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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develop a pre-education program for teaching the basic concepts of

systems thinking and STEAM program based on systems thinking and 2)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systems thinking. The subjects were 4 seventh-graders and 4 ninth-graders in a middle school

located in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Data related to students’ systems thinking was analyzed using the rubrics

developed by Hung(2008). The results were reviewed by expert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ubrics and the reliability of

students’ system thinking. In addition, the data analyzed with the rubrics, students’ awareness of systems thinking, word

associations, causal maps and interview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students’ systems think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pre-education program and teachers’

guidebook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 concept of systems thinking and causal maps were developed. The pre-education

program consisted of familiar TV　entertainment program-Infinite Challenge (Muhandojeon)-with a theme of Global

Warming. Second, a STEAM education program based on systems thinking which was composed of 5 steps: Analysis-

Design-Build-Assessment-Systems thinking. The major theme of the program was an air extinguisher. The developed

STEAM education program had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middle school students’ systems thinking abilities such as

understanding systems, relations within a system and system generalization.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the STEAM

program could be instrumental for cultivating students’ STEAM literacy with improved systems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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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위한 시스템 사고 향상에 적합한 사전 교육 및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학생에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고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소규모 중학교 1학년 4명, 3학년 4명을 대상으로 투입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스템 사고의 분석은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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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에 의해 개발된 루브릭이 활용되었다.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에 대한 신뢰도와 루브릭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시스템 사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루브릭, 시스템 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

단어 간 관계 분석, 인과 지도의 검사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사고

사전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였다. 이는 학생의 시스템 사고에 대한 개념과 인과 지도 작성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발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은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한 무한도전이라는 친숙한

예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과 지도 작성 방법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 사전 교육프로그램은 대상 학생들이 친숙하

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과 지도 작성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효과성 검사를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향상을 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분석-설계-제작-평가-시스템 사고’의 5단계로 구성된 ADBAS 모형을 적용하여 ‘공

기 소화기’ 주제의 시스템 사고 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이해 능력, 시

스템 내 관계 파악 능력, 시스템 일반화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전

교육 프로그램 및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시스템 사고 향상을 돕는데 적합하며, 시스템 사고와 STEAM 교육

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시스템 사고 향상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투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 사고 향상을 위한 위 프로그램의 적절한 투입은 창

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STEAM, 시스템 사고 사전 교육, 시스템 사고, 중학생

서 론

창의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은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대

표적인 예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STEAM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는 것이다(MEST, 2012a, 2012b; MOE, 2013, 2015).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

생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제

고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와 바른 인성 등

핵심 역량의 함양에 초점을 두고 교과별 핵심 개념

과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KICE, 2015). 다음으로 Science(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공학), Arts (예술), Mathematics

(수학)의 줄임말인 STEAM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

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과

학 및 수학 교과를 기술, 공학, 예술, 인문 등과 연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MEST, 2012a; MOE,

2013; Yakman & Lee, 2012).

이처럼 융합적 문제해결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STEAM 교육의 필요성과 핵심 역량의 함양이 강조

되기 이전부터,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Bernie & Charles, 2012;

MEST, 2012a, 2012b; MOE, 2013, 2015). 실생활에

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제들은 특정 분야에 국한

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구성 요소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

다(Kim & Kim, 2002). 그러므로, 하나 이상의 지식

이나 개념이 포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 복잡한 시스템의 현상, 변화, 구성 요소들의 관계

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 능력이 주목받고 있

다(Kim & Kim, 2002; Kim et al., 2006; Kwon et

al., 2011; Lee et al., 2011; Moon et al., 2004;

Moon & Kim, 2007).

시스템 사고는 과학교육에서 두 가지 측면의 유용

성을 가진다. 첫째, 시스템 사고는 역동적인 시스템

의 특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사고

기법이다(Bertalanffy, 1968; Kim, 2005). 과학은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지식을 생성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다(Jang, 2007;

Kim & Kim, 2002; Moon & Kim, 2007). 복잡한 자

연 현상은 시스템 사고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체적으

로 파악될 수 있고 시스템 내의 하위 요소들이 상호

작용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상

호작용을 통해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유추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Ben-

zvi-Assaraf & Orion, 2005a, 2005b, 2010a, 2010b;

Chen & Stoup, 1993; Kim & Lee, 2019; Lee &

Lee, 2017; NRC, 2013). 즉, 시스템 사고를 통한 자

연 현상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영향, 시간에 대

한 변화 예측 등 시스템적인 분석은 과학 현상을 체

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Kali

et al., 2003; Lee et al., 2011, 2018; Mo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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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Moon & Song, 2012). 둘째, 과학교육에서 과

학적 사고, 창의성 및 동기의 신장은 인지적 학업 성

취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MEST,

2012a, 2012b; MOE, 2013, 2015). 선행 연구에 의하

면 학생들이 시스템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해 통합적

으로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탐구해

보려는 동기와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Frank, 1999; Kali et al., 2003; Kim et al., 1999;

Lee et al., 2011; Meadows, 2008; Senge, 2006,

2012). 특히 시스템 사고는 창의성과 확산적 사고 능

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et al., 2006).

우리나라에서는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지구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시스템’에 대한 개

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MEHRD, 2007). 2011년

8월 고시된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을 보면, 과학 교

과에서 다루는 순환계, 생태계, 소화계 등 여러 가지

계를 학습하여 지구계 및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특

징을 알게 하는 것을 중학교 과학과의 단원 목표로

정하였다(MEST, 2012a). 아울러, 지구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그 개념적인 초점으로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하위계의 상호작용 역시

단원 내용으로 포함되어 시스템 사고를 향상시키도록

교과 내용이 구성되었다(Lee & Lee, 2013).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는 시스템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Ben-Zvi-Assaraf &

Orion(2005b)은 시스템 사고의 세분화된 수준을 제시

하였고, Zhang(2002)은 시스템 사고 능력 측정 범주

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Lim & Lee(2014)에 의해서는

시스템 사고의 하위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Table 1).

이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력에 대해 단

어 간 관계 분석, 인과 지도, 면담을 활용하여 정량

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Lim & Lee, 2014). 시스템

사고의 능력 범주별 측정 방법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시스템 사고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개념 수’, ‘과정 수’, ‘연결 고리 수’, ‘역동적

수치’, ‘순환적 수치’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Lee et al., 2011; Lim & Lee, 2014).

STEAM 교육에서는 다양한 교과의 융합을 통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것을 목표

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의 핵심 개념과 교과

사이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어

야 한다. 학생들이 융합적인 문제 상황을 접할 때 그

Table 1. Category and content of systems thinking sub-capacity (Lim & Lee, 2014)

시스템 사고 하위 능력 항목 측정 내용

시스템의 이해 능력
1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시스템 안에서의 과정을 알아내는 능력

2 시스템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능력

시스템 내 관계 파악 능력

3
관계의 구조 안에서 시스템의 구성성분과 과정을 조직하는 능력

예) 시스템 내의 여러 하위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과정을 조직하여 관계를 맺는 능력

4
시스템 내 순환성을 이해하는 능력

예) 하위 구성 요소끼리의 연관이 결국 순환적 고리를 맺고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

 시스템 일반화 능력

5
일반화하는 능력

예) 과학적 지식 등에 대해 일반적 시스템 구조를 지님을 이해하는 능력

6
시스템적 예측 능력

예) 특정 과학적 시스템의 일반적순환적 관계에 의한 향후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능력

Table 2. Measurement method of systems thinking (Lee & Lee, 2014)

측정 방법 단어 간 관계분석

-개념 간 관계

단어 간 관계분석

-문장 생성
인과 지도 면담

능력 범주

I. 시스템의

이해 능력

1 구성요소 및 과정 알아내기 ○ ○ ○ ○

2 구성요소 간 관계 알아내기 ○ ○ ○ ○

II. 시스템 내 관계

파악 능력

3 시스템 내 구성 성분과 과정의 조직화 ○ ○

4 시스템 내 순환성 이해 ○ ○

III. 시스템 일반화

능력

5 시스템 일반화 ○ ○

6 시스템적 예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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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

악하고, 요소 간 상호 작용과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

에서 시스템 사고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Park

& Lee, 2014).

시스템 사고와 STEAM 교육을 연계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면, 중등과학 영재학생들의 시스템 사고력

향상을 위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Park & Lee, 2014), 고등학생이나 예비 교사들

을 위한 시스템 사고 기반의 STEAM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 및 효과(Jeon & Lee, 2015; Park et al.,

2018) 분석, STEAM 교육과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교사들의 교수 경험의 분석(Kim & Lee, 2019)의 연

구가 있었다. 이들 선행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STEAM 교육의 효과성과 중요성을 제시하

였지만, 연구 대상은 중등학교 과학 영재, 고등학생,

및 교사들로 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서 미비하게 다루어졌던 중학생 대상의 시스템 사고

와 STEAM 교육을 통합하여 적용한다.

선행 연구에서 명확하게 도출된 결과는 시스템 사

고와 STEAM 교육의 연계를 통해 미래 사회를 대비

하여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Jeon & Lee(2015)는 STEAM

교육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스템 사고를 적용

한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아울러,

Hwang et al.(2016)는 학생의 시스템 사고 향상에 대

한 학교 현장 기반의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고를 이해시키기 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시스템 사고 사전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

사고 향상에 적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또한 이들 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학생들의 시

스템 사고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질적 검사도구와

면담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고를 이해시키

는 사전 교육과 시스템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이 적용된 후 시스템 사고

능력의 하위 개념인 시스템의 이해 능력, 시스템 내

관계 파악 능력, 시스템 일반화 능력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 사고 사전 교육 프로

그램은 2010년에 방영된 무한도전 ‘나비효과’와 학생

들의 시스템 사고 이해를 위해 쓰인 ‘너는 꿈을 어떻

게 이룰래?’라는 문헌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시스템 사고 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시스템

사고 하위 능력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존의 ‘공기소화기’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각

차시에 시스템 사고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연

구 대상인 중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09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성취 수준 및

성취 기준에 맞도록 과학, 기술, 예술, 인문 교수학습

에 필요한 개념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는 Lee &

Kim(2009)가 개발한 ‘물의 순환’에 대한 시스템 사고

질적 분석 도구를 중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시스템 사고 분석지의 전체적인 틀은 유

지하고, ‘물의 순환’ 개념에 미숙한 학생들을 위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가적인 설

명을 추가하여 변환하였으며 인과지도와 면담 내용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정리 후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소규모 U중학교 전

교생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1학년

4명(A, B, C, D), 2학년 4명, 3학년 4명(E, F, G, H)

으로 학년별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중 2학년 4명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확인하

기 위함으로 예비 투입을 실시한 후 전문가 집단과

함께 투입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

다(Table 3).

프로그램 학습 내용, 탐구 활동의 용어는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를 고려하여 수정하였으며, 명확한 평

가를 위해 평가 기준 항목을 제시하였다. 연구 자료

의 분석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8명을 분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외부의 교육은 받지 않은 도

서 벽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를 위

하여 학생들의 연구 참여 의사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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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검사도구

이 연구는 Lee & Kim(2009)가 개발한 ‘물의 순환

’에 대한 시스템 사고 질적 분석 도구를 중학생의 수

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시스템 사고 분석지

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물의 순환’ 개념에 대해 검사 결과에 영향

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하

였다(Fig 1).

‘물의 순환’의 개념을 학습하지 못한 학생들이 검

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시스템 사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하도록 안내 문

구를 제시하였다. 시스템 사고 능력 분석을 위한 루

브릭은 총 8항목으로 제시되어 있고,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된다. 프로그램을 투입한 학생들의 시스

템 사고 하위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Lim & Lee

(2014)의 분석법을 토대로 중학생의 수준에 맞게 보

완하였다.

프로그램을 투입한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검사도구

는 Hung(2008)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 사고 분석 루

브릭을 수정보완한 ‘시스템 사고 능력 질적 분석을

위한 루브릭’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Lee & Lee,

2017). 시스템 사고의 질적 검사도구는 Ben-Zvi

Assaraf, Orion(2005b), Lee & Kim(2009), Lee et

al.(2011), Lim & Lee(2014), Jeon & Lee(2014), Lee

et al.(2014)의 선행 연구에서 적용되었고 이미 신뢰

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이다.

나. 분석 방법

Lim & Lee(2014)가 Ben-Zvi-Assaraf & Orion

(2005a, 2005b)의 시스템 사고 수준과 Zhang(2002)의

시스템 사고 능력 측정 범주를 바탕으로 제시한 시

스템 사고 하위 능력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검사지에

서 단어 간 관계 분석, 인과 지도, 면담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단어 간 관계 분석은 시스템 사고를 위한 개념과

그 과정을 알아보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질적

연구 도구이다(Ben-Zvi Assaraf, Orion, 2005a, 2005b)

(Fig 2). 이 문항에서 학생들은 물의 순환과 관련된

Table 3. Rectification through pilot experiment

항목 프로그램 문제점 및 컨설팅 내용 프로그램 개선 방향

학습 내용

토리첼리의 실험을 실생활과 관련된 기압 설명으로 대체 높이에 따른 수은주의 높이와 기압의 변화 위주로 설명

자연 현상 속의 바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도입이 필요
바람을 활용한 자연 현상을 제시하고, 토의를 통해 원인을 

탐구함

탐구 활동

영화(클립영상)는 가상적인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흥미

유발에는 효과적이나 기압을 이해하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음

영화(클립영상) 시청 후, 기압 장치를 활용하여 영화 속

장면을 재현하여 이해를 도움

지나치게 높은 성공 기준 학생의 수준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수정

용어 인과고리와 인과지도를 혼용하여 학생의 혼란을 야기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인과지도’로 용어 수정

차시 별 시간 공기소화기 제작 시간 2시간 소요 블록타임제를 활용한 연강

평가 방법 명확한 평가 기준 필요
학생들이 수행 한 뒤, 기록하고 자체 평가 할 수 있는 항목 

제시

Fig. 1. Example of complement contents.

Fig. 2. A student’s answer of Question 2, before (left)/after (right).



80 김유란·전재돈·엄주영·이효녕

단어들을 자유롭게 나열한 뒤, 각 단어들 간 관계를

분석하고 스스로 연상하여 서술하게 된다.

학생들이 작성한 문항 답안을 ‘개념 수’, ‘과정 수’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시스템 사고 하

위 능력인 ‘시스템의 이해 능력’, ‘시스템 내 관계 파

악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Fig. 2에 제시

된 학생 A의 문항2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전에 ‘물’, ‘증발’의 개념은 사후에 나타나지 않고,

사후에 ‘지하수’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사전 결과로

나타낸 ‘증발’을 사후에 바닷물, 이슬, 강물, 수증기

와 연결지어 과정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복되는

개념을 제외하면 개념 수는 사전 10개에서 사후 8개

로 감소하였으나 과정 수는 사전 9개에서 사후 10개

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과 지도는 인과관계에 대해 고리를 이용하여 나

타낸 지도이다(Fig 3). 즉, 시스템의 요소를 찾아내어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고리로써 전체 구조를 표현한

지도이다. 이 문항에서 학생들은 물의 순환과 관련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 과정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순환 고리를 찾아 인과지도로 나

타낼 수 있다.

Fig. 3에 제시된 학생 A의 문항4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생 A의 인과 지도를 살펴보면 개념

수는 사전 8개에서 사후 17개, 과정 수는 사전 6개에

서 사후 13개, 고리 수는 사전 1개에서 사후 6개, 역

동적 수치는 사전 0.12점에서 사후 0.35점, 순환적

수치는 사전 0.4점에서 사후 1점으로 모두 증가하였

다. 역동적 수치는 학생 A의 인과 지도에서 사전에

전체 개념의 수는 8개, 동적 개념의 수는 ‘증발’ 1개

로 0.16점을 부여하였고, 사후에 전체 개념의 수는

17개, 동적 개념의 수는 ‘땅에 스며듦’, ‘생물권에 이

용’, ‘증발’ 등 6개로 0.35점을 부여하였다. 순환적

수치는 사전에 학생 A의 인과 지도에서 ‘인과 지도

의 순환’, ‘증발로 인한 대기의 순환과 비를 통한 바

다와의 연결’을 포함하여 0.4점을 부여하였고, 사후에

는 다섯 가지 경우가 모두 나타나 1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8명의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검사지 응답 결

과와 산출물 공기 소화기를 토대로 학년별 집단 면

담을 실시했고, 필요에 따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Table 4).

면담의 기본 틀은 시스템 사고 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시스템 사고 검사지를 비교하

Fig. 3. A student’s answer of Question 4, before (left)/after (right).

Table 4. Questions used for in-depth interviews

시스템 사고 하위 능력 주요 면담 내용

시스템의 이해 능력
공기 소화기를 재제작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둔 요소는?

시스템 사고 검사지 2번 문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 이유는?

시스템 내 관계 파악 능력
공기 소화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스템 사고 검사지 인과지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 이유는?

 시스템 일반화 능력
공기 소화기 인과지도에서 끊어진 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가?

물의 순환 인과지도에서 끊어진 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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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학적 오개념, 인과관계의 모호한 표현에 초점

을 맞추어 질문했고, 시스템 사고 검사지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시스템 사고 하위 능력 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하였다. 학생 동의하에 녹취된 면담 결과는 정리하여

시스템 사고 하위 능력에 맞게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1. 시스템 사고 향상을 위한 사전 교육 및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 시스템 사고 사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별 문항 및 활동지를 개발하였다. 1단계는 ‘개별 사

건으로 다가가기’ 단계이고 문항1에 해당된다. 영상

을 시청하며 작성하는 문항1은 상황의 단순한 변화

에 초점을 두고, 변화된 상황만을 기록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인과적으로 다가가기’로 변화된 상황의 원인

을 찾아 연결 짓고 기록해야하는 문항2로 구성된다.

세 번째 단계는 ‘인과적으로 연결하기’이다. 이 단계

에서는 관찰한 상황의 각 부분을 파악하고, 전체적으

로 연결 짓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각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문항3을

개발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인과지도를 추가 작성하

는 단계이고, 문항4는 ‘시험공부와 공부시간’, ‘지구

온난화’, ‘날씨와 우리생활’과 같은 친숙한 생활 예시

를 활용한다. 마지막 단계는 학생들이 작성한 인과지

도를 발표, 비교 및 토의하여 기록하는 단계이다

(Table 5).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

용 지도서의 개발도 함께 수행하였다. 교사용 지도서

의 구성은 크게 시스템 사고 및 프로그램 안내, 문항

모범답안 및 해설,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적용 방안

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시스템 사고 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능력을 향

상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사

고 기반의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

발된 프로그램은 이효녕 외(2012)에서 개발한 ‘공기

소화기’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시스템 사고 기반

의 STEAM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정보완하였고, 총

8시간이 소요되는 8차시 분량의 내용과 활동을 제시

하였다(Table 6). 개발된 시스템 사고 기반의 프로그

램은 연소와 소화, 기압, 힘, 파스칼의 원리, 베르누

이의 법칙 등의 과학적 개념과 속력, 그래프, 원과

원기둥 등의 수학적 개념, 설계 등의 공학적 개념,

미적인 요소 등의 예술적 요소를 포함하여 교과 간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탐구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Lee et al., 2012). 또한,

간단한 탐구 활동으로 시작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한 산출물을 만들기까지 재설계 및 재제작의

기회를 부여하여 시스템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이 시스템 사고 능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학생 A~H의 시스템 사고 하위 유형에 따른 향상

정도를 종합하면 Table 7과 같다.

학생 A, B, C는 시스템 능력의 모든 하위 항목에

서 뚜렷한 향상을 보였으며 학생 F, G, H의 경우 일

부 시스템 능력의 하위 항목에서 변화 없음으로 분

석되었다.

시스템 사고의 가장 뚜렷한 향상을 보인 학생 C는

수권, 기권, 생물권에서 물의 순환을 인과적으로 표

현하였고(Fig. 4), ‘북극에 빙하가 녹음-사람들이 쓰레

기를 버림’의 관계를 면담을 통해 인과적 관계를 부

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또 과정과 개념 요소 사이의

상호관련성, 피드백 과정에서 80% 이상 맥락을 파악

하였고, 정확하게 인과지도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C는 시스템의 이해 능력, 시스템 내 관계 파악

능력, 시스템 일반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F의 경우 ‘시스템 내 순환성 이해’와 ‘시스템

적 예측’에 대해서만 변화 없음으로 분석되는데(Fig.

Table 5. Contents of the systems thinking pre-education

program professor and learning activities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 입

(5분)

○ 시스템 및 시스템 사고 소개

○ 프로그램 내용 소개

전 개

(65분)

○ 무한도전 228회 ‘나비효과-지구온난화’편 시청 (20분)

 - 영상 시청과 함께 1번 문항 작성

○ 2번 문항 작성 (10분)

○ 인과지도 설명 및 3번4번 문항 작성 (35분)

정 리

(10분)
○ 작성한 인과지도 발표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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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veloped systems thinking based STEAM program executive table

Table 7. Total analysis results of system thinking (○: 향상, △: 변화 없음)

시스템 사고 하위 유형
연구 대상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시스템의

이해 능력

구성요소 및 과정 알아내기 ○ ○ ○ ○ ○ ○ ○ ○

구성요소 간 관계 알아내기 ○ ○ ○ ○ ○ ○ ○ ○

시스템 내 관계 

파악 능력

시스템 내 구성 성분과 과정의 조직화 ○ ○ ○ ○ ○ ○ ○ △

시스템 내 순환성 이해 ○ ○ ○ ○ ○ △ ○ ○

 시스템 일반화 

능력

시스템 일반화 ○ ○ ○ ○ ○ ○ △ △

시스템적 예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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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 검사지 분석 결과와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그 이유를 파악하였다.

연구자: 인과 지도를 하나씩 설명해 볼까? 첫 번째 인과 지

도부터 설명해보자.

연구자: ‘펭귄과 북극곰’과 ‘남극과 북극’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

학생 F: ‘펭귄이랑 북극곰이 살면서 자연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썼어요.

학생 F: 두 번째는요, 지하수에 물이 흘러서 하천이 생기고,

하천은 바다로 이동해요. 바닷물이 모여 있으면 수

증기도 많이 증발될 거고, 그럼 구름의 양도 많아지

고 비의 양도 많아질 거예요. 그럼 빗물이 땅속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지하수가 많이 생성된다고 생각했

어요. 그리고 구름이 많아지면 태양빛이 덜 들어와

서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눈이 많이 내리게 돼요.

연구자: 세 번째 인과 지도를 한 번 완성해볼까?

학생 F: 음.... 아! 여기를 연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사용하

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물 소비도 줄어들게

되니까 여기를 연결하면 되겠네요.

Fig. 4. C student’s answer of Question 4, before (left)/after (right).

Fig. 5. F student’s answer of Question 4, before (left)/after (right).

Fig. 6. G student’s answer of Question 4, before (left)/afte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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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F는 ‘펭귄과 북극곰-남극과 북극’와 같은 인

과 관계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었으나 과정과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작성한 인과 지도의

과정과 개념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하였다.

학생 G의 경우 인과 지도의 동적 과정은 일부 설

명하였지만, 시간 지연의 영향은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작성한 인과 지도의 과정과 개념을 부분적으로

만 상황과 함께 설명하여 시스템 일반화 유형 수준

이 사전 검사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다(Fig. 6).

학생 H는 인과 지도의 동적인 과정과 시간 지연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하였고, 과정과 개념을 제한적으로

설명하며 시스템 내 구성 성분과 과정의 조직화, 시

스템 일반화 유형에서 사전 검사 결과와 뚜렷한 차

이가 보이지 않았다(Fig. 7).

자료 분석을 토대로 개발된 사전 교육 프로그램과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8명의 학생들의 시스템 사

고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하위 능력에서도 대부분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위한 시스템 사고 사

전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 사고 향상에 적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용

한 후,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능력의 하위 개념인 시

스템의 이해 능력, 시스템 내 관계 파악 능력, 시스

템 일반화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사고 관련 기초 문헌 조사를 바탕으

로 시스템 사고 사전 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사고

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시스템

사고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 사고 사

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와 영상 매

체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프로그램

의 목적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총 2차시로 구성한 시스템 사고 사전 교육 프

로그램은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한 무한도전 ‘나비효

과’편을 시청하고, 활동지를 작성하는 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Ben-zvi-Assaraf

& Orion, 2005a, 2005b; Kali, et al., 2003; Lee et al.,

2011). 지구 온난화는 시스템 사고 사전 교육 프로그

램의 주제로 적합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시스템

사고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시스템 사고

를 수월하게 이해시켰으며, 시스템 사고 측정을 위해

인과 지도 작성 방법을 사전에 학습할 수 있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고, 도전 과제를 수행하

는 동안 산출물의 재설계 및 제작 과정을 통해 시스

템 사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발된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능

력의 향상에 기여하였고, 시스템 사고가 연계된 프로

그램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과정의 궁

극적인 목표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복잡한 문제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파악하

고,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시스템 이해 능력,

시스템 내 관계 파악 능력, 시스템 일반화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작성한 시스템 사고 사전 검사도구

와 사후 검사 도구를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개

발된 프로그램이 시스템 사고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중학교 1학년, 3학년

학생에게 투입하여 시스템 이해 능력, 시스템 내 관

계 파악 능력, 시스템 일반화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검사 도구 분석 결과, 연구 대상이 된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Fig. 7. H student’s answer of Question 4, before (left)/afte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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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시스템 사고 평가를 위한 루브릭’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대한 인과 지도를 분석한 결

과 8항목에 대한 종합 점수가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 평가 루브릭의 8개 항목 중 ‘시스템의 표현’, ‘상

호 관련성’, ‘인과 관계’, ‘피드백 과정’, ‘동적 과정’,

‘맥락화’, ‘지식의 설명’ 7개의 항목에서 모든 학생들

의 시스템 사고 능력의 향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

형성’ 항목은 5명의 학생은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가

없었고, 3명의 학생만 능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선형성은 다중의 인과 관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는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선형성’

항목의 상승이 미비한 것은 8차시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시스템 사고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학생들이 다중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

는 능력을 습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하면,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

사고 사전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의 시스템

사고 입문 과정에 적합하고, 시스템 사고 기반의

STEAM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능

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시스템 사고 기반의 STEAM 교육 프로그램

은 중등 과학 영재, 고등학생으로만 한정적으로 개발

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로

진행되었으며, 일반 중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시스템

사고 기반의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

하여 중학교급에서 시스템 사고를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추후 2015개정 교육과정의 핵

심 역량을 반영하여 다양한 학교급의 학생을 대상으

로 한 시스템 사고 기반의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 사고 평가

루브릭’과 ‘시스템 사고 하위 능력 분석’을 통해 얻

은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

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015 개

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과정

중심의 평가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시스템 사고 능력

을 좀 더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구

가 개발된다면 시스템 사고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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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검사 도구

시스템 사고 능력 검사지

안녕하십니까?

이 검사는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 능력을 측정하는 설문지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시스템 사고 기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

의 보호)에 의하여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검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연구실

1. 이름: 2. 학년:

3. 학교의 교과목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한 가지만 쓰시오.

4.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쓰시오.

5. 시스템 사고와 관련된 학습을 하거나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된 학습을 하거나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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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순환’이란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사이에서 물이 액체(물), 고체(얼음), 기체(수증기) 등의 상태

로 순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자유롭게 답하세요.

1. ‘물의 순환’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단어들을 아는 대로 모두 적으시오.

<물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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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의 순환’과 관련하여 1번에서 떠올린 단어들을 참고하여 다음 예와 같이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찾아

연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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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에 제시된 단어들은 ‘물의 순환’과 관련된 것이다. 이 중 적당한 단어를 두 개 이상 사용하여 한 문장

으로 만들어 보시오. 이 때, 하나의 단어를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예: 비가 내려서 지하로 스며들면 지하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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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번에서 작성한 문장을 토대로 ‘물의 순환’에 대하여 <예시>와 같이 화살표를 이용하여 인과지도로 나타내

보시오. (하나의 단어를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