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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의
STEAM교육

미래교육과정 융합교육

배상일(백송고등학교)

siteacher@naver.com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매년연구의대주제설정

대주제에따른교과별학습요소구성하기

STEAM 교육프로그램개발팁①

시대상황
반영주제

STEAM프로그램에
참여하는학생들의동기부여

교사와학생모두가즐겁고, 행복한STEAM활동

(2017) 현대과학으로만나는
우리옛별자리 28수

(2016)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2015) 과학마술 STEAM프로그램

(2021) ‘커피’ , ‘고교학점제’

(2020) ‘과학사, ‘블렌디드학습’

(2019) ‘유니버셜디자인’, ‘스마트팜’

(2018) ‘과학커뮤니케이터’, ‘과정중심평가’

2015
~2021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PAGE 3CONFIDENTIAL

S tea     M
STEAM 교육과정재구성 – 수업활동①

미시와 거시 STEAM 주제중심 STEAM 교육활동②

Authorized by Andrew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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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2> 원소픽토그램디자인하기 창의적설계 : 원소픽토그램계획서

원소기호와픽토그램의특징안내

원소기호픽토그램디자인수업기획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픽토그램계획서사례

알루미늄(Al) 픽토그램

캔음료용기로많이사용한다는
특징을나타냄

가벼운성질로각종조리용기(후라이팬)로
사용하는것을표현

<실습 2> 원소픽토그램디자인하기

<앞면>                                                           <뒷면>

2개의컬럼에탑재해주세요!
제목: 학번 - 성명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추가활동> 3D펜활용원소픽토그램배지만들기

헬륨
(He)

산소
(O)

알루미늄
(Al)

인
(P)

나트륨
(Na)

원소픽토그램배지사례

#1 #2 #3

플루오린(F) 아르곤(Ar) 리튬(Li)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S tea     M 주기율표 - (학급주기율표만들기로확장)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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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구성

1

2

3

4

커피한잔의 과학

커피한잔을 위한 커피추출장치설계및제작

커피한잔을 위한커피추출장치지식박람회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커피한잔으로인한지구기후, 환경변화

5 커피한잔으로인한생물의종다양성

커피한잔의무게
나는사이언스바리스타

S Tea M 나는누구일까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추출’을 하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Part 4 커피 한 잔의 과학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종이컵, 머들러,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필터종이, 스틱밤(小), 분쇄 원두
부재료 : 글루건, 스카치테이프, 빵끈, 수수깡 등등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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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설계

①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으로

나만의 커피 추출기구를

디자인해봅시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사이언스바리스타의연구분야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첫번째규칙! 세번째규칙!

두번째규칙!

주어진재료를활용하여

나만의커피추출장치를제작

상단(드리퍼) +하단(서버)

송곳구멍크기, 개수, 

상단,+하단연결방식,    

거름장치의구조적안정성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여과되는 부분 : 일정한 크

기, 고른 분포도를 가진

구멍을 뚫어 주세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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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의무게＇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3차시커피추출기구지식박람회

2021 위드코로나시대의 STEAM 교육활동(창의적체험활동형 –동아리, 진로형)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2021 STEAM 선도학교운영프로그램

2021 위드코로나시대의 STEAM 교육활동(창의적체험활동형-자율, 봉사활동형)

STEAM 수업 이후~~

• 소중했던 STEAM수업이야기

• 교사간협업으로행복감, 성취감상승

• 힘겨웠지만, 모두가행복한 STEAM

• 2021학년도 STEAM교육은희망입니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010-4310-4158 
siteacher@naver.com

백송고등학교교사배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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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연계형 STEAM 선도학교 운영의 실제

(전남) 진로연계 & 게이미피케이션 STEAM 프로그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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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의
STEAM교육

미래교육과정 융합교육

배상일(백송고등학교)

siteacher@naver.com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매년연구의대주제설정

대주제에따른교과별학습요소구성하기

STEAM 교육프로그램개발팁①

시대상황
반영주제

STEAM프로그램에
참여하는학생들의동기부여

교사와학생모두가즐겁고, 행복한STEAM활동

(2017) 현대과학으로만나는
우리옛별자리 28수

(2016)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2015) 과학마술 STEAM프로그램

(2021) ‘커피’ , ‘고교학점제’

(2020) ‘과학사, ‘블렌디드학습’

(2019) ‘유니버셜디자인’, ‘스마트팜’

(2018) ‘과학커뮤니케이터’, ‘과정중심평가’

2015
~2021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PAGE 3CONFIDENTIAL

S tea     M
STEAM 교육과정재구성 – 수업활동①

미시와 거시 STEAM 주제중심 STEAM 교육활동②

Authorized by Andrew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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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범교과 융합형 STEAM 수업 및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STEAM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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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2> 원소픽토그램디자인하기 창의적설계 : 원소픽토그램계획서

원소기호와픽토그램의특징안내

원소기호픽토그램디자인수업기획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픽토그램계획서사례

알루미늄(Al) 픽토그램

캔음료용기로많이사용한다는
특징을나타냄

가벼운성질로각종조리용기(후라이팬)로
사용하는것을표현

<실습 2> 원소픽토그램디자인하기

<앞면>                                                           <뒷면>

2개의컬럼에탑재해주세요!
제목: 학번 - 성명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추가활동> 3D펜활용원소픽토그램배지만들기

헬륨
(He)

산소
(O)

알루미늄
(Al)

인
(P)

나트륨
(Na)

원소픽토그램배지사례

#1 #2 #3

플루오린(F) 아르곤(Ar) 리튬(Li)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S tea     M 주기율표 - (학급주기율표만들기로확장)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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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구성

1

2

3

4

커피한잔의 과학

커피한잔을 위한 커피추출장치설계및제작

커피한잔을 위한커피추출장치지식박람회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커피한잔으로인한지구기후, 환경변화

5 커피한잔으로인한생물의종다양성

커피한잔의무게
나는사이언스바리스타

S Tea M 나는누구일까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추출’을 하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Part 4 커피 한 잔의 과학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종이컵, 머들러,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필터종이, 스틱밤(小), 분쇄 원두
부재료 : 글루건, 스카치테이프, 빵끈, 수수깡 등등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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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설계

①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으로

나만의 커피 추출기구를

디자인해봅시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사이언스바리스타의연구분야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첫번째규칙! 세번째규칙!

두번째규칙!

주어진재료를활용하여

나만의커피추출장치를제작

상단(드리퍼) +하단(서버)

송곳구멍크기, 개수, 

상단,+하단연결방식,    

거름장치의구조적안정성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여과되는 부분 : 일정한 크

기, 고른 분포도를 가진

구멍을 뚫어 주세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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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커피한잔의무게＇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3차시커피추출기구지식박람회

2021 위드코로나시대의 STEAM 교육활동(창의적체험활동형 –동아리, 진로형)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2021 STEAM 선도학교운영프로그램

2021 위드코로나시대의 STEAM 교육활동(창의적체험활동형-자율, 봉사활동형)

STEAM 수업 이후~~

• 소중했던 STEAM수업이야기

• 교사간협업으로행복감, 성취감상승

• 힘겨웠지만, 모두가행복한 STEAM

• 2021학년도 STEAM교육은희망입니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010-4310-4158 
siteacher@naver.com

백송고등학교교사배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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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차시구성

1

2

3

4

커피한잔의 과학

커피한잔을 위한 커피추출장치설계및제작

커피한잔을 위한커피추출장치지식박람회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커피한잔으로인한지구기후, 환경변화

5 커피한잔으로인한생물의종다양성

커피한잔의무게
나는사이언스바리스타

S Tea M 나는누구일까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추출’을 하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Part 4 커피 한 잔의 과학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종이컵, 머들러,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필터종이, 스틱밤(小), 분쇄 원두
부재료 : 글루건, 스카치테이프, 빵끈, 수수깡 등등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2021 STEAM ON(溫) 융합교육 성과발표회 자료집

23 24

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모둠별설계

①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으로

나만의 커피 추출기구를

디자인해봅시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사이언스바리스타의연구분야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첫번째규칙! 세번째규칙!

두번째규칙!

주어진재료를활용하여

나만의커피추출장치를제작

상단(드리퍼) +하단(서버)

송곳구멍크기, 개수, 

상단,+하단연결방식,    

거름장치의구조적안정성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여과되는 부분 : 일정한 크

기, 고른 분포도를 가진

구멍을 뚫어 주세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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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모둠별설계

①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으로

나만의 커피 추출기구를

디자인해봅시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사이언스바리스타의연구분야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첫번째규칙! 세번째규칙!

두번째규칙!

주어진재료를활용하여

나만의커피추출장치를제작

상단(드리퍼) +하단(서버)

송곳구멍크기, 개수, 

상단,+하단연결방식,    

거름장치의구조적안정성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여과되는 부분 : 일정한 크

기, 고른 분포도를 가진

구멍을 뚫어 주세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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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드코로나 시대의 STEAM 교육

(충북) 범교과 융합형 STEAM 수업 및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STEAM 역량 강화

(충남) MAKER(SW·AI)를 품은 STEAM프로그램 운영

(세종)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연계형 STEAM 선도학교 운영의 실제

(전남) 진로연계 & 게이미피케이션 STEAM 프로그램 활동

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위드 코로나 시대의
STEAM교육

미래교육과정 융합교육

배상일(백송고등학교)

siteacher@naver.com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매년연구의대주제설정

대주제에따른교과별학습요소구성하기

STEAM 교육프로그램개발팁①

시대상황
반영주제

STEAM프로그램에
참여하는학생들의동기부여

교사와학생모두가즐겁고, 행복한STEAM활동

(2017) 현대과학으로만나는
우리옛별자리 28수

(2016)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2015) 과학마술 STEAM프로그램

(2021) ‘커피’ , ‘고교학점제’

(2020) ‘과학사, ‘블렌디드학습’

(2019) ‘유니버셜디자인’, ‘스마트팜’

(2018) ‘과학커뮤니케이터’, ‘과정중심평가’

2015
~2021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PAGE 3CONFIDENTIAL

S tea     M
STEAM 교육과정재구성 – 수업활동①

미시와 거시 STEAM 주제중심 STEAM 교육활동②

Authorized by Andrew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2021 STEAM ON(溫) 융합교육 성과발표회 자료집

(충남) MAKER(SW·AI)를 품은 STEAM프로그램 운영

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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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실습 2> 원소픽토그램디자인하기 창의적설계 : 원소픽토그램계획서

원소기호와픽토그램의특징안내

원소기호픽토그램디자인수업기획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픽토그램계획서사례

알루미늄(Al) 픽토그램

캔음료용기로많이사용한다는
특징을나타냄

가벼운성질로각종조리용기(후라이팬)로
사용하는것을표현

<실습 2> 원소픽토그램디자인하기

<앞면>                                                           <뒷면>

2개의컬럼에탑재해주세요!
제목: 학번 - 성명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추가활동> 3D펜활용원소픽토그램배지만들기

헬륨
(He)

산소
(O)

알루미늄
(Al)

인
(P)

나트륨
(Na)

원소픽토그램배지사례

#1 #2 #3

플루오린(F) 아르곤(Ar) 리튬(Li)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S tea     M 주기율표 - (학급주기율표만들기로확장)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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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차시구성

1

2

3

4

커피한잔의 과학

커피한잔을 위한 커피추출장치설계및제작

커피한잔을 위한커피추출장치지식박람회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커피한잔으로인한지구기후, 환경변화

5 커피한잔으로인한생물의종다양성

커피한잔의무게
나는사이언스바리스타

S Tea M 나는누구일까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추출’을 하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Part 4 커피 한 잔의 과학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종이컵, 머들러,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필터종이, 스틱밤(小), 분쇄 원두
부재료 : 글루건, 스카치테이프, 빵끈, 수수깡 등등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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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모둠별설계

①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으로

나만의 커피 추출기구를

디자인해봅시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사이언스바리스타의연구분야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첫번째규칙! 세번째규칙!

두번째규칙!

주어진재료를활용하여

나만의커피추출장치를제작

상단(드리퍼) +하단(서버)

송곳구멍크기, 개수, 

상단,+하단연결방식,    

거름장치의구조적안정성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여과되는 부분 : 일정한 크

기, 고른 분포도를 가진

구멍을 뚫어 주세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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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커피한잔의무게＇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3차시커피추출기구지식박람회

2021 위드코로나시대의 STEAM 교육활동(창의적체험활동형 –동아리, 진로형)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2021 STEAM 선도학교운영프로그램

2021 위드코로나시대의 STEAM 교육활동(창의적체험활동형-자율, 봉사활동형)

STEAM 수업 이후~~

• 소중했던 STEAM수업이야기

• 교사간협업으로행복감, 성취감상승

• 힘겨웠지만, 모두가행복한 STEAM

• 2021학년도 STEAM교육은희망입니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010-4310-4158 
siteacher@naver.com

백송고등학교교사배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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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차시구성

1

2

3

4

커피한잔의 과학

커피한잔을 위한 커피추출장치설계및제작

커피한잔을 위한커피추출장치지식박람회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커피한잔으로인한지구기후, 환경변화

5 커피한잔으로인한생물의종다양성

커피한잔의무게
나는사이언스바리스타

’추출’을 하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Part 4 커피 한 잔의 과학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종이컵, 머들러,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필터종이, 스틱밤(小), 분쇄 원두
부재료 : 글루건, 스카치테이프, 빵끈, 수수깡 등등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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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모둠별설계

①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으로

나만의 커피 추출기구를

디자인해봅시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사이언스바리스타의연구분야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첫번째규칙! 세번째규칙!

두번째규칙!

주어진재료를활용하여

나만의커피추출장치를제작

상단(드리퍼) +하단(서버)

송곳구멍크기, 개수, 

상단,+하단연결방식,    

거름장치의구조적안정성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여과되는 부분 : 일정한 크

기, 고른 분포도를 가진

구멍을 뚫어 주세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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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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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추출’을 하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Part 4 커피 한 잔의 과학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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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사이언스바리스타의연구분야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첫번째규칙! 세번째규칙!

두번째규칙!

주어진재료를활용하여

나만의커피추출장치를제작

상단(드리퍼) +하단(서버)

송곳구멍크기, 개수, 

상단,+하단연결방식,    

거름장치의구조적안정성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여과되는 부분 : 일정한 크

기, 고른 분포도를 가진

구멍을 뚫어 주세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2차시

2021 STEAM ON(溫) 융합교육 성과발표회 자료집

(세종)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연계형 STEAM 선도학교 운영의 실제

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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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실습 2> 원소픽토그램디자인하기 창의적설계 : 원소픽토그램계획서

원소기호와픽토그램의특징안내

원소기호픽토그램디자인수업기획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픽토그램계획서사례

알루미늄(Al) 픽토그램

캔음료용기로많이사용한다는
특징을나타냄

가벼운성질로각종조리용기(후라이팬)로
사용하는것을표현

<실습 2> 원소픽토그램디자인하기

<앞면>                                                           <뒷면>

2개의컬럼에탑재해주세요!
제목: 학번 - 성명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S tea     M 주기율표 - (학급주기율표만들기로확장)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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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종이컵, 머들러,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필터종이, 스틱밤(小), 분쇄 원두
부재료 : 글루건, 스카치테이프, 빵끈, 수수깡 등등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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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사이언스바리스타의연구분야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첫번째규칙! 세번째규칙!

두번째규칙!

주어진재료를활용하여

나만의커피추출장치를제작

상단(드리퍼) +하단(서버)

송곳구멍크기, 개수, 

상단,+하단연결방식,    

거름장치의구조적안정성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여과되는 부분 : 일정한 크

기, 고른 분포도를 가진

구멍을 뚫어 주세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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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커피한잔의무게＇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3차시커피추출기구지식박람회

2021 위드코로나시대의 STEAM 교육활동(창의적체험활동형 –동아리, 진로형)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2021 STEAM 선도학교운영프로그램

2021 위드코로나시대의 STEAM 교육활동(창의적체험활동형-자율, 봉사활동형)

STEAM 수업 이후~~

• 소중했던 STEAM수업이야기

• 교사간협업으로행복감, 성취감상승

• 힘겨웠지만, 모두가행복한 STEAM

• 2021학년도 STEAM교육은희망입니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010-4310-4158 
siteacher@naver.com

백송고등학교교사배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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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추출’을 하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Part 4 커피 한 잔의 과학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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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드코로나 시대의 STEAM 교육

(충북) 범교과 융합형 STEAM 수업 및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STEAM 역량 강화

(충남) MAKER(SW·AI)를 품은 STEAM프로그램 운영

(세종)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연계형 STEAM 선도학교 운영의 실제

(전남) 진로연계 & 게이미피케이션 STEAM 프로그램 활동

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위드 코로나 시대의
STEAM교육

미래교육과정 융합교육

배상일(백송고등학교)

siteacher@naver.com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매년연구의대주제설정

대주제에따른교과별학습요소구성하기

STEAM 교육프로그램개발팁①

시대상황
반영주제

STEAM프로그램에
참여하는학생들의동기부여

교사와학생모두가즐겁고, 행복한STEAM활동

(2017) 현대과학으로만나는
우리옛별자리 28수

(2016)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2015) 과학마술 STEAM프로그램

(2021) ‘커피’ , ‘고교학점제’

(2020) ‘과학사, ‘블렌디드학습’

(2019) ‘유니버셜디자인’, ‘스마트팜’

(2018) ‘과학커뮤니케이터’, ‘과정중심평가’

2015
~2021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PAGE 3CONFIDENTIAL

S tea     M
STEAM 교육과정재구성 – 수업활동①

미시와 거시 STEAM 주제중심 STEAM 교육활동②

Authorized by Andrew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2021 STEAM ON(溫) 융합교육 성과발표회 자료집

(전남) 진로연계 & 게이미피케이션 STEAM 프로그램 활동

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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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실습 2> 원소픽토그램디자인하기

<앞면>                                                           <뒷면>

2개의컬럼에탑재해주세요!
제목: 학번 - 성명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S tea     M 주기율표 - (학급주기율표만들기로확장)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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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종이컵, 머들러,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필터종이, 스틱밤(小), 분쇄 원두
부재료 : 글루건, 스카치테이프, 빵끈, 수수깡 등등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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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사이언스바리스타의연구분야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첫번째규칙! 세번째규칙!

두번째규칙!

주어진재료를활용하여

나만의커피추출장치를제작

상단(드리퍼) +하단(서버)

송곳구멍크기, 개수, 

상단,+하단연결방식,    

거름장치의구조적안정성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여과되는 부분 : 일정한 크

기, 고른 분포도를 가진

구멍을 뚫어 주세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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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커피한잔의무게＇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3차시커피추출기구지식박람회

2021 위드코로나시대의 STEAM 교육활동(창의적체험활동형 –동아리, 진로형)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2021 STEAM 선도학교운영프로그램

2021 위드코로나시대의 STEAM 교육활동(창의적체험활동형-자율, 봉사활동형)

STEAM 수업 이후~~

• 소중했던 STEAM수업이야기

• 교사간협업으로행복감, 성취감상승

• 힘겨웠지만, 모두가행복한 STEAM

• 2021학년도 STEAM교육은희망입니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010-4310-4158 
siteacher@naver.com

백송고등학교교사배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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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추출’을 하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Part 4 커피 한 잔의 과학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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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설계

①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으로

나만의 커피 추출기구를

디자인해봅시다.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사이언스바리스타의연구분야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첫번째규칙! 세번째규칙!

두번째규칙!

주어진재료를활용하여

나만의커피추출장치를제작

상단(드리퍼) +하단(서버)

송곳구멍크기, 개수, 

상단,+하단연결방식,    

거름장치의구조적안정성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여과되는 부분 : 일정한 크

기, 고른 분포도를 가진

구멍을 뚫어 주세요.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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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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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을 하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Part 4 커피 한 잔의 과학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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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실습 2> 원소픽토그램디자인하기

<앞면>                                                           <뒷면>

2개의컬럼에탑재해주세요!
제목: 학번 - 성명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S tea     M 주기율표 - (학급주기율표만들기로확장)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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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Mission

일회용품으로나만의커피추출기구디자인

종이컵, 머들러,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필터종이, 스틱밤(小), 분쇄 원두
부재료 : 글루건, 스카치테이프, 빵끈, 수수깡 등등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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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TEAM 교육 우수성과 공유 Ⅲ

사이언스바리스타의연구분야

STEAM 선도학교우수사례(경기백송고등학교)

1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