 방향으로 제시해 보면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 다

양한 방법의 STEAM 교육을 활용한 수학 수업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이다.

Ⅱ . 이론적 배경

1. STEAM 교육

STEAM 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통합하여 배우며 ‘융합적 소양’

를 얻는 것이다. 여기서 융합적 소양은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STEAM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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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해지기 어려워져 기존

의 지식을 융합하고 활용하는 교육과정이다.

Yakman(2007)은 STEAM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했다. 첫째는 다섯 개의 과목

이 각각의 규준과 실제에 따라 다른 분야를 포함하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통합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가 우선적인 분야가 되거나 모든 분야가 일

방적으로 혼합되는 교육이다. Yakman은 STEAM 교육에서의 과학과 기술은 모든 

수학적 요소에 근거하여 공학과 예술을 통해 얻는 해석이라 하였다. 이 말에 따르

면 수학은 STEAM 교육에서 매우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초석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Yakman(2010)이 제시한 STEAM 피라미드 모형이다.

[그림1] STEAM 피라미드 (출처: Yakman(2010),

What is the point of STE@M?-A brief

overview. p.3)

우리나라의 STEAM 교육은 미래형 STEAM 교육 강화를 위해 외부자원을 활용

하여 수학 교사와 과학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의 관심의 제고를 위해 첨단 분야 체험 및 탐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첨단기기와 

장비를 활용한 미래형 고학교실(스마트 클래스)을 운영한다는 세분 전략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STEAM 분야 교과의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을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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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개편 방향

수학, 과학

주입식, 암기식 학습내용 대폭 감축

(예: 수학: 계산력, 속도 위주에서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방향으로 개편.

과학: 이론 위주에서 실험탐구 확대 방향으로 개편.)

기술, 가정
첨단 기술과 생활 밀착형 기술 중심으로 개편.

(예: 스마트폰, 위성, 초고층 빌딩 등)

예술교육 연계
각 교과군별 예술적 수업 기법 적용.

(예: 화학과 미술, 물리와 음악 팀티칭 모델 개발 및 보급 등)

<표 1> STEAM 분야 각 교과의 교육과정 개편 방향 

2. STEAM 교육과 수학교과

수학은 주입식 및 암기식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우리의 수학 교과 교육은 저조

한 흥미도와 어려운 교과 내용, 실생활 및 다른 교과에는 적용할 수 없는 암기식 

수업 등으로 STEAM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으며 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이가은,최재호, 201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과 목표에 따르면 생활 주변이나 사회 및 자연 현

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기본적인 기능 

및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고 한다(교육부,

2011). 이를 반영한 수학 교과서 구성을 보면 실생활과 연관된 수학 개념 자료가 

읽기 자료에 명시되어있고 이를 통해 수학을 다른 교과와 연계시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수학과 목표와 교육과정에서는 STEAM 교육 관

련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수학과에서 SETAM을 강조하면서 수학과 STEAM을 연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많은 연구(김준송, 2013; 박예진, 2017; 허형구, 2013)에서 수학을 적용한 

STEAM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며, 학습만족도와 학습 성취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허형구(2013)는 초등학

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 수업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동기,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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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 성취도 수준(평균 점수)은 유의하게 높았고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준송(2013)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수학 수업을 현장에 적용하여 수학 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넓

히고 중학교 1학년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기하교육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연구 결

과, STEAM 교육을 적용한 수학수업과 기존의 영재교육과정을 적용한 수학수업에

서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에 따른 학업성취도도 STEAM 교육을 

적용한 학생들이 더 높았다. 박예진(2017)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적 창

의성을 기르기 위한 수학 중심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학습 활동

에서 나타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의 특징을 조사를 했다. 연구 결

과, 개발된 수학 중심 STEAM 프로그램은 일반학급에 적용하기에 용이하고 이 프

로그램을 적용을 통하여 나타난 학생들의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수학수업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 송윤미(2013)는 STEAM(융

합교육)을 활용한 중학교 수학수업방법 연구(함수 단원을 중심으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함수와 예술(Arts)를 융합하여 교육 방안을 만들었다. 그 결과 수학 교

사가 다른 교과 교사들과도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사전 조사와 준비를 많이 

해야 했고 이에 따라 교사의 역량도 성장한다고 했다. 또한 STEM 교육과 예술 교

과의 영역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TEAM 수학 교육이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기에 STEAM 수학 수업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학생

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이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수학과 STEAM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지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매 차시 수업마다 기존의 수학 

문제와 STEAM 기반 수학 문제를 동시에 제시했다. 현재 교육과정인 수학 교과서 

내에서 문제와 STEAM 기반 수학 문제에서 융합된 타 교과의 내용을 제시를 하였

다. 이 두 종류의 수학 문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수학 문제를 제시한 단원은 2학년 2학기 ‘확률 - 경우의 수, 확률과 그 계산’,

‘도형의 성질 -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과 ‘도형의 닮음 - 도형의 닮음, 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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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 이다.

본 연구는 2018년도 10월 22일부터 2018년도 12월 7일 까지 약 7주간 진행되었

으며 매 주 각 학급마다 1차시를 연구 수업으로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있는 D중학교 2학년 다섯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 학급에 학생 수는 25명이었다. 그 중 62명을 대상으로 기존 수학 

수업과 STEAM 수학 수업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각 학급의 수학 평균은 다른 학

급과 비교했을 때 평균이다.

연구 대상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 평균이다. 학교 주변

에는 문화 시설, 아파트 단지 등이 있는 전형적인 도시학교이다. 학교는 정규 수업 

이외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 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도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3. 검사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STEAM 교육의 경험의 유무를 알아본 후  

STEAM 수업의 만족도를 상, 중, 하로 평가 했으며, STEAM 수학 수업과 기존의 

수학 수업의 만족도를 비교하여 답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4. 학습지 개발

본 연구에서 STEAM 수학 학습지를 개발하면서 역사, 과학, 기술과 가정 그리

고 실생활과 수학을 융합시켜보았다. 확률 단원에서는 실생활과 수학을 연관시킨 

‘복불복 게임’이라는 주제로 학습지를 개발해 보았다. 학생들이 흔히 하는 복불복 

게임에서 벌칙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 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다.

또한 수학과 역사를 융합한 ‘파스칼과 페르마의 편지’를 보면서 확률의 개념의 유

래와 편지에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면서 수학 개념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

는 측면으로 연구했다. 도형의 성질과 닮음 단원에서는 기술과 가정과 수학을 융합

시켜 채소를 키우는 밭에 스플링쿨러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제로 어떻게 해야 더 많

은 꽃에 물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보면서 삼각형의 성질 중 하나인 삼각형

의 외심과 내심에 대하여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학습지를 개발했다. 또한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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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하여 유물 복원에서 수학을 적용시키는 문제를 연구했고 역사적 유물의 가치

와 수학을 동시에 적용하여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수학을 융합하여 

지진의 진앙지를 찾는 문제를 개발해 보면서 과학과 수학의 밀접한 연관성을 학생

들에게 알려주고 수학과 과학 교과의 흥미도를 증가시키는 방면을 연구했다. 학습

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Ⅳ . 연구 결과

연구 전 사전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STEAM 교육 경험의 유무를 파악한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 아니오

개념과 공식 위주의 수업을 들었다. 80.6% 19.4%

수학과 다른 과목을 융합한 수업을 들었다. 82.2% 17.8%

<표 2> 연구 전 연구 대상자가 경험한 수학 수업

<표 2>를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의 개념과 공식 위주의 기존의 수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수학 수업시간 중 STEAM 수업에 경

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가 끝난 뒤 학생들에게 자신이 풀었던 학습지를 제시하고 STEAM 수학 문

제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기존의 수학 문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에 흥

미도가 더 높았는지 측정했다.

기존의 수학 문제 STEAM 수학 문제

확률 단원 30.7% 69.3%

도형의 성질과 닮음 단원 32.3% 67.7%

<표 3> 수학 문제 중 자신이 흥미 있게 공부한 학습지

위의 <표 3>의 결과와 같이 수학 교과서에 있는 기존의 수학 문제 보다 

STEAM 수학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가 컸으며, 수학에 대한 관심도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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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와 관심도를 상, 중, 하로 나타내

어 비교해 보았다.

상 중 하

개념과 공식 위주의 수업 11.4% 48.3% 40.3%

수학과 다른 과목을 융합한 수업 38.7% 54.8% 7.3%

<표 4> 수학 지도 방안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관심과 흥미도

<표 4>를 보면 기존의 수업에서의 흥미도와 관심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중, 하

로 느꼈고 STEAM 수학 교육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상, 중으로 

관심과 흥미도를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STEAM 수업을 활용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

를 증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STEAM을 적용한 수학 교육이 학

생들의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동기, 학업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STEAM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교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 STEAM 수학 문제들이 기존의 수학 교과서 

문제보다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기존 교과서의 수학문제를 접근 할 때 보다 

STEAM 수학 교육의 문제를 접근할 때 더 많은 질문을 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호

기심을 자극하여 수학 교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차후 설문지 분

석 결과를 보았을 때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차

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수학 교과뿐만 아니라 타 교과에 대한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여 학생의 능

력을 증진시켰다. 타 교과를 접목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타 교과 영역을 수학에 적

용, 수학을 타 교과 영역에 적용시켜 보면서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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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지원적 어려움이 있었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수

업 차시 부족과 STEAM 수업을 연구하고 회의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또한 중학교 

2학년 학생 일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이 된다. 이 부분은 선행 연구를 고찰하면서 감안하였고 STEAM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참고문헌

교육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교육부(2011). 수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김준송(2013). 융합형인재교육(STEAM)과정을 적용한 수학수업이 영재학생의 학습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예진(2017). 수학 중심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 수학적 창

의성을 중심으로.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윤미(2013). STEAM(융합교육)을 활용한 중학교 수학수업방법 연구: 함수 단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철훈(2017). STEAM 수업이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가은·최재호(2017). STEAM 기반 수학 수업이 문제해결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21(4), 663-686.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허형구(2013). 수학 교과 중심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대구교육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Schwab, K.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Y: Crown Business.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 4 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Yakman, G., (2007). STEAM Education: An overview of creating a model of

integrative education. ITEAA’s 69th Annual Conference PATT Session.

120-121.

Yakman, G. G. (2010). What is the point of STE@M?- A brief overview.

Retrieved from http:/www.steamedu.com/2t06-2010_Short_WHAT_IS_STEAM.pdf.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학 수업 지도방안 연구 및 효과 

55

[부록 1] 수학 STEAM 학습지 일부(역사 및 수학 융합교육)

18
 1. 삼각형의 성질 I ♥ math  2학년    반     번  이름 : 

  03.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삼각형의 외심의 뜻을 이해하고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p 210 ~ 211

  ※ 훼손된 유물을 복원하려면?

  신라 천년의 미소라 불리는 인면원 와당(人面圓瓦當)은 통일 신라시대 경주 흥륜사(興輪寺)터에서 발견되었으나 
일본인이 입수하여 빼앗겼다가 1973년에 돌아온 것이다.
  특히 웃음을 머금고 있는 미소가 아름답다. 우리나라 전통 기와지붕 처마는 암막새와 수막새로 마감되어 있다. 
막새기와란, 재래식 골기와 지붕의 처마 끝을 꾸미는 수키와 끝에 달린 무늬가 새겨진 부분을 말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각나 있었다. 어떻게 하면 원형을 복원 할 수 있을까? 

 문제 1) 이 기와를 원래의 둥근 모양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보자.
 

 문제 2) 얼굴무늬 수막새 원형 얼굴을 복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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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학 STEAM 학습지 일부(과학 및 수학 융합교육)

 

 ※ 지진의 진앙지를 찾아라!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제주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한다. 협재해수욕장, 서귀포시, 
만장굴의 세 곳에서 지도상 표시가 있는 부근에서 같은 시간에 비슷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문제 1) 협재해수욕장, 서귀포시, 만장굴의 세 곳 부근에서 같은 시간에 비슷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  했다고 한다. 지진의 진앙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적어보자.

문제 2) 지진의 진앙지는 어디쯤인지 지도 위에 나타내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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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학 STEAM 학습지 일부(역사 및 수학 융합교육)

※ 복불복 게임

  탁자 위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네 개의 컵이 놓여 

있다. 이 중 세 개의 컵에는 맛있는 사과 주스가 있
고, 한 개의 컵에는 사과 식초가 들어있다. 단, 색깔
과 냄새로는 사과 식초가 든 컵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하자. 친구들과 함께 복불복 게임을 하려고 할 때 
몇 번째 순서로 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문제 1) 복불복 게임을 할 때 어떤 순서가 유리
한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쓰시오.

문제 2) 각 순서에서 식초가 든 컵을 고를 확률을
각각 구하시오.

 (1) 첫 번째 순서 : 

 (2) 두 번째 순서 : 

 
 (3) 세 번째 순서 : 

 (4) 네 번째 순서 : 

 결론 : 따라서 복불복 게임을 할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 공정한 분배

  다음은 세기 프랑스의 도박사 드 메레

(∼ )가 친구인 파스칼

(∼ )에게 편지로 질문한 내용이다. 파

스칼은 이 문제를 페르마(∼  )에게 알렸
고, 파스칼과 페르마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확률의 개념이 생겨났다고 한다.

친애하는 파스칼에게

 실력이 비슷한 A , B  두 사람이 피스톨씩을 걸고 내기를 

했다네. 한 번 이기면 점을 얻는 것으로 하고, 먼저 점을 얻는 

사람이 피스톨 모두를 가지기로 했다네.

 이 내기에서 A가 먼저 점을, B 가 점을 땄는데, 한 사람이 

그만 몸이 아파 시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게임을 무효로 하자니 점을 딴 A가 억울해하고, A가 먼저 

점을 얻었으므로 A가 이긴 걸로 하자니 B 가 앞일은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A 가 꼭 이긴다고 할 수 있느냐며 항의를 해 도무지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럽게 되었다네. 도대체 피스

톨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겠나?

              * 피스톨(pistole): 스페인의 옛 금화

문제 1) 다음은 파스칼이 드 메레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A와 B 가 경기를 진행할 때 각각 이길 확률

을 구하는 과정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 보자.

남은 첫 

번째 

게임의 

승자

남은 두 

번째 

게임의 

승자

최종 

승자

최종 승자가 

이길 확률

① A
② B A  

③ B B  

위의 표에서 경기를 계속 진행할 때,

 A가 승리할 확률은 

 (     )   (      )이고, 

 B 가 승리할 확률은 (         )이다.

문제 2)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A와 B 가 받아야 할 
상금을 각각 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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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수학 STEAM 학습지 일부(기술가정 및 수학 융합교육)

20
 1. 삼각형의 성질 I ♥ math  2학년    반     번  이름 : 

  03.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삼각형의 내심의 뜻을 이해하고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p 212 ~ 213

 ※ 채소를 키우자.

 민희는 아버지와 함께 주말 농장에서 그림과 같은 삼각형 모양의 화단에 꽃을 심어 가꾸려고 한다. 
 민희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꽃에 물을 주려고 할 때, 어느 지점에 설치해야 더 많은 꽃에 물을 뿌릴 수 있
겠는가? 그림 위에 나타내어 보자.
 단, 화단 안쪽에만 물을 뿌려야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이 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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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만족도 설문지



융합교육연구 제4권-2호

60

[부록 5] 만족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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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만족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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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만족도 설문지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학 수업 지도방안 연구 및 효과 

63

ABSTRACT

Research and Effect of Teaching Method of Mathematics: STEAM education

Chung, Ho-Yoe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Seung-Y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im, Ji-Eu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aik, Seoung-He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who

abandon mathematics and to find an easy way to approach them with an

interest in mathematics.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second grade

students of D middle school in Dodam - dong, Sejong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athematical teaching plan

that incorporates modified and supplemented STEAM programs and examine its

effects on the interest and interest in the mathematics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concluded that presenting problems in life

that students experience when developing problems about concepts can attract

more attention of students. Also, it was found that the mathematics classes

using STEA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bout

mathematics for middle school students.

* Key words: STEAM, mathematics, program development, learning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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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징검다리 사업의 효과성 

분석*

신은수** 김용희*** 백성혜****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징검다리 취·창업 지원사업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징검다리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 과정인 코딩교육프로그

램을 수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훈련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 주요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징검다리 취창업 지원사업

Ⅰ . 서론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저출산 고

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수급 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

인력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

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 논문접수일: 2018년 11월 29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3일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 E-Mail: shpaik@k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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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제정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

다(여성가족부, 2018).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이 접근하기 쉬우며 

취업지원 사업경험이 있는 기존 교육훈련 기관, 여성회관 등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하‘새일센터’)로 지정·운영하였으며,’17년까지 총 155개의 새일센터가 지정되어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이에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09년에 184개 과정 운영을 시작으로 

’17년 790개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과정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특히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확대(25 -> 46개과정)하여, 전체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는 약 2천명 증가(’16년 1만 4천명 ->’17년1만6천여명)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에 따라 새일센터에서도 코딩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 되었는데 이 코딩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강사로 취업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도 취업으로 연계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

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경력이 없어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

업에서는 경력자를 선호하고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잘 준비된 인재를 바로 

현장에 투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 및 교육서비스기업도 경력자를 선호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딩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징검다리 취·창업 지원사업을 참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코딩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징검다리 취·창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

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 이론적 배경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

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을 말한다. 그중 직업교육훈련은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

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7). 직업교육훈련의 모든 교육은 국비로 무료로 진행이 되며, 교육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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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은 지식을 쌓고 취업 성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에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지속적인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

한다. 하지만 교육생들의 연령이 대부분 30~40대로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하기 때

문에 경력단절여성에게 맞는 취업처를 찾기가 어렵고 적합한 취업처를 발견하였어

도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어 경험과 경력이 적어 취업으로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점

이 있다.

징검다리 사업이란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어려운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지방소재 C시에서 ‘C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

례’를 재정하여 2017년 11월부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취업지원교육을 수료한 여성

들을 대상으로 ‘징검다리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경력 문제로 취업

의 불이익을 경험하는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청주복지재

단,2018)

물론,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인턴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턴

십 제도가 선호되는 이유는 인턴십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각각 경력탐색과 인재확보라는 상호이익의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즉, 인턴십 제도

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이용할 기회와 이력서를 보

완할 수 있는 업무경험을 제공하여 초기 경력적응에 도움이 되며 기업의 입장 에

서는 한시 근무지원과 학생들의 경험을 제공받고 미래 우수인재를 선별하기 위한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최수빈 등, 2018).

인턴십 제도와 징검다리 사업의 공통점은 직무를 경험해 본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근무형태에 있어서 인턴십 제도는 풀타임 근무를 하고 징검다리 사업은 시간

제 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인턴십 제도의 대부분 자격조건에서는 취업준비생을 대

상으로 하고, 채용형 인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업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춘 경우에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경력단절 여성이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

수한 사람들 중에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경우가 드물어 취업으로의 

연계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징검다리 사업은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교육을 받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코딩교육훈련 수료자 중 경력을 쌓아서 기업에 취업

하거나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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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지방소재 C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코딩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C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징검다리 취·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전공,

직업), 코딩교육프로그램(참여동기, 코딩교육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취업특성 고려 여

부, 교육내용 이해정도, 강사의 지식 수준, 교육방법 평가, 코딩교육프로그램 교육 

기간, 교육의 만족도), 징검다리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구직활동에 대한 자신감,

성취도, 개인적 능력 및 자질 향상, 인간관계의 발전, 내적인 만족과 보람, 취업에 

도움 여부, 경력개발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Ⅳ .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대별로 보면(그림 1) 30대가 36%, 40대가 

56%, 50대가 8%였고, 학력은 (그림 2)와 같이 전문대 졸이 20%, 대학 졸업자가 

64%, 대학원 졸업자가 16%를 나타내어 대부분 고학력자가 많았고 30,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령대별                               그림 2. 학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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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로 보면(그림 3) 이과가 72%, 문과가 20%, 예체능이 8%로 이과계열이 더 

많았고, 과거에 교육계에서 종사한 경험(그림 4)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1%로 절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8%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계열별                                그림 4. 과거 교육계 종사여부

2. 직업교육프로그램

코딩교육프로그램 참여 동기에서는 (그림 5)취업이 88%로 가장 많았고 창업이 

2%,기타가 4%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 이해 정도에서는 (그림 6)과 같이 44%로 절

반 정도가 대부분 이해한다고 응답했고 그 뒤를 이어 28%도 전부 이해한다고 나

타났다. 반면 24%는 이해는 하지만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취업동기                              그림 6. 교육 내용 이해 

코딩교육프로그램 기간(그림 7)이 적당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너무 짧다가 4%,

조금 짧다가 60%, 적당하다가 32%, 너무 길다가 4%로 나타나 훈련기간은 조금 짧

은 편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그림 8)를 묻는 설문에서는 보통2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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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60%, 매우 만족20%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직업교육훈련 기간                  그림 8.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코딩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지식(그림 9)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46%

로 보통이 가장 많았고, 34% 만족, 23%가 매우만족으로 강사의 지식에 대체로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방법(그림 10)에 있어서도 불만족 3%, 보통 42%, 만

족 38%, 매우만족이 15%로 나타나 교육 방법 또한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9. 강사의 지식                      그림 10. 교육 방법

3. 징검다리 취·창업 지원사업

징검다리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5가지 문항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구직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는가?”에 문항에서는 만족이 12명, 보통

이 8명, 매우만족이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취도(자격증, 취·창업, 창업, 승진, 수입

증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만족이 11명, 보통과 매우만족이 6명으로 같은 비율이 나

타났고 개인적 능력 및 자질 향상 문항에서는 만족이 10명, 매우만족이 8명, 보통

이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 발전 문항에서는 보통이 11명, 만족이 8명,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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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 6명으로 나타났고 마지막 문항인 내적인 만족과 보람에서는 만족이 13명으

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보통과 매우만족이 6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징검다리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평가

징검다리 사업 참여자 중 만족도를 묻는 설문은 주관적인 답변을 하도록 했

는데 그 중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강단에 

선 경험이 강사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경력이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좋았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 “교육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했다”, “취업준비를 

위한 바탕이 되었다”, “디딤돌 역할을 했다” 등으로 징검다리 사업에 참여한 것이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징검다리 사업 활동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묻는 설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실습 기회가 더 있길 바람”, “시간이 짧다.”, “실습할 기관이 더 다양했으면 한

다.” 등으로 징검다리 사업 참여 기간이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징검다리 사업에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 대

한 답변으로는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었으면 좋겠다.”, “실습 및 취업을 더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보충교육이 보강되었으면.”, “기간을 더 길게 해 주었으면“ 등

으로 기간을 늘려서 기회를 더 많이 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징검다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기간을 더 늘

려서 실습하길 원했고, 더 다양한 기관으로 범위를 넓혀 실습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성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계

속 지원하길 희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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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마친 수료생들은 강의경력이 

없어 실제 교육기관이나 교육 유관 단체로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징검다리 사업을 

통하여 강의 경력을 쌓은 후 취업으로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징검다리 사업을 통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알아본 결과 긍정적

인 답변을 얻었고, 개선점도 얻을 수 있었으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목적은 가치창출과 이윤의 극대화이다. 예전의 기업에서는 

가르치면서 인재를 키웠으나 현재의 기업은 인재를 바로 현장에 투입하려 하고 있

다. 이런 현상이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경력이 있는 인재를 찾는 이유이

기도 하다. 그러나 훈련교육기관에서는 교육만 가능하므로 경력을 쌓을 수가 없고,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취업으로 연계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

러한 이유에서 징검다리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에 징검다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

요가 있고,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수료 후 취업 준비까지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C센터에서 진행

한 코딩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자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코딩교육프로그램

에 대한 교육방법, 강사의 지식, 교육내용, 여성들의 취업 특성 고려 등 대체로 만

족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간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짧다고 응답

하여 구직자들이 교육 수료 후 취업 준비까지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함을 나타내

고 있다.

둘째,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징검다리 사업과 같

이 교육 훈련이 끝난 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늘일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뿐만 아니

라 모든 취업 지원 사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 부분의 직종으로 확대하여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도 취업 역량을 늘릴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이 직종이 나에게 맞는 직종인지 점검할 시간도 될 수 있고, 잦은 입

사와 퇴사를 번복하여 경제적, 사회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딩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징검다리 사업의 효과성을 분

석하고자 했다. 2년간 징검다리 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이 대부분 만족한 것

으로 보여졌으며, 사업에 참여 후 교육기관이나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취업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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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계속 취업의 연계성이라든지,

다양한 활동, 다양한 기관의 참여 등은 한계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다양

한 활동 등에 대해서는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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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step-by-step bridge start-up support project

using coding education program

Shin, Eun-Soo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Yong-He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aik, Seoung-He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step-by-step bridge start-up support project currently being carried out by the

Women's New Work Support Center. The step-by-step bridge start-up support

project was conducted for the women who completed a career training program

of coding education in the Women's New Work Support Center.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Based on their

responses, we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the career training courses for

career-cut women completed in Women’s New Work Support Center.

* Key words: career-cut women, career training program, step-by-step

bridge start-up suppor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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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PBL수업 연구*

최민정** 최수정** 백성혜*** 최희****

요 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협업능력’ 이다. 이 역량

들을 기르기 위해 최근 소프트웨어 교육이 주목받고 있고 교육의 방법은 변화돼야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컴퓨터 소양 교육과 컴퓨터 활용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답이 주

어진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

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래밍 수업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

라서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A중학교와 B고등학교를 선정하여 PBL을 반영한 정보교과를

지도하였고 수업 후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에 도움이 된 부분을 설문 조사 하였다. 그 결과 각 학

교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 주요어: 컴퓨팅 사고력, PBL, Project Based Learning, 수업 연구

Ⅰ .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협업능력’

이다. 이 역량들을 기르기 위해 최근 소프트웨어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소프트웨

어 교육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학교에서의 sw 교육

* 논문접수일: 2018년 11월 29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3일
**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 E-Mail: shpaik@knue.ac.kr
**** 청주봉명중학교
 이 연구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교육연구프로그램(ERP) 지원금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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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b)을 살펴보면, 정보교과가 중학교에서는 선택교과에서 필수교과로 바뀌고 고

등학교의 경우는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변경됐다. 특히, 문제해결과 프

로그래밍 영역을 확대하고 피지컬 컴퓨팅을 신설 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또한, 교육의 방식이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다. 이전에는 컴

퓨터 소양 교육과 컴퓨터 활용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답이 

주어진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어야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스스로 유연

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sw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식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이 아닌 

재미있고 자율적인 정보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연구해야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코딩 수업이 지겹고 딱딱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때문

에 코딩이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습효과를 가지면서 흥미를 유

발할 수 있는 활동적 수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꼭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실생활에 컴퓨터과학의 원리를 접

목하여 설명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사물 

인터넷(IoT)처럼 물리적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 좋을 사례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게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프로그래밍하여 로봇을 만

들어 보는 수업 등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메이커’처럼 누구나 창조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을 높일 수 있고 사고에 유연성이 길러지면서 자신의 잠재적 생각을 드러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거리낌 없이 다

가갈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래밍 수업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

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접 실습을 해봄으로써 흥

미를 유발하도록 설계하였다.

Ⅱ . 이론적 배경

1. Project based learning

박순경(1999)에 따르면 Project based learning(PBL)은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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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의 실

제 활동을 강조하는 교육에 기초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

습하도록 한다(서윤경, 고명희, 2013). PBL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아이디어를 토론하며, 다음 단계를 예측하며, 실험이나 계획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며, 결론을 이끌어내고 다른 학생들과 아이디어

를 소통하며 새로운 질문을 하며, 그리고 결과물을 만듦으로써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추구한다(윤진 외, 2009; Blemenfeld et al., 1991).

박민정(2007)은 “학생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작업

하는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디자인된 프

로젝트는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Blemenfeld et

al.외(1991)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은 정보, 개념, 원리 등을 획득하고 적

용할 필요가 있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학습 능력과 초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한, Charters(1923)

은 프로젝트의 기본 조건은 학습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

되어야 하며, 문제해결의 결과로 완성된 최종 산물이 무엇인지 정의되어야 하고,

일상생활과 유사하지만 실제는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을 자연적인 상황인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Larmer & Mergendoller(2010)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사항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중심학습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제

시하였다.

첫째,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좋은 프로젝트는 좋은 추진질문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선택할 수 있

는 사항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한다.

다섯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실제적인 탐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지속적으로 피드백과 수정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프로젝트에는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결과물이 반드시 요구된다.

(서윤경, 고명희, 2013, p. 9)

2. 컴퓨팅 사고력

Wing(2006)은 “컴퓨팅 사고력이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났을 때 컴퓨터 과학

자처럼 사고하는 것’, ‘컴퓨터과학의 기초적인 개념들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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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설계, 인간 행동의 이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컴퓨팅 사고

력이 다른 학문 분야들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근거로 미래의 과학 및 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는 컴퓨팅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하였다. Wing은 컴

퓨팅 능력은 3R(읽기, 쓰기, 셈하기)과 모든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며,

추상화와 자동화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이다. 이는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함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 관련 기기를 통해 해결을 자동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 그는 컴퓨터 과학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있다거나 프로그래밍을 활용하

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사고를 진행하

고, 그 결과를 컴퓨팅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모든 과정을 컴퓨팅 사고력

으로 생각하고 있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 주요 쟁점(정보)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b)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교 

교육 전 과정에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 역량 6가지를 설정

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여 정보 교과를 강화시켰다. 중학교 

정보를 필수 교과로 지정하였고, 고등학교 정보는 심화 선택과목이었던 것을 일반 

선택과목으로 전환하였다.

1) 정보과 교육과정 목표 및 핵심역량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

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신장을 정보 교과의 목표

로 삼았다(교육부, 2015a). 이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가 추구해야 하는 핵심 역량으

로 ‘정보문화소양’, ‘컴퓨팅 사고력(CT, Computational Thinking)’, ‘협력적 문제 해

결력’을 규정하였다.

Ÿ 정보문화소양

정보사회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갖추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보문화소

양’은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을 포함한다.

Ÿ 컴퓨팅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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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생활과 다양

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해법을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컴퓨팅 사고력’은 ‘추상화(abstraction) 능력’과 프로그래밍으로 

대표되는 ‘자동화(automation) 능력’, ‘창의융합 능력’을 포함한다. 추상화는 문제

의 복잡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핵심 요소 추출, 문제 분해, 모델

링, 분류, 일반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추상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 

해결 모델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화된다.

Ÿ 협력적 문제해결력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에 기반한 다양한 지식·학습 공동체에서 공유와 효율적

인 의사소통, 협업을 통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협력적 문제해결력’은 ‘협력적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의사소통능력’, ‘공유와 

협업능력’을 포함한다.

(교육부, 2015a, pp. 96)

2) 정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용 요소는 단계적 학습이 되도록 체계성을 유지하였으

며,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을 확대하고, 컴퓨팅 시스템에 피지컬 컴퓨팅을 추

가하여 센서 기반의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정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연구의 필요에 따라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였고 각 학교에서

정보 수업을 할 때 수업 방식 및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도출한 문제점을 해

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SW교육이나 정보교과서에서 단

원을 선정하여 PBL을 도입한 정보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에 유

의하면서 작성한 수업지도안에 맞춰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설

문지를 통해 조사해 보았다.

2.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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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중학교

A중학교는 지난 년도부터 sw교육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창의적인 sw교육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 개발에 힘쓰고 있었

다. 또한 운영비를 지원받아 비트브릭, 햄스터봇과 같은 피지컬 교구들이 마련되어 

있고 스마트 정보 교실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 피지컬 컴퓨팅을 가르치는데 

적절한 학교라고 생각되어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림 52] A중학교의 실습실 

환경

수업을 들은 A중학교 8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였다.

A중학교는 교실 중간에 강의식 수업 할 수 있는 책상과 주위에 ‘ㄷ’자 형태의 

컴퓨터책상이 놓여 있는 정보실습실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자세한 교실 환경은 아

리 [그림 1]에 나와있다.

2) B고등학교

B고등학교는 정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일주일에 3차시씩 배정하고 있다. 그리

고 요새 떠오르고 있는 고급언어인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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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B고등학교의 실습실 환경은 [그림 2]와 같았으며, B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2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53] B고등학교 실습실 환경

3. 수업 과정

1) A중학교

A중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으며 연속으로 2차시 수업을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A중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된 단원은 Ⅳ. 컴퓨팅 시스

템 - 2. 피지컬 컴퓨팅이다. 이 단원에 대한 학습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 

단원은 피지컬 기기를 이용한 실습학습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이해 및 분석하여 해결하는 학생중심수업 가능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수업은 2인 1조로 구성하여 친구와 함께 실습을 하는 협동학습으로 진행이 되

었다. 교수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를 하기 전,

1~2차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교구를 다루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였다. 그 후 3~4

차시 수업을 중점으로 연구하였으며,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설문평가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 도출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또한 문제보다 조금 

심화된 내용을 퀴즈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한 3등까지 상품을 줌으로써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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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중단원 소단원 차시 교과서 학습 내용

2. 피지컬 

컴퓨팅

1. 피지컬 

컴퓨팅의 이해
1 148~152쪽

·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 피지컬 컴퓨팅 도구

·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환경 설정

2. 피지컬 컴퓨팅 

장치의 입출력
1 153~162쪽

· LED

· 버튼

· 버저

· 밝기 센서

· 거리 센서

· DC 모터

3. 피지컬 컴퓨팅 

응용 프로젝트
2 163~175쪽

· 스마트 가로등 만들기

· 안전 선풍기 만들기

· 빛 감지 알람 만들기

<표 1> Ⅳ. 컴퓨팅 시스템 - 2. 피지컬 컴퓨팅의 학습내용

수업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교구인 비트브릭을 사용하여 

진행이 되었다. 비트브릭은 마이크컨트롤러의 복잡한 배선과 어려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이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이용하면 자신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 하드웨어를 조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리 센서와 버저를 이용하여 물체와 일정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조심

하라고 소리를 내는 후방감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밝기 센서와 LED를 이용하

여 어두우면 빛을 내는 가로등을 만들 수 있다. 비트브릭은 하드웨어 구성이 간단

하여 학생들이 교구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없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 중점

을 두고 학습할 수 있다.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하여 마이크컨트롤러 좌우에 있는 

포트에 센서들을 꼽아 연결만 하면 바로 장치를 구성할 수 있고 블록형 프로그래

밍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기도 수월하다. 비트브릭의 모형과 구성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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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비트브릭의 모형과 구성

2) B고등학교

B고등학교에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된 단원은 Ⅲ. 프로그래밍 -(2) 변수와 

연산자이다. 프로그래밍을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마다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

유를 정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배워야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해주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실생활 예

시를 통해 인간이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프로그래밍 단원에 변수,

연산자, 형 변환 등 개념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실생활의 현상에 빗대어 설명을 하

였다. 변수는 그릇에 빗대어 설명을 하였는데 이때,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직접 

ppt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변수의 특징을 설명했다. 변수 이름정하는 게임을 통

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경쟁을 유발해서 학습 시너지를 높이는 수업을 진행

하였다. 연산자는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산자 표를 보고 조건문에 적용

해서 프로그래밍을 자유롭게 해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인 부분을 전달하

기보다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수업을 할 때, 형 변환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는 PBL 수업 방식을 적용하여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프로그래밍에 사전 지식이 많

은 친구들은 비교적 학습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진행 속도가 느린 친구

들과 짝지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협업능력을 향상시키

고 학생들이 서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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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및 분석

1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니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과 동

작원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이론 수업보다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이 더 좋다.

3 내가 프로그래밍한대로 현실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고 흥미롭다.

4 이전보다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5 문제를 해결했을 때 뿌듯하고 다른 심화된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

6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7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잘 할 

수 있다.

8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주었을 때 더 학습자극이 생긴다.

9 이전보다 정보교과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10 이번 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표 2> A중학교 설문 문항

1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2 1번의 이유로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3
프로그래밍 언어가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을 실생활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4 변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5 팀 경쟁 퀴즈를 통해 정보과목에 흥미를 느꼈다.

6 팀 경쟁 퀴즈를 통해 변수의 이름을 짓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다.

7 산술연산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8 비교연산자와 조건문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9 자료형에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직면하면 해결할 수 있다.

10 반 친구들과 프로그래밍을 함께하면, 더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다.

11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었을 때, 더 학습에 자극이 생긴다.

<표 3> B고등학교 설문 문항

수업 마무리단계에서 만족도와 흥미에 관한 설문지에 답을 하게 하였다. 설문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이 매우 그렇다로 높은 

점수일수록 설문 내용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은 다음 

<표 2>와 <표 3>과 같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A중학교의 84명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B고등학교에서는 29명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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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1.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법

1) A중학교

A중학교 교육환경은 앞의 [그림 1]에서 보여준 대로 교실 중간에 강의식 수업

을 할 수 있는 책상과 주위에 ‘ㄷ’자 형태의 컴퓨터책상이 놓여 있었다. 이런 교실 

환경은 학생들이 컴퓨터로 딴 짓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컴퓨터 실습 시 학

생들이 멀리 퍼져 있어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질문이나 도

움요청에 빠른 대처도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다른 교과에 비해 학생들 간의 sw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편차가 심한 편이었다. 때문에 sw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

은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결과가 현실세계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며 

스스로 주어진 문제 이외의 심화된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반면, sw에 거부감

이 있는 학생들은 애초에 시도해보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2인 1조로 1개의 비트브릭 키트를 이용하여 실습수업을 진행해보니 함께 협동

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sw에 관심 있는 학생이 주로 실습하고 나머지 학생은 

옆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첫 수업에 교구 부품을 잃어버리거나 고장 내는  

등 현직교사 1명, 교육실습생 2명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교구를 활용한 수업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수업지도안과 수업 PPT를 만들었고 상세한 수업

지도안과 수업 PPT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인1조로 학생

들을 지도하기 어려울 시 조 구성원을 늘려 학생들이 퍼져있는 모양을 최소화하도

록 하였다. 또한, 실습 시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진행상황과 수준을 파악하여 

잘하는 학생과 어려워하는 학생을 적절히 섞어 모둠을 구성하였다. 이 모둠에서 서

로 도우며(멘토-멘티 형식) 실습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조원들마다 번호를 정하여

서 교사가 각 문제마다 해결해야하는 사람의 번호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번호대로 

컴퓨터 앞에 앉도록 하고 문제를 조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풀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문제 난이도를 폭 넓게 구성하고, 학생수준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sw에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은 한 번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습을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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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로 부품정리를 끝내면 손을 들고 교사를 기다리고 교사의 부품검사 확인이 끝

나면 키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2) B고등학교

매 수업은 컴퓨터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졌다. 컴퓨터실 뒷자리는 모니터가 시야

를 가려서 뒷자리 앉은 학생들은 판서나 피피티 화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

었다. 정보수업은 교과서 중심으로 선생님께서 제작한 학습지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데, 정해진 내용을 가르쳐야 하다 보니 이론적인 부분에 갇혀 가르치게 되는 경향

이 있었다. 학기당 2번의 시험과 수행평가가 이루어져야하고 수업이 일주일에 3시

간씩 배정이 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진도를 끝내야 하다 보니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쉽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컴퓨터 동아리에 든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생소하고 어려움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수업지도안과 수업 PPT를 만들었고 상세한 수업

지도안과 PPT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모니터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앞에서 PPT

나 판서로 수업을 진행할 때는 되도록 위쪽에 글씨를 쓰고 뒷자리 학생들이 보이

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교사가 학생들 모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

지만 실습이나 학생들의 조별활동 시간에는 앞뒤로 돌아다니며 모든 학생들을 수

시로 확인하였고 학생들이 수준에 맞춰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기본적인 흐름은 교과서나 학습지를 따라가지만 학생들이 중요하게 이

해해야 할 부분을 중점으로 학습활동을 진행하며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문제해

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언어

를 친숙하게 하기 위해 실생활 예시를 통해 인간이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2. PBL 도입 후 학생들의 만족도 결과

1) A중학교

설문결과 학생들은 대체로 수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론수업보다 문제해

결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이 좋다’는 문항에 78%의 학생들이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에 답했고, 86%의 학생들이 ‘이전보다 정보교과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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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다.

또한, 학생들 중 91%는 단순히 이론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보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이용해 보니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컴퓨터 대신 쉽고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피지컬 컴퓨

팅 도구를 이용하여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니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단순히 이론 설명으로 

들었을 때보다 현실 속에서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웠음을 알 수 있었다. 71%의 학생들은 자신이 프로그래밍 한 것이 실제 현실세

계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로워하였고, 55%는 문

제를 해결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심화된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sw에 관심이 적은 학생들은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잘하는 학생이 도움을 주고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하도록 지도하니 어려워

하는 학생들도 수업 참여에 점차 적극성을 띄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

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잘 할 수 있다.’는 문항에 77%의 학생들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주었을 때 더 

학습자극이 생긴다.’에 64%의 학생들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생중심의 프로젝트수업을 진행하니 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

하면서 교사, 친구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

적인 수업이 되었고 학습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B고등학교

PBL을 도입한 수업 후 학습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표 4>에서 보면 대체로 긍정

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에 관련된 문항 1번과 5번, 10

번, 11번에서 4점과 5점에 50%가 넘는 학생들이 점수를 주었다.

또한 지식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인 3번과 4번, 6번, 7번, 8번, 9번에

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4점과 5점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PBL을 도입한 수업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지식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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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점 2점 3점 4점 5점

1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

고 있다.
2(6.9) 4(13.8) 3(10.3) 6(20.7) 14(48.3)

2
1번의 이유로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3(10.3) 6(20.7) 10(34.5) 3(10.3) 7(24.1)

3

프로그래밍 언어가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을 실

생활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2(6.9) 2(6.9) 3(10.3) 6(20.7) 16(55.2)

4 변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1(3.4) 0(0.0) 4(13.8) 14(48.3) 10(34.5)

5
팀 경쟁 퀴즈를 통해 정보과목에 

흥미를 느꼈다.
0(0.0) 0(0.0) 2(6.9) 3(10.3) 24(82.8)

6
팀 경쟁 퀴즈를 통해 변수의 이름

을 짓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다.
1(3.4) 2(6.9) 3(10.3) 2(6.9) 21(72.4)

7
산술연산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1(3.4) 1(3.4) 8(27.6) 8(27.6) 11(37.9)

8
비교연산자와 조건문을 활용한 프

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0(0.0) 0(0.0) 4(13.8) 19(65.5) 6(20.7)

9
자료형에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직면하면 해결할 수 있다.
0(0.0) 1(3.4) 5(17.2) 10(34.5) 13(44.8)

10
반 친구들과 프로그래밍을 함께하

면, 더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다.
0(0.0) 0(0.0) 3(10.3) 0(0.0) 26(89.7)

11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었을 때, 더 학습에 자극이 생긴다.
2(6.9) 1(3.4) 0(0.0) 16(55.2) 10(34.5)

<표 4> B고등학교 설문 답변

단위: 명(%)

Ⅴ . 결론

정보교과에서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학생들 간에 수준 편차가 다

소 컸었다. 때문에 자유롭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때 학생들은 전혀 

감을 못 잡거나 자신의 프로그래밍 과정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PBL을 도입한 수업을 통해 프로그래밍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주

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힌트를 주었다. 또한 학급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지도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을 잘 따라오게 되었고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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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흥미 수준에 따라 학습 수

준이 올라갔고 협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완성할 때 좀 더 열정을 보이고 프로그래

밍에 두려움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PBL 수업 방식은 교사가 학생

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두고 수준에 맞춰서 문제 해결 방향만 명확히 제시한다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력’, ‘협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성공적인 수업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교육부(2015a).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0]실과(기술가정) 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2015b). 교육부 고시 제2105-80호 [별책 1]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박민정(2007).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한 대학원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25(3), 265-288. 한국교육과정학회.

박순경(1999). 학습자주도적 학습 활동으로서의 프로젝트법, 『교육과정연구』,

17(2), 21-38. 한국교육과정학회.

서윤경, 고명희. (2013). 프로젝트중심학습을 적용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 사례. 『학습과학연구』, 7(1), 49-77.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연구소.

윤진, 김근곤, 최경윤, 박선영, 배진희, 엄애용 (2009). 현장적합형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젝트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교육종합연구』, 7(3), 137-158. 전

라북도교육청.

이은경(2009). Computational Thinking 능력 향상을 위한 로봇 프로그래밍교수 학

습 모형.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lemenfeld, P. C., Soloway, E., Marx, R. W., & Palincsar, A.(1991). Motivation

project-based learning: Sustaining the doing, supporting the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6(3), 369-398.

Charters, W. W.(1923). Curriculum construction. New York, NY: Macmillan.

Larmer, J. & Mergendoller, J. R.(2010). Seven essentials for project-based

learning, Educational Leadership, 68(1), 34-37.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0). Report of a workshop on the scope and

nature of computational thinking. National Academies Press.

Wing, J. M. (2006). Computational think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49(3),

33-35.



융합교육연구 제4권-2호

94

[부록 1]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교과 소개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정보

문화

정보사회

정보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활

용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며,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

∙ 정보사회의 특성과 

진로
탐색하기

분석하기

실천하기

계획하기
정보윤리

정보윤리는 정보사회에서 구성

원이 지켜야 하는 올바른 가치

관과 행동 양식이다.

∙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

∙ 사이버 윤리

자료와

정보

자료와 

정보의 

표현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등 아

날로그 자료는 디지털로 변환

되어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된

다.

∙ 자료의 유형과 디

지털 표현 분석하기

표현하기

수집하기

관리하기
자료와 

정보의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검

색, 분류, 처리, 구조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자료의 수집

∙ 정보의 구조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추상화

추상화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

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

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과정이다.

∙ 문제 이해

∙ 핵심요소 추출 비교하기

분석하기

핵심요소추출하기

표현하기

프로그래밍하기

구현하기

협력하기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과 절차이다.

∙ 알고리즘 이해

∙ 알고리즘 표현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은 문제의 해결책

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

여 자동화하는 과정이다. 

∙ 입력과 출력

∙ 변수와 연산

∙ 제어 구조

∙ 프로그래밍 응용

컴퓨팅

시스템

컴퓨팅

시스템의 

동작 원리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컴퓨

팅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자료

를 입력받아 효율적으로 처리

하여 출력한다.

∙ 컴퓨팅 기기의 구

성과 동작 원리
분석하기

설계하기

프로그래밍하기

구현하기

협력하기피지컬

컴퓨팅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고 프로그래

밍을 통해 제어한다. 

∙ 센서 기반 

프로그램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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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A중학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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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B고등학교 설문지

문항 1점 2점 3점 4점 5점
1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2 1번의 이유로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3

프로그래밍 언어가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을 실생활 예시를 들
어 설명할 수 있다. 

4 변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5 팀 경쟁 퀴즈를 통해 정보과목에 흥미를 

느꼈다.
6 팀 경쟁 퀴즈를 통해 변수의 이름을 짓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다. 
7 산술연산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8 비교연산자와 조건문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9 자료형에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직면하

면 해결할 수 있다.
10 반 친구들과 프로그래밍을 함께하면, 더 재

미있게 잘 할 수 있다. 
11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었

을 때, 더 학습에 자극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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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A중학교 학습지도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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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B고등학교 학습지도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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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A중학교 PPT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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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B고등학교 PPT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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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PBL Instruction for Improving Computing Thinking

Choi, Min-Je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oi, Soo-Je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aik, Seoung-He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oi, Hee (Bong Myung Middle School)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problem solving ability',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ability'. To raise these

competencies, software education is attracting attention recently, and the way of

education needs to be changed. In the past, if education centered on computer

literacy education and computer literacy education has been established, classes

should be taught to solve problems by demonstrating creativity on their own,

not by teaching the answers giv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asy and fun programming methods so that students can actively approach the

programming language according to their needs.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A

middle school and B high school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instructed the information curriculum reflecting the PBL. After the class, we

surveyed the parts that helped students' interest and learning. As a result, the

students who took lessons in each school responded positively to the interest

and motivation of learning as a whole. It was also helpful in terms of

knowledge.

* Key words: Computing Thinking, PBL, Project Based Learning, Clas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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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심사결과 이의제기

1) 논문 투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

에게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위의 심사절차를 따라 

단심으로 심사를 하며, 그 판정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논문심사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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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연구』 논문 작성 규정

                                             제정 2015. 7. 23.(규정 제 1호)

                                             

1. 원고 작성 양식

가. 원고는 글(hwp) 파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MS Word도 

가능하다.

나. 원고의 첫 페이지에 각주로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소속과 직위를 기록하고, 저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제 1저자를 맨 앞에 기재하고 교신저자는 각주를 달아 표기한다. 단, 

교신저자는 전자메일을 직위 옆에 제시한다. 별도로 적시된 사항이 없으면 가장 먼저 

소개된 저자를 제 1저자 및 교신저자로 한다. 

다. 공시사항(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등)은 논문제목에 각주를 달아 기재한다.

<예시> 이 논문은 ‘성명’의 ‘년도’ 석사(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예시>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FR-2015-***)

라. 원고의 내용은 제목, 국문요약(주요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key words 포

함)으로 구성하며,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마.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나 미주의 사용은 금하며, 본문에 표시

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각주를 사용한다. 단, 각주번호는 조사

의 앞이나 온점, 반점, 따옴표 등 문장 부호의 뒤에 오도록 한다. 

2. 편집 규격과 양식

가. 편집용지는 가로188×세로257, 용지여백은 위 20, 아래 18, 왼쪽·오른쪽 28, 머리말 

12, 꼬리말 10, 제본 0으로 설정한다.

나. 논문에 사용되는 글자와 문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논문제목: 견명조, 글자크기 15, 가운데 정렬

2) 제출자 성명: 명조, 글자크기 10, 오른쪽 정렬

3) 본문: 명조, 글자크기 10, 줄간격 170, 장평 100, 자간 0, 들여쓰기 15

4) 요약문: 고딕, 글자크기 9.5,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들여쓰기 15

5) 논문 제목 등 표기 

    ∙ 1단계: I, Ⅱ, Ⅲ, ………… (견명조, 글자크기 13, 가운데 정렬)

    ∙ 2단계: 1, 2, 3, …………… (견명조, 글자크기 11)

    ∙ 3단계: 가, 나, 다, ……… (견명조, 글자크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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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1), 2), 3), ……… (명조,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15)

    ∙ 5단계: 가), 나), 다), …… (명조,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15)

    ∙ 인용문: 명조, 글자크기 9, 줄간격 170, 장평 100, 자간 0, 좌우여백 25

    ∙ 각주: 명조, 글자크기 9, 장평 100, 자간 0

    ∙ 참고문헌: 명조, 글자크기 10, 줄간격 170, 장평 100, 자간 0, 내어쓰기 35

    ∙ 영문초록: 명조, 글자크기 10, 줄간격 170, 장평 100, 자간 0, 들여쓰기 15

3. 인용

가. 직접 인용

1)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 따옴표를 사용하여 본문 속에 기술하고, 3행 이상인 경

우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단, 이때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한 줄씩 비워 본문

과 구분하되, 처음과 끝에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2) 인용문이 끝나면 온점을 찍고 한 칸을 띄운 다음 괄호 안에 인용출처를 표기한다. 

나. 간접 인용

1) 간접 인용을 할 경우 인용임을 명시하고 페이지수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 저서에서 여러 쪽을 인용하는 경우, 제일 처음 인용문에 저자와 발행연도를 적

고, 두 번째부터는 페이지 수만 적는다. 

다. 인용의 출처 제시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 괄호 속에 발행 연도만 표시하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

당 페이지를 표시한다. 같은 저자의 다른 문헌들 사이는 반점을 찍고 발행연도 오름

차순으로 나열하고, 서로 다른 저자의 문헌들은 쌍반점( ; )으로 가른다. 

<예시> 장상호(1998, p, 50)에 의하면,  

<예시> … 라는 주장이 있다(Hanson, 1961, pp. 131-135).

<예시> 연구(홍길동, 1992, 1996, 1999; Anderson, 1990; Lippitz, 1988)에 의하면, 

2) 저자를 모두 표시하되 국어 이름은 “ , ”로 구분하고 영어 이름은 “&”로 연결한다. 단, 

저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첫 인용, 반복 인용 모두 제 1저자의 이름(외국인일 경우 

성) 뒤에 외(外)로 표기할 수 있다. 

3) 번역본을 인용하는 경우, ‘원년도/번역년도, 페이지’의 형태로 표기한다. 단, 원저작

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년도’와 같이 쓴다. 

<예시> … 이다(Tyler, 1971/1995, pp. 56-58). 

<예시> … 주장하였다(Plato, /1987).

4) 재인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한다.

<예시> (Eddington, 1927, p. 51; Davies, 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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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와 그림

가. 표 번호는 작은 괄호 < >를 사용하여 표의 상단에 가운데 정렬하고, 그림 번호는 큰 괄

호 [ ]를 사용하여 그림의 하단에 가운데 정렬로 제시한다. 

<예시> <표 1>, [그림 1]

5. 참고문헌

가. 일반 저서

1)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하고, 저자(발행연

도).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이름. 순으로 표기한다.

2) 국문 저서의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붙여 쓰고, 영문 저서의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은 다 쓰되 이름(first name)과 중간명(middle name)은 이니셜만 쓰고 약호표 

“.”를 찍어 준다.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 외”(국문) 혹은 “○○ et al.”(영문) 

식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예시> 서상용 외(1991). 대학 교양과학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예시> Marshall, C., et al. (1989). Culture and education policy in the American states (2nd 

ed.). New York: The Palmer Press.

3) 편저자 다음에는 “편”이라 표기한다. 영문 편저의 경우 “Ed.”(단독 편저) 혹은 “Eds.”

(다수 편저)로 표기한다.

<예시> 이인효, 이혜영, 김정원, 류방란, 오성철 편(1991). 교육과 사회. 서울: 교육과학사.

<예시> Carrithers, M., Collins, S., & Lukes, S. (Eds.)(1985). The category of the person: 

Anthropology, philosophy, hist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단행본의 경우, 국문 저서는 진하게 표시하고, 영문 저서는 이탤릭체로 적는다. 영문 

저서의 제목과 부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는 모두 소문자로 쓰

며, 정기간행물의 명칭, 제목 속의 인명, 지명, 출판사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예시> 성내운, 한기호, 김상봉(1983). 세 학교의 이야기. 서울: 학민사.

<예시>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나. 역서

1) 역서의 경우, 저자(발행연도). 역서 제목 (역자 이름).  역서 출판도시: 출판사 이름. 

(원저 출판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2) 국역(國譯)된 서적인 경우 역자 이름 옆에 ‘역.’을, 영역(英譯)된 서적인 경우 역자 이

름 옆에 ‘Trans.’를 표기한다.

<예시> Egan, G. (1999). 유능한 상담자 (제석봉, 유계식, 박은영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4 

출판)

<예시>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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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

1)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은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시> 장상호(1999). 교육적 반전의 내재율에 비추어 본 고대희랍의 교육삼대. 교육원리연

구, 4(1), 1-62. 

<예시> Schommer, M. (1993). Epistemological develop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secondar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3), 406-411. 

2) 국내 학위논문은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학위수여기관 학위구분. 순으로 기재하

고, 국외 학위논문은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학위구분. 학위수여기관. 순으로 기재

한다.

<예시> 엄태동(1998). 교육적 인식론 연구: 키에르케고르와 폴라니의 교화적 방법에 대한 교

육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예시> Gold, N. C. (1981). Meta-evaluation of selected bilingual education proj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3) 연구보고서는 연구자(발행연도). 보고서명. 연구기관, 연구물 일련번호(있을 경우). 

순으로 기재한다.

<예시>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

육개혁방안 제2차 대통령보고서.

<예시> 조용환 외(1990). 외국 교과서 한국관련내용 연구의 종합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보고, RR 90-23.

<예시> 조용환, 김회목,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1990). 외국 교과서 한국관련내용 연구의 종

합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0-23. 

4) 자료집은 명칭과 성격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어서 행사 장소를 표기해 준다.

<예시> 교육인류학연구회 편(1998).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그 방법과 쟁점. 교육인류학연구

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광주교육대학교.

<예시> 홍용희(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교육인류학연구회 편.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그 

방법과 쟁점. 교육인류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3-53. 광주교육대학교.

5)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  주소 및 “…에서 연월일 검색.”

을 함께 제시한다.

<예시>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http://www.apastyle.org/styleelecref.html에서 2001년 9월 5일 검색.

라.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APA 논문작성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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