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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alyze the Trend of Integrated Education from
MST to STEAM on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 관점에서 본 MST 교육에서 STEAM 교육까지

통합교육의 흐름 분석

Kim In Kyung 김인경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integrated educations as an alternative educational
method. I look around the developments of the integrated educations from MST
education through STEAM education, especially in mathematics education. I ana-
lyzed integrated educations such as MST, STS, STEM, STEAM educations and com-
pare them to each other, in mathematics education. And I discuss how to apply
STEAM education to Korean mathematics education. I suggest a proper integrated
education, in particular, STEAM education, as one that is suitable for Korean math-
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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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상에서 내용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해

결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찾기를 원했다. 그

리하여 찾은 방법 중 하나가 통합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통합교육은 두 가지 이상의

교과를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으로, 기존 교육에서 찾을 수 없었던 교과간의 또는 교과내의

연결, 관계 등을 파악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인지적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였으며,

학생들의 흥미, 동기유발 등의 정의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교육 방법이다

[22, 37, 43, 34, 33, 29, 28, 4]. 그중에서도 특히 자연과학, 공학계열에서, 여러 관련 교과

를 어떻게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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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면서, 몇 가지 통합교육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기술교육이나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공포된 제4차 교육과정에서 산수교과서와 자연교과서를 통합

하여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과목이 생긴 이후부터 현재까지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통합교육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그 역사는 1930년대 경험주의 교육이 주축이던 시기에

가장 활발히 시작되었고, 1940년대 생활중심 교육과정 또는 아동중심 교육과정 시기에

정점에 이른다. 이때까지 Dewey의 경험중심 통합방식이 교육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1960년대 Bruner의 학문중심 교육이 주축이던 시기에 교과의 분절이 심화되면서 잠시 쇠

퇴하였다. Bruner는 ‘교육의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과의 교육과정은

학문의 구조가 되는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의 이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런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교육 운동이

전개된다. 하나는 지식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교과의 분화를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 (학문)간의 통합을 하려는 입장이었다 ([8], 재인용). 이런 교과 (학문)간의

통합은 1970년대 이후 다시 부각되었다. 이후 교과나 학문 간의 다양한 통합교육 이론이

나타났으며, 현재 STEAM 교육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는 수학교육이 통합교육의 기본이자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수학교육보다는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기술교육을

전공한 학자들이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을 바탕으로 기술교육을 어떻게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통합교육

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통합교육에서 STEAM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통합교육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기술교육 중심으로 통합교육을 서술한 연구들을 수학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수학교육 중심의 통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통합교육의 역사부터 살펴보자.

2 통합교육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을 이야기할 때,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은 엄연히 다르다. 먼저 통합과 융합의 의미부터 살펴

보자. 사전적 의미의 통합은 ‘첫째,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 둘째,

<교육> 아동 및 학생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을 종합하고 통일함 또는 그런 일’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의 융합은 ‘첫째,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또는 그런 일, 둘째, <심리>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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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감각을 일으키는 일’을 말한다.1)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통합이란 서로 다른 학문을

물리적으로 일부분만 통합하는 것이고, 융합이란 서로 다른 학문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통합하

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16]. 서양에서 1930년대까지의 ‘통합’은 교육 철학 분야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조화 (harmony), 전인 (whole person)을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44]. 이렇게

의미가 다른 통합, 융합의 의미를 지닌 통합교육, 융합교육의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통합교

육의 정의와 특징들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연구가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통합교육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통합교육과정은 교과들을 분리시키는 경계가 사라지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교과들이 없어

지는 교육과정 조직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14]. Wolfinger & Stockard([38],

재인용)는 통합교육과정이란 여러 교과를 구분하는 경계를 없애고, 여러 교과 영역이 사라지는

교육과정 구성의 한 접근 방식으로서 개념적 및 실생활 중심적 접근법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조덕주 [3]는 실세계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교과와 교과를 연결시키는 교육과

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합교육과정이라 정의하였다. 권낙원 [24]은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리한 지식과 경험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련짓고,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체로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인격을 통합해 나가는 교육과정을 통합교육과정이

라 정의하였다. 사실, 통합교육과 관련된 정의는 통합적 접근법, 통합적 학습, 통합적 수업,

통합교과, 교과통합, 교과의 통합적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 통합교육과정 등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은 용어들이 강조하는 것에 따라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 [32].

통합교육은 지금까지 알려진 교육 방법 중에서 학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학생들의

요청을 적절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선의 길 ([38], 재인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

합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3가지 측면―인식론적 기능, 심리적 기능, 사회·행정학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38]. 인식론적 기능은 첫째, 통합교육과정은 지식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둘째, 통합교육과정은 타 영역의 지식을 서로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으며, 셋째,

통합교육과정은 지식의 유용성과 의미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적 기능은 첫째,

학습자의 학교과정에 일치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둘째,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돕고, 셋째, 학습자의 전인적인 인격 형성을 돕는다는 것이다 [11].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와 학습내용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학습자의 전체적 인성의 발달을 목표로 하여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보다 친근하고 학습하기 쉬운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30, 31]. 사회·행정학적 기능은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문제 상황의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와 통합교육과정의 운영상에 관한 관점을 들었다. 특히, Ingram [11]은 사회적 기능에

1) 출처 :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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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학습자가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협동성을 기를 수 있으며, 학교와 사회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가진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 외에도 사회·행정학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부분과 전체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경험과 의미구조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8].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통합교

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과정에서는 교과간의 경계가 사라진다. 분절된

상태로서의 통합이 아니라, 여러 교과가 서로 관련된 상태로서 새롭게 구성된다.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와 아이디어들은 어디서든 모든 영역에서 탐색되며, 이는 제3의 교육과정을 뜻하게

된다. 둘째, 통합교육과정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교사는 수업

에서 리더이면서 아이들과 동등하게 참여한다. 전문가로서 교사는 학생들의 결정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것을 교육적인 경험으로 이끌어 간다. 셋째, 통합교육과정은 실생활 문제를 중요

시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실생활과 분리된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넷째, 통합교육과정에

서의 평가는 단편적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특정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성장과정에

초점을 둔다.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가는 것이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38].

통합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교육과정 통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통합방법은 Ingram이

교육과정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으로,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은 다음

Table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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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s of Ingram’s curriculum integration; Ingram의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 [26]

Jacobs [12]는 교과 통합의 정도에 따라 학문의 기초적 접근, 학문 병렬 설계, 다학문 단원/

코스, 간학문 단원/코스, 통합의 날 모형, 완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Drake([37], 재인용)

는 교과 통합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학문이 연결되는 방식 혹은 학문 통합의 정도에

따라 다학문적 접근, 간학문적 접근, 탈학문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1 참고). 이를

세부적으로 각 접근을 비교분석한 것이 Table 2이다.

Fogarty는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해 10가지 방식을 제시하였다 (Figure 2 참고).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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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ul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transdisciplinary approach; 다학문, 간학문,
탈학문적 접근 [37]

 

Table 2. Drake & Burns’ curriculum integration types; Drake & Burns의 교육과정 통합유형

[19]

단일 교과 내의 통합 방식으로 분절형, 연결형, 동심원형이 있고, 둘째로, 여러 교과간의 통합

방식으로는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로꿴형, 통합형이 있고, 셋째로 학습자들 간의 통합

방식으로 몰입형, 네트워크형이 있다 ([16], 재인용).

대표적인 국내 연구자들의 통합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김재복 [14]의 교육과정 통합방법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교과가 묶여지는 형태에 의한 통합으로 합산적 통합, 기여

적 통합, 융합적 통합, 기능적 통합으로 분류하였다. 합산적 통합이란 둘 이상의 과목들이

과목의 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목 내용의 상관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가르치는 방법이다.

!

Figure 2. The method to integrate curriculum;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법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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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적 통합은 각 과목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공통적 요소를 필요로 하며, 상호관련을 가지고

통합하는 형태이다. 융합적 통합은 어떤 연결 원칙, 공통적 문제, 상호관심영역에 기초를 두고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기능적 통합은 과목들을 묶어서 하나의 학습영역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흥미와 필요, 또는 사회의 기능 및 문제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탐구하거나 표현하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 중심의 통합 형태이다. 이는 교과의

통합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순서이다. 둘째, 학문이 연결되는 방식에 의한 통합으로 간학문적

통합, 다학문적 통합, 탈학문적 통합으로 분류하였다. 이 두 부류를 살펴보면, 첫째 유형은

Ingram의 구조적 통합 유형을 따른 것으로 보이고, 둘째 유형은 Drake 유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체계를 잡은 통합방식의 분류로 배건 [1]과 곽병선 [21]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에 의한 분류를 살펴볼 수 있다. 배건의 분류는 통합 형태에 따른 접근은

Ingram의 구조적 통합과 같고, 학문관련 방식에 따른 접근은 Drake의 접근 방식과 같으며,

통합요소에 따른 접근은 Ingram의 기능적 통합에 기초학습 기능중심과 주제중심이 첨부된

것이다. 곽병선의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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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wak Byeongseon’ integration curriculum types; 곽병선 [21]의 통합교육과정 유형

이렇게 교육과정을 통합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과정 통합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Table 4는 김대현 [13]이 제시한 교육과정 통합의 가치이다.

정리해보면, 교육과정 통합의 필요성은 ‘교육내용의 양적 증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통합이

분과교육과정과 역할을 분담하여 해결될 수 있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실생활 적응력을 높여주

고,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가 커지며 학습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증대됨으로써 교육의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승한다 [13]’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교육과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통합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통합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과제, 즉, 통합교육과정을 잘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Routman

[40]은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이론적 이해, 시간, 행정적 지원, 자원, 교육과정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 5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이론적 이해란 교사들이 통합이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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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lue of curriculum integration; 교육과정 통합의 가치 [13]

전에 문헌 및 자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 언어 단원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시간 요소는 시간표상에 긴 단위 수업시간이 만들어져야 하며, 교사들은 팀을 이루어 함께 계

획하고 주제를 연구하고, 교육과정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과 자원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행정가가 필요하다.

넷째, 주제의 수집을 넘어 양질의 문헌을 소장하는 학급 문고를 갖출 필요가 있고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사와 행정가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주의 사항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통합교육 시행의 저해요인으로 통합교육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개발 과정상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 교사와 행정가 및 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있다고 한다. 교사, 행정가, 부모들은

통합교육에 관한 인식 및 경험이 적으므로 그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다는 것이다 [26].

이러한 통합교육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교과들을 활용하기 위해

융합교육이 등장한다. 융합 (convergence)은 서로 다른 사물을 녹여 하나로 합하는 것으로

디지털 융합이라는 용어로 시작되었고, 융합의 유형을 5가지로 정의하였는데, 다음 Table

5와 같다. 융합은 기술 분야에서 출발한 용어이지만 지금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등을

모두 활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는 bundle, package,

hybrid, fusion 등의 용어가 있었다. bundle에서 convergence로 가면서 물리적 결합에서

화학적 결합으로 융합의 정도가 커진다 [25].

이러한 융합을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교과의 ‘내용’을 통하여 ‘사고기술’을 가르치는 ‘융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4]. 이러한 교과 융합은 각 교과의 정체성이 사라져서

하나로 묶이고, 그 결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더 포괄적인 교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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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ypes of fusion; 융합의 유형 [25]

융합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첫째, 변화하는 다양한 지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다른 교과의 문제점을 서로 보완해 줌으로써 교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학생들의 능력 및 발달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넷째, 학생들이 배운 지식과 기능을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다섯째, 학교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융합교육이 통합교육과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놓은 것이 다음 Table 6

이다.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은 과정, 결과, 통합 방식과 정도는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즈음은 이 둘을 통합하여, 융복합교육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뒤에

서 설명하는 STEAM 교육을 넘어, 특정교과 개념에 국한된 통합방식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Drake의 교과 통합의 유형 세

가지 중 탈학문적 접근을 융합교육이라고 보고 있다. 즉, 통합교육 안에 융합교육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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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lationship between integration education and fusion education;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의 관계 [25]

3 MST교육에서 STEAM교육까지의통합교육

STEAM 교육이 아무런 배경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MST 교육, STS 교육을 거쳐,

STEM 교육, STEAM 교육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각 통합교육과정이 생기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자. 그리고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각 통합교육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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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ST(Mathematics, Science, Technology)교육

MST 교육은 수학, 과학, 기술 교과2)를 다학문적, 탈학문적, 간학문적으로 통합하여 교육

하고자 하는 이론을 말한다. MST 교육은 1947년 미국에서 Industrial Arts라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도입되면서 생성되었다. 기술교육 개혁론자들은 Industrial Arts 교육과정에 과학과

수학의 내용을 통합할 필요를 인식하였고, 세 교과의 통합을 위한 문헌고착을 만드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30]. 특히, 현실 세계는 기술, 과학, 수학이 분리되거나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세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

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과학, 수학 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학생들이 21세기의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31]. MST 교육은 STEM 교육의 수학, 과학, 기술과

같은 요소들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었으나, 교과간 분절을 강조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벽에

부딪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소멸되기 시작했다 [43]. MST 교육은 그 출발점이 기술교육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술과목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 또한, 세 교과목을 동등한 수준에서의 통합을 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어떠한

통합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3.2 STS(Science, Technology, Society)교육

STS 교육이란 과학을 기술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그 의의를 찾으려는 교육활동 혹은

연구 활동을 말한다. STS 교육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여러 사회 문제들을 주지시킴으로써 과학과 사회에 대한 관심의 유발은 물론 학생들이

장차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5]. STS 교육은 기존의 MST 교육에 비해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현대 사회 인간의 사회성 상실과 같은 시대적 배경에 그

맥락이 있다 [43]. 또한, 이 활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과학교육 흐름으로서

종전까지의 학문중심 교육에서는 과학적 이론과 법칙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학생들의

과학성취도도 하락하고 흥미도 잃게 되었으므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 내용이 실생활과

관련이 매우 적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STS 교육을 통하여 과학적 지식 외에 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가르쳐 보자는 운동이다 [17]. 그러나, STS 교육은 용어에 과학,

기술, 사회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기술교육에서 기술 수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과학

교과, 기술 교과, 사회 교과가 통합적으로 운영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18]. 또한 STS

교육에서 수학이라는 교과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수학은 사회라는 과목에 포함

2) 수학교육에서는 Technology를 공학으로, Engineering을 기술로 번역하고 있으나, 기술교육에서는 Technol-
ogy 를 기술로, Engineering을 공학으로 번역하고 있다. 대부분의 참고문헌이 기술교육에서 나온 논문이어서
이를 수학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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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STS 교육에서는 수학 교과보다 기술과 과학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3.3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

미국은 그동안 세계에서 부유하고 강한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나, 9.11 사태 이후

미국이 안보 위협에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국제 대회의 과학, 수학 분야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정부와 산업체에서는 미국 교육의 질을

의심하는 많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41].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STEM

이 나타난 것이다. STEM은 SMET라는 용어를 변경한 것이다. 1990년대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과학, 수학, 공학, 기술의 약어로 SMET를 사용하였으나, SMET

가 ‘때’, ‘먼지’ 등을 나타내는 ‘smut’처럼 들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 후 STEM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42].

STEM 교육은 미국 버지니아 공대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에서 최초로 대학원 기술교육 전공과정에 통합적 STEM 교육 전공과정을 개설하면서 본격

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STEM 교육을 위하여 최근에 오바마 정부에서는 K-16까지

창의적인 STEM 교육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41]. 오바마 대통령은 ‘Education to Innovate’

의 캠페인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STEM 영역에서 소양을 증진시키고 다음 세대의 STEM 성취

수준이 세계적으로 앞서갈 것과 여성 및 소외계층을 위한 STEM 교육과 진로 기회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STEM 예산을 증가시켰다 [22].

Sanders [42]는 ‘통합 STEM 교육이란 STEM 교과 중에 두 가지 이상의 교과 사이의 내용과

과정을 통합하는 교육 접근 방식이고 사회, 예술 등과 같은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행될

수 있다’고 하였고, ‘STEM 교육은 기술과 공학적 요소, 즉, T와 E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STEM 교육이 다른 통합 교육과 다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기술적/공학

적 설계 (technological/engineering design)와 같은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술적/공학적 설계는 기술적인 문제해결력, 과학적인 실험, 수학적인

수치해석 및 최적화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사용되므로

이는 STEM 교육의 핵심이 바로 설계 (Design)라는 방법론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정의로 볼 때, STEM 분야의 통합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기술적/

공학적 설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둘째, STEM 교육이 반드시 목적성

또는 의도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수업 중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통합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 전에 STEM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생각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통합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제시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 또는 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고 설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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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들을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이다 [34].

이러한 STEM 교육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대표적인 모형은 다음 Figure 3과 같다.

모형 1은 다학문적 통합, 모형 2는 간학문적 통합, 모형 3은 탈학문적 통합에 해당된다. 모형

1은 기술을 중심으로, 과학, 공학, 수학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모형 2는 2가지 이상의 학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다. 모형 3은 기술, 과학, 공학, 수학을 융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STEM 교육 모형 역시 기술교육에서 제시한 이론으로 모형 1과 같은 경우는

기술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출발점이 국제대회의 과학과 수학 성적부진이고,

Sanders가 주장한 대로 과학과 기술을 포함하는 통합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학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함은 기본이다. 그리하여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형 1의

중심은 수학이 되어야할 것이며, 모형 2에서 두 개 이상의 통합에서는 무엇보다 수학이 기본이

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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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EM integration education model; STEM 통합교육과정 모형 [15]

3.4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교육

STEAM 교육은 앞서 살펴본 STEM 교육에 근거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어려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으로의 연결과 급속히 변해가는 세계의 문제를 돕기 위한 방대한

필요에 따라 나온 것이다 [6]. Maes [35]는 STEAM이라는 용어 대신에 STEM에 Arts(예술)

를 가미한 용어로 TEAMS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STEM이 개인의 창의성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예술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예술을 추가한 이유로,

인간은 언어적 행위 없이 지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교양 교육 없이 발전을 이해할 수 없고 손으로

혹은 육체적인 행위 없이 사물에 관한 실제적 지식을 얻을 수 없으며 순수미술 없이 과거의

기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TEAM 교육에 관한 논의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Sanders 교수에게서 지도받은 대학

원생이었던 Yakman이 2006년 STEM에 예술 (Arts)까지 통합한 수업을 하자는 STEAM

교육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18, 43]. Yakman은 STEAM 교육에서 과학과 기술은 모든

수학적 요소에 근거하여 공학과 예술을 통하여 얻는 해석이라 하였다 [45]. 이는 이후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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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의 오른쪽 상단에 잘 나타나 있다. Yakman [45]은 다섯 학문의 역할과 교육계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수학은 STEAM 교육에서 보편적인 기초 언어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수학은 다른 교과의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필수과목이며,

언어학습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9]. 그리고 Paulos [39]는 수학이란 공식에 숫자를 대입

하고 해결하는 계산 수행의 과목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이용 가능한 생각과 질문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수학은 사회 안에서 모든 면에 관계될 뿐 아니라, 정교한 언어로서 문화

또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학은 철저히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포함한 사회와

본질의 어느 요소의 실행, 적용, 가치, 시험과 접근 등을 위한 분석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학은 정확하게 표현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 [38], 재인용). 이렇게 STEAM은 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Yakman이 만든 로고 (Figure 4)를 통해서 잘 파악할 수 있다. 로고의

STE@M은 ‘수학을 바탕으로 과학, 공학, 기술을 통하여 힘을 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 
! 

! 
! 

! 
! 

! & ! 
! ! 

! ! ! 

! 

Figure 4. STEAM logo; STEAM 로고 [46]

Yakman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에 대한 정의와 각 학문에 포함되는 하위 영역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하였는데 (Table 7 참고), 이때 STEM과 예술 교과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38]. STEAM에서의 Arts(예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Arts를 좁은

의미에서는 미술 및 음악 과목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Arts는 원래 어원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 볼 때 이것이 Arts에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Figure

5 참고). Fine arts는 미술로서 예술에서 가장 폭넓고 중요한 영역이며, Language arts는

언어로서 국어 시간 등에 하는 발표, 토의 등의 의사소통 영역이며, Liberal arts는 교양 및

인문으로서 역사, 사회, 지리 등의 영역이며, Physical arts는 체육으로서 신체로 표현하는 예술

영역이며, Practical arts는 실과로서 초등학교의 실과에 해당하지만 지금은 기술로 확장되어

초등 기술 및 중등 기술로 쓰이기도 한다 [18]. Yakman은 실과영역인 Practical Arts를 Arts

로 분류하지 않고, T인 기술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S, T, E, A, M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STEAM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다 (Figure

6). 이 피라미드는 총 다섯 단계로 표현되어 있으며, 아래 단계에서부터 STEAM 교육에 이르

기까지 필요한 영역들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단계는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EAM 피라미드의 가장 낮은 단계인 ‘내용영역 (Content Specific)’은 교과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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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eature of each section by Yakman; Yakman이 제시한 각 영역의 특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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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term of Arts on narrow and wide meaning on STEAM; STEAM 교육에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예술 (Arts) 용어 [18]

세부적으로 학습되는 수준의 교육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엄격하게 깊이 연구하게 된다. 연구는 같은 분야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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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TEAM pyramid; STEAM 피라미드 [45]

분야 간에 팀을 이루어 수행될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과 그 이상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다.

보다 높은 ‘학문영역 (Discipline Specific)’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학문의 분야를 중점

적으로 학습하는데, 이때 다른 과목들은 상황적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과목이 된다. 이 단계는

한 교과 영역의 학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다루되 중심이 되는 분야에 대해

깊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중등교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세 번째 단계인 ‘다학문

(Multidisciplinary)’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특정 학문들의 영역에 대해 배우고,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알게 된다. 실제로 연관성을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단원을 구성하는 것인데, 교사는 수업을 설

계할 때 테마교육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테마에 집중되지 못한 분야들은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모두 그럴 필요는 없다. 또한, 모형에서 STEM과 A를 구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STEM이 핵심 분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예술의

각 분야는 점점 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Yakman은 이에 대해 예술을 제외한

교육은 학생들이 현실적 맥락과 관련시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계의 교육은 현재의 과도기적인 중학교 교육에 적합하다고 한다.

네 번째 단계인 ‘통합 (Integrative)’은 계획된 통합으로 STEAM 교육으로 나타내어진다.

이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교수에 의해 넓은 영역의 분야와 이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공부하게 된다. 교사들은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가르치거나 한 주제에 대하여 넓은 시야를 포함해 가르칠 수 있다. 교사 팀은 학생들이 다른

특정 분야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 그들의 전문지식의 분야의 범위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따라서 Yakman은 이러한 STEAM 의 통합적 수준의 교육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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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교육에 가장 적합하나, 모든 수준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장 높은 단계는 ‘전체 (Life-Long)’으로서, 전체론적인 관점과 연관된다. 이는 인간이

의도되지 않고 피할 수도 없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는 인간의 내-외적인 면에 즉,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이

교육은 개개인의 관점이 각기 다르므로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전해질 수 있다 [37]. 일반적으로,

Life-long education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단계는 특정 학교급

보다 전체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5 우리나라의 STEAM교육

우리나라는 1980년에 제4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통합교육이 처음 출현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간학문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3개의 통합교과가 운영되고 있다 [38].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요 16대 과제 중

하나로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교육을 선정하였다. 2011년 과학 분야

업무 계획의 주요 골자로 ‘교육과 과학의 시너지 창출’을 내세우며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토대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강화 계획을 발

표하였다 [36]. 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STEAM 교육을 ‘융합인재교육’으로 명명하였다

[20]. 다음 Figure 7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융합인재교육이란 무엇인지 개념도를 통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개념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STEAM 교육은 과학, 수학의 이론을

공학과 기술로 실생활과 연계 활용하여 예술로 감성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STEAM 교육은 지식을 왜 배우는지, 어디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하여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STEAM 교육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김진수 [16]가 제시한 통합 모형은 다음 Figure 8과 같다. 모형 1은 연계형, 모형 2는

통합형, 모형 3은 융합형으로 제시하였다. 모형 1은 기술을 중심으로, 과학, 공학, 수학, 예술을

통합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형 1은 Yakman이 주장한 STEAM의 정의와 달라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던 Yakman이 제시한 STEAM의 정의는 ‘과학과 기술은 모든 수학적 요소에 근거하여

공학과 예술을 통하여 얻는 해석’이라 하였다 [45]. 그러므로 모형 1의 중심에는 수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김진수 [16]의 연구가 기술교육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진수 [16]는 이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창의적인 STEAM 교육을 위해서 STEAM

큐빅모형을 제시한다 (Figure 9). X축은 Figure 8에서 사용한 것처럼 학문의 통합 방식에

따라 접근하였다. X축의 요소는 다학문적 접근 (연계형), 간학문적 접근 (통합형), 탈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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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TEAM key map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의 융합인재교육 (STEAM) 개념도 [22]

!  ! !&

Figure 8. The integration model for STEAM education; STEAM 교육을 위한 통합모형 [16]

접근 (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Y축은 학교급에 따라 접근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분류하였으며, Z축은 통합요소에 따라 활동중심, 주제중심, 문제중심, 탐구중심, 흥미

중심, 경험중심, 기능중심, 개념중심, 원리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Figure 9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요소가 창의성이라는 구를 깨뜨리고 나왔다는 것이다. 즉, STEAM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STEAM 교육을 창의적

융합인재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 모형들에 대해 살펴보자.

!  ! !&

Figure 9. STEAM cubic model; STEAM 큐빅 모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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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EAM program Types; STEAM 프로그램 유형 [8]

김진수가 제시한 통합 모형에서 모형 1인 연계형 (다학문적 통합)을 교과별로 세분화하였다

(Table 8 참고). 각각의 프로그램 명칭을 범주화하여 S-STEAM, T-STEAM, E-STEAM, A-

STEAM, M-STEAM, CHA-STEAM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

든 교과는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 필요하며, M-STEAM

은 우리가 마치 ‘역전앞’이라고 잘못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CHA-STEAM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 등에 관련 교사들이 주제 중심의 STEAM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말

하며 방과 후 학교 및 비형식적 교육 활동에 활용된다. ‘CHA’는 창의적 체험활동인 Creative

Hands-on Activity의 머리글자를 인용하여 명명하였다 [17]. 여기서, CHA-STEAM은 연

계형에서 분류되었지만, 김진수 [17]의 모형에 따라 세부사항을 제시한 허형구 [8]의 논문에

서 통합모형의 모형 2(통합형)나 모형 3(융합형)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CHA-STEAM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CHA-STEAM은 연계형으로 분류하기보다 다양한

통합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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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육을 창의성에서 출발하는 교육으로 보고 창의성을 강조하여 모형을 나타낸

것을 살펴보자. John은 STEM 교육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는 창의력과 밀

접한 부분으로서 STEM과 같이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예술 (Arts)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8].

백윤수, 박현주, 김영민, 노석구, 박종윤, 이주연, 정진수, 최유현, 한혜숙 [2]은 융합인재교육

(STEAM)을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창의적 설계란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감성적 체험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학생이 학습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욕구,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에서 발견하는 선순환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 실정에

맞는 STEAM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연구를 수행했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과학기술공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 효능감 등의 극대화

및 창의, 인성 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융합인재교육의 유형인 4C-STEAM 유형을 제안한다.

4C-STEAM 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은 융합적인 지식 및 개념 형성 (Convergence)과

창의성 (Creativity)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 (Communication)하며 배려 (Caring)하

는 것이다 [29]. 이효녕 [27]은 4C-STEAM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다. 배려 (Caring)는 자기애, 자신감,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 존중,

다문화 이해 등과 같은 사회적 감성학습요소이다. 창의 (Creativity)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문제확인 및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의사결정능력, 평가능력 등의 요소를 말한다. 소통

(Communication)은 언어적 소통, 시청각적 소통, 학문적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소통하는

태도, 협력하는 요소를 말한다. 융합 (Convergence)은 STEAM 융합 지식 이해, 융합 지시

설계 능력, 융합 지식 활용 및 응용 능력, STEAM 외의 맥락적 지식 (언어, 사회, 문화, 윤리,

경제 등)의 이해, 설계 활용 등의 요소를 말한다.

4 요약,논의및제언

지금까지 통합교육에서 MST 교육, STS 교육, STEM 교육, STEAM 교육을 살펴보았다.

이 교육들은 모두 기술교육의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전개되어진 교육이다. 우리나라에 STEM

교육, STEAM 교육이 소개되면서 수학교육에서도 STEAM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학교육 관점에서 본 이 네 가지 교육들을 살펴보고, 제언을 제시

하고자 한다.

먼저, MST 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교육개혁론자들에 의해 Industr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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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과학과 수학의 내용을 통합할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유는 현실세계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세 교과를 통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발점이 세 교과가 동등하게 통합된 것이 아니라, 기술에 과학과 수학을 첨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의해 각

교과가 따로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므로 통합교육이 시도는 되었으나 수학, 과학, 기술이

통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학이 중심이 아니었고, 기술 중심이어서 수학교육계에서의

큰 반향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MST 교육에서 수학을 다른 두 과목과 동등하게 다루려고 노력했다고 본다면, STS

교육에서 수학은 사회에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따로 수학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래서 MST 교육보다 STS 교육에서 수학의 입지는 더욱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STS 교육 역시 실제로는 기술교육에서 기술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8],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교육의 관점에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STEM 교육은 공학과 기술을 방법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수학, 과학의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였다. 즉, STEM 교육은 수학과 과학 교과를 학생들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공학과

기술을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전의 통합교육보다

수학의 입지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STEM

교육과는 달리 Figure 3에서처럼 일반적으로 기술을 중심으로 수학, 과학, 공학을 도입한다고

보고 있다. Figure 3의 연구결과는 기술교육에서 STEM 교육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수학, 과학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과 공학을 도입하는 미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STEM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바탕으로 공학과

기술을 학습한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수학과 과학이 다른 교과를 위한 기본 교과라고

생각하고 특히 수학은 모든 과학을 위한 기본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의 STEM 교육은 여전히 응용부분에 초점을 둔 통합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STEAM 교육은 기존의 STEM 교육을 잘 시행하기 위해 예술 (Art)을 이용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Yakman에 의하면 STEAM 교육은 과학과 기술은 모든 수학적

요소에 근거하여 공학과 예술을 통하여 얻은 해석이라고 본다. 즉, Figure 4에서처럼 수학을

바탕으로 과학과 기술을 탐구하는 데 공학과 예술을 방법으로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수학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전의 MST 교육, STS 교육, STEM

교육과는 다른 것이다. 이전의 통합교육들이 수학에 근거하여, 수학에 기초하여 통합교육

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STEAM 교육은 확실하게 수학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STEM 교육에서 추가된 예술 (A)은 인간의 언어적 행위 표현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학은 보편적인 기초 언어의 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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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으며, 언어학습의 기본이자, 정교한 언어로서 문화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술이 도입되면서 더더욱 수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술교육에서 STEAM 교육을 생각할 때, 다섯 개의 교과가 통합이 된다면 Table 8처럼 각

교과를 중심으로 STEAM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는 Figure 9처럼 연계형은 기술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Yakman의 주장대로 STEAM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교과의 수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수학교과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STEAM

교육은 수학적 요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수학이 각 교과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STEAM 교육은 일반적으로 융합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학, 수학은

이론 개념적으로, 공학, 기술은 실생활 연계 활용, 적용을 위해, 예술은 감성적 측면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수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융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수학교육 측면에서 이러한 STEAM 교육과 같은 이론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수

학교육에서는 Freudenthal [7]이 수학적 개념, 구조, 아이디어 등의 본질이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 세계의 현상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견되어왔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주장을

‘교수학적 현상학’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리하여, 현실세계를 현상을 수학자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손질하여 새로운 것, 즉, 본질로 조직해내는 조직화 활동을 수학화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현상이란 현실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수학적인 경험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3.4

STEAM 교육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TEAM 교육을 도입한

배경은 수학화의 도입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Polya의 문제해결과도 유사하다. Polya

역시 수학교육의 목적으로 수학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10]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STEAM 교육의 도입배경에는 미국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학생

들의 이해를 돕고, 국제대회 (예를 들면, PISA나 TIMSS)의 수학, 과학 분야의 부진한 성적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왜 배우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해하여

학습의 흥미와 즐거움을 돋우고자 하는 데 있다. 즉, 미국은 인지적인 측면에, 한국은 정의적인

측면의 향상을 위해 STEAM 교육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입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에 적용하는 형태나 활용방안은 미국의 STEAM 교육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목적의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실생활 문제해결을 위해

STEAM 교육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다.

Maes [35]와 John([38], 재인용)이 언급한 것처럼 STEM 교육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되

기 위해서 예술이 도입되어 STEAM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의 STEAM

교육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STEAM 교육에서 창의성을 좀 더 중요하게

다룬다고 볼 수 있다. Figure 9에서 보듯이 STEAM 교육은 창의성의 알을 깨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창의성을 강조한 CHA-STEAM 교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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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STEAM 교육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설계를 다루고 있다. 다음

Table 9는 김진수가 제시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창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ƝʿƘ˞�ʅƬ ǌǤ ́ˈɱ�ƚȓ
˟ ˼� ���� ����;
˟ ˼ ���� ����; Ɂ˟͒ƒ˅�ǧǖ�́ˈ˙�ʈ̅
˟ ˼� ���� ����; ́ˈȒˈ�͏ʗ
˟ ˼� ���� ����; ́ˈ˙�͜ͅȒ
˟ ˼� ���� ���; ́ˣ˙ˊ�ɤȇ
˟ ˼� ��� ����; ́ˣ˙ˊ�ɤȇ
˟ ˼� ���� ���; ́ˈɱ�ʇ˕˅�ʽ͍�͌ɫˮʉ�ƝʿƘ˞

Ɖ˞���� ��� ���; ́ˈɱ˅�ɌͰ͋ǖ�ɤȇ
Ɖ˞���� ���; ́ˈ˙�͙̊ͧǨ ˅�ʇɯ͏ͺ ͻ

ͅ� ƟƀƝʿƘ˞�Ɂɬʡ�ƻ̪ƽ�́ˈɱ� ��� �3�4�

Table 9. Creativity on Korea national curriculum;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창의성 [16]

지금까지 수학교육 측면에서 MST 교육부터 STEAM 교육까지를 살펴보았고, STEAM 교육

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데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논하였다. 대부분의 통합교육의

출발점이 기술교육이었던 탓에 수학교육 측면에서 평가하는 연구가 기술교육에서 한 연구에

비해 많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학교육과정에서도 STEAM 교육이 다루어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주제보다 우리가 왜 STEAM 교육을 도입해야하는지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고, 기존의 교육이나 미국의 STEAM과 우리가 시행해야할 STEAM 교육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잘 따져 STEAM 교육을 적재적소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

면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모형, 방안제시, 유형분석 등 이론적인 측면만 제시하고 있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례연구나 실험연구들이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STEAM 교육을 도입하려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STEAM 교육 연구가 기술교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합교과의

중심인 수학교과에서 다양한 교과와의 통합, 융합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STEAM 교육을 시행해보고 얻은 장단점을

따져 우리나라에 적합한 STEAM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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