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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학계에서는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융합을 모색하는 것이 화두

가 되고 있다. 융합이란 둘 이상의 다른 이질적인 영역이 상위 체계의 

원리나 목적에 따라 함께 결합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문의 체계는 분화되어 정립된다

고 가르쳐져 왔으나 학습자의 생활 경험 세계는 융합된 세계이며, 

이를 이해하는 데에 융합된 학문적 경험이 의미가 있다(Ok, 2016). 

미래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더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며 지금과 다

른 더 큰 융합된 능력을 요구할 것이다.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하고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는 교육이며, 교육

을 통해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 될 수 있다(Kim & Kim, 2017). 

융합교육은 새롭게 나타난 교육 풍조가 아닌 과거 198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과학-기술-사회(Science-Technology-Society; STS) 

교육의 토대 위에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첨단 공학과 기술, 그리고 

예술 분야의 융합을 강조한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Kwon 

& Ahn, 2012). STS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1980년부터 과학, 기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과학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며 교과와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MOE, 1997), 1990년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

표로 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과의 통합을 강조하는 미국의 STEM

교육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예술을 포함한 STEAM 교육이 2011년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수행되었다(Maeng & Son, 

2019). 융합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는 그리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융합교육을 통

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융합인

재교육(STEAM)을 강조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융

합형’ 인재 양성을 중점목표로 내세우면서 국가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실행을 더욱 장려하고 있다(Lee, & Song, 

2019).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근본적

으로 개혁하자는 취지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Kang et al.,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은 기존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2011년 전후의 과학교육분야에서의 융합교육 연구동향의 변화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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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과학’이 가졌던 문제점들을 보완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준의 

통합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Song et al., 2014), 기존 과학과의 구

성 영역을 통폐합하거나 융합하여 다양한 핵심 개념들을 포함한 새로

운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및 탐구 경험을 

통하여 과학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였다(MOE, 2015; Maeng 

& Son, 2019).

융합교육의 일련의 흐름 속에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확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된 다양한 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

여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 추이를 객관적 기준 아래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Kim & Kim 2014). 연구 추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 관련 연구 성과물을 선정하

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연구 성과물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는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특정분야의 학술지를 선별한 후 

검색어를 통한 선정 방법이 있다. 국내 연구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를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한국학술정보원(KISS),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 국회도서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누리미디어

(DBpia)등의 검색사이트가 이용되었다(Kwak & Ryu, 2016; Kim & 

Kim, 2017; Chu, 2018). 특정교육분야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는 주로 특정분야의 학술지를 선별하여 연구 성과물을 선정하는 방법

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Kang et al.(2016)은 공학기술분야의 융합교

육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서 발간호부터 2016년 4월까지 공학기술 

관련 국내 5종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Kwon & Ahn(2012)는 

과학교육분야의 융합 및 통합교육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서 2000년부

터 2011년 6월까지 과학교육관련 학술지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초등

과학교육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연구 성과물 분석 방법은 연구자가 사전에 일정한 범주를 

정해 두고, 각 범주별로 대상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연구자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진 범주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외적타당성이 제한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Danowski, 1993).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내용분석 연구가 수행되어지

고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이 의미 네트워크 분석이다(Kim & Kim, 

2014; Jeon, et al., 2018). 최근 특정분야의 동향 연구 방법론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 방법을 통해 학문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있다(Kim, et al.,, 2016; Lee, et al., 

2017). 과학교육 분야와 융합교육 분야에서도 의미 네트워크 분석방

법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Kim & Kim, 2014; Lee, 

et al., 2017; Jeon, et al., 2018; Jang, et al., 2019; Hong, 2019). 의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텍스트에 대한 구조적 특징과 연결망의 관계를 

파악하여 텍스트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질적이면서도 과학적 객관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적인 연구 방법이 

동시에 적용 가능 하며 개념들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Diesner & Carley, 2005; Kim, 2015; Hong, 2019).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은 새로운 교육 풍조가 아니라 STS 교

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1980년도부터 교과와의 통합을 통한 융합교육

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MOE, 1997; Kwon & Ahn, 2012). 이 

후 1990년 미국의 STEM교육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2011년 융합인재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이 수행되었으며(Maeng & Son,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교육 중점 목표가 되면서 

융합교육에 대한 강조가 교육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과학교육분야에서 꾸준히 지속

해 오고 있는 융합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2011년 

이후 융합교육의 연구대상, 내용, 주제연계 등의 연구동향의 변화를 

알아보고, 앞으로 융합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2011년 전후의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

육 연구동향의 변화를 알아보고, 융합교육 연구에 대한 교육적 시사

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과학교육분야의 융합교육에 대

한 선행연구와 2011년 전후의 융합교육 연구들을 논문 발행 편수, 

연구대상, 연구내용, 주제연계, 키워드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키워드 

분석은 특정 분야의 연구동향을 알아보는데 많이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분석대상 논문 

국내 과학교육분야의 융합교육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문헌 조사 및 내용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

였다(Cho & Nam, 2017). 과학교육분야의 관련 학술지를 선정하고 

융합교육 관련 연구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과학교육분야 관련 학술

지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초등과학교육, 과학교육연구지, 현장과학

교육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대상 학술지는 KCI 등재된 학술지이며 

과학교육 전반에 관한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고, 최근 10년간 꾸준하

게 1년에 3회 이상 발행되고 있는 과학교육분야 학술지이다. 연구대

상 논문 검색은 학술논문검색사이트(KCI, RISS)와 관련 학회 홈페이

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과학교육분야 융합교육 연구동향 선행 연구

(Kwon & Ahn, 2012)와의 비교를 위해서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

지 8년간을 연구 분석대상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선행 대상 연구는 

2000년도부터 2011년도 6월까지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초등과학교육 

학술지에서 발행한 융합교육관련 논문 110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연구대상 논문 선정은 먼저 학술논

문검색사이트(KCI, RISS)의 학술지 내 검색을 하고, 다음으로 학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논문 제목을 확인하여 제외된 논문이 없도록 하였

다. ‘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논문 제목과 검색을 통해서 연구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논문 초록과 내용을 재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

를 통해서 최종 118편 논문을 선정하였다. Table 1은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학회지에 발행한 논문 편수 및 분석대상 논문 편수를 

나타낸 것이다. 학술지 중에서 융합교육관련 논문 발행 비율은 과학

교육연구지가 14.6편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과학교육 9.5편, 현장과

학술지명 발행 논문 수 대상 논문 수 비율

한국과학교육학회지 658 34 5.2

초등과학교육 337 32 9.5

과학교육연구지 247 36 14.6

현장과학교육 220 16 7.3

전체 1462 118 8.1

Table 1. Number of papers analyzed in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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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 7.3편, 한국과학교육학회지 5.2편으로 나타났다. 과학교육분

야 융합교육관련 논문 발행 비율은 8.1편이다. 

2. 분석준거

과학교육분야 융합교육 연구동향 선행 대상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서 Kwon & Ahn(2012)이 사용한 분석준거를 사용하였다. 먼저 Kwon 

& Ahn(2012)의 분석기준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분석을 하고, 기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논문들을 고려하여 Table 2와 같이 분석 기준

을 정하였다. 선행 연구와 비교할 융합교육 연구동향 분석 내용은 

융합교육 논문 발행 편수, 연구대상, 연구내용, 주제연계, 키워드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학생, 교사, 일반, 문헌으로 나누었다. 학생은 유

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하였고, 교사는 예비 

교사, 현직 교사로 구분하였다. 일반에는 일반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문헌에는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교과서 등이 포함된다. 연구내용

은 Kwon & Ahn(2012)과 Kwak & Ryu(2016)의 분석준거를 참고하

여 이론연구, 인식연구, 효과연구, 개발연구로 나누었다. 

이론연구는 기존의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논문이다. 예를 들면 융합교육에 대한 이론 및 모델, 연구동향, 메타분

석, 교육과정, 교육정책 등의 논문이다. 인식연구는 연구대상을 선정

하고 설문지 또는 사례 등을 통해 대상의 정보, 실태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논문이다. 예를 들면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실태, 

교사 연수, 수업 사례 등의 논문이다. 효과연구는 실험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변화를 목적으로 수업을 설계한 후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하

는 논문이다. 예를 들면 융합교육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한 논문이다. 개발연구는 융합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

거나 개발 적용한 논문이다. 이를테면 연구결과에 융합교육관련 프로

그램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논문이다.   

3. 분석방법

내용분석과 관련한 분류 작업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선별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틀에 따른 연구

자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통해 내적합치도를 높여 분석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Kwon & Ahn, 2012). 분석대상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석자간 일치를 검토하였다. 분석준거를 근거로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15편의 논문을 1차 코딩 한 후에 2명의 분석자간 일치

도를 검토하였다. 15편의 논문에 대한 1차 코딩 일치율은 약 80%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및 협의를 

통해서 나머지 코딩작업을 진행하였다. 2차 코딩 작업에서는 95%의 

일치율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코딩을 하였다. 

논문 분석은 선행 대상 연구와 비교하여 논문발행 편수, 연구대상, 

연구내용, 주제연계, 키워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와의 비

교는 기간으로 나누었다. 선행 연구 기간은 2000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를 ‘A기간’로, 분석대상 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를 

‘B기간’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와 분석대상 논문의 편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단일 변인에 대한 

단순 빈도분석뿐만 아니라, 연구대상, 연구내용, 주제연계와 두 기간

을 변인으로 하는 교차분석을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

고자 하였다. 주제연계 분석은 선행 연구와 분석대상 연구에 공통적

으로 나타난 주제연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공학/기술’ 교과를 분석대상에서는 공학/기술에 실과를 포함하여 ‘공

학/기술/실과’ 교과로 하였고, ‘사회’ 교과 분석대상에서는 사회에 도

덕, 역사를 포함하여 사회/도덕/역사 교과로 묶었다. 

논문 키워드는 연구자가 제시한 논문 초록에 있는 키워드를 사용하

였다. 논문 키워드 분석은 의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의

미 네트워크 분석은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단어 정재

화 작업에서는 의미를 고려하여 띄기와 붙이기를 하였고, 유사한 단

어는 통일화를 하였다. 예를 들면 과학교육, 수학교육을 과학 교육, 

수학 교육 등으로 띄기를, 교육 과정, 구성 주의, 의사 소통은 교육과

정, 구성주의, 의사소통으로 붙이기를 하였다. 과학적, 탐구적, 생태

적, 구조적 등에서는 적을 생략하였다. 의미가 중복되는 융합인재교

육(STEAM), 사회-과학-기술(STS), 놀이기반탐구(PBI), 사회과학이

슈(SSI) 등은 STEAM, STS, PBI, SSI 등으로 통일하였다. 키워드에 

대한 정재화 작업을 한 후에 전체 단어에 대한 네트워크 중심화지표

영 역 내 용

발행 연도   2000년∼2011년(Kwon & Ahn, 2012), 2012년∼2019년

연구대상

학생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예비 교사, 현직 교사

일반 일반인, 전문가

문헌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교과서 등

연구내용

이론연구
문헌적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논문 

예) 이론 및 모형, 연구동향, 메타분석, 교육과정 및 정책 등

인식연구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설문지 또는 사례 등을 통해 대상의 정보, 실태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논문 예) 융합교육의 이해 

및 인식, 실태, 수업사례 등

효과연구 실험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변화를 목적으로 수업을 설계한 후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논문 예) 융합수업의 효과 등

개발연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하여 적용한 논문 

예) 프로그램 개발, 도구 개발 등

주제연계
과학 내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통합 과학, 진로, 환경

과학 외 공학/기술/실과, 국어, 예술(음악, 미술), 사회/도덕/역사, 수학, 체육

Table 2. Criteria for analysis by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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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degree centralization index) 및 논문 키워드들 간의 구조적 

네트워크를 조사하였다. 분석한 데이터를 클라우드(cloud), 

2D-Spring로 시각화하였다. 논문 키워드 상위 20개 단어의 동시 출현 

빈도,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또한 심층적인 논문 키워드 간의 구조적 

네트워크를 조사하기 위해 구조적 등위성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등위성 분석방법은 상관 관계를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상관관계가 높

은 집단들로 블록화 하는 반복상관관계수렴(CONCOR) 방법을 활용

하였고, 그 결과를 MDS(multidimensional scaling)로 시각화하여 나

타냈다. 

Ⅲ. 연구 결과

1. 2011년 전후의 융합교육연구 편수 변화

국내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

해 과학교육 관련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융합교육관련 논문 편수를 

조사하였다. 국내 과학교육 관련 학술지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초등

과학교육, 과학교육연구, 현장과학교육지 4개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Fig. 1은 Kwon & Ahn(2012)이 2000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이하 A기간) 조사한 논문 게재 편수와 연구자가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이하 B기간) 조사한 논문 게재 편수를 비교하여 나타

낸 도표이다.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관련 논문은 A기간에서는 

2005년도 19편, 2010년도 15편, B기간에서는 2013년도 19편, 2014년

도 20편으로 많이 발행되었고, 반면 적게 발행된 연도는 A기간에서는 

2000년도 4편, B기간에서는 2012년도 9편이다.   

융합교육관련논문 비율은 A기간의 경우 12년 동안 1,340편중에서 

110편으로 8.2%이고, B기간의 경우 8년 동안 1,462편중에서 118편으

로 8.1%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 8.0%이상 비율로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연구되어왔다. A기간에는 2000년

대 중반까지 과학과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한 논문 편수가 꾸준

히 증가했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논문 편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Kwon & Ahn, 2012). B기간에서는 2012년도부터 

증가했다가 다시 2015년부터 낮아지고 2017년부터 다시 서서히 증가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융합인

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MEST,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

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과정 중점 목표로 한 교육과정

의 실행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MOE, 2015, Kang, et al., 2016). 급변

하는 미래 사회는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융합인재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미래 사회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융합교육이 될 수 있다(Kim & Kim, 

2017). 

2. 2011년 전후의 연구대상의 변화

연구대상을 학생(유, 초, 중, 고, 대), 교사(예비, 현직), 문헌, 일반으

로 나누었다. Table 3과 4는 연도별 연구대상의 논문 편수를 나타낸 

것이다. A기간의 학생 대상은 83편(64.3%), 교사 27편(20.9%), 문헌 

18편(14.0%), 일반 1편(0.8%)이었다. 학생 대상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38편(29.5%), 중학생 25편(19.4%), 고등학생 19편(11.1%), 유아 1편

(0.8%)으로 나타났다(Table 3). B기간에서는 학생 대상은 72편

(57.1%), 교사 26편(20.7%), 문헌 25편(19.8%), 일반 3편(2.4%)이었

다. 학생 대상별 특징을 보면 초등학생이 46편(36.5%)으로 가장 높았

고, 중학생 10편(7.9%), 고등학생 14편(11.1%), 대학생 2편(1.6%)으

로 나타났다(Table 4). 과학교육분야 융합교육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술교

육분야의 융합교육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Park, 2018)로 나타났다. 

교사 대상은 A기간과 비교하여 현직 교사 22편(17.5%), 예비 교사 

4편(3.2%)으로 상대적으로 현직 교사보다 예비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편수가 적었다. Kwak & Ryu(2016)의 융합교육 연구동

향과 비교해도 예비 교사 비율은 낮은 수치이다. 공학기술교육분야의 

융합교육 연구(Kang, et al., 2016)에도 예비 교사 대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연구대상별 비율을 A와 B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나타

낸 도표이다. A와 B기간의 학생 대상을 보면 초등학생 대상 비율은 

높은 반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비율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과학교육분야 융합교육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는 두 기간 모두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두 기간 모두 융합교육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초등학교는 담임교

 (a) A period (b) B period

Figure 1. Number and percentage of convergence education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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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 여러 교과의 수업이 운영되고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재구성

이 보다 자유롭기 때문으로 보인다(Park, 2018). 교사 대상을 보면 

A기간보다 B기간에서 현직 교사 대상은 증가한 반면에 예비 교사 

대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과 일반 대상은 A기간보다 B기

간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와 B기간별 연구대상에 대한 차이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

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A와 B기간별 연구대상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 χ2 =18.379, df=8, p=0.019(p<0.05)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와 B기간에 따라 

연구대상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를 가장 

크게 드러낸 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고, 그 외에 차이는 현직교사

와 예비교사이다. A기간과 비교하여 B기간에서 초등학생의 연구대

상 비중이 증가하고, 중학생의 연구대상 비중이 감소하였다. 또한 B

기간에서 현직교사의 연구대상 비중이 증가하고, 예비 교사의 연구대

상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융합교육이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경험한 융합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B기간을 보면 오히려 초등학생 대상 연구가 증가하고 중등학

생 대상 연구가 감소했다. 이것은 앞으로 과학교육분야의 융합교육에

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융합적 사고가 교육적 경험에 의해 

확장되고 심화되는 가운데 더욱 신장될 수 있다고 볼 때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ark, 

Figure 2. Research subjects by period A and B

연구대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

유아 0 0 1 0 0 0 0 0 0 0 0 0 1 (   0.8) 

초등학생 0 3 2 0 5 8 1 4 6 4 4 1 38 ( 29.5) 

중학생 2 4 0 0 5 3 4 0 3 2 1 1 25 ( 19.4) 

고등학생 0 4 2 2 5 3 0 1 0 2 0 0 19 ( 14.7) 

예비교사 0 2 0 0 0 2 1 1 0 0 5 1 12 (  9.3) 

현장교사 1 3 1 1 1 4 0 0 0 1 3 0 15 ( 11.6) 

문헌 1 4 1 3 2 2 1 0 0 2 1 1 18 ( 14.0) 

일반 0 0 0 0 0 0 0 0 0 0 1 0 1 (   0.8) 

합 4 20 7 6 18 22 7 6 9 11 15 4 129 (100.0) 

Table 3. Number of papers subject to study by year in period A(Kwon & Ahn, 2012)

연구대상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

초등학생 1 14 7 6 5 3 6 4 46 ( 36.5) 

중학생 0 2 0 0　 2 2 2 2 10 (  7.9) 

고등학생 2 1 4 2 0 1 1 3 14 ( 11.1) 

대학생 0 0 0 　0 0 1 0　 1 2 (   1.6) 

예비교사 1 0 0 1 0 1 0 1 4 (   3.2) 

현장교사 3 2 5 3 3 0 2 4 22 ( 17.5) 

문헌 3 1 6 3 2 4 3 3 25 ( 19.8) 

일반 0 0 0 1 0 0 0 2 3 (   2.4) 

합 10 20 22 16 12 12 14 20 126 (100.0) 

Table 4. Number of papers subject to study by year in perio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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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을 담당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B기간에서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융합교육의 인식(Lee, et al., 2012), 연수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Hahn, et al., 2016; Lee, et al., 2018), 수업사례(Chae & Noh, 2015; 

Jung & Shin, 2018) 등의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예비 교사는 미래에 융합

교육을 담당할 주역들로 이들의 융합교육 역량이 미래 융합교육의 

성공을 가늠할 것이다. 미래 융합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융

합교육에 대한 예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Choi, et al., 2015; Kim 

& Jeon, 2019).    

3. 2011년 전후의 연구내용의 변화

연구내용을 이론연구, 인식연구, 효과연구, 개발연구 4개의 영역으

로 나누었다. Table 6과 7은 연도별 연구내용의 논문 편수를 나타낸 

것이다. A기간의 연구내용은 효과연구 57편(50.0%), 인식연구 28편

(24.6%), 이론연구 18편(15.8%), 개발연구 11편(9.6%)순이었다

(Table 6). B기간에서는 개발연구 41편(34.7%), 인식연구 29편

(24.6%), 효과연구 27편(22.9%), 이론연구 21편(17.8%)이었다(Table 

7). A기간과 비교하여 B기간에서 개발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인

식 및 효과연구는 비슷하게 연구되었다. B기간 내에 연구내용의 주제

들을 살펴보면 융합수업 연구가 62편(52.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과정⋅정책 연구 17편(14.4%), 수업사례 연구 11편(9.3%), 융합

교육의 이해 및 인식연구 8편(6.8%), 연구동향, 이론모형 5편(4.2%), 

교사연수 4편(3.4%), 메타분석 연구, 평가도구 개발연구가 3편(2.5%)

으로 나타났다. 

Fig. 3은 연구내용별 비율을 A와 B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나타

낸 도표이다. A와 B기간의 연구내용을 보면 B기간에서 효과연구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개발연구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연

구 및 인식연구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A기간에서는 융합 연구 주

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 한 후, 해당 자료를 투입하는 일련의 과정

을 통해 연구 문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경향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Kwon & Ahn, 2012). 

A와 B기간별 연구내용에 대한 차이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

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A와 B기간별 연구내용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 χ2 =28.379, df=3, p=.000(p<0.05)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A와 B기간에 따라 연구내용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를 가장 크게 드러

기간
전체

A B

연구

대상

유아
빈도 1 0 1

% 0.8 0.0 0.4

초등학생
빈도 38 46 84

% 29.5 36.5 32.9

중학생
빈도 25 10 35

% 19.4 7.9 13.7

고등학생
빈도 19 14 33

% 14.7 11.1 12.9

대학생
빈도 0 2 2

% 0.0 1.6 0.8

예비교사
빈도 12 4 16

% 9.3 3.2 6.3

현직교사
빈도 15 22 37

% 11.6 17.5 14.5

일반
빈도 18 25 43

% 14.0 19.8 16.9

문헌
빈도 1 3 4

% 0.8 2.4 1.6

전체
빈도 129 126 255

% 100.0 100.0 100.0

χ2(df) 18.379(8)*

*p < 0.05

Table 5. Cross-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by period A 

and B

연구내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

이론연구 1 3 1 2 2 1 1 1 1 2 2 1 18 ( 15.8) 

인식연구 1 4 1 1 0 6 2 1 2 2 8 0 28 ( 24.6) 

효과연구 2 6 4 2 8 11 4 3 6 4 4 3 57 ( 50.0) 

개발연구 0 1 0 1 3 3 0 1 0 1 1 0 11 (  9.6) 

합 4 14 6 6 13 21 7 6 9 9 15 4 126 (100.0) 

Table 6. The number of papers in the research content by year in period A(Kwon & Ahn, 2012)

연구내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

이론연구 3 1 4 3 2 4 3 3 21 ( 17.8) 

인식연구 4 3 5 5 2 2 5 3 29 ( 24.6) 

효과연구 1 9 3 2 5 3 2 2 27 ( 22.9) 

개발연구 1 6 9 6 3 3 3 10 41 ( 34.7) 

합 9 19 21 16 12 12 13 16 118 (100.0) 

Table 7. The number of papers in the research content by year in perio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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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은 효과연구와 개발연구이다. A기간과 비교하여 B기간에서 효

과연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개발연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국가 

차원에서부터 융합인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융합인재교육의 현장 적용을 위해 현장 

교사들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Kwak & Ryu, 

2016). B기간의 연구 영역 분포를 볼 때, 이론연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A기간에 비해 연구내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융합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융합교육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적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4. 2011년 전후의 주제연계의 변화

주제연계는 과학 내 연계와 과학 외 연계로 나누었다. A기간의 

과학 내 연계는 35편(49.3%), 과학 외 연계는 36편(50.7%)으로 두 

영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내 연계에서는 생활과학 18편

(25.4%), 과학사 9편(11.3%), 통합/융합과학 4편(5,6%), 환경 3편

(4.2%), 진로 2편(2.8%) 순이고, 과학 외 연계에서는 국어 19편

(26.8%), 예술 8편(11.3%), 공학/기술/실과, 수학, 사회, 체육 각 2편

(2.8%) 순으로 나타났다. B기간에서는 과학 내 연계 26편(23.9%), 

과학 외 연계 83편(76.17%)으로 과학 외 연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과학 내 연계에서는 생활과학 9편(9.2%), 통합/융합과학 9편

(9.2%), 과학사 2편(1.8%), 환경 2편(1.8%), 진로 2편(1.8%)순으로 

나타났다. 과학 외 연계에서는 공학/기술/실과 23편(21.1%), 예술 23

편(21.1%), 수학 14편(12.8%), 국어 10편(9.2%), 사회/도덕/역사 7편

(6.4%), 체육 6편(5.5%)으로 나타났다. 

Fig. 4는 주제연계를 과학 내와 과학 외 연계로 구분하고 A와 B기

간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과학 내 연계에서 

A기간에서는 생활과학, 과학사가 주제연계가 높은 반면 B기간은 생

활과학, 통합/융합 과학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 외 연계에서 A기간에

서는 국어 주제연계가 높고, B기간에서는 공학/기술/실과, 예술의 주

제연계가 높은 것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기간에서 A기간보다 

과학 외 연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B기간의 과학 외 연계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A기간과 B기간의 과학교육분야의 융합교육 주

제연계에서 큰 차이점이다. 

A와 B기간별 주제연계에 대한 차이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

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9). A와 B기간별 주제연계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 χ2 =41.707, df=10, p=.000(p<0.05)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A와 B기간에 따라 주제연계가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를 가장 크게 드러

낸 것은 국어이고, 그 외에 차이는 생활과학과 공학/기술/실과이다. 

A기간과 비교하여 B기간에서 국어의 비중이 감소하고, 공학/기술/실

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B기간에서 공학/기술/실과가 증가한 

영역
기간

전체
A B

연구

내용

이론연구
빈도 18 21 39

% 15.8 17.8 16.8

인식연구
빈도 28 29 57

% 24.6 24.6 24.6

효과연구
빈도 57 27 84

% 50.0 22.9 36.2

개발연구
빈도 11 41 52

% 9.6 34.7 22.4

전체
빈도 114 118 232

% 100.0 100.0 100.0

χ2(df) 28.210(3)*

*p < 0.05

Table 8. Cross-analysis of research content by period A 

and B

Figure 3. Research contents by period A, B

(a) Intra-science (b) Extra-science

Figure 4. Subjects related to the research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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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2011년을 기점으로 국가 차원에서부터 과학교육분야의 융합교

육에서 STEAM 교육을 강조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교육분야

에서 A기간의 융합교육은 STS를 강조한 교육이라면 B기간의 융합교

육은 STEAM을 강조한 교육이다. STEAM은 과학, 공학, 기술, 예술, 

수학 주제를 연계하여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STEAM 교육은 기간 B의 STS 교육 보다 공학, 기술을 더 강조하였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5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MOE, 2015). 따라서 공학/기술/실과, 예술, 수학 주제의 연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문학 등을 강조한 주제의 연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2011년 전후의 융합교육 논문 키워드 변화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관련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A

기간은 151개, B기간은 171개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Fig. 5는 논문 

키워드로 사용한 단어를 클라우드(cloud)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

다. 클라우드는 단어를 색과 크기로 시각화하여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Cyram, 2017). A기간에서는 과학, 초등,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효과 등이 핵심 단어라면 B기간에서는 

STEAM, 과학, 프로그램, 초등, 융합, 개발 등이 핵심 단어이다. Table 

10은 논문 키워드로 사용한 단어의 네트워크 중심화지표(network 

degree centralization index) 및 상위 20개 단어의 공출현 빈도, 연결중

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나타낸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화지표는 특정단어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를 나타낸다(Cyram, 2017). A기간의 네트워크 중심화지표는 0.8256

이고, B기간의 네크워크 중심화지표는 0.7278이다. 이는 A기간이 B

기간보다 특정 단어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기간에서 

논문 키워드로 많이 사용한 단어는 과학(94), 초등(50), 학생(38), 중등

(32), 교수학습(31), 태도(30), 수업(29), 프로그램(27), 효과(26)등이

고, B기간에서는 STEAM(92), 과학(64), 프로그램(55), 초등(55), 융

합(44), 개발(35), 학생(34), 창의(28), 효과(28)등이다.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은 A기간의 과학, B기간의 STEAM 및 과학이 높게 나타

났다. A기간에서는 과학이 B기간에서는 STEAM 및 과학이 네트워크

에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기간에서 STEAM, 과학, 프로

그램, 초등, 개발이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것은 STEAM 연구를 텍스

트 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Kim & 

Kim, 2014; Jeon, et al., 2018). 

Fig. 6은 네트워크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연결중심성의 연결강

도(weight)을 5이상으로 설정하여 2D-Spring으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네트워크 구조에서 다른 단어와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높은 

단어는 네트워크상에 중앙에 놓이게 되며, 두 단어 사이의 선이 굵을

수록 상호 관계가 강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Kim & Kim, 2014). A기

영역
기간

전체
A B

주제

연계

생활과학
빈도 18 10 28

% 25.4 9.2 15.6

통합/융합과학
빈도 4 10 14

% 5.6 9.2 7.8

과학사
빈도 8 2 10

% 11.3 1.8 5.6

환경
빈도 3 2 5

% 4.2 1.8 2.8

진로
빈도 2 2 4

% 2.8 1.8 2.2

공학/기술/실과
빈도 3 23 26

% 4.2 21.1 14.4

예술
빈도 8 23 31

% 11.3 21.1 17.2

수학
빈도 2 14 16

% 2.8 12.8 8.9

국어
빈도 19 10 29

% 26.8 9.2 16.1

사회/도덕/역사
빈도 2 7 9

% 2.8 6.4 5.0

체육
빈도 2 6 8

% 2.8 5.5 4.4

전체
빈도 71 109 180

% 100.0 100.0 100.0

χ2(df) 41.707(10)*

*p < 0.05

Table 9. Cross-analysis of research topic by period A and B

(a) A period (b) B period 

Figure 5. Cloud for paper keyword by period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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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학을 중심으로 중등, 통합, 기술, 교사, 수업, 초등, STS, 프로

그램, 학생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면, B기간은 STEAM을 중심

으로 초등, 수업, 학생, 교수학습, 창의, 과학, 융합, 프로그램으로 네트

워크를 이루고 있다. A기간에서는 과학을 중심으로 초등, 중등 학생 

수업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B　기간에서는 STEAM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수업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A기간에서 초⋅중등학

생들의 과학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

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B기간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창의성 신

장을 위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

졌다. B기간의 STEAM이 A기간의 STS와 다르게 네트워크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의 큰 변화라 볼 수 있

다. 융합교육이 7차 교육과정에서 과학, 기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과학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며 교과와의 통합은 부분적으로 이루었지

만(MOE, 1997) STS 교육이 과학교육분야에 중심이 되지는 못하였

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STEAM 교육을 강조하였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국가차원

의 융합교육 실행을 더욱 장려하면서(Lee, & Song, 2019) 융합교육에 

대한 입지가 크게 달라지고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A period (b) B period 

Figure 6. Network for paper keyword by period A and B

순 A기간 빈도
연걸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순 B기간 빈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과학 94 0.9400 0.3497 1 STEAM 92 0.8235 0.2137 

2 초등 50 0.6133 0.0817 2 과학 64 0.7118 0.1366 

3 학생 38 0.5333 0.0469 3 프로그램 55 0.6765 0.1007 

4 중등 32 0.4867 0.0400 4 초등 54 0.5529 0.0583 

5 교수학습 31 0.4800 0.0422 5 융합 44 0.6647 0.1365 

6 태도 30 0.4800 0.0308 6 개발 35 0.5353 0.0563 

7 수업 29 0.5133 0.0416 7 학생 34 0.4118 0.0313 

8 프로그램 27 0.4467 0.0277 8 창의 28 0.3529 0.0191 

9 효과 26 0.4400 0.0244 9 효과 28 0.3765 0.0197 

10 인식 23 0.3933 0.0207 10 중등 24 0.4000 0.0333 

11 STS 21 0.3467 0.0286 11 교사 23 0.2529 0.0100 

12 개발 21 0.3267 0.0112 12 교수학습 20 0.3000 0.0146 

13 교사 19 0.3533 0.0176 13 수업 18 0.2647 0.0116 

14 흥미 13 0.3200 0.0117 14 문제해결력 16 0.2176 0.0037 

15 사회 11 0.3067 0.0196 15 태도 16 0.2882 0.0112 

16 기술 10 0.2333 0.0068 16 인식 15 0.2294 0.0069 

17 성취도 10 0.2400 0.0059 17 통합 12 0.2647 0.0116 

18 탐구 10 0.2800 0.0086 18 교육과정 11 0.2118 0.0052 

19 탐구능력 10 0.2000 0.0024 19 영재 11 0.1882 0.0039 

20 글쓰기 9 0.2067 0.0066 20 흥미 10 0.2176 0.0040 

중심화지표 0.8256 중심화지표 0.7278

Table 10. Frequency and centrality degree of paper keyword by period A and B



Song & Paik

540

Fig. 7은 논문 키워드 간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심층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집단들을 블록화 하는 반복상

관관계수렴(CONCOR) 방법을 활용하여 MDS(multidimensional 

scaling)를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네트워크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동시 출현 빈도가 3이상인 논문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논문 

키워드 간에 구조적 등위성을 확인하고자 반복상관관계수렴 방법을 

사용하였고, 연결망 내에서 관계 패턴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군집화한 

결과(modularity= A기간 0.707, B기간 1.414214) 크게 4개 클러스터

로 구분되었다(Fig. 7). 4개의 클러스터에 포함된 단어는 서로 직접적

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 맺고 있는 관계의 유형이 비슷한 

역할로 구분되어 묶여진다(Jeon, et al., 2018). A기간의 클러스터 1, 

4는 성취도, 흥미, 지식, 탐구능력, 개념, 인식, 문제해결, 동기 등으로 

과학수업에서 융합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으로 분류되며, 클러스터 2

는 SSI, 사회, 읽기, 글쓰기, 연극, 놀이, 활동 등으로 과학수업에서 

융합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으로 분류된다. 클러스터 3은 학생, 예비교

사, STS, 교육과정, 화학, 실험, 교수학습, 평가 등으로 융합교육의 

교과내용 및 교육과정적인 측면으로 유사성을 가진다. B기간의 클러

스터 1은 정의, 성취도, 탐구능력, 지식, 동기 등으로 과학수업에서 

융합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으로 분류되며, 클러스터 4는 STEAM, 초

등, 학생, 융합, 교수학습, 개발, 효과 등으로 STEAM 중심 교육 프로

그램 개발과 적용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클러스터 2, 3은 예비교

사, 교사, 연수, 사례, 인식, 평가, 교과서, 역량 실태, 교육, 연구동향, 

통합, 공학, 기술, 수학 등으로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 측면으로 분류된다. 노드들이 밀집되어 있

는 A기간의 클러스터 2와 B기간의 클러스터 4에서 두 기간의 특징적

인 차이점을 볼 수 있다. A기간의 클러스터 2에서는 과학수업에서 

융합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이 강한 양상을 보인 반면 B기간의 클러스

터 4에서는 STEAM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측면이 비교적 

강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A기간에서는 과학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B기간에

서는 STEAM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융합교육은 과학교육분야에서 새롭게 나타난 교육 풍조가 아니며 

1980년대부터 과학-기술-사회(STS)교육을 토대로 지속되어 온 교육

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융

합인재교육을 강조하였고(MEST, 2011),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중점목표로 내세우면서 국가차원의 다양

한 지원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융합교육 실행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Lee & Song, 2019). 이 연구는 과학교육분야에서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는 융합교육을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2011년 이후 융합교

육의 경향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융합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과학교육분야의 융합교육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Kwon & Ahn, 2012; 2000년도∼2011년도; 이하 A기간)와 

2011년 이후의 융합교육관련 논문(2012년도∼2019년도; 이하 B기

간)을 논문 발행 편수, 연구대상, 연구내용, 주제연계를 축으로 비교 

분석하고,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기간에 따른 융합교육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

망이다. 융합교육관련 논문 편수는 해마다 8.0%이상 꾸준하게 발행

되었으며 2012년부터 증가했다가 다시 2015년부터 낮아지고 2017년

부터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A기간에서는 논문 

비율이 증가하다가 빠르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B기간에서는 

완만하게 낮아지며 낮은 논문 비율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였고(MEST, 2011),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과정 중점 목표로 한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MOE, 2015, Kang, et al., 2016). 미래사회는 직면한 문제를 창

의적으로 해결하는 융합인재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며 미래 사회에

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융합교육이 될 수 있다(Kim 

& Kim, 2017). 따라서 과학교육분야에서도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클러스터 4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4
클러스터 3

(a) A period (b) B period 

Figure 7. MDS for paper keyword by period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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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

는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교육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과학교육분야에서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교육은 과학 학습 

흥미, 문제해결, 과학관련 분야의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를테면 활동 중심의 융합교육 수업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의 과

학 학습 흥미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Kang, et al., 2013),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내에서 과학 분야의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Jeong & Lee, 2017). 또한 고등학생들이 복잡한 문제 현상

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문제해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Joen & Lee, 

2015). 연구 결과를 보면 융합교육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에게 집중되

어 있고, 중등학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중등학교에 비해 융합교육이 용이한 

편이다(Park, 2018). 하지만 중등학교에서는 교과 담임제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와 연계를 위해서 교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교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등학교

에서 이루어진 융합교육이 중등학교에서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

다.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이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는 앞으로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교육 연구가 더 활발히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등교육에서 교과 간 영역을 허물고 

여러 교과 교사가 협력하여 융합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융합교육의 

수업모형 및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융합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예비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대상 및 내용을 보면 교사보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융합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은 그것을 실행하는 교사들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wak & Ryu, 2016). 현직 교사들은 교사 연수를 통해서 융합교육 

수업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Hahn, et al., 2016; Lee, et 

al., 2018), 예비 교사들은 교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전공교육에 치

중되어 융합교육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교사교육기관

에서는 미래 융합교육을 담당할 예비 교사들에게 개발된 융합교육 

수업 프로그램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 스스로 

교육 목표를 재해석해서 융합교육 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예비 교사 교육의 본질적인 추구 방향은 잘 만들어

진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행하는 역량이 아니라, 학생과 적극적인 상

호작용을 통해 고유한 수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단계로까지 성장하

는 교사 역량을 길러내는데 있다. 이러한 예비 교사의 역량은 수동적

인 지시적 수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 목표를 재해석하고 고유

하고 창의적인 학생중심 수업을 개발하고 실천하여 교육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융합교육 수업 프로

그램 개발연구는 융합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예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앞으로 과학교육분야 융합교육에

서 예비 교사들의 융합교육 실행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과학교육분야의 융합교육은 STEAM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

한 주제연계의 융합수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융합은 둘 이상의 다른 

이질적인 영역이 상위 체계의 원리나 목적에 따라 함께 결합되는 현

상을 지칭한다. 융합된 세계는 학습자의 생활 경험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Ok, 2016).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보면 최근 과학교육

분야의 융합교육은 STEAM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과학교육분야에서 진정한 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학, 

기술, 수학, 예술 연계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주변생활과 관련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과학과 학습자의 지역, 사회, 경제, 법률 

등 다양한 연계의 융합교육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과 인문학

이 연계된 융합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컴퓨터와 로

봇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중심의 기본 철학이 산업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비인간화(dehumanization)에 대한 우려가 크다(Seong, 

2017). 따라서 과학교육분야에서 미래사회의 인간적인 창의 융합인

재 양성을 위해서는 과학과 언어, 심리학, 철학 등에 대한 주제연계가 

강조되어야 한다. 

다섯째,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의 철학적 근거 및 이론적 확립

을 위한 연구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 A기간의 융합교육은 과학수업에

서 교육적 방법을 강조하였다면, B기간의 융합교육은 STEAM 중심

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보

면 A기간의 융합교육은 SSI, 사회, 읽기, 글쓰기, 연극, 놀이, 활동 

등으로 과학수업에서 융합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이 나타난 반면, B기

간에서는 STEAM, 초등, 학생, 융합, 교수학습, 개발, 효과 등으로 

STEAM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측면이 나타났다. STS 교육

이 7차 교육과정에서 과학, 기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과학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며 교과와의 통합은 이루었지만 과학교육분야에 중심

에 있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STEAM 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국가차원의 융합교육 실행을 더욱 장려하면서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융합교육이 STEAM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STEAM 중

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융합교육

의 철학적 기반 확립이나 이론, 정책, 과정 등의 심층적인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2015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실행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융합교육

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 수업 프로

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도 지속될 것이며, 이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융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

구는 많으나 융합교육 수업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질적인 평가나 반

성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융합교육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융합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

적 분석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융합수업에서의 융합 목표, 

융합 방법, 융합 내용, 평가 등에 대한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교육분야에서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는 융합

교육을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해 2011년 이후 융합교육 연구동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과학교육분야의 융합교육관련 논문 발행 

편수, 연구대상, 연구내용, 주제연계를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고, 최

근 연구동향을 알아보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융합교육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관련 논문 편수는 

8.0%이상 꾸준하게 발행되었으며 2012년부터 증가했다가 다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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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낮아지고 2017년부터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

다. 연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이 높은 반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은 낮았다. 현직 교사는 증가한 반면에 예비 교사는 감소했고, 

문헌과 일반은 다소 증가하였다. 연구내용에서 효과연구는 감소한 

반면에 개발연구는 증가했으며, 이론 및 인식연구는 비슷하였다. 주

제연계에서 과학 내 연계는 23.9%이고, 과학 외 연계는 76.1%이며, 

과학 외 연계에서 공학⋅기술, 예술 연계가 높았다. 네트워크 분석에

서 초등, 과학, STEAM, 프로그램 단어는 출현빈도가 높은 동시에 

다른 단어들과 함께 등장하여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었다. 융합교육 

연구동향에 대한 교육적 함의는 앞으로 과학교육분야에서 융합교육

은 지속될 것이며,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STEAM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융합

교육의 철학적 근거 및 이론적 확립을 위한 연구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과학교육 학술지, 융합교육, 연구동향, 네트워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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