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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의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흥미, 융합형 소양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일환

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교과 지식의 학습 보다는 융합적인 접근

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적용할 기회가 제공되어

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적

용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합 프로그램 적용

에 따른 효과성 사전, 사후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융

합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드론과 관련된 내용을

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적용

결과 학생들은 수학 학습 및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

자아개념, 이공계 진로선택 요인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료는 향후 초등학교 교

실에서 타교과 융합을 위한 수업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Ⅰ.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융합적 지식과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지

식 기반 사회에서 개념 기반 사회로 전환되며, 창조와

문화가 중시되는 시대적 특징을 가진다(백윤수 외,

2012).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

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융합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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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

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이며 ‘수학중심의

STEAM_세상을 읽는 수학’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

(STEAM)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도 21세기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와 인성을

지닌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5). STEAM 교육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다양한 지

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인재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조현정, 류희

수, 201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학적 상상력

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두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각 교과별로 융합인

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론적·실천적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문경숙 외, 2016).

수학교육에서도 수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는 수준

을 뛰어 넘어 학습한 지식들을 다양한 형태로 융합하

여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수

학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2015)는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실생활 내용이 강화되고 수학 기반의

융합 교육의 틀을 강화함으로써 수학적 문재해결력 및

융·복합적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2015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수학과 핵심 역량의 하나로

창의·융합 역량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수학교과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합 지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이 타과목을 이루는 기초가 되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수학이 필수적인

도구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과

학이나 기술공학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수학교과

가 융합인재교육에서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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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주제 차시 소주제

첫 번째 모듈 미래의 Wanna飛 드론

1 미래의 드론

2-3 드론, 움직임에 숨은 비밀

4 미래의 Wanna飛 드론

두 번째 모듈 Wanna飛 드론 설계 공모전

1 드론 설계 공모전 참가 계획

2-3 드론, 어떻게 설계도를 그릴까

4-5 Wanna飛 드론 설계 공모전

세 번째 모듈 판도라의 상자, 드론 1 판도라의 상자, 드론

[표 1] 프로그램 모듈 구성 제시
[Table 1] The examples of program module for STEAM

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중심의 STEAM 교육 프로그램

에 관한 개발 및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과

기술공학이 수학적 요소에 근거하고 있음에도(조현정,

류희수, 2014) 불구하고 STEAM 프로그램에서의 수학

은 주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내용 영역도 제

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학교과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위한 융합인재교육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초등학

교에서의 수학 중심의 STEAM에 관한 연구(김유경, 방

정숙, 2015; 정윤회, 김성준, 2013)가 이루어졌으나 수학

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융합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도

록 수학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융합인

재교육의 과학기술 내용과 수학 교과의 연결을 통해

수학을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고 일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

는 드론을 소재로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수준에 맞추

어 수학기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

과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가 교과 융합

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시키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Ⅱ. 드론을 활용한 초등 융합프로그램 내용

1. 프로그램 개발 방향

미래 사회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기후변화,

노화문제, 신소재, 적정기술, 합성생물학 등은 개인에

의해서 또는 한 학문 내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다(2012, 홍성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미래의 인재들에게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자신이 해

결하려는 문제 속에 하나로 융합해 내는 능력, 문제해

결능력, 의사소통의 능력과 의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

등의 핵심역량이 요구되는 데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다중접근(multi-approach) 학습 전략을 활용한 융합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백윤수 외, 2012).

3D프린터, 로봇, 드론 등 현재 미래사회를 주도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드론은 최근 들

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

하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도 접근하기 쉬운 소재이다.

이러한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소재로 창의적이면서도

융합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드론을 만들거나 날려보

고 재미를 느끼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와 새롭게 생길 직

업에 대해 생각하며 학생들의 진로와 연관 지어 보고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개발해야 할 기술 등을 구체화

시켜보도록 한다. 특히 도형을 다루는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간 감각을 기르기 위해 대칭인 도형 그리

기를 적용하여 미래 드론의 기능에 적합한 드론의 설

계도를 그려보게 함으로써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수학 기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개요는 다음 [표 1]과 같다.

본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은 미래에 활용

될 드론을 구상하고 설계하며 창의적으로 발상하는 과

정을 체험하고 드론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자기주도적

으로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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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단원 성취기준 핵심역량

과학
5학년2학기

3. 물체의 빠르기

• 과6061.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로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고, 운동하는 두 물체를 관찰하여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다.

• 문제해결

• 창의, 융합

수학
5학년2학기

4. 소수의 나눗셈

• 수61042. ‘(자연수)÷(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 문제해결

실과
5학년2학기

생활과 기술

• 실6212-1. 발명 아이디어 기법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물건을 구성하고 설계할 수 있다.

• 창의, 융합

• 태도 및 실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 진로 정보 탐색 활동

• 진로 계획 활동

• 창의, 융합

• 태도 및 실천

[표 2] 1모듈 관련 교육과정 및 핵심역량
[Table 2] The curriculum and core competency of 1 module

있는 기회를 가진다. 더불어 모둠원들과의 의사소통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미래의 기술과 관련된 직업

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2. 드론을 활용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 내용 개요

가. 1모듈 : 미래의 Wanna飛 드론

1차시에서 ‘미래의 드론’이라는 주제로 100년 전 상

상한 미래의 모습 중 현재 실현된 기술을 찾아보며,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여 보도록 한다. 그 중에서도 미

래에 활용될 드론을 창의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한

다. 이를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드론에 대해 살펴

보고 드론을 활용할 때의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도

록 하여 드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

며 드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직

업을 생각하여 보도록 하여 학생들이 장래 진로와 연

결 지어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차시 ‘드론, 움직임에 숨은 비밀’에서는 드론을

직접 날리며 드론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래의 드론

이 갖추어야 할 움직임의 특징을 생각하여 보도록 한

다. 드론이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브레인스토

밍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상상하여 보고 드론이 움직이

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상황에 맞는 속력을 계

산하는 방법을 익혀 보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속

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수의 나눗셈 계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4차시 ‘드론의 미래 Wanna飛 드론’은 앞에서 배운

내용과 구상한 드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미래의

Wanna飛 드론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시간으

로 학생들이 서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

이다.

1) 교육목표

• 내용목표

- 미래의 드론 활용 계획을 세우고 이에 적합한

속력을 소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드론의 비행원리를 알고 드론의 종류에 따른 속

력을 구하여 비교할 수 있다.

- 드론이 활용되는 분야에 필요한 직업을 탐구하

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어 생각하여 볼 수 있다.

-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지켜 드론의 이용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있다.

• 과정목표

- 미래에 활용될 항공기술에 관심을 갖고 주어진

조건에서 자료를 찾아 정리할 수 있다.

- 미래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를

통해 찾아보고 진로와 연결지어 발표할 수 있다.

2) 관련 교육과정 및 핵심역량

1모듈에서 개발한 내용의 관련 교육과정 내용 및

단원명, 성취기준, 핵심역량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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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단원 성취기준 핵심역량

수학
5학년 2학기

2. 합동과 대칭
• 수62013-1. 선대칭 도형의 의미를 알고 그릴 수 있다.

• 문제해결

• 창의, 융합

과학
5학년 2학기

1. 날씨와 우리 생활

• 과6037-2(태도). 우리의 생활이 과학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과학의 소중함을 느껴 보는 시간을 가진다.
• 문제해결

국어
5학년 1학기

5. 대상의 특성을 살려

• 국1633-1 대상의 특징에 알맞은 설명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국1633-2 일의 절차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의사소통

실과
5학년 2학기

생활과 기술

• 실6212-1. 발명 아이디어 기법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물건을

구성하고 설계할 수 있다.

• 창의, 융합

• 태도 및 실천

미술

(비상)

5학년

3. 즐거운 상상마당

• <체험>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낸다.
• 문제해결

[표 4] 2모듈 관련 교육과정 및 핵심역량
[Table 4] The curriculum and core competency of 2 module

3) STEAM 요소별 활동 내용

1모듈에서 개발한 내용에 대한 STEAM 요소별 활

동 내용은 [표 3]과 같다.

4) STEAM 개발 자료 예시

1차시 드론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여 드론이 활용

되는 예를 찾아 드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 결과 학생들은 검색을 통하여 배달,

구조, 촬영 등의 다양한 활용 예를 찾았다. 드론과 관

련된 뉴스를 보고 드론의 활용 방법을 정리하는 학생

부터 드론의 종류와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이유, 장

점까지 정리한 학생까지 다양하였다.

차시 주제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1 미래의 드론

100년 전 상상한 미래가

지금 현실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드론은

무슨 일을 할까?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모

둠별로 미래의 드론 개발

계획 세우기

모둠별로 창의적 아이디

어 나누기를 통해 성취감

느끼기

2-3
드론, 움직임에

숨은 비밀

드론을 조종하려면 드론

의 움직임을 알아야지.

드론의 속력을 어떻게 비

교할까?

드론 조종법을 익혀보고

소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드론의 속력을 구해보기

드론의 조종법을 익혀 날

려보고, 속력을 계산하며

흥미를 높이고 성취감 느

끼기

4

미래의

Wanna飛

드론

미래의 드론이 활용되는

상황을 만들어 드론의 미

래 발표하기

드론의 속력과 기술적인

특징을 생각하며 미래의

드론 개발계획 발표하기

모둠별 아이디어를 정리

하여 발표하며 성취감 느

끼기

[표 3] 1모듈 STEAM 요소별 활동 내용
[Table 3] The activity contents of 1 module for STEAM

2-3차시에는 실제 드론이 활용되는 예를 통해 드론

의 속력을 구하면서 학생들은 소수의 나눗셈이 실생활

에서 이용되는 실례를 통하여 자연스레 소수의 나눗셈

을 익히고 있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드론의 속력을

알맞게 구하고 드론의 빠르기를 비교하려면 두 드론의

속력을 구한 후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나)드론

의 속력이 1km/min을 넘기지 못해 (가) 드론이 더 빠

르다는 결과를 알맞게 도출하였다.

[그림 1]은 학생들은 드론이 활용되는 다양한 예와

장점을 기술하고, 드론의 속력을 계산하는 등의 활동

을 한 예시이다.

나. 2모듈 : Wanna飛 드론 설계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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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모듈 드론 활용 프로그램 예시
[Fig. 1] Example of drone application program for 1 module

1차시에서 ‘드론 설계공모전 참가 계획 ’이라는 주제

로 미래에 활용될 드론을 창의적으로 구상하며 Wanna

飛 드론 공모전을 계획하여 보도록 한다.

2～3차시 ‘드론, 어떻게 설계할까?’는 수학의 도형의

대칭을 이용하여 드론의 모양을 집중 탐구한 후, 직접

나만의 드론을 설계하여 그려보도록 한다. 이때 도형

의 선대칭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교한 설계도 그리

기에 도전해 보도록 한다.

4～5차시에는 ‘Wanna飛 드론 공모전’에서는 지금까

지 계획하고 창의적으로 제작한 드론 설계도를 Wanna

飛 드론 공모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발표하

고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차시 주제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1

드론 설계

공모전 참가

계획

미래의 드론 설계 공모전에 참

여하여 보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모듈 1에서 배운 내용과 새로

운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드론

공모전 참가 계획 세우기

모둠별 Wanna飛 드론

설계 공모전 참가계획

세우며 성취감 느끼기

2-3

드론, 어떻

게 설계도를

그릴까

드론의 모양을 보면 어떤 특징

이 있을까? 연구소에서 구상한

드론 모양을 어떻게 그릴까?

드론에서 대칭을 찾고 대칭인

도형 그리는 방법을 이용하여

드론 설계도 그리기

모둠에서 구상한 드론

설계도를 그리며 성취

감 느끼기

4-5

W a n n a飛

드론 설계

공모전

드디어 Wanna飛 드론 설계 공

모전, 그동안 열심히 만든 우리

연구소의 설계도를 발표하여

볼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동

원하여 드론 공모전 발표 준

비, 발표, 평가하기

Wanna飛 드론 설계

공모전에 참여하여 발

표하고 평가받으며 성

취감 느끼기

[표 5] 2모듈 STEAM 요소별 활동 내용
[Table 5] The activity contents of 2 module for STEAM

1) 교육목표

• 내용목표

- 선대칭도형의 성질을 알고 드론의 모양에서 선

대칭을 찾을 수 있다.

- 드론의 시각적 특징을 발견하고 다양한 방법으

로 표현할 수 있다.

- 평면도형과 원 등 선대칭 도형 그리는 방법을

이용하여 드론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다.

- 발명 아이디어 기법을 이용하여 드론을 구상하

여 설계할 수 있다.

• 과정목표

- 주어진 조건을 생각하여 창의적으로 드론을 설

계하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적절한 표현 방법을 찾아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

고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과학과 수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알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2) 관련 교육과정 및 핵심역량

2모듈에서 개발한 내용의 관련 교육과정 내용 및 단

원명, 성취기준, 핵심역량에 대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3) STEAM 요소별 활동 내용

2모듈에서 개발한 내용에 대한 STEAM 요소별 활

동 내용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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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차시 드론 활용 프로그램 예시
[Fig. 2] Example of drone application program for 2 module

4) STEAM 개발 자료 예시

2-3차시 학생들에게 선대칭 형태의 드론 나머지 부

분을 교재 또는 큰 모눈종이를 제공하여 그리도록 한

활동에서 보다 쉽게 대칭인 도형 그리기를 이해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어서 4-5차시에 진행된 실제 공모전에 제출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구상한 드론을 설계하는

활동에서 학생들은 선대칭의 특징을 이해하고 프로펠

러의 개수가 짝수 개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드론을 설

계하는 경우를 보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역할의 드론

을 구상하여 의료, 농업과 같은 주요 산업부터 놀이공

원에서의 폭죽을 날려주는 드론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

으며 구상한 드론의 역할에 맞게 속력과 작동원리, 기

능을 적합하게 모둠별로 잘 의논하고 서술하였다.

[그림 2]에서는 2-3차시에 실시하는 선대칭 도형 그

리는 방법을 이용하여 완성한 드론 설계도를 그려보는

활동과 4-5차시에 실시하는 Wanna飛 드론 설계 공모

전에 출품한 드론 설계도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다. 3모듈 : 판도라의 상자, 드론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살펴

보고 드론으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된 드론 관련 기사

를 제시한 후 드론의 이용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교육목표

• 내용목표



드론을 활용한 초등학교 수학 융합 자료 개발 및 적용 결과 231

- 드론 활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

의 생활과 연관 지어 생각하여 볼 수 있다.

-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지켜 드론의 이용에 대해

찬반 토론할 수 있다.

• 과정목표

- 미래에 활용될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2) 관련 교육과정 및 핵심역량

3모듈에서 개발한 내용의 관련 교육과정 내용 및 단

원명, 성취기준, 핵심역량에 대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교과 단원 성취기준 핵심역량

국어

5학년2학기

2. 토론을

해요

•국1615 토론의 절

차와 방법을 알고 적

극적으로 참여한다.

•의사소통

[표 6] 3모듈 관련 교육과정 및 핵심역량
[Table 6] The curriculum and core competency of 3 module

3) STEAM 요소별 활동 내용

3모듈에서 개발한 내용에 대한 STEAM 요소별 활

동 내용은 [표 7]과 같다.

[그림 3] 3차시 드론 활용 프로그램 예시
[Fig. 3] Example of drone application program for 3 module

차시 주제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1

판 도 라

의 상자,

드론

드론으로 발

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나

요?

드론의 이용

에 대한 자

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

찾아 정리하

기

드론의 사회

적 문제에 대

한 입장을 발

표하며 상호

작용을 통해

존중감 배우

고 느끼기

[표 7] 3모듈 STEAM 요소별 활동 내용
[Table 7] The activity contents of 3 module for STEAM

4) STEAM 개발 자료 예시

3모듈에서는 드론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토론을 준

비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드론이 다른 사람

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드론에 총을 쏜 행동

은 정당하다는 주장과 총을 쏜 행동은 과도하다는 주

장으로 나누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을 통하여 드

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생각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찬성편과 반대편의 주장 및 반

론에 대한 판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완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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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사전 사후

t p
M SD M SD

수학 흥미 2.45 .51 2.62 .48 -2.798
 .006

과학 흥미 2.69 .47 2.70 .47 -.127 .899

흥미 2.57 .42 2.66 .42 -1.723 .087

배려와 소통 2.89 .44 2.96 .42 -1.522 .130

수학 학습동기 3.00 .54 3.03 .49 -.495 .621

과학 학습동기 2.92 .55 3.01 .52 -1.430 .155

수학 자기효능감 2.60 .76 2.64 .70 -.528 .598

과학 자기효능감 2.58 .66 2.64 .66 -.769 .443

수학 자아개념 2.57 .62 2.59 .66 -.300 .765

과학 자아개념 2.47 .62 2.69 .63 -2.919
 .004

자기주도적 학습 2.70 .42 2.77 .43 -1.467 .145

이공계 진로선택 2.86 .64 3.00 .60 -2.047
 .043

협동형 3.14 .69 3.17 .59 -.331 .741

참여형 3.07 .67 3.10 .59 -.348 .729

반영적 대처양식 2.82 .62 2.91 .58 -1.408 .161

수학 학습성향 2.98 .52 3.04 .47 -1.001 .319


<.05,

 
<.01, 상위요인인 흥미, 자기주도적 학습, 수학 학습성향은 진하게 표시함.

[표 8] 효과성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결과(n=136)
[Table 8] Response sample t test results for efficacy (n = 136)

[그림 3]에서는 3모듈에서 구성한 프로그램 중 ‘사생

활 침해이다’는 의견의 예시와 그래도 총을 쏜 것은

너무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학생 활동지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Ⅲ. 드론을 활용한 융합자료 수업 결과 분석

1. STEAM 효과성 설문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학중심의 STEAM_세상을 읽는

수학 ’ 프로그램으로 인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한 ‘STEAM 효과성 설문 조사

지(한국과학창의재단, 2014)’를 통한 사전, 사후 결과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을 SPSS v.22를 이용하여 실시

하였다.2)

[표 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응표본 t검

정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표 8]에서 수학에 대한 효

과성 중 수학 흥미(t=-2.798, p=.006)와 과학 자아개념

(t=-2.919, p=.004), 이공계 진로선택 요인(t=-2.047,

p=.043)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수학
학습
대한
협동
참여

협동형

나는 수학 과제를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을좋아한다.

수학 공부할 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함으로써
많은것을배울수있다.

참여형
나는수학수업 시간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나는 수학 수업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반영적
대처양
식

예전에다루었던 문제상황에서성공했던경험을생각해
본다.

나는문제풀이 방법에대해체계적으로생각해본다.

나는문제를 풀기위해필요한조건들을체크한다.

2) 42번～48번 문항은 본 연구에서 추가로 실시한 설문 내용

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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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인별 변화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학

흥미는 사전 평균 2.45에서 사후 평균 2.62로 높아졌다.

과학 자아개념도 사전 평균 2.47에서 사후 평균 2.69

로 상승하였으며, 이공계 진로선택도 사전 평균 2.86에

서 사후 평균 3.00로 높아져 진로선택에 대한 관심이

프로그램 이후 증가되었다.

Ⅳ. 나가는 말

최근 우리나라 교육계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수학의 주요 개념이 다른 분야와

통합되어질 때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가치를 더 잘 인

식할 수 있으며(이근호 외, 2013), 또한 타 교과와의

융합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고 보다 능

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백윤수 외,

2012).

이를 위해서는 여러 학문에 공통적인 개념

(cross-cutting concepts)에 대해 강조점을 둠으로써

핵심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단편

적 교과 지식의 학습 보다는 융합적인 접근을 강조해

야한다고 한다(이근호 외, 2013). 학생들은 자신의 지

식을 적용해 보고 이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융합 수학 프로

그램은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수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 융합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호경 외,

2013).

이와 같은 융합적 접근에 따라 수학교육계는 타 교

과와 수학을 융합한 수학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예, 고황경·김재원, 2013; 김유경·방정숙, 2015; 이민

희·임해미, 2013; 전미숙·박문환, 2015; 정윤회·김성준,

2013), 이러한 융합적인 수학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소양과 비판

적 사고를 포함한 타교과와의 융합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융합 수학 프로그램이 수학

교과와 타 교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융합 수학 프로그램을 실험 적용 한 후

수학 교과와 과학 교과 태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응

표본 t검증 사전, 사후 분석을 한 결과 수학 교과 흥미

문항 전체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과학 자

아개념, 이공계 진로선택 요인 문항에서 사전보다는

사후에 유의미하게 상승된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드론을 소재로 한 융합 수학 프로그램

이 학생들의 수학 교과 흥미와 더 나아가 이공계 진로

에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수학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타교과를 융합한 프

로그램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인지적 수준에

맞는 타 교과 소재를 통해 수학을 적용하여 학생들에

게 융합적 소양을 함양하고 이공계 진로에 대한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

개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구에는 타교과와

융합한 수학 내용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

도록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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