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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n STEAM education for intergrated science inquiry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ere 30 students, respectively. The STEAM program 
developed by a teacher study group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students for 6 months. The control group 
learned traditional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tergrated science inquiry ability of experimental 
group students were increased positively(P<0.05). Also the abilities as hypothesis, defining variables, determining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and data interpretation improved affirmatively(P<0.05) except grap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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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과의 국가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에서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데 필요한 과학탐구능력의 신장을 중시하

고 있으며, 탐구능력 신장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 사
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능력의 육성은 이미 오래 전

부터 과학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 학교현장

에서는 탐구능력 신장을 강조하여 왔으며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2)에서 제시
한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의

‘과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과학적 탐

구방법과 과정을 이해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창

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시민 사회에서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

라고 한 점에서도 탐구능력 신장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학교현장에서 과학탐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관찰 분류 측정 중심 수업(Kim, 2000), 인지발
달 가속화 프로그램 적용 수업(Kim, 2002), 자유탐
구활동 수업(Park, 2000), 놀이를 통한 학습(Kim, 
1997), 탐구놀이를 통한 학습(Paek, 1999), ARCS 동
기전략 수업(Kim, 2003), ICT 활용수업(Lee, 2004), 
탐구활동 중심 수업(Kim, 2014) 등 다양하고 많은

수업방법들이 이루어져왔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과학탐구능력 신장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이 재미있어야 한다. 그
런데 2011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학회에서 주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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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

↓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지도안 작성

↓
프로그램 수정

↓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완성

↓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전검사 실시

↓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적용

↓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사후검사 실시

↓
결과 분석 및 통계 처리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
결론 및 제언

Fig. 1. Research procedure

Table 1. Participants

성별 인원수(명)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여
여

30
30

실험 집단 O1    X1    O2

비교 집단 O3    X2    O4

O1, O2 :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O3, O4 : 비교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X1 : 정규 교육과정이 포함된 STEAM 프로그램
X2 : 정규 교육과정

Fig. 2. Research design

제3차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반복연구(TIMSS- 
R)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2개국 가운데 과학 성
취도는 3위로 매우 높은 성취를 보였다. 하지만 과
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 영역 분야에서는 과학을 좋

아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1%로 4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도는 이공
계 기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Berry et al.(2005)과 Paek et 
al.(2011)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하나
의 시도가 융합인재교육(STEAM)이라고 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달’ 주제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과학탐구능력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및 과정

본 연구의 연구 방법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는 Fig. 1과 같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달’을 주제로 융합인재교육을 하기 위한 지도안을
작성했다. 작성한 프로그램 지도안은 융합인재교육

교사연구회 및 동료 교사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각 차시별 탐구요소 및 융합정도를 분석하였고, 의
견을 반영하여 수정했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전검사 실시 후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

에게 투입하였고, 그 후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사
전․사후 검사 결과 분석 및 통계 처리를 통해 프로그
램 적용을 통한 효과를 검증했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Table 1과 같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1, 2학년으로 구성된 과학동아
리 학생들 30명을 실험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실
험 집단과 비슷한 수준(P>0.05)을 갖는 비교 집단 학
생 30명을 선정했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설계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실험 집단의 연구는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간 정규 교육과정에 STEAM 내용을 반영하여 수업
하였고, 비교 집단은 같은 기간 동안 일반적인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했다.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을 적용한 전후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에 과

학탐구능력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4. 검사 도구

본 연구에 활용된 검사도구는 통합탐구능력검사

지이다. 통합탐구능력 측정검사의 도구는 Burns et 
al.(1985)에 의해서 개발된 TIPSⅡ(Test of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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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ience process skills of TIPS II

요 소 문항의 구조 문항번호

가설 설정

특정한 종속 변인이 기술되고 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독립 변인이
기술된 과제가 주어질 때 검증 가능한 가설을 찾는다

4, 16, 27

특정한종속변인이기술된과제가주어질때검증가능한가설을찾는다 6, 8, 35
어떤 연구에 관한 기술이 있을 때 검증 가능한 가설을 찾는다. 12, 17, 29

변인 찾기

통제된 변인, 종속 변인, 독립 변인을 찾는다. 13, 14, 15, 18, 19,
20, 30, 31, 32

특정한 종속 변인이 기술된 과제가 주어 졌을 때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인을 찾는다. 1, 3, 36

조작적 정의

어떤 연구에 관한 기술이 있을 때 그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22, 33
변인이 언어적으로 기술되었을 때 그 변인에 적절한 조작적 정의를
한다. 7, 23, 24

실험 설계 가설이 주어졌을 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한다. 10, 21, 26

그래프화
어떤 연구를 나타내는 설명이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나타
내는 그래프를 찾는다.  5, 25, 34

데이터 해석 연구에서 얻어진 데이터나 그래프가 있을 때 변인간의 관계를 찾는다. 9, 11, 28

Process Skill)를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활용했다. 
본 검사지의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0.86이며, 평
균 난이도 지수는 0.53, 변별도 지수는 0.35이다. 본
검사지는 통합탐구능력을 크게 가설설정, 변인찾기, 
조작적 정의, 실험설계, 그래프화, 데이터해석 등의
탐구과정요소 6개로 나누고 있으며,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검사지의 채점은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총점 36점으로
계산했으며, 검사 시간은 35분으로 책정했다. TIPS
Ⅱ의 탐구과정요소들과 문항의 구조 및 그에 해당
하는 문항번호는 Table 2와 같다.

 
5. 수업 계획

수업은 10차시 지도안을 작성하여 계획에 맞춰

진행했다.

1) 차시별 수업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융합인재교육 교사연구회에서

개발한 SPACE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10차시에 해당하는 지도안
을 작성했다. 지도안은 Table 3과 같이 전체적인 계
획을 정리한 수업 차시별 계획 총괄표를 먼저 작성

하고, 각 차시별 지도안을 작성했다. 각 지도안은

Table 4와 같이 각 차시별로 탐구요소, 융합내용, 융
합정도, 융합방법을 분석하여 정리했다.

2) 차시별 교수-학습과정안

본 연구에서 활용한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의
예는 Table 5와 같다. 각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은
학습목표와 내용 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업모형(Cho 
and Park, 1995)을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6. 프로그램 검토와 자문

과학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들의 수준에 따른 적절한 학습과제가 선택되어야

하므로(Kim, 1994), 본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하
기 전, 내용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 Table 6
와 같이 동료 교사들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7. 수업의 진행

수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험 집
단은 정규 교육과정 내용이 포함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했고, 비교 집단은 전통적
인 수업 방식으로 진행했다.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투입은 정규 동아리 활동 시간 및 정기고사 기간을

제외한 야간자율학습 시간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실

시했으며, 달에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주제를 진행하며 1차시에 50분씩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일부 활동의 경우 50분에 끝나지
않아 추가 시간을 투자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Table 3. Teaching plan summary according to class sessions

차시 소주제 학 습 내 용

1차시
Mistery Box
물체 맞추기

 물체의 정체를 알기 위한 방법 생각해보기
 물체의 종류에 대한 의견 발표하기
Co 통 안에 들어있는 물체는 무엇일까?

물체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Tip! 물체의 정체를 맞추는 과정에서 제한 조건을 주어 탐구 방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CD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설계하기

Tip! 여러 의견 중 답을 선택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하도록 한다.

ET 물체의 정체에 대해 발표하기

2차시
달의 특성
파악하기Ⅰ
- 달의 위상

 달의 위상변화와 관측 가능한 시간 계산하기
 달의 위상변화 모형 제작하기
Co 원하는 달 사진을 언제 어디서 찍을 수 있을까?

Tip! 그믐달이나 초승달 모양의 달 사진을 제시한다.

CD 위상변화 설명 모형 만들기

ET 만든 모형을 보여주며 팀 별로 발표하기

Tip! 모형이 조별로 다를 경우,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3차시
달의 특성
파악하기Ⅰ
- 자연 현상

 달과 관련된 현상 분석하기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Co 달과 관련된 현상들 중 기사로 이슈화 된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CD 선정한 기사를 달의 특징으로 해석하기

ET 기사 및 해석한 내용 발표하기

Tip! 주제 선정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차시
달 기지 건설
전문가 협의하기

 달 기지 건설 전문가 협의
 팀별 문제해결하기
Co 달 기지 건설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Tip! 각 영역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한다.

CD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별 협의

Tip! 제시된 자료의 힌트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ET 자신의 소속팀으로 돌아가 다른 팀원을 교육하기

5차시
달 기지 설계도
작성하기

 달 기지 설계도 작성
Co 달 기지를 건설한다면 어떤 형태일까?

Tip! 설계도 작성시 4차시에서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CD 설계도 작성하기

6차시
사업 구상도
발표하기

 발표 시나리오 작성하기
 사업 구상도 발표하기
Co 우리조가기업의기획팀이고, 달 기지건설프로젝트에선정되기위한사업구상도

를 발표한다면?
CD 사업 구상도 간이PPT 작성하기

Tip! A4용지와매직, 네임펜등을이용하여 PPT를 대신할 수있는발표자료를 만들도

록 한다.
ET 기지 건설 계획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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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차시 소주제 학 습 내 용

7차시
달 기지 건설
관련 제작활동

 달 기지 건설모형 제작하기
 달 기지 건설을 위한 기계 제작하기
 달 환경에서의 식물 재배 가능성 실험하기
Co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 중 한 가지 소주제를 골라 제작한다면?

Tip! 사전에 준비물을 확인하여 조별로 준비해준다.

CD 제작 및 실험

8차시 자문구하기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 자문 구하기
Co 제작 및 실험의 진행은 원활한가?

Tip! 아는지식에국한하여놓치는 요소가없도록구체적으로제작및실험을진행하도
록 한다.

ET 제작 및 실험 방법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 자문 구하기

Tip! 과도하게선생님들께 의지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질문의 횟수를 정해놓고, 자문
내용을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Tip! 질문 대상의 선생님들은 교과에 구애받지 않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
하다고 느끼는 선생님을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한다.

9차시 제작물 발표

 제작 결과물 발표 시연
Co 제작한 결과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방법은?
CD 시연 방법 토의
ET 제작 과정 및 결과 시연, 발표

10차시
상상도
그리기

 그림으로 상상도 표현하기
Co 달의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CD 상상도 그리기

Tip! 그림의 형식 및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 Science 과학,  : Technology 기술,  : Engineering 공학,  : Art 예술,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과 같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모든 활동과 경험

했다. 동시에 비교 집단 학생들에게는 실험 집단의
학생들이 동아리 시간에 STEAM 활동을 하는 동안
에는 그 대신 교과서에 소개된 실험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해 주고 학생들이 재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실험

수업을 진행하였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는 STEAM 
활동을 한 시간만큼 10차시의 심화 보충 수업을 실
시하여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도했다.
1차시 수업은 Mistery Box 물체 맞추기 수업으로

동아리 활동 세 시간 중 첫 번째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했다. 과학자들이 달에 관해 연구할 때 직접적
인 관찰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으며 각자 과학적

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이론을 내세우며 결국 사회

적 합의 과정을 거쳐 과학적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Mistery Box 물체 맞추기 수업으로 경험할 수 있도
록 했다. 수업은 Box 속 물건들의 정체를 상상해서
종이에 적어보고, 같은 조원끼리 토의를 거친 후 각
Box별 물체의 종류를 조별 토의로 결정해서 포스트
잇에 적어 칠판에 붙이도록 한 뒤, 모든 조들이 포
스트잇을 칠판에 붙인 후 다른 의견들에 대해 판단

근거를 발표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정

체를 정리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차시와 3차시 수업은 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수업으로 2차시는 1차시 수업과 연결하여 동아
리 활동 세 시간 중 두 번째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 
3차시는 다음 동아리 활동 세 시간 중 첫 번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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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is by class sessions

차시 탐구요소
융합 내용

융합정도 융합방법
S T E A M

1
가설설정
자료해석
변인통제

Box의
과학적 조사

확인실험
설계

달 관련
연구현황

탈학문적
실험설계
토론과 발표

2 자료변환
자료해석

달 위상
판단

재료의
활용

모형 설계
관측시간
계산

간학문적 협동하기

3 자료해석
변인통제

현상의 분석
뉴스나
인터넷의
이슈사건

다학문적 조사하기

4
자료해석
변인통제
가설설정

전공 분야
역할회의

달 기지
건설 필요성

다학문적
조사하기
협동하기

5
가설설정
자료해석
자료변환

달 환경
분석 비교

기지 설계
달에서
필요한 것

탈학문적

조사하기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만들기

6 변인통제
자료변환

달 기지
설계

사업
구상도

소주제
선정

우주선
궤도 계산

다학문적 브레인라이팅

7

가설설정
변인통제
자료해석
자료변환

실험 설계
준비물 확인

모형 제작
로봇 제작

제작 계획
조별 선정
주제 진행

다학문적

실험설계
실험하기
브레인라이팅
만들기

8 가설설정
자료해석

문제점 찾기 물품 제작
제작 과정
분석

의문점 해결 다학문적 브레인라이팅

9 자료해석
자료변환

제작품 분석
특징요소
추출

자랑할 요소
발표

간학문적 토론과 발표

10 가설설정 달의 환경
상상도
그리기

그림
설계하기

창의요소
발견

탈학문적 그리기

을 활용하여 실시했다. 이 활동은 달 기지 건설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활

동이다. 2차시에서는 실제로 학교에서 찍은 달 사진
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은 시간을 추측해보게 했다. 
관측 가능한 시간을 계산해보도록 한 후 주어진 재

료를 이용하여 위상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제작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시 수업은 달
과 관련된 현상 찾기 수업으로 일주일 전에 미리 과

제를 주었다. 달과 관련된 신문기사나 인터넷 기사
를 찾아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황사
피해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여주고 과학적으로 설명

하는 방법을 먼저 예시로 보여주어 학생들이 과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했다.
4차시 수업은 달 기지 건설 전문가 협의하기 수

업으로 달 기지 건설을 위한 심화 활동이다. 각 조

원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라고 가정하고, 전문가 회
의를 거쳐 달의 특성을 고려한 탐사기지 건설에 대

해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1시간에 끝나지 않
아 동아리활동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여 1시간 20분
동안 연장된 수업으로 진행했다. 미리 준비된 회의
자료를 나눠주고 각 전문가들을 조별로 선택하여

자신이 맡은 분야를 회의를 통해 알아낸 뒤 다시 조

원들에게 돌아가 설명하도록 했다.
5차시 수업은 달 기지 설계도 작성하기 수업으로

동아리 활동 세 시간 중 첫 번째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했다. 달에 기지를 건설한다면 어떤 형태로 될
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서 그림으
로 그리도록 지도했다. 이 때 중력이나 대기의 유무
등 달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6차시 수업은 사업 구상도 발표하기 수업으로 야



Tabel 5. teaching-learning plan example

달 기지 건설 전문가 협의하기

적용대상 과학동아리 수업차시 4/10차시
단원  태양계와 지구
선행
조직자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의 열수지, 달의 모양, 달의 공전과 자전

학습목표
• (내용목표) 달의 환경을 고려하여 달 기지 건설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 (과정목표) 전문가로서의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탐색 및
문제파악

(5분)


 Co   달에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학자들은 누구일까?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까?
  달에 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활동에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제시
및 탐색

(5분)


 CD   전공 분야의 역할을 분담해 보자.
  각 임무를 확인하고 표에 이름을 적도록 한다.

전문분야
역할분담
기록지

추가 자료제시
및 탐색
(20분)


 CD   분야별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보자.
  추가 자료를 제시한다.

  전문 분야의 과학자들끼리 모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의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서 책임을 갖고 조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지도한다.

전문가
분야별
회의 자료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

(15분)


  회의 자료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쳐서 눈에 띄게 표시를 해 두도

록 한다.
 CD   자신이 속한 원래의 조로 돌아가 같은 조의 다른 조원들에게 자신이

맡은 분야를 설명해 주도록 하자.
적용 및 응용

(5분)  각 조별로 모든 조원들이 충분한 해답을 얻었는지 확인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전문가 회의 중 막히는 때는 질문을 받아 조언을 해주되 정답을 그대로 알려주지는 않는다.

Table 6. Review of the program

교수학습관련 교육내용관련

개별 검토
STEAM 교사연구회
지구과학 교사 2명

고등학교 수학 교사 1명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 3명
고등학교 기술 교사 1명

종합 검토 전문가 3명

검토 내용
프로그램 학습모형
지도안 작성 요소

프로그램 내용 선정의 타당성
융합내용, 융합방법, 융합정도의 적절성

자문내용
예시

∘학습자의 입장에서 소요시간 검토 필요
∘교사의 개입을 많게 하지 말 것
∘학생 활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별 활동이 동일하지 않게 수정
∘교사의 프로젝트 과제 설명이 더 자세하도
록 권장

∘ STEAM의 5개 요소를 모두 넣으려고 억지로
꿰맞추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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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했다. 각 조별로 사업을 한
다는 가정 하에 달 기지 건설 계획을 종이에 만든

PPT로 계획서를 설명하여 선정되기 위한 경쟁을 붙
였다. 조별 토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종이 PPT 제작
시간까지 고려하여 두 시간을 할애했다.

7차시 수업은 달 기지 건설 관련 제작활동 수업
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수업이었다. 달 기지
건설 모형을 제작하는 조는 중식 후 남는 시간들을

활용하여 달 기지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구 및 기구

들을 제작하였고, 달 기지 건설에 사용될 로봇을 고
안하는 팀은 로봇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찾은 후 조

건을 만족하는 로봇 제작을 고안하였으며, 식물 재
배를 담당한 조는 주중에는 교실에, 주말에는 집에
가져가서 진공실험장치에 넣은 식물을 지속적으로

사진을찍어 확인하며식물생존가능성을 확인했다.
8차시 수업은 7차시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생

기는 의문점들을 각 전공 교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자문 시간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 교사를 찾아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정하

지 않았다.
9차시 수업은 제작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컨설팅 형식을 거쳐 발표 후 질문을 받
고 대답하며 자유롭게 평가․토의를 거치도록 했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진행했다.

10차시 수업은 상상도 그리기 활동이었다. 건설
된 달 탐사기지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

하고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서 그림으로 표현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했다. 이 수업은 동아리 활동 시간 중 두 시간을 활
용하여 진행했다. 

8. 자료 처리

본 연구 결과에서 얻은 모든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22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의 동질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했다. 또한 학습

프로그램 적용 후에는 학생들의 통합탐구능력 향상

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독립표본
t-검정과, 실험 집단 내에서 사전․사후 검사의 대응
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했다.
그리고, 각 탐구과정요소의 향상 정도를 분석하

기 위해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각 요소별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의 차이를 계산했다.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달기지 건설 프로젝트라는 총 10차시
의 장기 프로젝트형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학생들의 통합탐구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한 것이다. 나아가 과학탐구능력을 가설설정, 변인
찾기, 조작적정의, 실험 설계, 그래프화, 데이터 해
석의 6가지 하위요소로 세분화 하여 각 요소에 대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을 확인했다. 연구 결
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통합탐구능력 동질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TIPSⅡ 검사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통합탐구능력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결과와 분석은 Table 7과 같다. 통합탐구
능력 사전검사에서 전체점수에서 실험 집단은 16.87
점, 비교 집단은 16.97점으로 비교 집단이 0.10점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 탐구과정요소에서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평균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었으나, 마찬
가지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p>.05). 이 결과로 볼 때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통합탐구능력 및 탐구과정요소들의

수준 차이가 없는 동질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사후 검사 비교 분석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 집단과 비

교 집단에 대하여 TIPSⅡ 검사지를 이용하여 과학
탐구능력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의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 검사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실험 집단
의 사후 통합탐구능력은 총 32문항 중 평균이 23.40
으로 비교 집단의 평균 18.73점 보다 4.67점 높게 나
타났다. 두 집단의 총 점수차의 유의미성을 알아보
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따라서 융합인재교
육 프로그램의 활용이 통합탐구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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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t-test for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 t df p
통합탐구
능력

실험
비교

30
30

16.87
16.97

3.655
3.200

.667

.584 -.113 58 .911

탐구
과정
요소

가설설정
실험
비교

30
30

4.27
4.23

1.929
1.870

.352

.341  .068 58 .946

변인찾기
실험
비교

30
30

6.83
6.77

1.967
1.695

.359

.310  .141 58 .889

조작적
정의

실험
비교

30
30

2.27
2.60

1.015
1.037

.185

.189 -1.258 58 .213

실험설계
실험
비교

30
30

1.17
1.10

 .791
 .803

.145

.147 .324 58 .747

그래프화
실험
비교

30
30

1.07
 .97

 .691
 .615

.126

.112 .592 58 .556

데이터
해석

실험
비교

30
30

1.27
1.30

 .640
 .837

.117

.153 -.173 58 .863

Table 8. Comparison of post t-test o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 t df p

통합탐구 능력
실험
비교

30
30

23.40
18.73

2.472
2.363

.451

.431 7.475 58 .000

탐구
과정
요소

가설설정
실험
비교

30
30

 5.83
 4.67

1.262
1.348

.230

.246 3.461 58 .001

변인찾기
실험
비교

30
30

 8.43
 7.30

1.278
1.535

.233

.280 3.108 58 .003

조작적 정의
실험
비교

30
30

 3.63
 2.93

 .928
 .785

.169

.143 3.155 58 .003

실험설계
실험
비교

30
30

 1.80
 1.27

 .997
 .944

.182

.172 2.128 58 .038

그래프화
실험
비교

30
30

 1.63
 1.20

 .809
 .887

.148

.162 1.978 58 .053

데이터 해석
실험
비교

30
30

 1.97
 1.47

 .809
 .900

.148

.164 2.264 58 .027

프로그램이 과학 교사에 의해, 과학 동아리 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생 활동

으로 대부분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융합인재교육 프로그

램을 교육하는 주체와 구성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다

를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영역의 전
문가들이 모여 보다 체계화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Lee and Lee(2013)의 ‘하늘높이 로켓을 쏘아올리자’
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기반 STEAM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초등학생에게 적용 및 Kim and Ryu(2013)의
학교현장에서 첨단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직접 만드

는(Hands on) 센서를 활용하는 STEAM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등

대부분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편중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프로그램적용결과학생들
의 호기심 및 흥미, 창의성 신장과 같은 정의적 영역
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을대상으로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통합탐구능력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물

은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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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re and post t-test of science process skills on experimental group

변화 요인
대응 차이

t df p
사전 사후 편차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

통합탐구능력
가설설정
변인 찾기
조작적정의
실험설계
그래프화
데이터해석

16.87
 4.27
 6.83
 2.27
 1.17
 1.07
 1.27

23.40
 5.83
 8.43
 3.63
 1.80
 1.63
 1.97

6.433
1.567
1.600
1.367
 .633
 .567
 .700

4.014
1.960
2.283
1.273
1.129
1.135
1.088

.733

.358

.417

.232

.206

.207

.199

8.777
4.379
3.838
5.882
3.072
2.734
3.525

29
29
29
29
29
29
29

.000

.000

.001

.000

.005

.011

.001

Fig. 3. Results of pre-post t-test on 6 science process skills

탐구과정요소의 사후검사 결과 가설설정(p<.05), 
변인 찾기(p<.05), 조작적 정의(p<.05), 실험설계(p< 
.05), 데이터 해석(p<.05)의 요소들이 비교 집단 대비
실험 집단의 평균점수의 상승과 함께 점수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그래프화
(p>.05) 요소는 평균점수의 상승은 있었으나, 두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런 결과는 적용한 프로그램이 통합탐구능력

증진에 세부적으로 그래프화를 제외한 가설설정, 변
인 찾기, 조작적 정의, 실험설계, 데이터해석 능력 증
진에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
에서 적용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에 그래프화 요

소가 비교적 적게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 결과 역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각 통합탐구능력을 요소별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다

양한 탐구과정요소 능력을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프로그램화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결과 분석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 집단의 통

합탐구능력 향상도와 그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하

여 실험 집단의 사전검사 결과와 사후검사 결과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실시했다. 그 결과는 Table 
9 및 Fig. 3과 같다. 통합탐구능력에 대하여 실험 집
단은 사전검사 대비 6.433점의 상승을 보였다. 사전, 
사후검사 점수 차이의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응표본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p<.05). 따라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
램은 통합탐구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합탐구능력의 6가지 하위
요소에 대한 사전, 사후 분석결과 5가지 하위요소에
서 효과가 있었으며, 가설설정(p<.05), 변인찾기(p< 
.05), 조작적정의(p<.05), 실험설계(p<.05), 데이터해

석(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적용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이 통합탐구능

력의 각 하위요소를 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이 포함하고 있는
통합탐구능력 각 요소별로 분석해 보면 학생들은

Mistery Box에 들어있을 물건을 가정하고, 달의 환
경을 분석하며 달 기지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가설설정 활동을 거쳤다. 이렇게 세운
가설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변인찾기와 실험설계 능력 및

데이터해석 능력을 키웠으며, 전공 분야 역할회의에
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달성하는 활동을 통해 조작

적정의 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보고서로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하는 활

동이 적어 그래프화 능력 향상의 효과가 작았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활동은 조

별 학습으로 진행되어 토의 및 실험 활동으로 전통

적인 수업보다 통합탐구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등학생의 소집단 협동학습이 통합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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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능력 중 가설설정과 일반화 영역에서 긍정적인

향상이 있다고 했던 Kim(2011)의 연구 및 소집단 토
론수업이 고등학생의 통합탐구능력에 효과가 있다

고 했던 Moon(2006)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과학수업이 학생들의 기초탐구능력 향상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오히려 통합탐구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했던 Park(2012)의 연구 결과
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기지 건설 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

램의 적용은 학생들의 통합탐구능력과 개별 탐구기

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
라서 중등학교 현장에서 융합인재교육을 수행할 때, 
본 STEAM 프로그램을 학습자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STEAM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험 집단의 학

생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받은 비교 집단

의 학생들보다 통합탐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의

미있게 나타났다(p<.05). 이것은 본 STEAM 프로그
램에 통합탐구능력과 관련된 탐구요소가 융합적으

로 많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과학
통합탐구능력을 키우려면 과학통합탐구능력과 관련

된 다양한 탐구요소를 학습내용에 융합하여 교수-
학습 과정을 운영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달과 관련된 주제에 한정하여 융

합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통합탐구능력 향상 여
부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지역과 성별에 적용하여 보다 폭넓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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