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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석사)
영역

전공
선택

교과목
코 드

교
한

글

목

명
영

개설시기
이수
학점 연도-학기 학기
차

어

108-203

수학융합교육

Mathematics in STEAM Education

3

1,2-①,②

108-234*

에듀테인먼트와
디지털스토리텔링

Edutainment and Digital Storytelling

3

1,2-①,②

108-241

SW융합교육

SW Convergence Education

3

1,2-①,②

108-246

연구방법과 교육통계분석

Research Methodology and Educational Statistics
Analysis

3

1,2-①,②

108-252

지속가능발전융합교육

STEAM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

1,2-①,②

108-253

미래첨단기술과 교육

Hi-tech and Education

3

1,2-①,②

108-255

창의 융합 실습

Creative STEAM Practices

3

1,2-①,②

108-258

융합교육과 메이커

Convergence Education and Makers

3

1,2-①,②

108-259

창의컴퓨팅 융합

Creative Computing and Convergence

3

1,2-①,②

108-264

융합교육 방법과 평가

Convergence Education Methodology and
Evaluation

3

1,2-①,②

108-266

융합교육 글로벌 이슈

Convergence Education and Global Issues

3

1,2-①,②

108-267

창의로봇 융합교육

Creative Robot in Convergence Education

3

1,2-①,②

108-269

융합교육 세미나 1

Seminar1 for Convergence Education 1

1

1,2-①,②

108-270

융합교육 세미나 2

Seminar2 for Convergence Education 2

1

1,2-①,②

108-271

융합교육론

Theory of Convergence Education

3

1,2-①,②

Digital Parenting and Convergence Education

3

1,2-①,②

108-272* 디지털 페어런팅과 융합교육
108-273

예술과 인문소양

Arts and Humanity Literacy

3

1,2-①,②

108-274

예술기반 융합교육: 미디어
아트 중심

Arts-based Convergence Education through
Media Art

3

1,2-①,②

108-275

코딩활용 STEM교육

Coding and STEM Education

3

1,2-①,②

108-276

쉬운 인공지능

Easy Artificial Intelligence

3

1,2-①,②

Science and Technology in humanities(arts)

3

1,2-①,②

디자인씽킹과 인간 중심의
디자인

Human-centered Design through Design Thinking

3

1,2-①,②

108-279

융합교육의 실제

Practices in Convergence Education

3

1,2-①,②

108-280*

디지털 문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Digital Culture and Media Literacy

3

1,2-①,②

108-281

융합 교육과정 재구성 및
콘텐츠 개발

Curriculum reconfiguration and contents
development for convergence education

3

1,2-①,②

001-301

논문연구

Study for Thesis

3

5학기차

108-277* 인문학(예술) 속의 과학기술
108-278

논문
연구

과

비고

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06.3~
17.8.
입학생
적용

교과목코드에 ‘ * ’가 붙은 교과목은 석/박사 공통과정으로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수강이 가능(학점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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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1. 수학융합교육(108-203)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주제에 대해 수학을 활용한 융합교육의 틀을 세우며
여러 가지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융합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에듀테인먼트와 디지털스토리텔링(108-234)
에듀테인먼트와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디지털화된 멀티미디어
자료와 사이버 공간의 융합적 환경 속에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전략과 사례를 탐구하여, 초등교육에 이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방법을
모색한다.
3. SW 융합교육(108-241)
디지털 기술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구현하는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과의 SW융합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창의컴퓨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 교육 전략을 살펴본다.
4. 연구방법과 교육통계분석(108-246)
탈교과적인 융합교육 분야의 학문적 탐구를 위한 연구 방법을 탐색하고 SPSS를
이용하여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통계 분석 기법을 실습하고 분석 결과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한다.
5. 지속가능발전융합교육(108-252)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교과와 영역과 융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 교육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성프로그램으로서 대안교육을 고찰한다.
6. 미래첨단기술과 교육(108-253)
미래에 나타날 첨단 기술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기술이 가져올 학습자들의 핵심 역량을 고찰하고 교사와 학습자들이
준비해야 할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에 대해 고찰한다.
7. 창의융합실습(108-255)
오토마타 제작, 골드버그 머신 구성, 미니 드론 제작, Life Straw 제작, 암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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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과학, 수학, 공학, 기술, 디자인 영역을 통합하여 다양한 융합 실습 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과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융합교육과 메이커(108-258)
융합교육적 관점에서 메이커 운동의 배경, 기본정신, 개념, 실태 등을 이해하고,
메이커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디자인씽킹, SW프로그래밍, 3D 모델링 및 프린팅, 드론,
VR/AR, 피지컬컴퓨팅, 목공기구 등 다양한 도구의 사용법을 익혀 실생활에 필요한
메이커 제품을 개발한다.
9. 창의컴퓨팅 융합(108-259)
SW융합과 컴퓨팅 융합으로서의 교육내용을 다루며, 학습자들의 SW개발 능력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사고력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진행한다.
10. 융합교육방법과 평가(108-264)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수학습 전략과 교육 모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구체적
적용 방법과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학습자의 역량과 미래를 위한 학습자로서의
성공적인 평가 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11. 융합교육 글로벌 이슈(108-266)
혁신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수업 사례와
교사들의 실천 모델을 분석한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공유한다.
12. 창의로봇 융합교육(108-267)
융합교육적 관점에서 로봇의 교육적 활용 방법을 익히고, 교육용 로봇 교구(레고마
인드스톰 EV3 등)의 프로그래밍 소양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교과교육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여 로봇 활용 교수학습 방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3. 융합교육 세미나 1(108-269)
융합교육의 최근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최근의 연구 논문들을 읽으면서 개인의 학위
논문을 위한 논문 계획서 작성을 지도한다.
14. 융합교육 세미나 2(108-270)
논문 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행하여 얻은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개인의 학위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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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융합교육론(108-271)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에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제반 학문 분야의
융합의 원리와 이의 교육적 함의를 모색해본다.
16. 디지털 페어런팅과 융합교육(108-272)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부모들에 의해 어린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노출과 이용이
앞당겨지고 일상생활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및 융합교육의 차원에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7. 예술과 인문소양(108-273)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에 휴머니즘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예술철학 관련 고전을 읽고
인간의 본성, 인간과 예술의 관계, 예술에 담긴 인문 요소와 의미, 미(美)의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여 미래의 예술과 인간상에 대해 탐구하고, 초중등 교육의 방향을 모색
한다.
18. 예술기반 융합교육: 미디어 아트 중심(108-274)
현대의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 감상 및 분석을 통해 예술적 감성과 과학과 공학
기술의 융합 방식을 탐구하고, 초·중등 교육에 적용 가능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설계
하고 제작한다.
19. 코딩활용 STEM교육(108-275)
문제해결력을 위해 컴퓨팅 사고의 근간이 되는 코딩을 이해하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을 신장한다. 또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뿐만 아니라 인문 예술 영역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코딩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며 현장 교육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융합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경험한다.
20. 쉬운 인공지능(108-276)
인간 지능과 감정의 원천이 되는 뇌의 기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학문으로서 인지
과학과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사례를 빅데이터 자료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살펴본다.
최신 뇌기반 교육의 이론과 인공지능 앱을 통해 언어, 수리, 과학, 사회, 예술, 신체
분야의 교육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고찰하고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업의
사례를 고찰한다.
21. 인문학(예술) 속의 과학기술(108-277)
인류 문명과 함께 해온 인문학과 예술 속에 나타난 과학기술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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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어떻게 과학기술이 인문학과 예술과 어떤
방향으로 융합될 것인지에 대해 모색해본다.
22. 디자인씽킹과 인간 중심의 디자인(108-278)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씽킹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문제인식, 공감, 다극화된
경험, 협력에 기초한 디자인씽킹 기반의 프로젝트 사례를 탐구하여 인간 중심의 디자인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23. 융합교육의 실제(108-279)
융합교육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다양한 사례와 관련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실제
융합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져나가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24. 디지털 문화와 미디어 리터러시(108-280)
디지털 문화 환경 속에서 정보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판
단하며, 적절한 디지털 미디어로 정보와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 개념과 접근 방법 및 교육 사례를 탐구하여,
다양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5. 융합 교육과정 재구성 및 콘텐츠 개발(108-281)
기존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중복되거나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을 파악하고 콘텐츠의 새로운 개발과 활용 등을 통한 재구성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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