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교육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은 실생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함
께 일하는 협력과 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은 STEM 교육
을, 독일은 MINT 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도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낮고, 자신감
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방법과 내용의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융합인재교육(STEAM)입니다. STEAM을 도입한 지 이
제 7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STEAM 경험을 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협력, 의사소통, 문제 해결력 등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
전형이 다변화되면서 STEAM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입시에서도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
었고, 진로 교육과도 자연스레 연결되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최
근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 강화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STEAM에 대한 국외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올해만 해도 카타르, 미국, 핀란드, 태국 등 6개국이 STEAM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저희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부와 함께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즐겁고 효과적인 STEAM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동시에 수준별 교사 연수도 추진해왔
습니다. 금번 우수 프로그램 공모대회는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개발한 보석 같은 STEAM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폭넓게 공유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30개 작품이 출품
되어 14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고, 그중 우수상 이상인 팀 11개 작품을 초등과 중등
STEAM 우수 프로그램북으로 엮었습니다. 본 우수 프로그램북은 현장 밀착형 STEAM 프로그
램을 원했던 선생님들에게 반가운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 석학은 지식보다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선생
님들이 현장 경험으로 만들어서 더욱 유익한 ‘STEAM 우수 프로그램북’과 함께 상상력과 융합
적 사고력을 키우는 STEAM 교육에 지금부터라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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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인투 더 썬
Plug Into the Sun
회원초등학교 전성수, 이지훈, 김희진, 안슬기, 손윤지 적용학년 5학년,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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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태양에너지의 발전원리를 경험하고, 크라우드 펀딩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태양에너지 제품에 대한
정보와 감성을 서로 나눌 수 있다.

02

STEAM 준거틀 구성
구 분
상황 제시

CO

03

회원 정보 사냥꾼 대회에서 전기를 구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 제시하기

CO

창의적 설계

CD

태양에너지 발전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태양에너지 발전 제품 설계하기

감성적 체험

ET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 제품들의 정보 및 감성 공유하기

: Context Presentaion,

CD

: Creative Design,

ET

: Emotional Touch

STEAM 프로그램 요약
교수·학습 활동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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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교사
‘플러그 인투 더 썬’ 동영상을 시
청한다.
CO

도입
(1차시)

태양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솔라페이퍼를 체험해 본다.
CD 태양을 이용한 다양한 발전기의 원
리를 조사해 알아본다.

학생
CO 태양열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태양열·태양광 복합 발전기 동영상
을 시청하며 태양을 통해 전기가 만들
어지는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CO

CD 조사한 원리와 실생활에서의 활
용법을 연관지어 인포그래픽으로 표
현해본다

6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STEAM
요소

동영상, 솔라페이
퍼, 스마트 기기(검색
과 충전용), 학생
활동지
TIP
태양광에 대한
내용은 태양열 발전
에 비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수
업교사는 초등학생들
의 수준에 맞는 동영
상(유투브에서‘태
양광 발전’으로 검
색)을 제시하면서 설
명하도록 한다.

S
10분

T
E
A

초등학교 부문 대상
요약본

전개
(2차시)

CO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아
CD 솔라페이퍼를 적용하기에 적합
이디어 상품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탐 한 물건에 대해 모둠원들과 브레인스
색한다.
토밍 방법을 활용한 창의적 설계를 진
행한다.
CD 보다 효율적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
할 수 있는 물건을 선정하기 위해 태양에 CD 열을 받으면 색깔이 변하는 열 감
너지의 효율성 측정을 위한 실험을 계획 지 종이와 빛을 받으면 색깔이 변하는
하고 결과를 예상해 본다.
빛 감지 종이를 가방, 모자, 신발 등에
붙인 뒤 학교 운동장에 나가 일정 시간
CD 빛·열 감지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본
뒤의 변화를 관찰한다.
후 태양에너지의 효율이 가장 좋은 물건
CD 솔라페이퍼 제품을 어떻게 만들
을 솔라페이퍼 제품으로 선택한다.
지 모양과 크기 등의 디자인을 구상
한다.

CD 2차시 탐구활동을 통해 구상한 디
자인을 바탕으로 솔라페이퍼를 활용한
아이디어 제품을 제작한다.
CD

모둠별로 완성한 아이디어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 발표 자료를 제작한다.
ET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하여 아이디어에 가치를 부여한다.

정리
및
평가
(3차시)

CD 모둠별로 가공된 솔라페이퍼의
태양에너지의 양을 상대적인 수치로
계산하여 분수로 나타낸다.

PPT, 사진, 동영상,
실험 재료(시열 종이,
시광 종이, 가방, 모자,
선글라스, 신발 등)
솔라페이퍼를
적용할 물건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태양
에너지 발전의 원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TIP

S
40분

스마트폰, 컴퓨터,
필기도구, 발표 자료
제작 학습지,
태양에너지 계산 학
습지, 솔라페이퍼 또
는 대체 재료, 다양
한 실생활 소품, 공모
전 영상

E
A

S
T
E
A

M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학생들이 크라우
드 펀딩 활동을 아이 40분
ET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를 솔라페
디어를 순위 매기는
이퍼 활용 제품 공모전에 제출한다.
활동보다 다양한 아이
디어에 가치를 부여하
ET 우리가 개발한 아이디어가 지구
는 의사결정 활동으로
의 환경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효과
생각할 수 있도록 지
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도한다.
ET 수업 후에 모둠활동의 전 과정을 TIP 모둠원 중에서
담은 동영상, 사진, 글 등을 학급 SNS 활동 과정을 기록하
에 게시하여 과정 활동들을 공유하고 는 역할을 미리 선
느낌을 나눈다.
정한다.
TI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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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주 제

Plug into the sun

내용
목표
학습
목표

관련 교과

초등학교 5~6학년군
과학, 실과, 미술, 수학,
사회

태양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됨을 탐구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분수의 뺄셈을 통하여 태양에너지의 상대적인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의 발전 원리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정
목표

솔라페이퍼를 활용한 아이디어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의 크기를 분수의 뺄셈을 이용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아이디어에 가치를 매길 수 있다.

S
T
E
A
M

S

태양에너지 발전 원리 탐구하기, 빛·열의 양 측정하기

T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기

E

최대 효율의 태양에너지 발전 제품 제작하기

A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기, 태양에너지 발전 제품 디자인하기

M

제품별 태양에너지의 상대적 크기 계산하기

요소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끈 화석 연료는 그 양이 유한하며, 지구의 환
경을 오염시켜 지구 온난화라는 병폐를 낳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매년 에너지 소비가
10%씩 증가하여 세계 최고의 에너지 증가 패턴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
가폭도 세계 2위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여러 아이디어 중 무한의 에너지 ‘태양’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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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의도

8

광받고 있다. ‘태양’은 학생들에게도 매우 친숙하고 궁금한 존재이기도 하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에게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진 태양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구
체적인 조작 활동과 경험을 하게 하며, 스스로 구상한 아이디어가 실생활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부문 대상

02

교육과정 적용

차시

과목

교육과정 성취 기준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6과17-02] 자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 에너지의
과학

형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S

토의할 수 있다.
1

이해하기
T

실과

미술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태양에너지 발전 원리

솔라페이퍼를 이용하여

기기 충전하기
A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기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6과17-02] 자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 에너지의 형

과학

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토의

S

할 수 있다.
2

실험하기
T

실과

미술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빛
 ·열 감지 종이
솔
 라페이퍼 적용에
적합한 제품 찾아보기

A

솔
 라페이퍼 제품
구상하기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6과17-02] 자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 에너지의 형
과학

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토의
할 수 있다.

S

태양에너지 이해하기

T E

수학

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제작하기
A

발
 표 자료 만들기,
크라우드 펀딩 활동

사회

하기

[6사08-06]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를 조사하
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M

태
 양에너지 상대적
크기 계산하기

실과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3

[6수01-08]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

솔
 라페이퍼 제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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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황 제시(역할극 동영상)

“자 ! 지금부터 제한 시간 40분 동안 회원초등
학교 정보 사냥꾼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미션 카드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
는 스마트 기기를 준비하고 각 교실에서 기다
려주세요!”
두근~두근! 오늘은 내가 기다리던 회원초등학
교 정보 사냥꾼 대회 날이다.

학교 이곳저곳을 다니며 미션을 수행하고 있던 그때!
“헉! 어떡하지! 나 스마트 기기의 배터리를 다 써 버렸어! 아직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수행해야 할 미션이 많이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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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이라서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도 없고 계속
이동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
“스마트 기기를 충전 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는
없을까?”
나는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무궁무진한
태양에 플러그를 직접 꽂아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초등학교 부문 대상

04

교수 학습 과정안 및 교사 참고 자료(학습지)
▣ 1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
소주제

태양에너지 제품(솔라페이퍼)의 원리 이해하기

차시

과목

초등학교 5~6학년군

(단원)

과학(온도와 열), 과학(에너지와 생활), 미술(표현), 실과(기술 활용)

1/3차시

[6과17-02] 자
 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
교육
과정

로 사용하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태양에너지의 형태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됨을 알고 체험할 수 있다.
솔라페이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태양에너지의 발전 원리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S T E

CO

‘플러그 인투 더 썬’ 상황 제시 동영상을 시청한다.

준비물
동영상

차시 소개 영상

‘회원 정보 사냥꾼 대회’에 출전한 정인지는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
며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스마트폰의 배터리

도입

가 0%를 가리키며 꺼졌다. 보조 배터리도 없고 주변에는 충전할 만한

(5분)

장소가 없던 와중에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이 눈에 들어온다. 인지는
그를 직접 꽂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
각을 하게 되는데….

CO

마지막 화면에 나온 인지의 모습처럼 플러그를 태양에 꽂으면 스마트폰

을 충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태양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충전
시킬 수 있을까요?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하늘에서 뜨겁게 빛나는 태양을 보며 ‘에너지가 넘치는 저 태양에 플러

PPT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충전시킬 수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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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태양광 발전기, 태양열 발전기, 태양열·태양광 복합 발전기와 관련된 동영상

을 시청하며 태양에너지를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도입 부분의 상황 제시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흐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TIP

매우 중요하다. 1차시부터 3차시까지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동기를 가
질 수 있도록 실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해당 학생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상
황을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S T E

CO

A

태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제품인 솔라

페이퍼를 체험해 본다.
모둠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솔라페이퍼를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충전해 봅시다.
모둠별로 어떤 전자기기를 충전할지, 어떤 장소에서 충전할지를 정한 다음,
주어진 시간 동안 스마트 기기를 충전해서 다시 모이도록 한다.
솔라페이퍼를 사용하면서 태양광 등 태양을 이용한 다양한 발전기의 원리
를 궁금해 하도록 유도한다.

PPT, 솔라페이퍼, 스
마트 기기(검색, 충전용)
학생활동지

전개
(30분)
TIP

솔라페이퍼를 사용하기 전 패널 부분 등이 뜨거울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CD

12

com/watch?v=C-59-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조사해 알아본다.
모둠별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기의 원리를 조사해서 활동지에

정리해 봅시다.
TIP

태양 발전기 원리 자
료(https://www.youtube.

교사는 태양광 발전기의 원리를 과학, 실과 교과의 ‘발광 다이오드’와 비

교하여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다.

태양광 발전기 원리

gB9LYs)

초등학교 부문 대상

S A

CD

태양에너지 발전기 원리와 우리 생활에서 태양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다.

정리
인포그래픽 자료

(5분)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TIP

실생활과 연관 지어 각 발전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제작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둠별로 제작한 인포그래픽 작품을 2, 3차시 동안 교실에 전
시하여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TIP

지도상
유의점

태양에너지 발전은 초등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태

양에너지 발전은 크게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 원리를 동영상으로 간단히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제시한다.

▣ 1차시 평가 기준
연번

1

평가 기준
태양에너지의 형태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됨을 알고 경험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는가?
솔라페이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태양에너지의 쓰임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4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관찰 평가

관찰 평가
산출물 평가
자기 평가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2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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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1/3

학생 활동

솔라페이퍼 체험하기

솔라페이퍼 체험하기

이름 (

)

ission 1. 솔라페이퍼를 이용하여 충전하고 싶은 기기를 정해 봅시다.
기 기

이유

스마트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충전하기 쉽고 충전되고 있는 정도를 퍼센트(%)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ission 2. 솔라페이퍼를 충전할 장소를 정해 봅시다.
장 소

이유

운동장

햇빛이 가장 많이 내리쬐는 곳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ission 3. 솔라페이퍼를 사용해 봅시다.

14

시작

끝

사용한 시간

12시

12시 5분

충전된 정도

13%

16%

충전량 변화(%)

3% 증가

초등학교 부문 대상
1차시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1/3

학생 활동

태양에너지 인포그래픽

태양에너지 인포그래픽

이름 (

)

ission 1. 태양에너지가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생각하여 봅시다.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방법
1. 낮에 충전한 에너지로 밤에 난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 발전기
2. 햇빛으로 충전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밤동안 가로등을 켤 수 있다.
3. 데워진 물을 이용하여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ission 2. 우리 생활에서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봅시다.
(모범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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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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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교사용 참고 자료
차시

1/3

참고 자료

사진, 동영상, 읽기 자료

■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와 축전지, 전력변환 장
치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빛이 P형 반도체와 N
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태양전지에 쪼여지면 태양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 태양전지에 정
공(hole)과 전자(electron)가 발생한다. 이때 정공
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
로 모이게 되어 전위차가 발생하면서 전류가 흐
르게 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공해가 없고, 필요한 장소
에 필요한 만큼만 발전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전력 생산량이 일조량
에 의존하고, 설치 장소가 한정적이며, 초기 투자
비와 발전 단가가 높은 단점이 있다. 경남 합천군 합천댐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어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소로 기록되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71553&cid=40942&categoryId=32375

■ 태양열 발전
태양열 발전은 반사판을 이용하여 햇빛을 집중시켜 1,000℃에 가까운 열을 얻은 다음 이 열을 이용하여 전기
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때 반사판은 직사광만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구름이 적고 햇빛이 강한 지역에 적합한 발
전이다.
태양열 발전 시설은 대체로 접시/엔진(dish/engine) 시스템, 홈통형(trough) 시스템, 전력 타워(power tower) 시스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템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시스템은 모두 집중 장치, 흡수 장치, 전달·저장 장치, 변환 장치라는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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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장치로 구성된다. 집중 장치는 볼록렌즈
나 파라볼 반사판처럼 햇빛을 한곳으로 집중시키
고, 흡수 장치는 집중 장치를 통해서 집중된 햇빛
을 흡수한 후 그 열에너지를 열 전달 매체로 전달
하는 역할을 한다. 전달·저장 장치는 이 열 전달
매체를 에너지 변환기로 전해주며, 변환 장치는
전달된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꾼다.
접시/엔진 시스템은 여러 개의 접시형 반사판에
반사된 빛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도록 오목거울
형태로 조합하고 초점에는 흡수 장치와 엔진을
설치하였다. 햇빛은 접시에서 반사되어 흡수 장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치로 흡수되고, 흡수 장치는 흡수된 에너지를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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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작용 매체로 전달한다. 엔진에서는 열을 이용하여 기계적 힘을 만들고 이 힘은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높은 열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 장치는 항상 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중의 축
이 설치되어 있다. 한 개의 축은 하루 동안의 해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또 하나의 축은 1년간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홈통형 시스템은 포물선형으로 구부러져 홈통
처럼 생긴 집중 장치와 그 초점들의 연결선에
길게 자리한 흡수 장치로 구성된다. 집중 장치
는 포물선형으로 구부러진 긴 금속 반사판이나
유리 거울을 사용하며, 이 장치가 길게 남북 방
향으로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축은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해가 움직일 때 집중 장
치가 해를 따라 돌면서 가능한 한 많은 직사광
을 받도록 한다. 흡수 장치는 긴 관의 형태로,
내부에는 400℃까지 올라가는 기름이 들어 있
다. 이 뜨거운 기름은 물을 증기로 만들어서 증
기 터빈을 회전시키고, 이 회전에 의해 전기에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너지가 만들어진다. 홈통형 시스템은 발전뿐만 아니라 공장의 제조열을 얻는 데도 사용되고, 흡수 장치의 관 속에
폐수를 흘려보내 자외선을 흡수하도록 하여 폐수 정화 처리에도 사용된다.
전력 타워 시스템은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거울과 이들 거울의 초점 부분에 위치한 타워로 구성된다. 거울에는 두
개의 축이 달려 있어 해를 추적할 수 있고, 이들 거울 조합의 초점에는 흡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흡수 장치는 타
워 꼭대기에 위치하며, 용융된 소금처럼 열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능력이 뛰어난 열 매체가 흐르고 있다. 이 열매체
가 물을 증기로 변환시켜 증기 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전기가 생산된다. 흡수 장치 속에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한
용융 소금은 온도가 1,000℃ 가까이 상승한다.

■ 태양열·태양광 복합 발전

https://www.youtube.com/watch?v=M-NJzZOPsrw&t=141s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동영상 자료 : KAIST 복합식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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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차이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태양광 발전은 광전 효과(물질이 빛을 흡수하면
물질의 표면에서 전자가 생겨 전기가 발생하는
효과)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성(태양
빛 → 전기)

태양열 발전은 태양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
시키고, 이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성(태
양열 →기계에너지 → 전기)

■ 솔라페이퍼 관련 기사
가정과 산업을 통틀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에너지는 땅속에 파묻힌 동식물의 유해
가 오랜 세월에 걸쳐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
어진다. 검은 황금이라고도 불리는 화석 연
료는 환경 오염을 야기하기도 하고 자원이
지역에 따라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인간의 주 에너지로 사용되어 왔다. 석탄이
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지만 21세기 들어 인
류는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에 대비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무한, 무공해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공짜라는 가격과 함께 영원에
가까운 수명을 자랑한다. 하지만 태양광 판넬 등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주는 설비 없이는 일반인이 접하기 힘
들다. 이에 태양광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 ‘솔라페이퍼’를 출시
한 ‘YOLK’는 2015년 미국 킥스타터 펀딩에서 무려 1백만 달러(한화 12억) 펀딩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솔라페이퍼의 특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로 9㎝, 세로 19㎝, 두께 1.1㎝인 지폐 한 장 크기의 얇은 검은색
판으로 무게는 두 장이 140g에 불과하며 각 기기에 맞는 전력량을 조절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언제 어디서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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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일상과 비즈니스 가릴 것 없이 세련된 디자인은 모든 사용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현

초등학교 부문 대상

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의 경우 맑은 날 패널 2
장, 태블릿 PC의 경우 패널 4장이면 가정용 충전
기와 동일한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상단
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류량의 확인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에 그림자가 질 경우 케이블을
새로 뺐다 꼽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리셋이 가능
한 ‘Auto-reset’ 기능을 지원한다. 이처럼 YOLK
는 기존 경쟁 제품들이 놓치고 있는 소비자들의 애
로 사항을 자사의 제품에 반영해 더욱 편리한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YOLK는 솔라페이퍼의 개발 기술을 토대로,
다가오는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사물 간 통신 역할이 가능한 신제품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기술만으로는 소비자를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라는 장성은 대표의 말과 함께 다가올 4차산업 시장에서 YOLK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욱 기자 dongwook923@gmail.com

■ 솔라페이퍼 동영상 자료

태양광 발전의 원리
https://www.youtube.com/watch?v=C-59-gB9LYs

Solar Paper by YOLK
https://www.youtube.com/watch?v=7Kq9UtXOfzU

월드IT쇼 2016 - 솔라페이퍼
https://www.youtube.com/watch?v=M0ltcei6iyg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BS 클립뱅크(Clipbank) 태양열 발전소(Solar Power Plant)
https://www.youtube.com/watch?v=fs5De6PLd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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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
소주제

차시

솔라페이퍼 제품 구상하기

과목

초등학교 5~6학년군

(단원)

과학(에너지와 생활), 미술(표현), 실과(기술 활용)

2/3차시

[6과17-02] 자
 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교육
과정

하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솔라페이퍼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학습

태양에너지 측정 실험을 통해 솔라페이퍼에 적합한 제품을 찾을 수 있다.

목표

태양에너지 발전의 원리를 바탕으로 나만의 솔라페이퍼 제품을 구상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S T

CO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의 사진 및 동영상을 본다.

차시 소개 영상
도입
(5분)

태양광 모자, 가방, 버스 정류장, 지붕 등
CO

기존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제품들에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크고 무겁다, 두껍다, 아름답지 못하다, 휴대하기가 불편하다, 에너지 효율이 떨
어진다, 발전기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등
CO

태양에너지 발전의 원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어떤 솔라페이퍼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S T

전개
(30분)

CD

A

솔라페이퍼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브레인스토밍 하

며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눈다.
솔라페이퍼에 적합한 물건을 그 이유와 함께 이야기하고, 토의 결과에 따라 2~3가
지 정도의 물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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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사진, 동영상

학생활동지 1

초등학교 부문 대상

교사는 학생들이 물건을 선정할 때에 태양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는지와 일상생활에

TIP

서 자주 쓰는 생활용품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CD

어떤 물건이 더 효율적으로 태양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을지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예상해 본다.
CD

열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열 감지 종이와 빛의 노출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빛 감

지 종이를 가방, 모자, 신발 등에 붙인 뒤 학교 운동장에 나가 일정 시간 뒤의 변화를
관찰한다.

일정한 크기의 빛과 열 감지 종이를 이용하여 태양에너지의 양을 수집하는 실험 장면

실험 재료
CD

빛과 열 감지 측정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에너지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솔라

페이퍼 제품을 선정한다.

(시열 종이, 시광 종이,
가방, 모자, 선글라스,

빛 감지 종이와 열 감지 종이의 변화 관찰 예상 결과

신발 등)

전개
(30분)

CD

솔라페이퍼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모양과 크기 등을 모둠원들과 구상한다.

TIP

제품을 구상할 때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솔라페이퍼를 붙이는 위치,

학생활동지 2

에너지 효율성, 태양에너지의 발전 원리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TIP

기존 태양에너지의 발전 원리를 이용한 제품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 가능한 아이

디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CD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면서도 아름답고 실용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

하여 나타낸다.

솔라페이퍼를 붙인 생활용품의 예시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해 창의적 설계를 통한 아이디어를 토의하고 이 결과를 활동지에 그림과 글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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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CD

정리

PMI기법을 통해 모둠에서 산출해 낸 아이디어를 스스로 평가·점검해 보고 보완

한다.

(5분)

P (Plus) : 좋은 점, 장점, 긍정적인 측면, 더하기

학생활동지 2

M (Minus) : 나쁜 점, 단점, 부정적인 측면, 빼기
I (Interest) : 흥미로운 점, 독특한 점, 새로운 측면

지도상
유의점

TIP

솔라페이퍼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학생

들이 태양에너지의 발전 원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2차시 평가 기준
연번

1

2

3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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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솔라페이퍼의 원리와 특징을 알고 이를 적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토의하고 구상할 수
있는가?
태양에너지 측정 실험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활
용할 수 있는가?
산출한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구체화하고, 아이디어를 스스로 평가·분석하여 보완할 수
있는가?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방 법

산출물 평가

관찰 평가

관찰 평가

자기 평가

초등학교 부문 대상
2차시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2/3

학생 활동

솔라페이퍼 제품 토의하기

솔라페이퍼 제품 토의하기

(

) 모둠

ission 1. 솔라페이퍼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물건은 무엇일지 토의해 봅시다.
이름

물건

이유

선택

김회원

모자

햇빛이 강한 날 밖에 돌아다니면 머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태양열이
잘 모일 것 같다.

O

이초등

신발

외출할 때 늘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이다.

손학교

블라인드

창문으로 햇살이 많이 내리쬐기 때문에 블라인드에 붙여 놓으면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안스팀

축구공

늘 운동장에서 굴러다니는 축구공에 붙이면 좋을 것 같다.

O

ission 2. 위에서 정한 물건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태양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
험을 해 봅시다.
선택한 물건

모자

블라인드

실험 장소

운동장

교실 창문

준비물

모자, 열 감지 종이, 빛 감지 종이, 테이프

열 감지 종이, 빛 감지 종이, 테이프

열 감지 종이를 붙인 모자를 쓰고 햇빛이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창문 앞 블라인드에 열 감지
운동장에서 30분 동안 서 있은 후 종이의 색 변 종이를 붙이고 30분 후에 종이의 색 변화를 관
화를 관찰한다.
찰한다.

예상되는 결과

태양빛과의 각도가 모자는 90도 정도이고 블라인드는 비스듬하게 비치기 때문에 모자가 더 태양
빛과 열을 잘 받을 것 같다.

실험 결과

모자에 붙인 열 감지 종이에서 색의 변화가 더 큰 것을 보아 모자가 태양광과 열을 받는 데 더 효
율적이다.
모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실용성도 높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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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2/3

학생 활동

솔라페이퍼 제품 구상하기

솔라페이퍼 제품 구상하기

(

) 모둠

ission 1. 솔라페이퍼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상하여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필요한 재료

모자, 은박지, 검정색 종이, 가위, 테이프

구상하기
(그림으로)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제품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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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모둠은 솔라페이퍼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태양빛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모자 윗
부분에 솔라페이퍼 집열판을 붙이고,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집열판의 면
적 손실이 적은 구름 모양으로 디자인을 정했습니다. 솔라페이퍼를 대신해 은박지
를 구름 모양으로 잘라 모자에 양면테이프로 고정합니다.

ission 2. 우리 모둠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봅시다.
P(Plus) 좋은 점

M(Minus) 나쁜 점

태양빛과 열을 직각에 가까운 각
모자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써
도로 직접적으로 받아 태양빛과
서 사계절 사용하기가 어렵다.
열을 모으기에 좋다.

I(Interest) 흥미로운 점, 독특한 점
솔라페이퍼를 구름 모양으로 만들어
붙여 패션 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구름 모양의 솔라페이퍼 모자를 만들되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챙의 크기를 줄인다.

초등학교 부문 대상

2차시 교사용 참고 자료

■

차시

2/3

참고 자료

사진, 동영상, 읽기 자료

사진, 동영상 자료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제품들

태양에너지 스마트폰

태양에너지 가로등

태양에너지 비행기

태양에너지 보트

태양에너지 자동차

태양에너지 조명

태양에너지 가방

태양에너지 모자

태양광 엑스포
https://www.youtube.com/watch?v=_Hr-T1D8xfE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태양에너지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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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열 종이와 시광 종이
시광 종이(빛 감지 종이)
햇빛과 자외선을 비추면 빛과 반응하여 처음의 색상에서 다른 색으로 변화한다.

http://www.artmagics.com

시열 종이(열 감지 종이)
온도 변화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종이로, 온도에 따라
25℃ 이하 : 주황색 - 보라색 - 갈색
25 ~ 30℃ : 노랑색 - 분홍색 - 녹색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30℃ 이상 : 백색으로 변하여 색깔 변화를 통해 온도를 비교할 수 있다.

26

초등학교 부문 대상

▣ 3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
소주제

차시

솔라페이퍼 제품 만들어 펀딩하기

3/3차시

과목

초등학교 5~6학년군

(단원)

과학(에너지와 생활), 수학(분수의 덧셈과 뺄셈), 사회(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실과(기술 활용)

[6과17-02] 자
 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하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교육

[6수01-08]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과정

[6사08-06]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를 조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을 모색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솔라페이퍼를 활용한 아이디어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할 수 있다.

학습

분수의 뺄셈을 통하여 태양에너지의 상대적인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목표

‘크라우드 펀딩’ 방법을 활용하여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S T

CO

솔라페이퍼 활용 아이디어 공모 영상을 시청한다.

CO

지난 시간에 구상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제품을 제작하여 공모전

에 참여해 봅시다.
태양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품 공모전 ‘지구는 내가 지킨다’ 영상을 학생들에

차시 소개 영상

게 보여 준다.

도입
(5분)

<< 지구는 내가 지킨다 >>
지구의 건강이 갈수록 나빠집니다. 화석 연료에

공모전 영상

떻게 하면 지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요? 솔라페이퍼. 여기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전개
(30분)

S T

CD

A

실험을 통하여 선정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솔라페이퍼를 활용한 아이디어

PPT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서 나온 온갖 오염 물질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

제품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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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페이퍼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제품 만들기>
① 모둠별로 10 x10cm 크기의 솔라페이퍼를 부착할 물체에 알맞게 가공한다.
② 방향, 경사각, 그림자, 면적, 안전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솔라페이퍼를 부착
하려는 위치가 적절한 물리적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③ 바느질, 그래픽 작업, 접착 도구 활용 등 다양한 제작 방법을 사용하여 자유
롭게 만든다.

신발, 가방, 모자 등
다양한 실생활 소품

솔라페이퍼 또는 대
TIP

교사가 기본적인 재료와 매뉴얼을 제시하되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창의

체 재료

적인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둔다.
전개
(30분)

TIP

솔라페이퍼를 가공할 때 실용성뿐만 아니라 예술성을 고려하여 무늬, 글자,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고 자료를 제시한다.
TIP

학습 목표가 실생활에 솔라페이퍼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데 있고, 초

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실제 솔라페이퍼를 가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
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솔라페이퍼를 대신하여 은박지나 열 감지 종이 등 다른 재료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S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CD

28

T

M

모둠별로 가공한 솔라페이퍼가 만들 수 있는 태양에너지의 양을 상대적인 수치로

계산하여 분수로 나타낸다.
솔라페이퍼가 만드는 태양에너지 ∝ 솔라페이퍼의 면적
10 x10cm 크기의 솔라페이퍼가 만드는 태양에너지 = 1
주어진 솔라페이퍼의 면적 - 가공 후 남은 솔라페이퍼의 면적 = 가공한 솔라페이
퍼로 만들 수 있는 태양에너지
TIP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태양에너지의 양을 솔라페이퍼의 면적에 비례한

상대적인 수치로 계산하여 분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태양에너지 계산 학
습지
스마트폰, 컴퓨터, 필
기도구

초등학교 부문 대상

CD

모둠별로 완성한 아이디어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발표 자료를 제작한다.

발표 자료 제작 학습지
TIP

모둠별 발표 자료 제작 시 PPT, 사진, 동영상, 인포그래픽, 글, 그림, 광고, 신문 등

표현 방법에 제약을 두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TIP

발표 자료는 모둠별 실험 과정 및 결과, 고려한 디자인 요소, 만들 수 있는 태양

에너지의 양 등 완성된 아이디어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한다.

ET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아이디어 선정하기>
① 각 모둠의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발표를 듣고 홍보 자료를 살펴본다.
② 모둠별로 10,000원, 5,000원, 1,000원의 모의 지폐를 똑같은 액수로 나

크라우드 펀딩 학습지

눠 가진다.
③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모둠별로 매기고 싶은 가치만큼의 모의 화
폐를 투자한다.

모의 화폐, 발표 마이크

④ 각 모둠의 아이디어에 모인 투자 금액에 따라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정리

ET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를 솔라페이퍼 활용 제품 공모전에 제출한다.

ET

산출해 낸 아이디어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모둠 활동의 전 과정을 담은 동영상, 사진, 글 등을 학급 SNS에 게시하여 활동을

공유하고 느낌을 나눈다.
TIP

펀딩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모든 아이디어는 각각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지도하여 학생 모두에게 성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TIP

한 가지 아이디어에 모의 화폐를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모의 지폐의 금액에 따

라 분산 투자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에 질적인 가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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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학생들이 직접 조건에 맞는 아이디어 제품을 고민해 보고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

하므로 교사는 최소한의 필요한 도움과 조언만을 제공한다. 또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제
지도상
유의점

작하는 도구 역시 미리 준비해 온 도구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TIP

학생들이 크라우드 펀딩 활동을 돈으로 아이디어의 가치를 매기는 경제적 활동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의사 결정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차시 평가 기준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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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방 법

1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솔라페이퍼를 활용한 아이디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산출물 평가

2

제작한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하는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산출물 평가

3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는가?

관찰 평가

4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자기 평가

초등학교 부문 대상
3차시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3/3

학생 활동

태양에너지 계산하기

태양에너지 계산하기

(

)

ission 1. 남은 솔라페이퍼를 아래 모눈종이에 붙이거나 색칠하여 봅시다.

ission 2. 솔라페이퍼의 면적을 이용하여 태양에너지를 계산해 봅시다.

솔라페이퍼가 만드는 태양에너지 ∝ 솔라페이퍼의 면적
모눈종이의 전체 넓이를 1이라고 할 때

태양
= 1 - 남은 솔라페이퍼의 면적
에너지

① 가공하고 남은 솔라페이퍼의 면적을 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② 우리 모둠의 아이디어 제품이 만들 수 있는 태양에너지의 양을 계산해 보세요.
1-

26
100

=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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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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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3/3

학생 활동

발표 자료 제작하기

발표 자료 제작하기

(

)

ission 1. 모둠별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여 완성한 아이디어를 소개해 봅시다.
① 우리 모둠 아이디어의 어떤 부분을 소개하면 좋을까요?

우리 제품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태양에너지의 양과 고려한 디자인적 요소, 우리 모둠이 이 아이디어를 선
택한 이유 등을 발표하면 좋을 것 같다.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② 인포그래픽, PPT,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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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3/3

학생 활동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하여 아이디어 선정하기

아이디어 선정하기

(

)

ission 1.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아이디어에 투자해 봅시다.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예술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나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나요?

효율적으로 태양에너지를
모을 수 있나요?
발표를 통하여 아이디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나
요?

ission 2. 우리 모둠이 가장 높은 금액을 투자한 아이디어와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1모둠의 아이디어는 실생활에서 가장 간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많은 태양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솔라페이퍼를 글자 모양으로 가공하여 티셔츠에 연결하여 가장 자연스럽고 멋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우리 모둠은 1모둠의 아이디어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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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교사용 참고 자료
차시

3/3

참고 자료

사진, 동영상, 읽기 자료

■ 크라우드 펀딩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 조달(funding)을 받는다는 의미로,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
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셜 펀딩이라고도 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인터넷의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금자들이 모금 취지, 목표 금액, 모금 기간, 투
자 보상 내용 등을 게시하고 이를 홍보하는 동영상 등을 올리면 다수의 개인들이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골라 중
개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모금이 성공하면 중개 사이트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뗀 다음 모금 자에게 돈을 전달
해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본래 문화·예술 프로젝트 후원자 모집이나 재난 구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을 때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신규 사업

초등학교 부문 대상 회원초등학교

을 위한 소액 투자자 모집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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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 펀딩 동영상 자료

YTN 뉴스 ‘아이디어에 투자하라’ 크라우드 펀딩
https://www.youtube.com/watch?v=MQjk7WzflO8

■ 솔라페이퍼 크라우드 펀딩
얇고 가볍고 쉬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충전기 솔라페이퍼(Sola Paper)!
솔라에너지와 사람을 잇고자 하는 스타트업 요크(YOLK)는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였습니다.
32살의 당찬 여성 사업가 장성은 대표가 이끄는 국내 스타트업 요크(YOLK)는 친환경 솔루션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개인 아이디로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에서 태양광 보조 배
터리 솔라레이드(Solarade)를 선보였던 장 대표는 당시 피드백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한 태양광 충전기 솔라페이
퍼를 가지고 또 한 번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시작된 솔라페이퍼의 크라우드 펀딩에는 일주일 만에 목표 금액의 80%인 2억 원 이상의 금액이 모
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솔라페이퍼 크라우드 펀딩의 목표 달성은 거뜬히 이루어졌으며, 초
과 달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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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up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화성(MARS) 건축물 제작하기
서울도성초등학교 김종철, 강다영 적용 학년 5학년, 6학년

01

학습 목표
지구를 대체할 행성인 화성(MARS)에 적용하기 위한 나만의 건축물을 Sketch-up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
하고 이를 전시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02

STEAM 준거틀 구성
구 분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차시

CO

CD

ET

36
CO

: Context Presentaion,

CD

주요 내용

1차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의 문제 생각하기
- 과학 5~6학년군 날씨와 우리 생활

2차시

·화성(MARS)에서 인간이 살기 어려운 이유 예상하기
- 실과 5~6학년군 자원 관리와 자립

3차시

·Sketch-up 활용 사례 살펴보기
- 실과 5~6학년군 기술 활용

1차시

·태양계 행성의 특징 조사하고 발표하기
- 과학 5~6학년군 태양계와 별
- 과학 5~6학년군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2차시

·화성에 적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요소 찾기
- 과학 5~6학년군 온도와 열
- 과학 5~6학년군 여러 가지 기체
- 미술 5~6학년군 아이디어 발상, 표현 방법과 과정의 탐색
·화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건축물 구상도 디자인하기
- 수학 5~6학년군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 수학 5~6학년군 각기둥과 각뿔
- 수학 5~6학년군 원기둥과 원뿔

3차시

·Sketch-up 프로그램을 통해 화성건축물 디자인하기
- 수학 5~6학년군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 실과 5~6학년군 기술시스템

1차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태양계 행성 발표하기
- 과학 5~6학년군 생물과 환경

2차시

·나만의 화성건축물 구상도 발표하기
- 미술 5~6학년군 아이디어 발상, 표현 방법과 과정의 탐색

3차시

·Sketch-up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화성건축물 전시 및 평가하기
- 미술 5~6학년군 감상 방법

: Creative Design,

ET

: Emotional Touch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요약본

03

STEAM 프로그램 요약
단
계

도입

교수·학습 활동

차
시

교 사

학 생

소요
시간

STEAM
요소

S

1
차
시

지구 환경의 문제점을 느끼고 지 ※주제에 맞는
지구를 대체할 다른 행성을
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행성의 필 다른 자료를
찾는 과학자들의 모습 제시한다.
제시해도 좋다.
요성을 느낀다.

5분

2
차
시

CO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화성
화성 관련 영화
력하는 과학자의 모습을 살펴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마션’
을 느낀다.
다.

5분

3
차
시

※ 주제에 대한 관
Sketch-up으로 만들어진 산출
Sketch-up 프로그램이 활용
심과 흥미를 갖도
물을 통해 흥미를 갖는다.
되는 사례를 제시한다.
록 한다.

5분

1
차
시

circus 어플을 통하여 태양계 행
태양계 행성을 AR(증강 현
성을 AR, VR로 관찰하고 사람이 살
실), VR(가상 현실)로 관찰하여
기에 적합한 행성의 조건을 판단한
주거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다.

※ 디지털 기기는
남용 또는 오용하
지 않도록 사전 지
도한다.

10분

2
차
시
전개

CO

CO

CD

3
차
시

※ 주거 적합성에
모눈종이, 스케치 공책에 나만의
화성의 문제를 해결한 나만
맞는 건축물을
의 화성건축물을 디자인하도록 화성건축물을 디자인하여 화성에
디자인하도록
적합한 건축물을 구체화한다.
한다.
한다.

10분

CD Sketch-up 프로그램으로 나
2차시에 디자인한 나만의 화성
만의 화성건축물을 만들도록 한 건축물을 Sketch-u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만든다.
다.

Sketch-up
프로그램

10분

10분

2
차
시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발표하고
※ 무분별하게 비
ET 디자인한 나만의 화성건축 각 디자인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나
판하지 않는 분위
눈 후 보완하여 다시 디자인 해 본
물을 발표하도록 한다.
기를 조성한다.
다.

5분

Sketch-up 전시회를 구상하고 ※ 전시 과정도
Sketch-up으로 만든 화성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 후 전시회 함께 평가하도록
축물을 전시, 평가한다.
한다.
를 감상하고 평가한다.

5분

ET

T

A
M

T
E

T

S

5분

T
E

S
T
E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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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한 이유도
태양계 행성 중 주거 적합성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함께 발표하도록
가장 높은 행성을 발표한다.
행성을 발표한다.
한다.

3
차
시

T

E

1
차
시

ET

T
E

S

CD

※ 이전 차시 과제
학습으로 학생 스
스로 Sketch-up
사용법을 익혀
온다.

T

E

10분

flipped learning 기법을 활용하
과제 학습으로 미리 익혀 온 여 과제 학습으로 익혀온 SketchSketch-up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up 사용법을 확인하고 주요 기능
및 방법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점
확인하고 점검한다.
검한다.

S

S

CD 화성에서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화성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를 마 ※ PMI기법과 같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를 해결할 인드맵 하고, 해결 방안을 PMI기법 은 창의적 사고
기법을 활용한다.
을 통해 모둠별로 토의한다.
아이디어를 찾도록 한다.

CD

정리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T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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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개관
1. 주제
Sketch-up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화성(MARS)건축물 제작하기

2. 적용 학년
이 수업은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여 Sketch-up과 같은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실행할 수 있는 5~6
학년 학생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이다. 태양계와 행성의 환경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PMI기법, Design Thinking과 같
은 다양한 창의 도구를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CPS)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건축물은
Sketch-up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하게 된다.

3. 관련 단원
5~6학년군 온도와 열
5~6학년군 태양계와 별
5~6학년군 날씨와 우리 생활

과학
(S )

5~6학년군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5~6학년군 여러 가지 기체
5~6학년군 생물과 환경
5~6학년군 자원 관리와 자립

실과
(

T

E

)

5~6학년군 기술 활용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5~6학년군 기술 시스템
미술
(A )

5~6학년군 아이디어 발상, 표현 방법과 과정의 탐색
5~6학년군 감상 방법
5~6학년군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수학
(M)

5~6학년군 각기둥과 각뿔
5~6학년군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5~6학년군 원기둥과 원뿔

4. 제작 의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지구 온난화 등 여러 환경 오염으로 병들어 있고 그로 인해 호흡기
질환, 주거 지역 감소, 각종 자연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NASA 등 여러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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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구를 대체할 행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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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지구 행성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성(MARS)의 특징과 화성에서 인간이 살기 어려운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작은 과학자가 되어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
어를 대기, 기온 등의 주거 요소별로 구상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적용한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Sketch-up 프로그
램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이 수업은 전체 3차시로 계획되어 있으며 1차시에서는 지구 환경의 문제점을 느끼고 태양계 행성을 AR, VR 컨트롤러로
관찰하며 지구 환경을 대체할 태양계 행성을 찾는다. 2차시에서는 화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
결 방안을 적용하여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디자인한다. 3차시에서는 디자인한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Sketch-up프로그램
으로 정교화한다.

5. 학습 목표
가. 내용 목표
1) 태양계 행성을 관찰하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행성을 찾을 수 있다.
2) 화성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화성에서 인간이 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화성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다.
5)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만의 주거 공간 구상도를 그릴 수 있다.
6) 나만의 주거 공간을 Sketch-up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할 수 있다.
나. 과정 목표
1) 인
 간이 화성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를 마인드맵으로 생각해 보면서 지구의 소중함과 생태계 보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습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2)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건축물을 발표할 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화
 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만의 건축물을 감상하고 평가할 때, 칭찬과 격려를 주고받는 활동을 통하여 자긍심을
기를 수 있다.

6. STEAM 과목 요소
S

주거 환경 건축 기술, 가옥 구조, 건축물의 구조, 자원과 환경의 관계
발명 기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A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 발전시키기, 다양한 감상 방법 이해 및 활용하기, 디자인하기, 건축물 만들기

M

길이의 단위(cm), 입체 도형, 각기둥, 원기둥,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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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화성의 특성, 상태 변화(액체와 기체), 온도와 열의 전도, 생물과 환경의 관계, 태양계와 별, 여러 가지 기체, 여
러 지역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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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EAM 단계 요소

상황 제시

지구 환경을 대체할 다른 태양계 행성을 찾는 노력 살펴보기
화성에서 인간이 살기 어려운 이유 알아보기
Sketch-up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사례 살펴보기

창의적 설계

태양계 행성의 특징 살펴보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조건에 따라 태양계 행성의 주거 적합성 판단하기
화성의 특징을 알아보고 화성에서 인간이 살기 어려운 이유 마인드맵하기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화성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구상하기
나만의 화성건축물 디자인하기
과제학습으로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고 간단한 퀴즈를 통해 사용법 확인 및 점검하기
Sketch-up 프로그램으로 화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화성건축물 만들기

감성적 체험

태양계 행성 중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행성 선택하기
화성에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건축물 아이디어 나누기
Sketch-up 프로그램으로 정교화 한 나만의 건축물 발표 및 평가하기

8. 이 수업을 통해 학생이 얻을 역량
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융합적 사고 능력
나. 의사 소통 역량, 자긍심, 도전 의식

9. 교육과정
차시

과목

교육과정 성취 기준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군 (7) 물질의 상태 [4과0704] 우리 주변의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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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군 (14) 물의 상태 변화 [4과
14-01] 물이 수증기나 얼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고,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과학
1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2) 태양계와 별 [6과0201]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이해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
성을 조사할 수 있다.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S

지구 환경의 문제점 인식하기

S 태양계의 구성 요소 및 행성에 대
해 알아보고 특징 조사하기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4)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6과04-02]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
적인 영향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S

T

E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5) 생물과 환경 [6과05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조건을
01]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
알아보고 태양계 행성의 주거 적합
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성 판단하기
실과

2015개정 실과과 교육과정 (3) 자원 관리와 자립 [6실03-04] 쾌적한 생활
공간 관리의 필요성을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계
획하여 실천한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군 (1) 물질의 성질 [4과0104] 다양한 물체를 설계하고 장단점을 토의할 수 있다.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1) 온도와 열 [6과01-04]
대류 현상에서 열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S

화성의 환경을 알아보고 화성에
적용할 수 있는 주거 아이디어 생
각하기

T

E

과학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10) 여러 가지 기체 [6과
10-03]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6) 날씨와 우리 생활 [6
과06-01] 습도를 측정하고 습도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조사
할 수 있다.

2

실과

2015개정 실과과 교육과정 (5) 기술 활용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
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미술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5~6학년군 (2) 표현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
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A

M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화성건축물 설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5~6학년군 (2) 도형 ② 직육면체와 정육면 계하기
체 [6수02-05]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겨냥도와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수학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5~6학년군 (2) 도형 ③ 각기둥과 각뿔 [6수
02-07]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5~6학년군 (2) 도형 ④ 원기둥과 원뿔 [6수0208] 원기둥을 알고, 구성 요소, 성질, 전개도를 이해한다.

2015개정 실과과 교육과정 (4) 기술 시스템 [6실04-05] 다양한 재료를 활
용하여 수송 수단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실과

2015개정 실과과 교육과정 (4) 기술 시스템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
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S

미술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5~6학년군 (2) 표현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수학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5~6학년군 (3) 측정 ④ 입체 도형의 겉넓이
와 부피 [6수03-09]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
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E

T

E

A

M

Sketch-up으로 만든 나만의 화
성건축물 발표하고 평가하기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2015개정 실과과 교육과정 (4) 기술 시스템 [6실04-09] 프로그래밍 도구
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한다.

3

T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고 나만의 화성건축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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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1

CO

지구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 느끼기

CO

지구 환경을 대체할 다른 행성을 찾는 움직임 살펴보기

CD

(선택 활동1) AR로 태양계 행성의 모습 및 특징 관찰하기

CD

(선택 활동2) VR로 태양계 행성의 모습 및 특징 관찰하기

CD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조건 알아보기

CD

태양계 행성의 주거 적합성 판단하기

ET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태양계 행성 발표하기
소주제

2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42

나는야 화성 환경 건축가 !

CO

화성에서 산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기

CD

화성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유 마인드맵하기

CD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주거 요소에 따라 분류하기

CD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 구상하기

CD

나만의 화성건축물 디자인하기

ET

나만의 화성건축물 디자인 발표 및 보완하기
소주제

3

태양계, 너희들은 누구니?

Sketch-up프로그램으로 더 정교하게

CO

Sketch-up으로 제작한 다양한 사례 살펴보기

CD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 발표하기

CD

Sketch-up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화성건축물 만들기

ET

Sketch-up 산출물 전시 및 평가하기

11.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1

태양계 행성의 주거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산출물 평가

2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가?

산출물 평가

3

Sketch-up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가?

4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전시 및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관찰 평가
자기·상호 평가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 - 태양계, 너희들은 누구니?

1. 관련 교과
과학, 실과

2. 관련 교육과정 성취 기준
가.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2) 태양계와 별 [6과02-01]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이해하
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나.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4)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6과04-02]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
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다.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5) 생물과 환경 [6과05-01]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라. 2015개정 실과과 교육과정 (3) 자원 관리와 자립 [6실03-04] 쾌적한 생활 공간 관리의 필요성을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계획하여 실천한다.

3. 학습 목표
가. 지구 환경을 대체할 태양계 행성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조건에 따라 태양계 행성의 주거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4. 지도상 유의점
가. 환경 오염이 심해진 지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학습 목표와 맞게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행성 찾기’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 현장에 맞게 AR / VR 컨텐츠 활동은 선택 활동으로 지도한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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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 학습 과정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PPT, 활동지 1

S

CO

지구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 느끼기

출처 : 국무조정실 및 기상청 주관 관계부처합동 2015년 이상기후보고서

제시된 선택지를 봅시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선택지에 체크
해 봅시다.
개수를 세어 보니 총 몇 개 입니까?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 3개입니다. 지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TIP

자료 설명

2015년 이상기후보고서에는 제시된 자료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강풍

도입

및 우박, 한파 및 저온 등과 같은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학생들과 함께 이

(5분)

러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느낀 적이 있었는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
록 한다. 단위 학교의 지역, 환경 특성에 맞는 다른 자료를 선택하여 적절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하게 제시해도 좋다.

CO

지구 환경을 대체할 다른 행성을 찾는 움직임 살펴보기
소셜커머스 티**** 우주여행 패키지
참고 : http://news.mt.co.kr/mtview .php?no=2014040114572994391&outlink=1&ref=
http%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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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학자들의 대화를 살펴봅시다.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 우주 관광이나 주거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주 관광이나 우주에서 주거하는 등의 내용을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본 경험이 있
습니까?
- 태양계 행성에 인류의 새로운 주거지를 만든다는 마스원 프로젝트를 본 적이 있
습니다.
지구 환경이 더 오염되어 살기 어려워지면 여러분도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에서 살
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 다른 행성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면 환경 오염이 심해진 지구를 떠
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어떤 주거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
니까?
-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충분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TIP

추가 자료

네덜란드의 비영리 단체가 추진하는 화성 식민지 ‘마스원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4명씩 총 24명을 영구히 화성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출처 :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
newsid=201305101137515583&ext=na

S T E

CD

활동
< 사이언스레벨업 → 넥스트up! 가상현실 → AR/VR 와그작사이언스→ 태양계로 떠나는 여행 >

AR이란 증강 현실로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
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VR이란 가상 현실로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휴대폰·태블릿 PC로 서커스AR 앱을 다운로드 받아 앱을 실행한 후, 마커를 비춰
봅시다.
사전을 클릭하여 태양계 행성의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
- 지구처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학습
(30분)

PPT, 활동지 2

(선택 활동 1) AR로 태양계 행성의 모습 및 특징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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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선택 활동 2) VR로 태양계 행성의 모습 및 특징 관찰하기

<사이언스레벨업 → 넥스트up! 가상현실 → AR/VR 와그작사이언스 → 태양계로 떠나는 여행>

V
 R 버튼을 눌러‘태양계로 떠나는 여행’어플을 실행하고 카드보드 등의 HMD(Head Mounted Display)에 스마트폰을 끼워 태양계의 행성을 관찰해 봅시다.
TIP

VR, AR 실행 시 와이파이 및 데이터 연결은 필수이므로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TIP

수업 자료
VR카드보드는 개당 천 원 이내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AR이나 VR을
단위 학교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면 유튜브에 있는 ‘National Geographic 우
주스페셜 우주여행 가이드’ 동영상을 수업 자료로 활용한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

수성, 금성 : https://youtu.be/poY8DEmgRMA
화성 : https://youtu.be/D0ylxXdNQcQ
목성 : https://youtu.be/6aSygh1d46g
토성 : https://youtu.be/hYu_IElzlWg
천왕성, 해왕성 : https://youtu.be/asFXWqMf03k

<사이언스레벨업 → 넥스트up! 가상현실 → AR/VR 와그작사이언스 → 태양계로 떠나는 여행>

수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수성은 표면의 온도가 347℃로 높으며 대기는 없습니다.
금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금성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가장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화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극관(얼음)이 발견되었고 대기는 매우 희박합니다.
목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목성은 가장 큰 행성으로 여러 개의 줄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토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토성은 적도 둘레를 여러 개의 고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천왕성은 다른 행성들과 달리 거의 누워서 자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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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왕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해왕성은 남반구에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CD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조건 알아보기

PPT, 활동지 3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
니까?
- 햇빛, 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물인 식물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과 비슷할 것 같
기 때문입니다.

1. 공기의 온도 :
2. 기체 상태이고 원소 기호는 O :
3. 태양이 발산하는 빛 :
4. 먹을 용도의 물 :
5. 사람의 먹을거리 :

단어 찾기 퍼즐을 통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
아봅시다.
- 기온, 산소, 햇빛, 식수, 식량입니다.
주거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대기 중 산소의 유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
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어 찾기 퍼즐에 나와 있지 않은 조건이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TIP

그렇게 생각한 까닭과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D

태양계 행성의 주거 적합성 판단하기

PPT, 활동지 4

행성 번호

적합성 판단서

행성 명
주거 조건

행성 번호

행성 번호

행성 명

행성 명

행성 번호
행성 명

주거 조건

주거 조건

주거 조건

총평

총평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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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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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 번호

행성 번호

행성 번호

행성 명

행성 명

행성 명

주거 조건

주거 조건

주거 조건

총평

총평

총평
이미지 출처 : www.pixabay.com, www.freeqration.com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거 조건을 바탕으로 태양계 행성의 주거 적합성을 판
단하여 봅시다.
- 각 모둠별로 주거 적합성 판단서를 작성하면서 태양계 행성의 주거 적합성을 판
단한다.
TIP

행성 번호는 태양으로부터 각 행성까지 떨어진 거리를 상대 숫자로 표현하도록 한
다. (예: 수성은 1, 금성은 2 등)

TIP

주거 조건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거 조건 중 각 행성이 만족시키는 주
거 조건을 쓰도록 한다.

S T E

ET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태양계 행성 발표하기
작
 성한 판단서를 바탕으로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행성이 무엇인지 선택하
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도 함께 써 봅시다.

-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행성은 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얇은 대기층이 형
성되어 있고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있어 나중에 식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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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5분)

모
 둠별로 선정한 행성을 스티커를 붙여 표시하고 발표해 봅시다. 어떤 행성이 사
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되었습니까?
-6
 모둠 중 5모둠이 화성이라고 발표하여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행성

은 ‘화성’입니다.
TIP

모
 둠별로 선택한 행성을 스티커 투표하도록 하여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행
성을 도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스티커, 투표 전지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2차시 - 나는야 화성(MARS) 환경 건축가 !

1. 관련 교과
과학, 실과, 미술, 수학

2.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가.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1) 온도와 열 [6과01-04] 대류 현상에서 열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나.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10) 여러 가지 기체 [6과10-03]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
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다. 2015개정 실과과 교육과정 (5) 기술 활용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라.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5~6학년군 (2) 표현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마.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5~6학년군 (2) 도형 ②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6수02-05]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겨
냥도와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바.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5~6학년군 (2) 도형 ④ 원기둥과 원뿔 [6수02-08] 원기둥을 알고, 구성 요소, 성질,
전개도를 이해한다.

3. 학습 목표
가. 화성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유를 알고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발표할 수 있다.

4. 지도상 유의점
가. 제시된 자료 외에도, 화성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기술을 수업 자료로 활용해도 좋다.

지 사용법을 익혀 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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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정리 단계에서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 동영상을 보고 익혀 오는 과제 학습을 제시하여 다음 수업 시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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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 학습 과정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PPT, 활동지 1

S T E

오늘의 주제 예상하기

CO

정답 : ‘화성’

오늘의 주제는 다음 다섯 고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일지 예상해 봅시다.
- 화성에 대해 알아볼 것 같습니다.
CO

화성(MARS)에서 산다면 어떨지 상상해보기

도입

주거 공간 내 산소 공급(48초)

LED 패널로 태양광 에너지 생성(1분 34초)

하이드라진에서 수소 태워 물 얻기(1분 3초)

스스로 식물 재배(1분 39초)

우주선과 로버에서 체온 유지(1분 9초)

결국 실패(2분 17초)

(5분)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Youtube 영화 ‘마션’ 공식 예고편(https://youtu.
be/O87okl1Cycc)을 찾아 해당 장면을 함께 보세요.

동영상 속 주인공은 어떤 상황입니까?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 우주선이 고장 나서 화성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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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인공은 어떤 시도를 합니까?
- LED 패널로 태양에너지를 얻어 동력으로 활용하고 로켓 연료로 활용되는 하이드라
진(Hydrazine)으로 수소를 분리하여 물을 얻습니다. 플루토늄 원자력 전지에서 발생
하는 열로 화성의 추위를 이겨냅니다.
주인공은 화성에서 잘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소를 분리하던 중 폭발이 나서 우주선이 날아갑니다. 그로 인해 물을 얻는 데 실패
하여 농작한 감자도 말라죽습니다.
S

CD

T

E

A

M

화성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유 마인드맵하기

PPT, 활동지 2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화성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자연 환경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하여 마
인드맵으로 표현해 봅시다.
마인드맵으로 나타낸 내용 중 가장 치명적인 환경적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화성은 대기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우주복 없이는 외부에서 숨을 쉴 수 없기 때
문입니다.
CD

학습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주거 요소에 따라 분류하기

극심한 기온 변화

액체 상태의 물 없음

대기 중 산소 0.14%

우주 방사능 노출

소행성과 충돌 위험 높음

생명체 없음

이미지 출처 : www.pixabay.com, www.freeqration.com

활동
(30분)

어떻게 분류하였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살기에 화성 환경은 어떤 문
제가 있습니까?
- ‘기온’ 측면에서 화성은 영하 120℃에서 영상 20℃까지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 ‘대기’ 측면에서 화성의 대기압은 0.7로 지구의 대기 밀도와 비교하면 1/10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표면의 95%는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으며 이밖에 3%의 질소,
1.6%의 아르곤, 흔적만이 남아 있는 산소로 대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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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모둠별로 카드를 주거 요소에 따
라 분류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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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측면에서 화성은 태양의 거주 가능 지대보다 반 천문단위 정도 멀리 떨어져 있
어서 생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확실하게 발견된 생명
체는 없습니다.
- ‘식수’ 측면에서 화성은 물이 흐른 흔적이 존재하고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하지 않습
니다. 다만, 화성에는 얼음 상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 ‘기타’ 측면에서 화성은 자기장이 없어 우주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고 먼지 폭풍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CD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 구상하기

문제 1. 화성의 기온
·해결책 1. 기온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돔형 구조와 기온 조절 시스템 도입
·해결책 2.

문제 2. 화성의 대기
·해결책 1. 산소를 공급해 주는 주거 내 산소통 제작
·해결책 2.

문제 3. 화성의 식수
·해결책 1. 온도를 높여 얼음 상태의 물을 액체 상태의 물로 바꾸기
·해결책 2.

문제 4. 화성의 식량
·해결책 1. 감자, 옥수수 등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로컬푸드 재배
·해결책 2.

문제 5. 기타
·해결책 1. 우주 방사능, 먼지 폭풍, 소행성으로 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막 제작
·해결책 2.

화성 환경을 사람이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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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까? 모둠별로 토의하여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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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ASA,https://www.nasa.gov/feature/nine-real-nasa-technologies-in-the-mar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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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NASA가 연구 중인 기술입니다. 가장 인
상 깊은 기술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사람의 노폐물인 땀, 소변까지도 정화하여 물로 사용한다는 기술이 인상 깊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TIP

추가 자료(1) 화성 테라포밍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화성, 목성처럼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환경을 지구
의 대기,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천문학자이자 항공우주 과학자인 칼 세이건은 평균 기온이 영하 62도에 달
하는 화성에 유전자가 조작 된 미생물을 번식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전체적인 기온을
높여 화성의 표면을 데운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
경을 가진 화성은 테라포밍의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s://goo.gl/3qaRP5

TIP

추가 자료(2) MARS ICE HOME
NASA는 화성에서의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으로 ICE HOME을 설계하고 있다. ICE
HOME의 장점은 가벼워서 간단한 로봇으로 운반 및 배치할 수 있고, 얼음 두께를 최
대화하여 방사능 노출을 줄이면서 빛이 얼음과 주변 물질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채
워진 물은 저장 탱크 역할을 하거나 로켓 연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화성에서 풍부
한 이산화탄소 가스층을 단열재로 사용하여 내부의 온도를 관리할 수 있다.
단점은 화성에서 많은 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ICE HOME의 물을 채우는 데 400일
이 걸린다는 것이다.
출처 : https://phys.org/news/2016-12-nasa-ice-house-mars.html

TIP

추가 자료(3) SPACE X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약 8만 명이 거주하면서 메탄으로 구성된 화성
대기로 부터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식물 재배용 질소를 추출하여 화성 주거지를 건
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투명한 돔형 도시 형태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압축시킨 후 토양에 질소를 보급하
여 지구의 곡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든다. 화성의 질소로 부터 메탄, 산소, 이산화
탄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계와 화성 지표층 아래 얼음으로부터 물을 만들어 내는 장
치 등이 개발될 것이다.
출처 : https://goo.gl/x39umq

추가 자료(4) Hi-seas
NASA는 화성에서 적응하기 위한 모의 실험인 Hi-seas를 시작했다. 하와이 화산섬인
마우나 로아를 실험 장소로 낙점한 이유는 화성과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좁은 천막에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4개월동안 참가했고 일주일 동안 목욕 시간은 8
분으로 제한하는 등 밀페된 공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지 관찰하기로 했다. 참가자
들은 수면 주기 길어짐, 신체 활동의 저하, 저중력상태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근력 약
화, 골다공증, 암, 치매 등의 위험을 넘어야 한다.
출처 : https://goo.gl/Tok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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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나만의 화성건축물 디자인하기
두 번째 활동에서 살펴봤던 화성 주거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 기술 중에서 나만의
화성건축물에 적용하고 싶은 과학 기술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화성에서 LED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화성 테라포밍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
다. 사람이 화성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테라포밍을 통해
로컬푸드를 재배하여 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 www.freeqration.com, www.pixabay.com

주거 공간을 스케치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 주거 공간을 스케치한 사례를 통해 스케치하는 방법을 익힌다.

<이미지 출처 : www.pixabay.com>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디자인해 봅시다.
-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주거 조건에 맞는 나만의

54

화성건축물을 스케치해 본다.

PPT, 활동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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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화성건축물의 이름을 짓고, 주거 조건별로 적용할 과학 기술을 구상하여 디자인
한다. 다음 장에는 디자인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모서리의 길이를 mm로 표시하여 구
체적으로 스케치한다.
스케치를 할 때에는 외형적 디자인에 치중하기 보다는 식량, 식수, 대기, 기온 등 주

TIP

거 조건별로 화성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용한 스케치를 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S

ET

T

E

A

M

나만의 화성건축물 디자인 발표 및 보완하기
스케치한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발표해 봅시다.

실물 화상기,
활동지 5

-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발표한다.

화성건축물 아이디어의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 찾기
- 각 모둠에서 발표한 화성건축물의 장점과 단점, 흥미로운 점을 적는다.
TIP

학습지에 활동하기 전 PMI 기법에 대해 안내한 후 활동하도록 한다.

TIP

PMI 기법이란?

정리
(5분)

PMI 기법이란 Edward de bono가 개발한 창의적 사고기법으로 발명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때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생각하는 대상 혹은 아이디어의 장
점과 단점을 통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특징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창
의적 아이디어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P는 대상이나 아이디어의 좋은 점을 적는다. (ex : 플라스틱은 가볍다)
M은 대상이나 아이디어의 좋지 않은 점을 적는다. (ex : 플라스틱은 열에 약하다)
I는 대상이나 아이디어의 흥미로운 점을 적는다. (ex : 플라스틱은 열에 약하지만 쉽
게 가공할 수 있다.)

- 친구들이 찾아준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고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고
민한 후 대기, 기온, 식량, 식수 등 주거 조건에 맞는 화성건축물을 구상하여 보완한다.
과제 학습으로 Sketch-up 사용법을 익혀 오도록 안내하기
- 동영상을 통해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을 과제 학습으로 익혀올 수 있도록 하고 다
음 차시 수업에서는 Sketch-up 사용법을 발표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나만의 건축
물을 직접 만들 것임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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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화성건축물 디자인 보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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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Sketch-up프로그램으로 더 정교하게

1. 관련 교과
실과, 미술, 수학

2. 관련 교육과정 성취 기준
가. 2015개정 실과과 교육과정 (4) 기술 시스템 [6실04-05]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수송 수단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나. 2015개정 실과과 교육과정 (4) 기술 시스템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한다.
다. 2015개정 실과과 교육과정 (4) 기술 시스템 [6실04-09]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
을 체험한다.
라.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5~6학년군 (2) 표현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
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마.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5~6학년군 (3) 측정 ④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6수03-09]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3. 학습 목표
가.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혀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나. Sketch-u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다. Sketch-up 산출물을 전시하고 서로의 작품에서 잘한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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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상 유의점
가. Sketch-up 프로그램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flipped learning 기법을 적용하여 프로
그램 사용법을 과제 학습으로 미리 숙지해 오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는 간단한 퀴즈로 확인하여 사용법 습득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한다.
나. 학교 여건상 Sketch-up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Geogebra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다. 또는 4D 프레임,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나만의 화성건축물 구체화하기 등의 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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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 학습 과정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PPT, 활동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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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Sketch-up으로 제작한 다양한 사례 살펴보기
단독 주택(https://youtu.be/SxBMctoegAI)

통유리 정자(https://youtu.be/r4lsi5bDst4)

2층 빌라(https://youtu.be/HT9qMquz_0E)

현대식 빌라(https://youtu.be/Nld9wuilbmU)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이미지를 게재하지 못합니다. 해당 링크에 들어가 사례 이미지를 참고하
세요.

도입
(5분)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사례입니까?
- Sketch-up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사례입니다.
어떤 것을 표현한 사례인지 예상하여 봅시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한강 시민 공원에서 사람들이 쉬는 쉼터를 표현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
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 바닥이 움푹 파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디자인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Sketch-up 프로그램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디자인 또는 스케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실제로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으
로 나올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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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활동지 2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 발표하기
과
 제 학습으로 공부해 온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을 발표하여 봅시다. 친구의 발표
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 화면을 회전하여 스케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마우스 왼쪽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대상을 이동시키면 평면 도형을 입체 도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TIP

학습
활동

한차시 수업 시간에 Sketch-up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나만의 건
축물을 설계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flipped learning을 도입하여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을 효과적으로 익히는 것이다.
flipped learning이란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해당 주제에 대하여 선행 학습을 한
뒤 수업 시간에 교사 혹은 또래 친구와 함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학습 방
법이다.
Sketch-up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미리 학습해 오도록 전 차시 과제 학습
으로 제시한 후, 수업 시간에는 사용법을 제대로 익혔는지 퀴즈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활
동으로 계획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제한 시간 안에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고, 교
사가 주입하는 교수법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확인하는 주체적인 학습 방법이라
는 장점이 있다.
과제 학습으로는 Youtube 동영상(ex : https://goo.gl/EnQ8jd) 또는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제시할 수 있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30분)

Sketch-up 사용법을 flipped learning(플립 러닝)으로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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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을 확인해 봅시다.
-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이 정리된 학습지를 통해 주요 기능 및 사용법을 다시 확인
한다.

초성 퀴즈를 통해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을 정리해 봅시다.
- Sketch-up 사용법과 관련된 초성 퀴즈를 풀어 보고 사용법을 충분히 익혔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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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up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화성건축물 만들기

다음은 선생님이 Sketch-up 프로그램으로 만든 화성건축물입니다. 어떤 부분을 표현한
것 같습니까?
- 화성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감압실을 디자인하고 전체적인 구조물의 모양은
원기둥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외관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의 모습도 스케치하여 보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에서 살
아남기 위한 주거 조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Sketch-up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봅시다.
- 디자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만든다.
TIP

Sketch-up 프로그램 대신 GeoGebra 프로그램 활용하기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을 잘 습득하지 못했거나,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GeoGebra 프
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수업에 도입할 수 있다.
GeoGebra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수학 소프트웨어다. 초등학교 수준에
서는 2차원 평면 도형이나 3차원 입체 도형을 쉽게 그리고 구상하기 위해 GeoGebra 프로
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GeoGebra 프로그램에는 그래픽 계산기, 기하, 3차원 그래픽 계산기, 증강 현실, 클래식 등
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STEAM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 좋은 것은 3차원 그래픽 계산기나
지오지브라 증강 현실 프로그램이다.

TIP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3D 프린팅하기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Sketch-up 프로그램으로 만든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3D 프린팅을 통해 실제 물체로 만들
수 있다. 3D 프린팅은 프린터로 입체 모형을 만드는 기술로 플라스틱과 같은 경화성 소재
를 사용한다.
실제 물체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고 3D 프린트기를
무료로 사용할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교육 목적이라면 사전에 연락 후,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또는 ‘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의
3D 프린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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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프레임으로 나만의 화성건축물 구체화하기

TIP

4D 프레임은 입체 도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발명된 국산교구이다. 학생의 힘으로도 쉽
게 늘릴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학습자가 원하는 입체 도형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
다. 또한 학습자가 원하는 길이로 프레임을 잘라서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프레임은 연
결봉을 활용하여 재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실물로 만들고자 할 때,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많
이 걸린다면 4D 프레임을 활용하여 구체화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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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up 산출물 전시 및 평가하기
스케치한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발표해 봅시다.

-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발표한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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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지난 활동을 평가해 보고 소감을 발표해 봅시다.
- 자기 평가지, 상호 평가지를 통해 평가하고 소감을 나눈다.

활동지 3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1차시 학생용 활동지

활동지 1- ① . 지구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 느끼기
(

)초등학교 (

)학년 (

)반 이름(

)

1. 평소에 다음과 같이 느꼈던 적이 있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 봅시다.

2. 지구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출처 : 국무조정실 및 기상청 주관 관계부처합동 2015년 이상기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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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학생용 활동지

활동지 1- ②. 제 2의 지구를 찾는 움직임

1. 다음 과학자들의 대화를 살펴봅시다.

참고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0114572994391&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출처 : www.pixabay.com

2. 과학자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지구를 대체할 다른 행성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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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이 지구에서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여러분도 다른 행성에서 주거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구의 환경 오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서 살 것 같습니다.

4. 다른 행성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주거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1차시 학생용 활동지

활동지 2. AR 또는 VR로 태양계 행성의 모습 관찰하기

1. 다음의 마커를 스캔하여 AR 또는 VR로 태양계 행성을 관찰하여 봅시다.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레벨업

2. 수성과 금성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수성은 표면 온도가 347℃로 높으며 금성은 가장 두꺼운 대기층을 갖고 있습니다.

3. 화성과 목성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화성은 극관(얼음)이 존재하고 대기는 희박한 편입니다.
목성은 가장 큰 행성으로 여러 개의 줄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토성은 적도 둘레를 여러 개의 고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다른 행성들과 달리 거의 누워서 자전합니다.
해왕성은 남반구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있습니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4.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63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1차시 학생용 활동지

활동지 3.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조건 알아보기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1. 단어 찾기 퍼즐을 통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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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4. 태양계 행성의 주거 적합성 판단하기

1.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태양계 행성의 주거 적합성을 판단하여 봅시다.

적합성 판단서

행성 번호
행성 명
주거 조건
총평

행성 번호

행성 명

행성 명

행성 번호
행성 명

주거 조건

주거 조건

주거 조건

총평

총평

총평

행성 번호

행성 번호

행성 번호

행성 명

행성 명

행성 명

주거 조건

주거 조건

주거 조건

총평

총평

총평

이미지 출처 : www.pixabay.com, www.freeq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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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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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 ①. 학습 주제 예상하기
1. 다섯 고개를 통해서 학습 주제를 예상하여 봅시다.

정답 :

활동지 1- ②. 화성(MARS)에서의 생활 모습 상상하기
1. 화성에서 살아남기가 주제인 영화 ‘마션’을 감상해 봅시다.
Youtube 영화 ‘마션’ 공식 예고편 https://youtu.be/O87okl1Cy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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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속 주인공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주선이 고장 나서 화성에서 당분간 자급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3.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인공은 어떤 시도를 합니까?
LED 패널로 태양에너지를 얻어 동력으로 활용합니다.
로켓 연료로 활용되는 하이드라진으로 수소를 분리하여 물을 얻습니다 등

4. 영화 속 주인공은 잘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소를 분리하던 중 폭발이 나서 우주선이 날아갑니다.
물을 얻는 데 실패하여 농작한 감자도 말라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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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학생용 활동지

활동지 2 - ①. 화성(MARS)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유 생각해 보기

1. 화성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유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기서 잠깐! 마인드맵이란?

마인드맵이란 자신의 생각을 지도를 그리듯이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를 치면서 쓰면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제시되어 있는 가지를
더 추가해도 되고 삭제해도 된답니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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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학생용 활동지

활동지 2 - ②. 화성(MARS) 환경의 문제점을 주거 요소에 따라 분류하기

1. 다음은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참고 : http://nownews.
seoul.co.kr/news/newsView.
php?id=20160522601002

극심한 기온 변화

액체 상태의 물 없음

대기 중 산소0.14%

우주 방사능 노출

소행성과 충돌 위험 높음

생명체 없음

이미지 출처 : www.pixabay.com, www.freeq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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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요소에 따라 분류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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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3. 화성(MARS)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 구상하기

1.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적어 봅시다.
문제 1. 화성의 기온
·해결책 1. 기온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돔형 구조와 기온 조절 시스템 도입
·해결책 2.

문제 2. 화성의 대기
·해결책 1. 산소를 공급해 주는 주거 내 산소통 제작
·해결책 2.

문제 3. 화성의 식수
·해결책 1. 온도를 높여 얼음 상태의 물을 액체 상태의 물로 바꾸기
·해결책 2.

문제 4. 화성의 식량
·해결책 1. 감자, 옥수수 등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로컬푸드 재배
·해결책 2.

문제 5. 기타
·해결책 1. 우주 방사능, 먼지 폭풍, 소행성으로 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막 제작
·해결책 2.

2. 다음은 화성을 사람이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고자 NASA가 연구 중인 기술입니다.

화성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상상력과 문화의 중심을 차지해 왔다. 고대인들은 화성의 붉은 색과 밝음에
감탄했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화성을 더 알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2015년
10월에는 ‘MARS’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NASA가 개발한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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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는 화성 탐사 로봇들을 통해 꾸준히 화성을 탐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인류 정착을 목표로 한다는 계
획을 발표한 바 있다. NASA가 개발하고 있는 과학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술 1. 주거 공간 내 감압실 설치
화성 지표면의 기압은 0.0063기압으로 지구의 1기압과 약 158배나 차이가 난다. 인간이 화성에서도 일상생활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성의 주거 공간을 지구와 같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 공간에 들어가기
전 진공 펌프로 내부와 외부의 기압을 맞춰 주는 감압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기술 2. 식물 농장
2015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는 수경 재배 시설에 상추 씨앗을 심고 LED로 태양광을 대신하여 이미 농작
물을 재배한 바 있다.
NASA도 화성 테라포밍을 위해 감자, 상추 등을 재배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곤충 식량을 개발하여 대체 식품
으로 곤충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술 3. 식수 공급
화성 표면에는 호수, 강 또는 바다가 없으며 지구에서 물을 보내는 데 9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식수를 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땀이나 눈물, 사용한 물, 심지어는 소변까지도 버리지 않고 회수하여 재 사용하는 물 재 사용 시스템
(WRS)을 개발한다.

기술 4. 산소 공급 장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주거 공간 내 탁해진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공기로 재 처리하는 산소 발생 시스템을 개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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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 분자를 그 구성 요소인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는 과정인 전기 분해 요법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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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IE’라는 이름을 가진 산소 발생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기술 5. Rover 및 우주 생활복
화성의 굴곡진 계곡, 먼지 폭풍을 뚫고 이동하기 위해서
는 지구와 다른 이동 수단이 필요하다. 바퀴가 크고 엔
진의 힘이 센 Rover와 같은 탐사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방사선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우리 몸을 방
호해 줄 3겹으로 레이어드 된 Z-2프로토 타입 우주복
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 6. 이온 추진 에너지 사용
아르곤이나 제논 같은 기체를 전기적으로 대전시켜 이온을 약 20만mph로 방출함으로써 이온 추진 에너지를
사용한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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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추진은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연료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 공
간뿐만 아니라 DAWN호와 같은 우주선에 적용할 계획이다 .

기술 7. 방사성 동위 원소 열전기 사용
RTG는 방사성 동위 원소인 플루토늄-238이 자연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우주 배터리’라
고 할 수 있다.
RTG는 옷이나 인간의 피부에는 침투하지 않는 알파선을 방출하고 매우 미세한 입자로 섭취할 경우에만 인체
에 해를 미친다고 한다.
출처 : NASA,https://www.nasa.gov/feature/nine-real-nasa-technologies-in-the-martian,www.pixabay.com

활동지 4. 나만의 화성(MARS)건축물 디자인하기
1.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디자인해 봅시다.

나만의 화성건축물

적용할 과학 기술

대기

기온

식량

식수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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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스케치(한 칸 가로 5mm, 세로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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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5. 나만의 화성(MARS)건축물 디자인 발표 및 보완하기

1. 디자인한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발표하고 평가해 봅시다.

2. 나만의 화성건축물을 보완해 봅시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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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 Sketch-up으로 제작한 다양한 사례 살펴보기

1. 다음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예상하여 봅시다.
사례 1. 단독 주택

사례 2. 통유리 정자

사례 3. 2층 빌라

사례 4. 현대식 빌라

<사례 1 출처 : https://youtu.be/SxBMctoegAI>
<사례 2 출처 : https://youtu.be/r4lsi6bDSt4>
<사례 3 출처 : https://youtu.be/HT9gMquz_0E>
<사례 4 출처 : https://youtu.be/Nld9wuIlbmU>
※ 사례 이미지는 출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이미지를 게재하지 못합니다.

활동지 2 - ①. Sketch-up 사용법 발표하기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서울도성초등학교

1. 과제 학습으로 익혀 온 Sketch-up 사용법을 쓰고 발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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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의 발표 중 탐나는 Sketch-up 사용법을 적어 봅시다.

활동지 2 - ②. Sketch-up 프로그램 주요 기능 확인하기
1. Sketch-up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확인해 봅시다.
도구

기능
- 그린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 ctrl키를 누르고 다른 대상을 클릭하면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 화면을 밀 수 있다.
- 작업하기 쉬운 위치로 위치를 조절하여 그릴 수 있다.
- x축, y축, z축의 차원을 조절할 수 있다.
- 화면을 회전하여 작업 후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로 원하는 크기의 사각형을 그린 후 마우스를 놓으면 된다.

- 평면(2차원)으로 된 면을 입체(3차원)로 만들 수 있다.
- 입체로 만들고자 하는 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 주면 입체
가 된다.
- 대상(그림)의 위치를 옮길 수 있다.
- 입체(3차원)로 그린 도형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입체 도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 실수했을 경우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 점 두 개를 찍으면 반원이 그려지고 반대편에 다시 그리면 원을 그릴 수 있다.
- 원기둥과 같은 건축물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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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 - ③. Sketch-up 프로그램 주요 기능 및 사용법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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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성 퀴즈를 통해 Sketch-up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과 사용법을 충분히 익혔는지 점검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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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선택 / ② : 원 / ③ : 위치 / ④ : 돌아 / ⑤ : 회전 / ⑥ : 사각형 / ⑦ : 입체 / ⑧ :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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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3. Sketch-up 산출물 평가하기

1. 나만의 Sketch-up 화성건축물을 발표하고 평가해 봅시다.
평가
방법

평가
영역
상황
제시

평가 기준

평가
상

중

하

● 화성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유를 느끼고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나요?

●화
 성

환경의 문제점을 주거 요소(식량, 식수, 대기, 기온 등)별로 분류
할 수 있나요?

●화
 성

자기
평가

창의적
설계

환경의 문제점을 주거 요소(식량, 식수, 대기, 기온 등)별로 해결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였나요?

●다
 른

친구들의 Sketch-up 사용법을 경청하고 더 좋은 사용법을 생각
해 내기 위해 협력하였나요?

●S
 ketch-up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때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알고 알
맞게 사용하였나요?

●나
 만의

감성적
체험

상황
제시

화성건축물 발표 및 평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나
 의

작품과 다른 작품을 비교하며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발전시
키려고 노력하였나요?

●친
 구

OO은(는) 화성 환경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친
 구

●친
 구

OO은(는) 화성건축물에 필요한 주거 요소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
여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였나요?

●친
 구

감성적
체험

OO은(는)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효과적으로 전시
및 발표하였나요?

●친
 구

OO은(는) 동료의 작품을 존중하며 감상하였나요?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상호
평가

창의적
설계

OO은(는) Sketch-up 프로그램 사용법을 공유할 때에 경청하는
자세로 참여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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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ECO) School 흙 지킴이,
Life Bomb!
토성초등학교 김해란, 우슬아, 김형준, 이정임 적용학년 3학년, 4학년

01

학습 목표
여러 장소의 흙을 관찰하여 비교하고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를 만들 수 있다.
Life Bomb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흙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02

STEAM 준거틀 구성
3-1-4. 과학. 지표의 변화(2009개정 교육과정)
3-2-3. 과학. 지표의 변화(2015개정 교육과정)
4-2-1. 과학. 식물의 생활(2009개정 교육과정)
3-1-1. 미술. 온몸으로 세상을 만나요.(천재교과서)
3-1-2. 미술. 오물조물 찰흙의 세계로 떠나 볼까요?(천재교과서)

적용 단원

구 분

주요 내용
 리 학교 주변의 흙은 어떤 모습일까요? 흙 환경지도를 만들어 알아볼까요?
우
에코(ECO) School 흙 지킴이 되어 Life bomb을 만들어 볼까요?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상황 제시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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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03

창의적 설계

CD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만들기
Life Bomb 설계하여 만들기

감성적 체험

ET

흙 환경지도, Life Bomb 만들기 및 처리 활동을 통한 성취감, 만족감 체험하기

: Context Presentaion,

CD

: Creative Design,

ET

: Emotional Touch

STEAM 프로그램 요약
1. 1차시 : 흙 환경지도 만들기
단계

도입

교사

학생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사막화 현상 이전과 이후의 토양 변
화 자료 제시하기
-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흙은 모두 같
은 모습일까요?
상황 제시하기

사막화 현상의 개념 파악 및
토양에 관심 갖기
·사막화 현상의 개념 파악하기
·우리 학교 주변의 흙에 관심 갖기

※ 공통점 찾기를 통
해 사막화의 개념을
파악하게 한다.

교수·학습 활동

문제 상황 확인하기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흙은 어떤 모습일까요?
흙 환경지도를 만들어 알아볼까요?

타실리나제르 동
굴 벽화, 중국 네이
멍구 훈찬타커 사진

소요
시간

STEAM
요소

7분

S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요약본
토양도 자료 제시하기
- 무엇을 나타내었을까요?
-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제작 설계
안내하기
- 어떻게 만들까요?

전개

정리

토양도 제작 아이디어 얻기
·토양도의 의미 이해하기
·토양도 제작 과정 추리하기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제작 설계
하기
자, 모종삽, 페트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제작 설계 리 접시(흙 채집용),
하기
활동지, 돋보기, 약
숟가락, 가위, 셀로판
<흙 환경지도 만들기 설계 예시>
테이프, 손 코팅지(원
① 학교 주변 여러 곳의 흙을 채집하기
모양), 종이(원 모양),
② 채집한 흙 비교 및 관찰하기(분류하기)
③ 관찰 결과를 학교 안내도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기
풀, 색연필 등

- 주의할 점을 발표해 봅시다.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만들기 및 발
표 지원하기
- 학교 주변 흙의 모습을 발표해 봅시다.
-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와 토양도 비
교하기

※ 야외 활동 시 지켜
· 활동 시 주의할 점 찾기
모둠별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제 야 할 안전 수칙을 지
키도록 한다.
작하기
·흙 환경지도로 학교 주변 흙의 분
포 특성 발표하기
·흙 환경지도와 토양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 우리 학교 주변에도 훈찬타커와 비슷
한 곳이 있나요?
- 학습 소감을 발표해 봅시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거나 흙 침식이
있는 곳 찾아보기
·학습 활동 성찰하기

※ 3차시 활동과 연
계시킨다.

S
26분

T
E

M

7분

2. 2-3차시 : 에코(ECO) School 흙 지킴이 되어 Life Bomb 설계하여 만들기
교수·학습 활동

단계

도입

교사

학생

Seed Bomb 자료 제시하기
- 무엇일까요?
-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상황 제시하기
- 학교 주변에서 흙의 보존이 필요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 유실 우려가 있는 흙을 그대로 방치
하면 어떻게 될까요?

Seed Bomb에 호기심 갖기
·Seed Bomb 개발자, 개발 목적 등
에 대하여 이해하기
문제 상황 확인하기
- 생태공원 산책로입니다.
- 운동장 옆 화단입니다.
·유실 우려가 있는 흙을 방치할 경
우의 결과 예상하기

소중한 흙, 우리도 지킬 수 있을까요?
에코(ECO) School 흙 지킴이가 되어 Life Bomb을 만들어 볼까요?

T. Life bomb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모둠별 제작 방법 설계 후 모둠별
요? 모둠별로 설계한 후 만들어 봅시다. 작품 제작하기
< Life Bomb 설계 및 제작하기 >
● 씨앗

·Life Bomb 발표·평가하기
- 제작 작품을 발표해 봅시다.
- Life bomb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 화단에 던집니다.
- Life Bomb을 전시합니다.
까요?
에코(ECO) School 흙 지킴이 활
에코(ECO) School 흙 지킴이 활동
동 직접 실행하기
장소 인솔 및 활동 안내
·던지기 또는 전시 활동 하기
- 흙 지킴이가 되어 봅시다.

정리

학습 내용 정리하기
스마트하게 나무 심는 법 소개하기

학습 활동 성찰하기
트리 플래닛 감상하기 및 흙을 지
키려는 태도 지니기

소요
시간

사진 자료(사막화
방지를 위해 개발한
아이디어 작품)
※ 유실 우려가 있는
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
게 한다.

STEAM
요소

S
10분

T
E
A

1차시 제작 흙 환
경지도 자료
※건조한 환경에 적
합한 씨앗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쉽게 구
할 수 있는 씨앗을
이용한다.
씨앗, 여러 가지
흙, 반죽 도구
※흙의 특성 체험
및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
어 적용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60분

※ 일회성 행사에 그
치지 않도록 한다.

10분

S
T
E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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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폭탄 만드는 방법 설계하기
- 과학 지식 적용: 흙의 특성, 흙과 식물의 관계
● 씨앗 폭탄 제작 예산 세우기
● 씨앗 폭탄 이름 짓기 및 디자인하기
● 씨앗 폭탄 만들기
- 재료 준비 → 재료 혼합 → 재료 반죽 → Life Bomb 빚기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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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및 제작 의도
흙은 우리 삶의 터전인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근원이며 한 줌의 흙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러한 흙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과정과 유기적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며 수만에서 수백만 년이라는 긴 세
월이 흘러야 한다.
그러나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 흙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커다란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흙을 만져 보거나 밟아 볼 기회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흙에 대한 관심은커녕 ‘흙은
더럽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학생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곳의 흙을 관찰하고 흙의 생성 과정, 생물과 흙의 관련성을 이해하
며 흙의 중요성, 흙을 보존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 실생활과
의 연계성이라는 면에서 바라볼 때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에 참여는
하지만 탐구를 통한 학습의 기쁨이나 만족감, 성취감은 낮다.
그래서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3학년 1학기 4. 지표의 변화 ‘중단원 1. 소중한 자원, 흙’, 2015개정 교육과정 3
학년 1학기 3단원 ‘지표의 변화’, 미술과 표현 영역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재료와 용구에 따른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등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에코(ECO) 스쿨 흙 지킴이, Life Bomb!’이라는 주제의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과 중심으로 개발하였지만, 도덕과의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
역뿐만 아니라 2015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영역 학술문화 활동 ESD(지속 가능 발전교육)의
주제로도 적용할 수 있다.
3학년 과학과 중심으로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흙의 특성, 흙과 생물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흙을
보존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는 가운데 흙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과
학 지식이 우리들의 실생활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과학 학습에 대한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과 도덕과 중심으로 적용할 경우 자연 자원(물, 공기, 토양 등)과 관련하여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환경 보존 등 오늘날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워가게 됨은 물론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의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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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목표
여러 장소의 흙을 관찰하여 비교하고,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를 만들 수 있다.
Life Bomb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흙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3. 교육과정 분석
교육
과정

과학

미술

영역

관련 성취 기준

교육과정
운영 시수

◈ 2015개정 교육과정

[4과04-01] 여러 장소의 흙을 관찰하여 비교할 수 있다.
<탐구 활동> 장소에 따른 흙의 특징 조사하기
[4과13-01] 씨가 싹트거나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 활동> 씨가 싹트거나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 찾기

(2)

◈ 2009개정 교육과정
● 3-1-4. 지표의 변화

● 과4061-2 여러 곳의 흙을 관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과4061-3 흙과 생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과4062-2 흙의 중요성을 알고 흙을 보존하는 방법을 설명
할 수 있다.

2

◈ 2015개정 교육과정

[4미01-01]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다양한 감각을 활
용할 수 있다.

(1)

● 3~4-1. 미술을 통한 발견
(1) 온몸으로 세상을 만나요.(천
재교과서)

● 미4111-1 몸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주변의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한다.
● 미4111-2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주변 자연물이나 인공물
을 탐색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3~4-5. 가고 싶은 산·들·
바다(금성출판사)

● 미4111-1 몸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주변의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한다.
● 미4111-2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주변 자연물이나 인공물
을 탐색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2015개정 교육과정

[4미02-04]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4미02-05] 조형 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4미02-06]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 3~4-8. 만들기 나라로
(1) 오물조물 찰흙의 세계로 떠나
볼까요?(천재교과서)

● 미4212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미4222 재료와 용구에 따른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 표현할
수 있다.

1

● 3-1-1. 우리가 살아가는 곳

● 사4012 지도는 방위, 기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
고, 지도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을 그림 지도로 표
현할 수 있다.

적용 단원

생명과
지구

표현

(1)

미술

영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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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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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창의적
체험활동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
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
진다.

◈ 2015개정 교육과정

(1)
● 3-4.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 도441 생명 탄생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명확하게 알고,
일상생활에서 생명 존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 2015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

● 학술문화활동 : 자연과학 탐구활동
- 지속 가능 발전연구

(2)

자연 환경 보호 활동

●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2)
※ ( )는 적용 가능 교육과정

4. STEAM 준거틀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흙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코(ECO) School 흙 지킴이가 되어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를 만들어 알아볼까요?
소중한 흙, 우리도 지킬 수 있을까요? 에코(ECO) School 흙 지킴이가 되어 Life Bomb을
만들어 볼까요?

상황 제시
CO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만들기
우
 리 학교 주변 환경에 적합한 Life Bomb 설계하기
우
 리 학교 주변 환경에 적합한 Life Bomb 만들기

창의적 설계
CD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만들기를 통한 성취감, 만족감 체험하기
L
 ife Bomb 만들기를 통한 만족감, 성취감, 학습의 즐거움 경험하기
에
 코(ECO) School 흙 지킴이 활동 참여를 통한 만족감, 성취감, 학습의 즐거움 경험하기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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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5. 차시별 지도 계획
차시

학습 주제

1/3

흙 환경지도
만들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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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Bomb
만들기

학습 활동
학
 교 화단, 운동장 등 학교 주변 여러 곳의 흙 비교·
관찰하기
자연 환경 및 서식하고 있는 식물 관찰하기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만들기
학교 주변 흙 분포 실태 및 특성 분석하기
Life Bomb의 필요성, 목적, 제작 방법 알아보기
흙의 보존이 필요한 장소 찾기
여러 가지 흙의 특징 알아보기
Life Bomb 설계하여 만들기
Life Bomb 평가하기
Life Bomb 흙 지킴이 활동하기

STEAM
요소
S
T

/E
A
M

S
T

/E
A
M

관련 교육과정

3-1-4. 지표의 변화
3-1-(1) 온몸으로
세상을 만나요.

유형

교과 내
수업형

3-1-4. 지표의 변화
교과 연계
3-8-(1) 오물조물 찰흙
수업형
의 세계로 떠나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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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 과정 중심 평가 계획
이원 목적
성취 기준

STEAM
내용 요소

수행 과제

평가 유형

평가
시기

탐구

흙 환경지도 만들기

수행
(관찰 평가)

1차시

표현
태도

Life Bomb 만들기

수행 산출물
(관찰 평가)

3차시,
수업 후

행동

S

여
 러 장소의 흙을 관찰하여 비교하고,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를 만들 수 있다.

T

/E
A
M

S

L ife Bomb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흙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T

/E
A
M

7. 교수·학습 계획
◐ 흙 환경지도 만들기(1/3)
가. 차시 개요
3학년 1학기 4. 지표의 변화 중단원 ‘(1) 소중한 자원, 흙’ 단원은 학교 주변의 다양한 흙을 관찰하고 이를 통하여 흙
의 특성을 알아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3차시에 걸쳐 과학실이라는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돋보기로 여러
곳의 흙 관찰하기’, ‘물 빠짐 비교하기’, ‘부유물 관찰하기’ 등의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흙 환경지도 만들기’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주변의 간이 흙 환경지도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학교 주변의 흙 환경지도를 학생들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여러 가지 흙의 특성, 흙과 생물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교실에서 배우는 과학 지식이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요소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내용 요소
 교 화단, 운동장 등 학교 주변 여러 곳의 흙 비교하고 관찰하기
학
햇빛, 물, 바람 등 자연 환경 특징 관찰하기
서식하고 있는 식물 관찰하기
우리 학교 주변 흙의 분포 실태 및 특징 분석하기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만들기
흙 알갱이의 크기 비교하기
흙의 종류에 따른 분포 실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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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AM 학습 준거
상황 제시
Context

창의적 설계
Creative Design

감성적 체험
Emotional Touch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흙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를 만들어 알아볼
까요?
흙 환경지도의 개념 알아보기
흙 환경지도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흙 환경지도 만들기
흙 환경지도 만들기를 통한 성취감 경험하기

라. 교수·학습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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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84

흙 환경지도 만들기

관련 성취 기준

◈ 2015개정 교육과정
[4과04-01] 여러 장소의 흙을 관찰하여 비교할 수 있다.

관련 교육과정

◈ 2015개정 교육과정
● 과학 3-2-3. 지표의 변화
◈ 2009개정 교육과정
● 과학 3-1-4. 지표의 변화
● 미술 3~4-1. 미술을 통한 발견(천재교과서)
● 미술 3~4-5. 가고 싶은 산·들·바다(금성출판사)
● 사회 3-1-1. 우리가 살아가는 곳

학습 목표

여러 장소의 흙을 관찰하여 비교하고,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를 만들 수 있다.

학습 모형

일반 학습

수업 유형

교과 내 수업형
교사

학교 안내도, 사진 자료(사막화 현상), 컴퓨터 활용 자료(토양도 제작 방법)

학생

자, 모종삽, 페트리 접시(흙 채집용), 활동지, 돋보기, 약숟가락, 가위, 셀로판테이프,
손 코팅지(원 모양), 종이(원 모양), 풀, 색연필 등

교수·학습 자료

범례 참고

Co(Context) : 상황 제시, CD(Creative Design) : 창의적 설계, ET(Emotional Touch) : 감성적 체험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단계
도입

교수·학습 활동
교사

학생

사막화 이전과 이후의 토양 변화 사
진 자료 제시하기

사막화 현상의 의미 이해 및 주변 토
양에 관심 갖기

이미지 출처 : 이미지 투데이, http://www.ohmynews.com

T.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T.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S1 동물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S2 식물이 살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S1 모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S2 옛날에는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
었지만 지금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막화 현상: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 등에 의해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

T. 이
 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
엇일까요?

상황
제시
CO

S1 비가 적게 왔기 때문입니다.
S2 나무를 함부로 베어 냈기 때문입
니다.
T. 이
 러한 곳의 흙은 어떤 특징을 지니 S1 모래가 많습니다.
고 있을까요?
S2 물기가 없습니다.
S3 부유물이 적어 식물이 잘 자라지 못
할 것 같습니다.
T. 우
 리 학교 주변의 흙은 어떤 모습 S1 우리 학교 주변에는 이와 비슷한 흙
일까요?
이 없습니다.
S2 우리 학교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흙
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소요
시간

STEAM
요소

7분

S

이집트 타실리나제
르 동굴 벽화, 중국 네
이멍구 훈찬타커 사진
※자료를 통해 사막화
의 개념을 이해한다.

※ 사막화 현상과 사
막화 현상의 원인에
관심을 갖도록 안내하
지만 내용을 깊이 다
루지는 않는다.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흙은 어떤 모습일까요?
흙 환경지도를 만들어 확인해 볼까요?

전개

토양도 안내하기
T. 무엇을 나타낸 지도일까요?

※ 토양도와 토양도
토양도 기본 개념 이해하기
제작 과정은 깊이 다
S1 우리나라 모습 지도입니다.
S2 어떤 흙이 있는지 나타낸 지도인 것 루지 않는다.
같습니다.

27분
T. 토양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 가지 도구로
흙 파기

입체경으로
흙 분석하기

 진 자료를 보며 토양도 제작 과
사
정 추리하기

원도 작성하기

컴퓨터 작업하기

T
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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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둠별 흙 환경지도 제작 방법 설
모
계하기
활동지

<흙 환경지도 만들기 설계 예시>

창의적
설계
CD

※ 학교 안내도를
활용한다.

① 학교 주변 여러 곳의 흙을 채집한다.
② 채집한 흙을 관찰한다(분류한다).
③ 관찰 결과를 학교 안내도에 나타낸다.
※ 학교 안내도에 나타내는 방법
(1) 흙 표본 자료(실물 자료) 붙이기
(2) 관찰 결과를 구체화 또는 상징화한 자료로 만들어 붙이기
(3) 흙을 분류하여 같은 종류의 흙이 있는 장소를 찾아 색칠하기

T. 활
 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을 발표해 S1 흙으로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봅시다.
S2 모종삽이나 돋보기로 위험한 행동
을 하지 않습니다.
S3 깊은 곳의 흙을 파지 않고 소중히
다룹니다.
흙 탐사 장소로 인솔하기

모둠별 흙 탐사 활동하기
모둠
또는 모둠원

흙 채집 및 탐사 장소(예시)

①②

컴퓨터실 앞 화단, 운동장

③④

생태 공원(정자, 연못), 놀이터

⑤⑥
⑦

 환경지도(토양도) 제작 준비물
흙
배분하기

활동지, 휴대폰, 자,
모종삽, 페트리 접시
(흙 채집용), 돋보기.
주차장 근처, 교문 앞
손 코팅지, 풀, 종이,
가위, 유리테이프, 약
숟가락, 학교 안내도,
모둠별 흙 환경지도(토양도) 제작
색연필 등
활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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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코팅지 위에 흙 올려놓기

손 코팅지로 덮은 후 누르기

<설계 방법에 따른 흙 환경지도 만들기 결과물 예시>

감성적
체험

① 흙 표본 자료(실물 자료) 붙이기
② 관찰 결과를 구체화 또는 상징화한 자료로 만들어 붙이기
③ 흙을 분류하여 같은 종류의 흙이 있는 장소를 찾아 색칠하기

ET

86
방법 ①

방법 ②

※ 안전한 탐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S

방송실 앞 화단, 급식실 앞 화단

장소별 흙 표본 자료 만들기

흙 채집하기

※ 학급 전체 학생이
하나의 흙 표본 자료
를 만드는 방법으로
적용해도 충분하다.
모둠별 다양한 산출물
을 기대할 경우 1차시
로는 충분하지 않다.

방법 ③

27분

T
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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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우
 리 학교 주변에 있는 흙의 모습을 S1 우리 학교에는 모래가 섞인 흙이 가
발표해 봅시다.
장 많았습니다.
S2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부드러운 흙
은 부족합니다.
S3 화단의 흙을 제외하고 대부분 모래
가 많은 흙이었습니다.
정리

※완성한 흙 환경지도
로 학교 주변 흙의 분
포 특성을 분석해 보도
록 한다.

T. 우
 리가 만든 흙 환경지도와 토양도 S. 장
 소에 따른 흙의 모습을 알 수 있
흙 환경지도와 토
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습니다.
양도사진
T. 우
 리가 만든 흙 환경지도와 토양도 S1 우리가 만든 흙 환경지도는 우리 학
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교 주변에 있는 흙의 모습을 나타내
었지만 토양도는 넓은 지역의 흙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S2 우리가 만든 흙 환경지도에 나타난
흙의 종류는 매우 적지만 토양도의
흙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 학교 흙 환경지도와 토양도 비교하기>

● 공통점
- 장소에 따른 흙의 모습이나 특성(토성)을 알 수 있다.

6분

S

● 차이점
- 흙을 채집하여 관찰한 장소(범위)가 다르다.
- 관찰 결과를 나타낸 방법이 다르다.
- 분포된 흙의 종류(흙의 다양성)가 다르다.
- 흙 채집 방법 등이 다르다.

※ 흙의 보존이 필요한
S1 연못 바닥에 흙이 많이 쌓여 있었 장소는 2~3차시 활동
습니다. 근처의 화단에서 흘러온 것 과 연계되므로 관심을
같았습니다.
갖도록 한다.
S2 생태 공원에도 식물이 자라지 못하
는 곳이 많았습니다.
S3 교문 쪽 담장에 네모 모양의 구멍
이 나있는데 흙이 흘러내리고 있었
습니다.
T. 활
 동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S1 우리 학교 주변의 흙에 관심을 갖게
느낀 점을 발표해 봅시다.
되었습니다.
S2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흙의 특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S3 흙 환경지도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T. 우
 리 학교 주변에서 흙의 보존이 필
요한 장소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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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 계획
◈ 평가 기준안
수행 과제

흙 환경지도 만들기
성취 기준

성취 기준

여러 장소의 흙을 관찰하여 비교하고,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를 만들 수 있다.
기준
평가 요소

평가 요소 및
평가 기준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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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모둠별 학교 주변 흙 관찰하기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만들기
중

하

학교 주변 세 곳 이상의 흙을
학교 주변 두 곳의 흙을 관찰 학교 주변 한 곳의 흙을 관
여러 장소의 흙을 관찰하
관찰하고 차이점을 자세히 설
하여 비교한다.
찰한다.
여 비교하기
명한다.

우리 학교 흙 환경지도
만들기

평가 도구

학생 활동의 예

과제 수행
조건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만들기에 참여하고 흙 환경지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만들기 활동에 부분적으로
도에 나타난 흙의 분포 특성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다.
참여한다.
을 분석한다.
학습 과정 평가
- 주체 : 교사, 학생
- 평가 방법 : 관찰 평가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학생용 자료 1

단

원

학습 주제

4. 지표의 변화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흙 지킴이

초등학교

3학년

반 (

)모둠

1. 다음은 같은 장소의 사진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 2002년 여름
중국 네이멍구 훈찬타커

(2) 2005년 여름
중국 네이멍구 훈찬타커

일어난 변화

① 이집트
타실리나제르 동굴 벽화

② 이집트
타실리나제르

일어난 변화

2. (1)과 (2), ①과 ②, 두 자료의 같은 점을 찾아봅시다.
●
●
●

●
●
●

4. 우리 학교 주변의 흙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모둠원과 함께 토의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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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일이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미지 출처 : 네이멍구 훈찬타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0317229, 타실리나제르 동굴 벽화 이미지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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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학생용 자료 2

단

원

4. 지표의 변화

학습 주제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흙 지킴이

초등학교

3학년

반 (

)모둠

1. 토양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모둠원과 함께 토의해 봅시다.

→

→

2. 우리 학교 안내도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주변의 흙 환경지도(간이 토양도)를 만들어 봅시다.
(1) 어떤 방법으로 만들까요?
①
②
③
④
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2)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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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을 정해 봅시다
모둠원

역할(할 일)

참고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학생용 자료 3

단

원

학습 주제

4. 지표의 변화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흙 지킴이

초등학교

3학년

반 (

)모둠

1. 흙 채집 및 탐사 장소와 탐사할 사람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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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1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학습 주제 ㅣ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1. 다음의 사진 같은 장소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1) 2002년 여름
중국 네이멍구 훈찬타커

(2) 2005년 여름
중국 네이멍구 훈찬타커

일어난 변화

중국 네이멍구 훈찬타커의 사진이다.
불과 3년 사이에 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
으로 바뀌었다.

① 이집트
타실리나제르 동굴 벽화

② 이집트 타실리나제르

일어난 변화

이집트 타실리나제르의 동굴 벽화를 통해
이전에는 이곳에 식물과 식물을 먹고 사
는 동물이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러나 지금 이곳은 더 이상 식물이나 동
물이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오래 전에 바
뀌었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2. (1)과 (2), ①과 ②, 두 자료의 같은 점을 찾아봅시다.

● 옛날에는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물이나 식물이 잘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사
 막화 현상이 일어났다. 사막화 현상이란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 등에 의해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

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미지 출처 : 네이멍구 훈잔타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0317229, 이집트 타실리나제르 동굴 벽화 이미지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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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2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학습 주제 ㅣ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1. 손 코팅지로 흙 표본 만들기

흙 채집하기

손 코팅지 위에 흙 올려놓기

손 코팅지로 덮고 누르기

※ 양면을 손 코팅지로 하면 흙이 잘 새지 않는다.
※ 흙은 가운데 부분에 조금만 올리고 흙이 샐 경우 셀로판테이프로 붙인다.
※ 받침용 종이 뒤쪽에는 미리 양면테이프를 붙여 둔다.

2. 손 코팅지 작업 쉽게 하는 방법
둥글게 오린 손 코팅지의 얇은 비닐을 벗겨 내려면 잘 벗겨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손 코팅지를 준비한다.

① 손 코팅지의 끝을 양면테이프에 살짝 붙여 당기면 얇은 덮개 비
닐이 있는 쪽을 확인할 수 있다. 덮개 비닐 쪽이 양면테이프에 붙
어 떨어진다.
② 덮개 비닐을 조금 벗긴 후 아래에 있는 손 코팅지 가장자리 부분
에 V자 모양으로 홈을 판다.
③ 위쪽의 덮개 비닐 위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 준다.
④ 학생들은 스티커가 붙은 부분을 당겨 내어 사용한다.

① 채집해 온 흙을 특성이 비슷한 종류끼리 분류한다.
② 도화지에 같은 크기의 원을 여러 개 그려서 오린다.
③ 오려 낸 종이에 색연필로 색칠한다.
④ 종이 뒤쪽에는 미리 양면테이프를 붙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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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슷한 성질의 흙을 유형화한 그림 자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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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3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 사막화, 원인, 사막화 과정

학습 주제 ㅣ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 사막화, 원인, 사막화 과정

1. 사막화
사막화는 단순한 사막의 확장이나 사구의 움직임에 따른 사막 지대의 이동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따른 건조 지역의 토
지 황폐화를 일컫는다. 이러한 요인은 기후의 변형이나 인간 활동을 포함하며, 건조 지역에서 토지 황폐화가 진행될 때
에는 사막과 같은 상태를 야기한다. 토지 황폐화는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것이 특별히 건조 지역에서 발
생할 때에 사막화라고 정의된다.

2. 사막화의 원인과 사막화 과정
사막화란 가뭄, 과도한 경작 및 관개, 삼림 벌채, 환경 오염 등으로 토지가 황폐해 지는 현상이다. 오늘날 지구 상에서
는 사헬 지대와 같은 건조·반건조 지대뿐만 아니라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 우림 지대에서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주변에서는 연평균 10km의 속도로 사막이 확장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해마다 6만Km2 이상의 면
적이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 사막화가 진전되면 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져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이 이주한 지역도 또다
시 사막화가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한 삼림 감소에 따라 야생 동물이 멸종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 산소는
부족해지는 반면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 지구 온난화가 촉진된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막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 환경 계획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 기구와 민간 단체가 사막 녹지화에 힘쓰고 있다. ‘사헬 그린벨
트 계획’이나 이집트의 ‘그린어스 계획’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오늘날의 지구촌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뿐만 아니라 각종 이상 기후 현상,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 감소,
산성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 활동이다. 따라서 인류가 계속 번영하
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의 변화 문제를 인류의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3. 사막화 현상과 우리나라 황사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황사는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고비 사막, 중국 황하 상류의 넓은 황토 지대의 누런 모래가 상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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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실려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현상으로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봄에는 겨울 동안 얼어 있던 건조한 토양이
녹으면서 모래 먼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 작은 모래 먼지가 강한 바람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 우리나라로 날려 오
는 것이다. 빠르면 하루, 조금 천천히 오면 일주일 뒤면 중국 내륙 지방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어 계절에 관계없이 황사 현상이 나타난다. 겨울에도 황사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 황사가 오면 하늘이 온통 뿌옇게 되어 물체를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대기 중의 먼지의 양도 급속히 증
가한다. 황사가 시작되는 곳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모래 폭풍이 분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황사에 모래 먼지뿐만 아니라 납, 카드뮴, 알루미늄, 구리 등의 중금속과 발암 물질 등 우리 몸에 해로
운 오염 물질이 많이 포함된 채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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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4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토양의 중요성, 토양 조사

학습 주제 ㅣ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 토양의 중요성, 토양 조사

1. 토양의 중요성
토양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과정에서 자연
적ㆍ화학적ㆍ물리적 요인 등에 의해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군다나 토양에 대한 인간의 관심도 점차 소홀해 지고 있다. 이에 국제연합은 식량 안전 보장과 생태계 유지에 있어 토
양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고,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12월 제68차 총회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GSP(Global SoiPartnership) 주도 하에 2015년을 ‘국제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IYS2015)’, 그리고 매년 12
월 5일을 ‘세계 토양의 날(World Soil Day)’로 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농산물 생산의 근간을
이루는 토양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매년 3월 11일을 법정 기념일인 ‘흙의 날’로 지정하였다.

2. 토양, 토양도와 토양 조사
토양이란 ‘암석이 풍화 작용과 토양 생성 작용을 받아 이루어진 풍화 산물’로 암석의 종류, 풍화 작용의 종류와 강
도 그리고 토양 생성 작용의 강도, 빈도 등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토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거나 토지 생
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토양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포 토양의 성질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농사직
설』 (1530년, 조선 세종 때 정초가 지음)이 우리나라 토양 조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농사직설』에 의하면 흙의 맛으
로 토양의 비옥도를 구분하였다고 한다. 즉 신맛이 나면 척박한 토양, 단맛이 나면 비옥한 토양, 시지도 달지도 않으면
보통 토양이라고 하였다.
토양 조사는 토양을 조사하는 방법을 기술한 『토양조사편람』 에 준하여 항공 사진 해석, 현지 토양 조사 및 분류, 대표
토양의 시료 채취·분석, 토양도 제작 및 전산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현재 전국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간
척지는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에서 토양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토양 조사란 토양 자원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그 특성에 따라 토양 종류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것으로 토양 조사 목적, 기본도 축척 및 조사 정밀도에 따라서 개략 토
양 조사, 정밀 토양 조사 및 세부 정밀 토양 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토양도는 현재 발간하지 않고 있으며 축척
1:5,000 지형도를 바탕으로 현지 토양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원도를 작성한 후 전산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토양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토양 단면 조사 모습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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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조사에 사용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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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진 분석

입체경 분석

개략 토양 조사

세부 정밀 토양도 원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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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도(형태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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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별 토양 적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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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5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 우리나라 토양의 특성, 토양 분류

학습 주제 ㅣ 에코(ECO) School 흙 환경지도 만들기 - 우리나라 토양의 특성, 토양 분류

1. 우리나라 토양의 특성
토양의 특성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자갈, 모래, 미사, 구성 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를 토성이라 한다. 미국 농무
성(USDA)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입경 2mm 이상의 입자를 자갈, 2mm 이하는 토양으로 구분한다. 이중 입경 2mm
이하의 광물질에 대하여 0.05mm~2 까지를 모래, 0.002~0.05mm 까지를 미사, 0.002mm 이하를 점토로 분류한다.
이러한 토성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 중 가장 기본이 된다.
우리나라 토양의 평균적인 토양 구성은 모래 41.7%, 미사 41.5%, 점토 16.8%이다. 토성별로는 사양질(44.5%)과 식양
질(34.1%)이 우세하게 나타나서 이들 토양이 전체 토양의 78.6%에 해당한다. 역질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여 전체 지역의 5.9%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토성으로 인해 토양 내 공극률이 높고 토양 배수가 양호한 특징을 보인
다. 하지만 유기물과 영양 염류의 함량이 낮아 토양의 비옥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모래의 함량은 전체적으로 논 토양, 밭 토양, 산림 토양의 순서로 증가하며, 미사와 점토의 함량은 감소한다. 특히 논 토
양은 미사의 함량이 높은 반면, 밭 토양과 산림 토양은 모래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적으로 모래 함량이 높은
토양은 태백산맥,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걸쳐 있는 산지 지역에 분포한다. 이러한 차이는 토양의 깊이가 증가하면서 더
욱 커진다. 반면, 점토 함량은 해안 지역, 강원도 남부와 전라 남북도를 잇는 옥천계 석회암 토양, 경상 남북도의 경상계
퇴적암에서 발달한 토양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유사한 기후 및 식생 분포를 보이지만, 지질이 복잡하고 지형의 기복이 심하며, 토지 이
용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토양 분포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미국 농무성이 제안한 토양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산림 토양의 경우에는 토색과 수분 조건, 토양 단면의 형태 등을 고려한 3단계의 산림 토양 분류법
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양 발달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지만 특징적인 토양층이 나타나지 않는 인셉티솔(Inceptisols)이 전체 면
적의 64.8%인 613만 ha를 차지한다. 인셉티솔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지표 환경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보여준다. 경사지에서는 토양 침식으로 인해 표토층이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선상지, 계곡부 및 하천변에는 퇴적
물들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토층 분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여름에 편중된 강우는 토양 침식을 가속화시키
는 중요한 요인이며, 고온 다습한 여름의 기후는 토양층의 유기물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 토양 형성 작용을 약화시킨다.
마찬가지로 겨울철의 결빙 작용 역시 토양층의 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전체 면적의 11.3%인 107만 ha로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엔티솔(Entisols) 역시 토양층이 거의 발달되지 않아, 발달
영양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평탄지에서도 척박한 토양으로 분류된다. 현재까지 58개의 토양통이 엔티솔로 분류되며 4개
의 토양 아목이 나타난다. 이 토양은 주로 침식 작용이 활발한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리산맥 등 주요 산지에 집중적으
로 나타난다. 4개의 토양 아목은 그 분포 면적이 좁기는 하지만, 사구 혹은 모래층에 발달하는 쌈엔트(Psamments), 해
안 혹은 하천 주변의 평탄지에서 발달하는 플루벤트(Fluvents)와 아쿠엔트(Aquents), 오르스엔트(Orthents) 등이 있다.
알피솔(Alfisols)과 울티솔(Ultisols)은 토양의 B층에 점토가 집적된 아지릭(argillic)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토양이다. 울
티솔이 차지하는 면적은 13.2%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며, 알피솔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8.7% 정도이다. 강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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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량한 A층과 토양 모재인 C층만이 나타나는 토양이다. 엔티솔은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고, 토양 내에

을 보이는 울티솔은 산성암으로 이루어진 구릉지 혹은 산록 경사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알피솔은 하천 주변의
평탄지와 중성암 혹은 염기성암 위에 발달된 구릉지에서 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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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암 지역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토양인 안디솔(Andisols)은 제주도, 울릉도 등 제4기 화산암 분출에 의해 형성된
섬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내륙 지방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따라 나타나는 제3기의 화
산암 지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화산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동성 퇴적물로 화산암이 덮여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안디솔의 분포 면적은 남한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유기물이 집적되어 형성된 히스토솔(Histosols)은 남해안과 제주도의 해안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관찰된다. 반면, 유기
물과 영양 염류의 집적으로 이루어진 몰리솔(Mollisols)의 경우에는 소백산맥 이북의 강원도 남부 지역의 곡간지에서
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토지 황폐화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의 화전과 산림 벌채로 인
해 조선 시대 말에는 많은 산들이 황폐해졌다. 특히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산림 파괴와 그에 따른 토
지 황폐화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황폐해진 산지를 풍부한
산림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에 따라 토양의 질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토지 황폐화를 극
복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개발 도상국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2. 토양 분류
흙을 조사하고 그 종류를 구분하려면 그 흙이 있는 주변의 기후나 지형 조건 등을 조사한 후에 흙을 수직으로 파서
그 드러난 면을 보고 높이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토층별의 특징 및 상태를 조사하여 그 흙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흙을 분류하는 방법은 각 나라마다 달라서 서로 간의 오해와 불편함이 존재해 전 세계적으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생겨
났다. 따라서 전 세계의 토양을 통일성 있게 분류하고자 1936년부터 미국 농무성의 소프(Thorp) 등이 처음 그 방법을
제안했다. 이를 다시 1949년에 마부트(Marbut), 스미스(Smith) 등이 고쳐서 체계화 시킨 것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사
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구 분류법을 기준으로 우리의 토양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분류 방법에 의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50년부터 60년까지 7번에 걸쳐 새로운 분류 방법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예전 구 분류와 많이 다르고 분류한 명칭이 주로 라틴어와 희랍어로 만들어졌기 때
문에 이해하기 어려워 사람들에게 많은 반대를 받았다.
그러다 1975년 드디어 신 분류법(Soil Taxonomy)이라 불리는 새로운 토양 분류안이 나오게 되었다. 이 분류법은 전 세
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이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양을 분류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토양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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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의 결과인 주요한 감식 층위의 유무와 그 종류에 의하여 12개 목으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아목(亞目:su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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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大群:great group)·아군(亞群:subgroup)·속(屬:family)·통(統:ser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12목의 이름은 알피
졸, 안디졸, 아리디졸, 엔티졸, 젤리졸, 히스토졸, 인셉티졸, 몰리졸, 옥시졸, 스포도졸, 울티졸, 버티졸 등이다. 현재까
지 밝혀진 한국 토양의 목은 엔티졸·인셉티졸·알피졸·몰리졸·울티졸·안디졸·히스토졸 등 7개 종류이고, 토양통은
390개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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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디졸(Andisols)
화산 회토. Allophane과 A1-유
기 복합체가 풍부한 토양

③ 아리디졸(Aridisols)
건조 지대의 염류 토양으로 토
양 발달이 미약 (한국에는 없다)

④ 엔티졸(Entisols)
토양 생성 발달이 미약하여 층
위의 분화가 없는 새로운 토양

⑤ 젤리졸(Gelisols)
영구 동결층을 가지고 있는 토
양(한국에는 없다)

⑥ 히스토졸(Histosols)
물이 포화된 지역이나 늪지대에
분포하는 유기질 토양

⑦ 인셉티졸(Inceptisol)
토양의 층위가 발달하기 시작한
젊은 토양

⑧ 몰리졸(Mollisols)
초원 지역의 매우 암색이고 유
기물과 염기가 풍부한 무기질
토양

⑨ 옥시졸(Oxisols)
A1과 Fe의 산화물이 풍부한 적
색의 열대 토양. 풍화가 가장 많
이 진척된 토양(한국에는 없다)

⑩ 스포도졸(Spodosols)
심하게 용탈된 회백색의 용탈
층을 가지고 있는 토양(한국에
는 없다)

⑪ 울티졸(Ultisols)
점토 집적층이 있으며, 염기 포
화도가 35% 이하인 산성 토양

⑫ 버티졸(Vertisols)
팽창성 점토 광물 함량이 높아
팽창과 수축이 심하게 일어나는
토양(한국에는 없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① 알피졸(Alfisols)
점토 집적층이 있으며, 염기 포
화도가 35% 이상인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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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Bomb 만들기(2-3/3)
가. 차시 개요
흙은 우리 삶의 터전인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근원이며 한 줌의 흙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러한 흙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과정과 유기적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수만에서 수백만 년이라
는 긴 세월이 흘러야 한다.
1차시에 우리 학교 주변 흙 환경지도 만들어 학교 주변 여러 곳의 흙을 비교하여 관찰하는 활동을 하였다. 흙 환경지
도 만들기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변의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Life Bomb 만들기’는 1차시의 이러한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여러 가지 종류의 흙을 배합하여 직접 Life Bomb
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여러 가지 흙의 물리적 특성을 몸으로 한 번 더 체험하며 1차시의 학습을 심화하
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야생화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적용하는 활
동으로 흙과 생물의 관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직접 만든 Life Bomb을 처리하는 활동 즉, 흙의 보
존이 필요한 장소에 Life Bomb을 던지거나 전시하는 흙 지킴이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흙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흙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 해결 학습의 경험은 만족감, 성
취감, 즐거움은 물론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 STEAM 요소
요소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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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소
 교 주변 흙의 분포 실태 및 특징 알아보기
학
흙과 생물과의 관계 - 식물이 잘 자라는 흙
Life Bomb의 필요성, 목적, 제작 방법, Life Bomb 개발 배경 알아보기
Life Bomb 설계하여 만들기
Life Bomb 디자인하기
Life Bomb 감상하기
흙의 배합 비율 알아보기
씨앗 크기와 Life Bomb의 크기와의 관계

다. STEAM 학습 준거
상황 제시
Context

에코(ECO) School 흙 지킴이가 되어 Life Bomb을 만들어 볼까요?

창의적 설계
Creative Design

우리 학교 주변 환경에 적합한 Life Bomb 설계하기
우리 학교 주변 환경에 적합한 Life Bomb 만들기

감성적 체험
Emotional Touch

Life Bomb 만들기 및 흙 지킴이 활동을 통한 만족감, 성취감, 학습의 즐거움 경험
하기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라.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Life Bomb 만들기
과4061-3 흙과 생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과4062-2 흙의 중요성을 알고 흙을 보존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관련 성취 기준

관련 교육과정

◈ 2015개정 교육과정
● 과학 3-2-3. 지표의 변화
◈ 2009개정 교육과정
● 과학 3-1-4. 지표의 변화
●
●
●

미술 3~4-8. 만들기 나라로
도덕 3-4.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 - 자율 활동 ESD(지속 가능 발전교육)

학습 목표

Life Bomb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흙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 모형

일반 학습

수업 유형

교과 내 수업형

교사

흙 환경지도, 여러 가지 종류의 흙, 물, 수조,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접시, 물
티슈,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씨앗, 양동이, 컴퓨터 활용 자
료(사막화 현상 사진, Life Bomb 사진, Life Bomb 만드는 방법, 흙이 침식된 곳 사
진, Tree Planet 등)

학생

활동지

교수·학습 자료

Co(Context) : 상황 제시, CD(Creative Design) : 창의적 설계, ET(Emotional Touch) : 감성적 체험

범례 참고

흙의 보존이 필요한 장소

교수·학습 활동

단계

교사
사막화 현상 사진 및 흙 환경지도 만
들기 결과물 제시하기
Seed Bomb 자료 제시하기

학생
전시 학습 내용 확인하기
Seed Bomb에 호기심 갖기

* Seed Bomb 자료 중 로켓 이미지, 캡슐 이미지, 캡슐에서 씨앗이 성장하는 모습
의 이미지를 차례대로 보여 주며 호기심을 가지게 한다.

도 입

상황
제시
CO

T. 무엇일까요?

S1 낙하산입니다.
S2 폭탄입니다.

T. 로
 켓 속에 들어 있는 캡슐을 자세히 S1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관찰한 후 발표해 봅시다.
S2 캡
 슐 바깥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
습니다.
T. 이것은 어떤 장소에 필요할까요?

S1 씨앗이 부족한 곳입니다.
S2 씨를 뿌릴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S3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소요
시간

STEAM
요소

흙 환경지도
컴퓨터 활용 자료
(사막화 현상 및 사
막화 방지 아이디
어 작품)
※ 학생들에게 생소
한 내용이므로 Seed
Bomb의 개발 배경,
아이디어에 대해 안
내한다.
※ Life Bomb은 교
사가 새로 지은 이름
이므로 다른 이름으
로 바꿀 수 있음을 안
내한다.

S
10분

T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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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관련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미지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Seed
Bomb으로 검색하면 쉽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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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Bomb 개발 아이디어 소개하기

Life Bomb 개발 아이디어 이해하기

‘씨앗 폭탄(Seed Bomb)’ 개발 아이디어
미국의 전설적인 조종사 게일 핼버슨이 베를린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손수건으로
낙하산을 만들어 비행기에서 사탕과 껌을 떨어뜨려 준 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씨앗 폭탄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리면 폭탄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작은 캡슐로 분해된
다. 캡슐 안에는 씨앗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토양과 수분이 들어 있다. 씨앗에서 새
싹이 트고 자라는 동안 캡슐은 점차 분해되고, 원래의 토양에 식물이 자리 잡게 된
다는 사막화 방지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이다.

상황 제시하기
문제 상황 확인하기
T. 우
 리 학교 주변에 흙의 보존이 필 S1 운동장입니다.
요한 장소가 있나요? 어디인가요?
S2 화단입니다.
S3 생태 공원입니다.
<우리 학교 주변 여러 장소 중 흙의 보존이 필요한 곳>

T. 이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일
어날 수 있을까요?

※ 1차시 제작 학교
안내도에서 위치를 확
인해 본다.

사진 자료(학교 주
변 흙이 침식된 장소)

S1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S2 생태 하천에 흙이 쌓여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S3 황사 현상처럼 흙먼지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토성 에코(ECO) 스쿨 흙 지킴이가 되어 Life Bomb을 만들어 볼까요?

학습 활동 안내하기

학습 활동 확인하기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 Life Bomb 설계하기
· Life Bomb 만들기
· 토성 Eco 스쿨 만들기

전 개

준비물 종류 및 활동비 사용 안내
하기

창의적
설계

· 활동비: 모둠별 10,000원
- 흙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과태료 1,000원 부과

CD

기본 준비물
· 일회용 숟가락
· 수조
· 일회용 접시
· 모조 지폐 10,000원

기본 준비물 및 선택(추가) 준비물,
활동비 사용 방법 이해하기

선택(추가) 준비물
· 씨앗 1봉지 5,000원
· 운동장 흙, 화단 흙, 황토, 배양토 각각 1컵 150mL
1,000원
· 물티슈 4매 1,000원

※ 공학 산출물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
한 것이고 공학자에
게는 예산 편성 능력
이 있어야 하므로 예
산 편성 활동을 시도
해 본다.

화단 흙

황토(진흙이 많이
섞인 흙)

배양토(거름 흙)

S
T
60분

E
A

※ 흙의 특성 체험 및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적용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운동장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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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안내 낱말카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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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L ife Bomb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
까요?

Life Bomb 제작 아이디어 발표하기

※설계하기를 어려워
할 경우 참고 동영상
또는 참고 작품을 잠시
보여줄 수 있다.

<만드는 방법의 예>
① 흙과 씨앗을 섞는다.
② 물을 천천히 조금씩 부어 가며 반죽한다.
③ 씨앗 폭탄을 빚는다.
※ 흙 반죽을 먼저 한 후 반죽 속에 씨앗을 넣는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

(http://www.seedbomb.ie/SeedBomb/
seed-bomb/)

T. Life Bomb을 만들기 위해 흙은 어떻 S1 공기가 잘 통해야 합니다.
게 선택해야 할까요?
S2 화단 흙이 좋습니다.
S3 물과 영양분을 잘 저장할 수 있는 흙 ※ 흙은 주변에서 쉽
게 구할 수 있는 흙을
을 선택합니다.
중심으로 준비한다.
<토양의 성질과 식물의 자람>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각 식물이 좋아하는 흙의 조건을 맞추어 주거나 그 흙
의 조건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키워야 한다.

※ 여러 가지 흙의 성
질을 생각하여 흙의 종
류를 선택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 흙을 분류하는 기준은 2mm 이상은 자갈, 0.02~2mm는 모래,
0.002~0.02mm는 미사, 0.002mm 이하는 점토로 분류하고 있다.
·점토는 물과 양분을 잘 저장할 수 있지만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반면 모래는
공기는 잘 통하지만 물과 양분을 잘 저장하지 못한다.

감성적
체험
(ET)

T. 모
 둠별로 Life Bomb을 설계하여 봅
시다.

활동지에 Life Bomb 작품 설계하기
※ 흙의 교환을 요구
하거나 추가 구입을 원
할 경우 허용한다.

① 씨앗 폭탄 만드는 방법
② 씨앗 폭탄 만들기 예산 세우기
③ 씨앗 폭탄 이름 짓기 및 디자인하기 등

Life Bomb 만들기 재료 배분하기
T. 만
 들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발표
해 봅시다.

Life Bomb 만들기 지원하기

씨앗과 재료 섞기

모둠별 Life Bomb 만들기

반죽하기

Life Bomb 빚기

여러 가지 씨앗, 여
러 가지 흙. 일회용 숟
가락, 접시, 수조, 물티
슈, 양동이 등

※ 에코(ECO) 스쿨 만
들기 활동 후 우선 물
티슈로 손을 닦고 정해
T. 모
 둠별로 제작한 Life Bomb을 발표 S1 물을 많이 부어 죽처럼 되어 처음에 진 세면대에서 손과 도
해 봅시다.
는 실패를 했지만 화단 흙을 다시 구 구를 씻는다.
입해서 만들었습니다.
S2 우리 모둠 작품 이름은 Eco Bomb
입니다. 물을 조금씩 부었더니 만들
기가 쉬웠습니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재료 준비하기

Life Bomb 재료 준비 및 확인하기 ※ 만들기 활동 중에
재 설계의 과정이 이루
 1 흙으로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S
어지도록 한다.
S2 화장실에서 함부로 손을 씻지 않습
니다.
S3 물을 조금씩 부어 가며 반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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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L ife Bomb을 만드는 까닭이 무엇이
었나요?

S. 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T. 만
 든 Life Bomb은 어떻게 처리하면 S1 생태 공원에 Life Bomb을 놓아둡
좋을까요?
니다.
S2 흙의 보존이 필요한 곳에 놓아둡
니다.
에코(ECO) 스쿨 만들기 활동 안내
하기

토성 에코(ECO) 스쿨 만들기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토성 에코(ECO) 스쿨 만들기 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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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 에코(ECO) 스쿨 만들기 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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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하게 나무 심는 법(나무를 심
스
동영상 감상을 통해 나무를 심는 다
※ 일회성 활동에 그
는 다른 방법) 소개하기
른 방법 알기
- 트리 플래닛(Tree Planet)
https://treepla.net/membership/society 치지 않고 흙을 지키
려는 마음을 지속적으
T. 공
 부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되었거나 S1 여러 가지 흙의 성질을 더 잘 알게 로 지니게 한다.

정 리

느낀 점 또는 실천할 점을 쪽지에 적
은 후 발표해 봅시다.

되었습니다.
S2 점토는 물과 양분을 잘 저장할 수
있지만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모
래는 공기는 잘 통하지만 물과 양분
을 잘 저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3 씨앗 폭탄 속의 씨앗이 자라 우리
학교 흙을 잘 보호해 주면 좋겠습
니다.

※ 스마트하게 나무
심는 법 소개 활동을
한 후 에코(ECO) 스
쿨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

S
10분

T
E

※ 쪽지 소감문을 적
은 후 발표하게 한다.

마. 평가 계획
◈ 평가 기준안
수행 과제

Life Bomb 만들기
성취 기준

성취 기준

L ife Bomb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흙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기준
평가 요소

평가 요소 및
평가 기준

Life Bomb 만들기
여러 가지 종류의 흙 소중히 다루기
완성된 Life Bomb을 흙의 보존이 필요한 장소에
처리하기

상

중

하

Life Bomb 만들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적합한
한 가지의 흙으로 Life Bomb
두 가지의 흙을 배합하여
흙을 선택한 후 배합하여 Life
을 만들거나 점성이 낮아 형
Life Bomb을 완성한다.
Bomb을 완성한다.
태의 변형이 일어난다.

흙의 소중함 알기

학습 자료(여러 가지 흙)를 소
학습 자료(여러 가지 흙)를 학습 자료(여러 가지 흙)의
중히 다루어 흙을 흘리지 않
흘리지 않으려 노력한다.
낭비가 심하다.
는다.

흙을 지키려는 태도

Life Bomb을 진지하게 처리 Life Bomb으로 에코(ECO) Life Bomb으로 에코(ECO)
(배치)하며 잘 자라기를 바라 스쿨 만드는 활동에 참여 스쿨 만드는 활동을 참관
는 마음을 표현한다.
한다.
한다.

과제 수행 조건

학습 과정 평가
- 주체 : 교사
- 평가 방법 : 산출물 관찰, 소감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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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구

학생 활동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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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Bomb 만들기

학생용 자료 1

단

원

4. 지표의 변화

학습 주제

Life Bomb 만들기

에코(ECO) 스쿨 흙 지킴이

초등학교

3학년

반 모둠원(

)

1.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본 준비물

구입(추가) 준비물

●물반컵
● 수조
● 접시(Bomb 보관)
● 플라스틱 숟가락

● 씨앗 1봉지 : 5,000원
- 잔디, 산국화, 벌개미취, 구절초, 금계국, 매발톱, 할미꽃
● 흙 150mL(1컵) : 1,000원
- 운동장 흙, 화단 흙, 배양토(거름 흙), 황토(진흙이 많이 섞인 흙)
● 물티슈 4장 : 1,000원

※ 활동비는 모둠별 10,000원이며 원하는 씨앗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흙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과태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2. ‘Life Bomb’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①
②
③
④

3. Life Bomb 만들기를 위한 예산을 세워 봅시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제작 작품 이름 :
물 품

수량

금액(원)

(

) 봉지

5,000원

● 운동장 흙

(

)컵

● 화단 흙

(

)컵

● 배양토(거름 흙)

(

)컵

● 황토

(

)컵

● 물티슈

(

)장

● 씨앗 이름(

)

합계 :

원

원
원

4. 다른 모둠과 우리 모둠의 작품을 비교한 후 평가해 봅시다.(특징, 우수한 점, 보완할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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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Bomb 만들기 - 학습 자료

학생용 자료 2

단

원

학습 주제
에코(ECO) 스쿨 흙 지킴이

4. 지표의 변화
Life Bomb 만들기 - 학습 자료
초등학교

3학년

반 (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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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Bomb 만들기 - 우리나라 야생화

학생용 자료 3

단

원

학습 주제

4. 지표의 변화
Life Bomb 만들기 - 우리나라 야생화

에코(ECO) 스쿨 흙 지킴이

초등학교

3학년

반 (

)모둠

1. 흙의 보존이 필요한 곳에 어떤 식물을 심으면 좋을까요?
잔디
잔디는 여러해살이풀로 햇볕이 잘 드는 도로변이나 초지·목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조경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식물로 뿌리줄기는 옆으로 벋으며, 마디마다 수
염뿌리가 내리고 잎과 줄기가 올라온다.

산국화
전국의 산과 들에 흔하게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세계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등 에 분포한다. 잎 양면에 짧은 털이 난다. 꽃은 9~11월에 피며 노란색으로 향
기가 좋다.

벌개미취
여러해살이풀이다. 중남부 지방에 분포하며 산지나 들에서 자란다. 줄기는 높이
30~60cm 정도로 가지가 갈라지며 줄기에 파진 홈과 줄이 있다. 6~10월에 피는
꽃의 지름은 4~5cm 정도이고 연한 자주색이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구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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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초(九折草)라는 이름은 이 풀을 음력 9월 9일에 채집해 약재로 사용하면 좋다
고 해서 붙여졌다고도 하고, 9개의 마디가 있어서 붙여졌다고도 한다. 흔히 들국
화라고 부르는데, 울릉국화, 낙동구절초 등 그 종류만도 30여 가지나 된다.

패랭이꽃
옛날 서민들이 쓰던 모자를 패랭이라고 한다. 꽃이 꼭 그 패랭이 모자를 닮아 붙
여진 이름으로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여러 개 나 있어서 석죽(石竹)이라고
도 불린다.

할미꽃
할미꽃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란다. 그 넓은 제주도에 할미꽃
이 자라지 않는다니 신기한 일이다. 양지바른 곳, 특히 토양이 중성화된 곳에 서
식하는데 키는 30~40cm이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매발톱
우리나라 곳곳에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주로 산지에서 자란다. 원줄기는 높이
40~80cm 정도이고 윗부분이 조금 갈라진다. 6~7월에 개화한다. 꽃은 지름
3cm 정도이며 갈자색이다.

금계국
북아메리카 원산의 원예 식물로 심어 기르는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이다.
꽃은 6~8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머리의 모양 꽃차례가 1개씩 달리는데 지름
2.5~5.0cm이며, 노란색이다.

서양톱풀
생명력이 강해 척박한 토양이나 비탈면 녹화에 이용된다. 유럽 원산의 다년생 식
물로 생명력이 강해 비탈면 녹화에 이용된다. 6~9월에 흰색, 연홍색, 붉은 분홍
색 꽃이 핀다. 서양에서는 잎을 지혈제로 사용하였는데, 프랑스에서는 연장에 다
친 상처를 치료한다 하여 목수의 허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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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1

Life Bomb 만들기 - Seed Bomb(씨앗 폭탄)!, 우리나라 토양 침식

학습 주제 ㅣ Life Bomb 만들기 - Seed Bomb(씨앗 폭탄)!, 우리나라 토양 침식

1. Seed Bomb(씨앗 폭탄)!
‘씨앗폭탄(Seed bomb)’은 황진욱, 전유호, 한국일, 김지명 등 우리나라 작가가 디자인한 작품으로 사라져 가는 숲을
지키고, 지구촌 사막화를 막고자 ‘비군사적’인 폭탄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유명 디
자인 웹 사이트 ‘얀코 디자인’ 측에서 이를 소개했고 이후 생태주의 관련 사이트 ‘트리허거(treehugger)’나 미국 정
치 뉴스 사이트 ‘허핑턴포스트’ 등에도 게재되며 알려졌다고 한다. 이들이 설계한 ‘씨앗 폭탄’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
용되는 폭탄과 비슷하다.
폭탄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리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폭탄은 작은 캡슐로 분해된다. 캡슐 안에는 씨앗이 식물체로 성장하
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양과 수분이 들어 있다. 씨앗에서 싹이 터 잎과 줄기로 성장하는 동안 캡슐은 점차 사라지고,
원래의 토양에 식물이 자리 잡게 된다.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 씨앗 폭탄의 유래가 재미있다. 씨앗 폭탄은 미국의 전설적인 조종사 게일 핼버슨(Gale S. Halverson)의 ‘손수건 낙하산’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를린 봉쇄(Berlin Blockade)는 1948년과 1949년 사
이에 소련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악했던 서베를린의 관할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봉쇄를 말하는데 전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서베를린 사람들의 생활고가 베를린 봉쇄로 더욱 심각해졌다
고 한다. 연합국은 비행기로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였는데 당시 게일 핼버슨이라는 대위는 옛 소련이 봉쇄한 베를린 지
역 어린이들을 위해 손수건으로 낙하산을 만들어 비행기에서 사탕과 껌을 떨어뜨려 주는 일을 했다. 그는 1949년 봉쇄
가 풀릴 때까지 약 25만 개의 낙하산을 아이들을 위해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진다.
* 저작권 보호 관련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미지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Seed Bomb으로 검색하면 쉽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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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토양 침식
대표적인 토양 관리상의 문제점은 토양 침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총 토양 유실량은 5천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
정되며, 토양 침식의 피해는 경사지에 개간된 밭에서 주로 일어난다. 밭의 전국 평균 토양 유실량은 37.7톤/ha인 반면,
임야는 3.5톤/ha, 논은 0.3톤/ha 이하로 추정된다. 그 결과 전체 국토의 10%가 되지 않는 밭에서 유출되는 토양 유실
량은 2천 7백만 톤으로 추정된다. 특히 강원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산간 지역, 비가 많이 내리는 경남 남해, 거제, 고
성 지역의 밭에서는 매우 많은 양의 토양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랭지 채소 농업 면적의 증가와 더불
어 상당량의 토양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유실된 토양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양을 살펴보면 화강암, 화강편마암 등의 분포 비율이 높아 토양 조성면에서 사질 토양의 분포가 절대적
으로 우세하다. 게다가 지형 및 기후적인 측면에서도 산지가 많고 여름철의 집중 호우, 겨울철의 결빙 작용 등 기후의
계절적인 차이로 인해 조립질 토양과 쇄설성 토양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토양 내의 유기물 함량과 토양 산도(pH)가 낮
고, 토양 내의 영양 염류들의 용탈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농업 생산성 면에서 척박한 토양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토양의
환경적 특성은 토양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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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에서의 토양 관리를 위해 시·군·구별로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토양 관리에 대한 홍보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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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농업기술센터의 중요한 기능은 새로운 품종의 재배에 대한 교육, 토양의 비옥도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처방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토양 침식은 강우에 의한 침식이 대부분이며, 풍식은 해안, 도서 지역 및 고산지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한
다. 강우에 의한 침식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의 충격이나 빗물이 흐르는 힘에 의해 토양이 씻겨 내려가서 발생한다.
강우에 의한 침식은 비의 강도와 양(강우 인자, R), 토양의 종류(토양 인자, K), 경사의 기울기와 길이(지형 인자, LS),
지표의 피복 상태(식생 피복 인자, C), 토양 보전 방법(보전 관리 인자, P)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은
임야, 논, 밭, 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논은 집중 강우 기간에 표면이 물로 덮여 있고, 논둑이 있어 비가 왔을 때
빗물의 충격과 물 흐름에 의한 유실이 적다. 경사지에 있는 논도 모두 평평한 계단 논을 만들기 때문에 토양 침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산림과 초지 역시 식생이 발달하여 토양 침식 위험성이 적다. 이에 반해 밭은 경사지에 위
치하는 경우가 많고 작물이 재배되지 않는 기간이나 작물을 심지 않은 고랑이 노출되어 있어 논이나 임야에 비해 토
양 침식의 위험성이 크다. 강우 인자는 남부 해안과 서부 해안 일부에서 크게 나타나며, 지형 인자는 산간 지방을 따
라 크게 나타난다. 그 결과 평창 등 강원도 산간 지방과 고성 등 남해안 지방에서 밭의 토양 침식 위험성이 크다. 토
양 인자는 동부 산간 지대에 비해 서부와 남부의 평야 지대가 크다. 이는 토양 중 쉽게 유실되는 입자가 중력 또는 빗
물에 의해 강의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여 평야 지대에 퇴적되었기 때문이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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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2

Life Bomb 만들기 - 환경에 따라 잘 자라는 야생화

학습 주제 ㅣ Life Bomb 만들기 - 환경에 따라 잘 자라는 야생화

1. 환경에 따라 잘 자라는 야생화
환경

건조지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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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라는 야생화

구철초, 기린초, 벌개미취, 산국, 술패랭이, 바위채송화, 바위솔, 붓꽃, 용머리

갈대, 갯버들, 꽃창포, 돌단풍, 석잠풀, 동의나물, 부들, 부처꽃, 속새, 수련, 억새, 연꽃,
창포, 금불초, 고랭이류, 달뿌리풀

해안가

갯기름나물, 왕갯쑥부쟁이, 털머위, 참나리, 해국, 층꽃, 원추리, 감국, 패랭이, 섬기린초,
솜초롱꽃, 땅채송화, 부처꽃, 산국, 도깨비고비, 두메부추, 벌노랑이

음지

개맥문동, 고사리, 곰취, 관중, 깽깽이풀, 꿩고비, 노루귀, 둥굴레, 말나리, 매미꽃, 맥문
동, 바위취, 삼지구엽초, 비비추, 산마늘, 솔나리, 앵초, 우산나물, 피나물, 투구꽃, 석창
포, 속새, 으름덩굴, 얼레지

도로변
척박지

구절초, 기린초, 개쑥부쟁이, 꽃향유, 까치수영, 벌개미취, 배초향, 부처꽃, 산국, 수크렁,
술패랭이, 애기원추리, 원추리, 패랭이, 층꽃, 참나리, 큰꿩의비름, 큰까치수영, 한라구절
초

절개사면
녹화용

개쑥부쟁이, 갯기름나물, 구절초, 금꿩의다리, 기린초, 눈개쑥부쟁이, 담쟁이, 돌마타리,
둥근잎꿔의비름, 띠, 마타리, 머위, 물싸리, 백리향, 벌노랑이, 산국, 수크렁, 억새, 으름덩
굴, 줄사철, 큰꽃으아리, 큰꿩의비름, 층꽃, 한라구절초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Life Bomb 만들기 - 우리 학교 토양에 알맞은 식물

교사용 자료 3

학습 주제 ㅣ Life Bomb 만들기 - 우리 학교 토양에 알맞은 식물

1. 토성(土性)
토양의 양분 유지·공급뿐만 아니라 물과 공기의 공급, 경작의 쉽고 어려움 등 식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
는 토양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2. 흙의 종류에 따른 작물의 선호도
흙은 알갱이의 크기와 구성 성분에 따라 여러 종류의 흙으로 나눌 수 있다. 점토가 많은 흙, 모래가 많은 흙, 유기질이
많은 흙 등이 있는데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각 식물이 좋아하는 흙의 조건을 맞추어 주거나 그 흙의 조건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키워야 한다. 흙을 분류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mm 이상은 자갈, 0.02~2mm
는 모래, 0.002~0.02mm는 미사, 0.002mm 이하는 점토로 분류하고 있다. 점토는 물과 양분을 잘 저장할 수 있지만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모래는 공기는 잘 통하지만 물과 양분을 잘 저장하지 못한다. 모래가 80% 이상인 흙은 사토
(모래흙)라고 한다. 더 고와질수록 사양토(모래 참흙), 양토(참흙)가 된다. 모래가 고와질수록 수량이 늘어난다. 오히려
더 고와져 식토와 가까워진다면 점토에 물을 부었을 때 잘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수량이 줄어든다. 대체로 식물은 양
토(참흙)나 사양토(모래 참흙)에서 잘 자란다. 토성에 따른 식물의 선호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양토(질참흙)

양토(참흙)

점토가 25~38%, 모래가 20~50% 정
도 포함되어 있다. 밀, 콩, 팥, 귤나무,
토란, 연꽃, 호박, 벼 등을 기르기에 적
합하다.

입자 지름이 2mm 이하이며 점토
가 8~25%, 모래가 25~50% 정
도 포함되어 있다. 경작이 잘되
며 모든 식물이 잘 자란다. 복숭
아나무, 배나무, 가지, 배추 등이
잘 자란다.

사양토(모래 참흙)
점토가 0~20%, 모래가 45~85%
정도 포함되어 있다. 보리, 땅콩, 담
배, 고구마, 우엉, 토란, 양배추, 참
외 등이 잘 자란다.

3. 우리 학교 토양에 알맞은 식물 찾아보기 - 흙토람(soil.rda.go.kr)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① 작물 선택(예: 콩)하기

② 장소 입력하기

③ 작물별 토양
적성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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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4

Life Bomb 만들기 -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나무 심는 법

학습 주제 ㅣ Life Bomb 만들기 -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나무 심는 법

1.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나무 심는 법
트리 플래닛(Tree Planet)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소셜 벤처다. 개인 또는 그룹의 신
청을 받아 숲을 조성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사막화 방지숲’, ‘세월호 기억의 숲’, ‘네팔
지진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커피나무 농장’ 등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숲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소녀시
대숲’, ‘김수현숲’ 등 전 세계 한류스타의 팬들이 숲을 만드는 스타 숲 프로젝트를 통해 80여 개의 스타숲이 조성되었
다. 트리 플래닛은 2016년 3월까지 전 세계 12개국 116개 숲에
55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10년 9월 법인 설립 이후 사막화 방지 숲을 조성한 공로로 UN
사막화방지협약 옵저버로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사회 혁신 기업
인증인 B Coporation을 획득하였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숲 조
성 커뮤니케이션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대상, 레드닷 어워드 본
상을 수상하였다.

트리 플래닛(Tree Planet) 소사이어티 영상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 토성초등학교

자료 출처 : wikipedia.org/wiki/, http://map.tree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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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나무 심는 앱. 트리 플래닛3(Tree Planet 3)에서는 디펜스 게임 형식을 가져와 오락성을 부각
시켜 더 많은 이들이 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나무를 키우는 과정보다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숲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reeplanet.treeplanet3&hl=ko

<세바시> 726회 나무 심기로 세상을 변화 시킨다 - 김형수 트리 플래닛 대표
※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0HThV3S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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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볼록렌즈와 소프트웨어로
친구와 함께 만드는 테라리움 정원
회룡초등학교 김석희, 최종연, 이지영, 송혜선 적용학년 6학년

01

학습 목표
볼록렌즈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고 볼록렌즈의 특성을 이용하여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볼록렌즈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데라리움으로 정원을 만든다.

02

STEAM 준거틀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회전하는 선풍기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글자가 표시되는 영상을 보고,

CO
상황 제시

소프트웨어 융합의 필요성 알기
볼록렌즈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사례를 조사하고, 소프트웨어와 결합한다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물이 담긴 투명병과 그렇지 않은 병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물이 담긴 투명병으로 물체를 관찰하며 볼록렌즈의 성질을 탐구해본다.
볼록렌즈의 성질을 이용하여 테라리움을 만들어본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회룡초등학교

테라리움에 불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하고, 소프트웨어를

CD

이용해 불을 켜고, 빛의 색깔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떤 정원을 만들 수 있을
지 설계해본다.

창의적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조명을 조절하는 방법을 탐구해본다.
각자 만든 테라리움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협력하여 정원을 만들 방법을
설계해본다.
친구들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테라리움 정원을 만들어본다.

만든 정원을 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해본다.

ET

정원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협력을 평가해본다.

감성적 체험

볼록렌즈와 소프트웨어의 융합한 소감을 말해본다.

116
CO

: Context Presentaion,

CD

: Creative Design,

ET

: Emotional Touch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요약본

03

STEAM 프로그램 요약
교수·학습 자료

단계

교사

학생

동영상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필요
성 알기
선풍기에 어떤 장치가 되었을 것
CO 회전만 하는 선풍기와 회전하면서
같습니다.
글자가 표시되는 선풍기를 비교하며 선
컴퓨터 애니메이션 같습니다.
풍기에 어떻게 글자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자.
다양한 의견 발표
S T 볼록렌즈와 소프트웨어 융합 생각
해 보기
TIP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CO 만약 볼록렌즈에 소프트웨어를 결
를 조성한다.
합시킨다면 볼록렌즈는 어떤 기능을 가
지게 될까 생각해 보고 발표하기

학습 자료
및
유의점

소요
시간

STEAM
요소

10분

S T

S T

도입

- LED 텍스트
메시지 선풍기
자료
- 볼록렌즈
사진, 컴퓨터
사진

ㅣ학습문제ㅣ
1. 투명병을 이용하여 볼록렌즈의 원리를 이해하고, 테라리움을 만든다.
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LED 불빛을 조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3. 볼록렌즈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친구들과 함께 테라리움 정원을 함께 만든다.
S 투명병을 이용하여 볼록렌즈 원리
탐구하기

CD 물이 담긴 투명병과 그렇지 않은 투
명병으로 물체를 관찰해 보기
CD

물을 넣은 투명병으로 다양한 거리
에 있는 물체 관찰하기
CD 물이 담긴 투명병에 물체를 넣으면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보자.
T E 볼록렌즈 효과 이용하여 테라리
움 만들기

CD 테라리움 제작 동영상을 보고 원하
는 형태로 테라리움을 만들어본다.

전개

CD 테라리움에 불빛을 여러 방향에 비
추어보고 결과를 관찰한다.

물을 넣은 투명병은 물체가 크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병은 그대로
보입니다.
한팔 거리에 있는 물체는 크게 보
입니다.
한팔 거리 밖에 있는 물체는 좌우
가 바뀌어 보입니다.
투명병 속에 물체를 넣으면 더 커
보입니다.
유리병, 글리세린, 물풀, 작은 플라
스틱 나무, 글리터 등을 이용하여
테라리움을 만든다.
테라리움에 다양한 각도로 불빛을
비추어보고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한다.

T 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불빛을 켜는 방법 알아보기

- 학생 활동지1

- 테라리움
제작 동영상
- 학생 활동지2
- 유리병,
글리세린, 인공
수초, 글리터

- 노트북, 스크
래치, LED 스
트립

S

T E

T A

- 학생 활동지3

T E A 친구들과 함께 테라리움과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원을 만든다.

CD 각자의 테라리움을 합쳐서 정원을
함께 만들어 본다.
CD

LED 스트립의 모양, 켜는 순서, 색
깔, 시간 등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조정
하며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을 설
계해 본다.
S A 만든 정원과 계획한 것을 비교
해본다.

ET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력, 소
프트웨어와의 렌즈의 결합 등에 대해
발표한다.

모둠별로 역할을 정한다.
프로그래밍, 정원 설계, 제작 등의
역할을 정해서 정원을 만든다.

모둠별로 협력이 된 정도, 소프트
웨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 종이박스,
LED 스트립,
종이 스타이핑

T E A

S A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으로 LED
스트립을 제어하는 명령을 이해하고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LED 스트립을 순차적으로 켜본다.
순차 알고리즘으로 불빛을 제어해본다.
시간, 색깔, 켜는 순서 등을 다르게
CD LED를 켜는 순서, 시간, 색깔 등을
하며 자기가 만든 테라리움이 아름답
바꾸어가며 테라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보이는 방법을 찾아본다.
방법을 탐구한다.
CD

- 투명병,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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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선정의 이유
융합 인재교육과 일맥상통하는 역량 중심의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
르고자 하는 역량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
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역량 함
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 과정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협력 학습, 토의·토론 학습 등의 학생 참여 중
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수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역량 중심의 융합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는 교육 과정의 완성·과정 중심의 평가
교육 평가는 교육 과정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교육 활동 중 하나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심 평
가’ 강화는 학생 참여 중심의 교실 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능력과 역량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학생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문제 해결력 등의 역량 함양과는 다소 거리가 먼 ‘객관식 정답
찾기 평가’를 하는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학습 활동의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객관식 정답보다는 창의적 학습 활동의 일부로 평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4차 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과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프로그램
세계 여러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기 위해 학사제도 유연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 외부에서의
평가도 우호적이지 않다. 2016년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각국의 준비 상황을 조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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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조사 요소 중 교육 시스템 수준에서 평가대상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교육 내용 역시도 100여 년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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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체계와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있다.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한 이세돌 9단은 이제 우리가 알파고로부터 배워
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지금의 교육 제도와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의 교육은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항상 늦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협의가 걸려 바꾸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교육제도
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 교육 제도 안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비하는 교육 내용, 소프트웨어와 융합되는 콘
텐츠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볼록렌즈를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는 STEAM 교육 프로그램이다. ‘볼록
렌즈와 소프트웨어로 친구와 함께 테라리움 정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STEAM 프로그램을 주제로 선정하
게 되었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2. 목표
[내용 목표]
●

빛이 유리나 물, 오목렌즈, 볼록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볼록렌즈로 관찰하면 물체의 모습이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렌즈가 사용되는 예를 찾고, 렌즈를 사용한 도구를 고안할 수 있다.

●

렌즈 효과를 이용하여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다.

●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LED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정원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LED 스트립을 이용하여 색깔, 시간, 켜는 순서 등을 설계할 수 있다.

[과정 목표]
●

학습의 전 과정을 통해 협력과 소프트웨어 융합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과학의 융합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친구와 협력하여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관련 교육 과정
수업
단계

1차시

과목

과학

단원

단원 학습 목표

렌즈의 이용

[2015개정-6과11-02] 빛이
유리나 물, 볼록 렌즈를 통과
하면서 굴절되는 현상을 관찰
하고,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15개정-6과11-03]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습
을 관찰하고, 볼록 렌즈의 쓰
임새를 조사할 수 있다.

3차시

실과

미술

소프트웨어와
생활

표현

[6실04-09] 프로그래밍 도구
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
래밍 과정을 체험한다.
[2015개정-6미02-03] 다양
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다.

S 렌즈를 통과한 빛의 모습을 관찰하고, 굴절되
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S 볼록렌즈를 통해 보이는 물체를 관찰하고, 볼
록렌즈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T E A 볼록렌즈의 효과를 이용하여 테라리움
을 만들 수 있다.
S 빛이 유리나 물을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현상
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S T 생활 속에서 렌즈를 활용한 예를 물체가 보
이는 모습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LED를 켜는 절차적 순서를 생각할 수 있다.
실생활 문제 해결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함
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유용성에 대해 알 수 있다.
T E
T

E

A

작품 제작에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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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2015개정-6실04-08] 절차
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STEAM 성취 목표/STEAM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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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 대체를 이용한 프로그램 적용 계획

차시

1

교육 과정
재구조화

내용 대체

실과
(소프트웨어)

과학과 학습 주제

미술

[교육 과정 주제]
볼록렌즈를 통하여 보이는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고, 볼록렌즈의 성질
을 알 수 있다.
[본 차시 학습 주제]
투명병을 이용하여 볼록렌즈의 성
질을 이해하고, 테라리움을 만든다.

2

내용 대체

[교육 과정 주제]
절차적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
순서를 생각할 수 있다.
[본차시 학습 주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불빛을
조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교육 과정 주제]
작품 제작에 다양한 재료를 사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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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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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편성

[본차시 학습 주제]
볼록렌즈와 소프트웨어를 결합
하여 친구들과 함께 테라리움
정원을 만든다.

5. STEAM 관련 요소
가. STEAM 과목 요소
▶ S : 볼록렌즈로 보이는 물체의 모습 관찰하기
생활 속에서 볼록렌즈를 사용되는 예를 알아보고, 물체가 보이는 예를 활용할 수 있다.
▶ T/E :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통해 LED를 조정할 수 있다.
순차, 제어, 반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
▶ A：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테라리움과 정원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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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EAM 단계 요소
▶ 상황 제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세상이 놀랄만한 물건이 만들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재봉사
는 일반 공에 실을 결합하여 야구공을 발명하였다. 더울 때 사용하는 선풍기는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물건이다. 이 물
건에 소프트웨어가 결합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마음을 표현하는 놀라운 물건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볼록렌즈에 소프트웨어가 결합된다면 어떤 물건이 될 수 있을까?

▶ 창의적 설계
1차시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볼록렌즈의 성질을 탐구하는 활동에서 볼록렌즈 대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투
명병을 활용하여 볼록렌즈의 활동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창의적 설계 활동에서의 주안점은 과학과 소프트웨어의 융
합, 친구들과의 협력이다. 본 수업 활동에서의 창의적 설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물이 담긴 투명병과 그렇지 않은 병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

물이 담긴 투명병으로 물체를 관찰하여 볼록렌즈의 성질을 탐구해본다.

●

볼록렌즈의 성질을 이용하여 테라리움을 만들어본다.

●

테
 라리움에 빛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다양한 색깔과 불을 켜는 것
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떤 정원을 만들 수 있을지 설계해본다.

●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조명을 조절하는 방법을 탐구해본다.

●

만든 테라리움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정원을 만들 방법을 설계해본다.

●

친구들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로 정원을 만들어본다.

▶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활동에서의 주안점은 창의적 설계 활동에서 계획한 것을 검토하는 활동과 친구들과의 협력에 대한
반성 활동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융합 활동의 의미를 알 수 있도
록 한다.
●

만든 정원을 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해본다.

●

정원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협력을 평가해본다.

●

볼록렌즈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에 대해 평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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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 창의적 설계
평가 목표

내 용

평가 요소

종류

융합적 지식
및 개념 함양

소프트웨어를 볼록렌즈 효과와 융합하는 방법 고안하기
소프트웨어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생각하기

* 소프트웨어 융합의
필요성 이해

관찰 평가

창의적 사고
능력 함양

* 대상을 표현하는
주위에서 볼록렌즈의 효과를 적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것 생각해 보기
아이디어의 참신성
볼록렌즈의 성질을 이용해 테라리움을 만드는 방법 설계하기
*
정원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제작 표현 재료에 따른
작품의 차이
하기

관찰 평가
실기 평가

 력하여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토 * 경청 태도
협
* 정확한 의사 전달 능력
론하기

자기 평가

 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의 역할을 정할 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할
문
* 협력 태도
수 있도록 하기

자기 평가

소통 능력 함양

배려의
태도 함양

▶ 과정 중심 평가 계획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회룡초등학교

[문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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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내용 /
행동 영역

평가 유형

친구들과 협력하여 볼록렌즈 효과를 이용한 테라리
움 만들기

행동

테라리움을 이용해 만든 정원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
도록 소프트웨어 설계하기

행동

핵심 역량
일반 역량

교과 역량

관찰 평가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보고서 평가

지식정보 처리 역량

절차적 사고

[평가 기준안]
평가 문항

친구들과 협력하여 볼록렌즈 효과를
이용한 테라리움 만들기

테라리움을 이용해 만든 정원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설계하기

평가 기준

배점

상

의견 다툼 없이 테라리움을 만들 때

3

중

서로 간의 다툼이 있으나 의견 조정 후에 테라리움을 만들 때

2

하

서로 간의 의견 다툼이 있고, 각자 만들 때

1

상

다양한 코드를 만들어 정원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시도할 때

3

중

1~2가지 방법으로 정원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시도할 때

2

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LED 스트립을 제어할 수 없을 때

1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7. 차시별 교수 학습 과정

학습 목표

볼록렌즈 효과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힘을 모아 테라리움 정원 만들기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S T

동영상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알기
회전만 하는 선풍기와 회전하면서 글자가 표시되는 선풍기를 비교하며 어떻게 선풍

CO

기에 글자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자.

준비물
● LED

텍스트

메시지
동영상 자료
(https://youtu.be/
X4PUflsMox8)
● 볼록렌즈

사진,

컴퓨터 사진

도입
(5분)

- 선풍기에 어떤 장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 컴퓨터 애니메이션 같습니다.
S T

CO

볼록렌즈와 소프트웨어 융합 생각해보기
만약 볼록렌즈에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킨다면 볼록렌즈는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될까

생각해 보고 발표하기
- 볼록렌즈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 물체를 자동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IP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ㅣ학습문제ㅣ

1. 투명병을 이용하여 볼록렌즈의 원리를 이해하고, 테라리움을 만든다.
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불빛을 조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3. 볼록렌즈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친구들과 함께 정원을 만든다.
[활동 1] 투명병으로 볼록렌즈 성질 알아보기
CO

투명병을 이용하여 볼록렌즈 원리 탐구하기
화성(MARS)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마인드맵하기

● 실험동영상

(https://youtu.be/
WkQJC2RJ9E8)
학생 활동지1
투명병

학습 활동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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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물이 담긴 전구병과 그렇지 않은 전구병으로 물체 관찰하기

- 물을 넣은 투명병은 물체가 크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병은 그대로 보입니다.
- 한 팔 거리에 있는 물체는 크게 보입니다.
- 한 팔 거리 밖에 있는 물체는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 전구병 속에 물체를 넣으면 더 커 보입니다.
CD

물을 넣은 투명병으로 다양한 거리에 있는 물체 관찰하기

- 한 팔 거리에 있는 물체는 크게 보입니다.
- 한 팔 거리 밖에 있는 물체는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CD

물이 들어있는 투명병 속에 물체를 넣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보자. 한 뼘 길이 정

도로 가까이 있는 물체와 한 팔 길이보다 멀리 있는 물체를 관찰하여 보자.
- 물속에 있는 물체는 더 커 보입니다.
물을 넣은 전구병과 그렇지 않은 병의 차이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TIP

CD

도입
(5분)

물을 넣은 투명병과 그렇지 않은 투명병의 차이점을 발표해 보자.

- 물을 넣은 투명병은 볼록렌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2] 볼록렌즈의 원리를 이용하여 테라리움 만들기
S

CD

T

E

볼록렌즈 효과 이용하여 테라리움 만들기

테라리움 제작 동영상을 보고 원하는 형태로 테라리움을 만들어본다.

영상 : https://youtu.be/vnIQT7s2FxU

-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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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순서를 확인한다.
CD

글루건 사용 시에는 장갑을 끼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

TIP

시 전원을 분리한다.
CD

학습 활동
(60분)

글리세린의 역할을 말해보자.

- 글리터를 가라앉지 않게 해요.
CD 물과 글리세린을 섞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 물을 많이 섞을수록 투명해져요.
- 글리세린이 많을수록 글리터가 덜 가라앉아요.
[활동 3]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볼록렌즈 빛의 정원 만들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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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평가] 모둠별로 서로 도와가며 만든다.

- 물과 글리세린을 섞는 비율을 정한다.

CD

E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으로 LED 스트립 프로그래밍하기

LED 스트립에 대한 구조를 알아본다.

- 학생 학습 자료를 참고하여 LED 스트립의 구조를 말해본다.

● 테라리움

제작

동영상
● 학생

활동지2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CD

LED 스트립을 살펴보고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학생 학습 자료를 참고하여 LED 스트립을 연결하는 방법을 말해본다.
CD

RGB 색깔표를 활용하여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LED를 켜본다.

- LED 스트립의 각각의 LED를 정해진 색깔로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해 보자.
LED 스트립에 무지개 효과, 극장 효과를 만들어내는 스크래치 명령을 실행해보자.

CD

- 학생 학습 자료를 참고하여 스크래치 명령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보자.
T

CD

E

A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볼록렌즈와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정원을 만들어보자.

테라리움을 이용해 정원을 만드는 동영상을 살펴보고 정원 만들기

-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자.

● 아두이노

스크래치
소프트웨어
● LED

스트립

● 아두이노
● 컴퓨터

또는

노트북
● 녹색

스타이핑

● 재활용

박스

정원 만드는 동영상
https://youtu.be/

도입

iTkdgOxAPhU)

(5분)

● 학생

활동지3

영상 : https://youtu.be/iTkdgOxAPhU
CD

[과정 중심 평가] 함께 만든 정원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보자.

- LED들의 색깔, 켜는 시간, 적용하는 효과의 순서 등을 설계해보자.
- 만든 소프트웨어를 적용해보면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코드를 찾아본다.
A

ET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고 활동 반성하기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력이 잘 되었는지 알아보기

-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력이 잘 되었는지 발표한다.

A 볼록렌즈의 원리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경험을 발표해본다.
소프트웨어를 테라리움 정원을 만드는데 적용해본 경험 발표하기
- 어려웠던 점, 즐거웠던 점 등을 발표한다.

T

E

ET

지도상의
유의점

- 이 수업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과학을 융합하는 경험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
은 협력하고 소프트웨어의 유용성을 즐겁게 체험해보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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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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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안내 자료

아두이노 스크래치 설치하기

아두이노를 스크래치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툴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아두이노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아두이노 드라이버 및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한번에 설치된다.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포트 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연결할 수 있다.
아두이노 업로드를 지원한다.
아두이노에 연결 가능한 센서, LED 스트립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한다.

l STEP 1 l

1. http://www.arduinoscratch.org에 접속하여 DOWNLOAD NOW를 클릭한다.
2. 현재 설치 버전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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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TEP 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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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 받은 setup.exe를 클릭하여 설치한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교사용 안내 자료

학습 참고 동영상 QR 코드
동영상

QR 코드

투명병 볼록 렌즈 실험 동영상

https://youtu.be/WkQJC2RJ9E8

https://youtu.be/vnIQT7s2FxU

https://youtu.be/6VyawuRN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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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TkdgOxAP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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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학습 안내 자료

투명병으로 볼록렌즈의 성질 알아보기

학습 문제 ㅣ 투명병을 이용하여 볼록렌즈의 성질을 알 수 있다.

볼록렌즈는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지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과학실에서 보는 볼록렌즈가 아니라 우
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투명병을 이용하여 볼록렌즈
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기로 하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회룡초등학교

투명 전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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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된 종이

네임펜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활동1]
l 물을 넣은 전구병과 넣지 않은 전구병 비교하기 l

① 전구병에 물을 넣지 않고 한 뼘 안에 있는 물체를 관찰한 뒤, 한 팔 거리보다 멀리는 물체를 관찰해보자.

② 전구병에 물을 넣은 후에 한 뼘 거리의 물체와 한 팔 거리보다 먼 물체를 관찰해보자.

l 물속에 있는 물체 관찰하기 l

② 전구병 안에 물을 채운 후에 글자를 쓴 코팅지를 넣어 관찰해보자.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① 물이 들어있지 않은 전구병에 글자를 써넣은 코팅지를 넣어 보면서 관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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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01

전구병으로 볼록렌즈의 성질 알아보기
(

)초등학교 (

)학년 (

)반 이름(

1. 물을 넣은 전구병과 물을 넣지 않은 전구병으로 물체를 관찰하고 결과를 적어보자.
구 분

한 뼘 거리의 물체

한 팔 거리보다 멀리 있는 물체

물을 넣지 않은 전구병

원래 그대로 보인다.

원래 그대로 보인다.

물을 넣은 전구병

크고 똑바로 보인다.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2. 물을 넣지 않은 전구병과 물을 넣은 전구병에서 물체가 보이는 모양을 정리해보자.
물을 넣지 않은 전구병

그냥 보는 것과 차이가 없다.

물을 넣은 전구병

아주 가까이에 있는 물체만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작고 거꾸로 보인다.
가까이 있는 글자를 볼 때 렌즈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글씨가 더 크게
보인다.

3. 물을 넣지 않은 전구병에 글자를 쓴 코팅지를 넣어보면서 글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하기
글자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회룡초등학교

4. 물을 넣은 전구병에 글자를 쓴 코팅지를 넣어보면서 글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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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속에 들어가면 글자가 더 커 보인다.

5. 물을 넣은 전구병과 볼록렌즈를 비교해보자.
물을 넣은 투명 전구병은 볼록렌즈 역할을 할 수 있다.

)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학생용 학습 안내 자료

볼록렌즈의 원리를 이용하여 테라리움 만들기

학습 문제 ㅣ 볼록렌즈의 원리를 이용하여 테라리움을 만들어본다.

테라리움은 밀폐된 유리그릇 또는 입구가 작은 유리병
안에서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유리병 안
에 물을 채우고 식물을 재배하면 식물이 원래 크기 보
다 더 크게 보일 것이다. 또한 빛을 비춘다면 눈에 보
이는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인공 수초를 이용해 테라리움을 만들어본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유리병을
활용해 테라리움을 만들어보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공 수초

글리터

글리세린

글루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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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유리병(쨈병, 꿀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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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l 볼록렌즈의 효과를 이용하여 테라리움 만들기 l

① 준비물을 확인하고 유리병 뚜껑에 글루건을 이용하여 조화를 붙인다. 글루건이 굳는데 1~2분 정도 걸리므로
굳을 때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

② 글리세린과 물을 8:2 또는 7:3 비율로 유리병에 붓는다. 글리세린을 많이 넣으면 글리터가 잘 고정되지만 투명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회룡초등학교

도는 낮아진다. 반대로 물을 많이 넣으면 투명도가 높아지지만 물에 뜨는 글리터가 많아진다.

③ 글리세린과 물을 넣은 유리병에 반짝이는 글리터를 넣는다. 글리터는 여러 색깔을 넣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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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글리터를 넣은 후에는 유리막대로 잘 저어 준다. 나무젓가락으로 저어도 된다.

⑤ 글리터가 적당히 자리 잡은 다음에 인공 수초를 붙인 뚜껑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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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초가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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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02

볼록렌즈 효과를 이용하여 테라리움 만들기
(

)초등학교 (

)학년 (

)반 이름(

1. 테라리움 만들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적어보자.

유리병, 글리세린, 글루건, 글리터, 인공 수초, 물 등

2. 유리병에 물을 채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이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여 수초를 크게 보이게 한다. 또, 빛을 비추면 효과를 더욱 증폭시킨다.

3. 글리세린의 역할을 무엇인가?

글리세린은 글리터가 물에 떠 있지 않고 중간에 고정되게 해준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회룡초등학교

4. 글리세린과 물을 섞는 비율을 정해보고 이유를 말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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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세린을 너무 많이 넣으면 글리터가 잘 뜨지 않고, 투명도도 낮아진다.

5. 테라리움 만들기에서 글리터의 역할을 무엇인가?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여 더 아름다운 장면을 만든다.

)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학생용 학습 안내 자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정원 만들기

학습 문제 ㅣ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보자.

테라리움은 밀폐된 유리그릇 또는 입구가 작은 유리병 안에서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유리병 안에
물을 채우고 식물을 재배하면 식물이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인공수초를 이용해 테라리움을 만들
어본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쨈병, 꿀병 등 다양한 유리병을 활용해 테라리움을 만들어보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두이노

잔디 색깔 스타이핑

각자 만든 유리병 테라리움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디지털 LED 스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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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l 디지털 LED 스트립과 아두이노 연결하기 l
5V 연결

LED 스트립

GND 연결

D2~D13 중에
하나와 연결
각각의 LED는 7만 가지의 색깔을 가질 수 있다.

① LED 스트립은 여러 개의 LED가 연결된 끈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LED는 7만 가지의 색깔을 가질 수
있다.

LED 스트립

② 아래 그림은 아두이노와 LED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붉은색 선은 +5V, 검은색 선은 GND에 붙인다. 녹색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회룡초등학교

선은 D3~D13번 중 아무 곳에 붙여도 된다. 여기서는 6번에 연결한다.

③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으로 LED의 색깔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 명령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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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L
 ED 스트립의 LED 색깔을 만드는 원리는 붉은색, 녹색, 푸른색을 섞어서 색깔을 만든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red=255, 나머지 색깔을 0으로 하면 붉은색이 된다. red=0, green=255, blue=0으로 하면 녹색이
된다. 푸른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에서처럼 red=0, green=127, blue=127을 하면 된다.
⑤ 스크래치로 LED 스트립을 제어하는 명령을 알아보자.
블록

설명
5초 동안 LED 스트립에 있는 모든 LED를 이용해
무지개 효과를 연속으로 만든다.

5초 동안 LED 스트립에 있는 모든 LED를 이용해
무지개 효과를 만든다.

5초 동안 LED 스트립에 있는 모든 LED를 이용해
무지개 극장 효과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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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모
 둠별로 각자 만든 테라리움을 합쳐서 정원을 만들어보자. 먼저 각자 만든 정원을 재활용 박스를 잘라 만
든 받침에 넣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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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LED 스트립의 빛을 내는 면을 병에 감는다. 감은 스트립을 고정할 때는 셀로판테이프를 이용한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회룡초등학교

⑧ 잔디 역할을 하는 녹색 스타이핑을 깔아준다. 스타이핑은 선물 포장재로 많이 사용하며 다양한 색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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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원을 완성하고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LED 스트립에 프로그래밍한다. 어떤 효과를 넣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고 다양한 효과를 넣어 보면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코드를 찾는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참고 자료

RGB 색상표

인터넷에서 여러 종류의 RGB 색상표를 찾을 수 있다. 아래 RGB 색상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RGB 색상표
중 하나이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그림] RGB 색상표(출처 : http://www.n2n.pe.kr/lev-1/colo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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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03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테라리움 정원 만들기
(

)초등학교 (

)학년 (

)반 이름(

)

1. L
 ED 스트립과 아두이노를 연결해보자. LED 스트립에 전원을 연결하고 신호는 6번에 연결한다. 아두이노
보드와 LED 스트립에 선을 그려 연결해보자.

LED 스트립

2. LED 스트립에 LED가 그림처럼 7개가 달려 있다고 하자. 그림처럼 색깔을 지정하려고 한다. 첫 번째부터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회룡초등학교

7번째까지 1초씩 순서대로 켜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보자.

140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학생 활동지 03

클릭했을 때

set led pin (
(

) strip (

) red (

) green(

) blue

) 초 기다리기

내용

1

클릭했을 때

2

set led pin ( 6 ) strip ( 1 ) red ( 255 ) green( 0 ) blue ( 0 )

3

( 1 ) 초 기다리기

4

set led pin ( 6 ) strip ( 1 ) red ( 0 ) green( 0 ) blue ( 0 )

5

( 1 ) 초 기다리기

6

set led pin ( 6 ) strip ( 2 ) red ( 255 ) green( 153 ) blue ( 051 )

7

( 1 ) 초 기다리기

8

set led pin ( 6 ) strip ( 2 ) red ( 0 ) green( 0 ) blue ( 0 )

9

( 1 ) 초 기다리기

10

set led pin ( 6 ) strip ( 3 ) red ( 255 ) green( 255 ) blue ( 0 )

11

( 1 ) 초 기다리기

12

set led pin ( 6 ) strip ( 3 ) red ( 0 ) green( 0 ) blue ( 0 )

13

( 1 ) 초 기다리기

14

set led pin ( 6 ) strip ( 4 ) red ( 0 ) green( 255 ) blue ( 0 )

15

( 1 ) 초 기다리기

16

set led pin ( 6 ) strip ( 4 ) red ( 0 ) green( 155 ) blue ( 0 )

17

( 1 ) 초 기다리기

18

set led pin ( 6 ) strip ( 5 ) red ( 0 ) green( 0 ) blue ( 255 )

19

( 1 ) 초 기다리기

20

set led pin ( 6 ) strip ( 5 ) red ( 0 ) green( 0 ) blue ( 255 )

21

( 1 ) 초 기다리기

22

set led pin ( 6 ) strip ( 6 ) red ( 51 ) green( 0 ) blue ( 255 )

23

( 1 ) 초 기다리기

24

set led pin ( 6 ) strip ( 6 ) red ( 0 ) green( 0 ) blue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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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41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학생 활동지 03

25

( 1 ) 초 기다리기

26

set led pin ( 6 ) strip ( 7 ) red ( 102 ) green( 51 ) blue ( 255 )

27

( 1 ) 초 기다리기

28

set led pin ( 6 ) strip ( 7 ) red ( 0 ) green( 0 ) blue ( 0 )

3. 어떤 효과를 LED 스트립에 적용할지 계획을 세워보자.
구 분

내 용

어울리는 색깔
LED를 켜는 시간
LED 효과를 적용하는 순서
기타

4. 정원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협력에 대해 말해보자.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회룡초등학교

5. 소프트웨어와 볼록렌즈의 원리를 함께 적용해 본 경험에 대해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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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런닝맨을 잡아주는
신비한 트릭 복도
평동초등학교 김승혁, 황은진, 김병규, 신선영 적용학년 5학년, 6학년

01

학습 목표
학교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문제(안전한 복도 통행)를 고민해보고, 과학적 원리인 착시 현상을 활용하
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02

STEAM 준거틀 구성
구 분
상황 제시

CO

03

주요 내용
5-1 2. 토의의 절차와 방법

CO

창의적 설계

CD

5-2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감성적 체험

ET

6-1 2. 소통과 디자인
5-2 6. 자료의 표현, 6-2 4. 비율 그래프

: Context Presentaion,

CD

: Creative Design,

ET

: Emotional Touch

STEAM 프로그램 요약

교사

복도에서 뛰거나 장난하는 친구들
때문에 다치거나 위험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토의 장면 살펴보기

소요
시간

STEAM
요소

토의 대본

5분

S

CO

토의 상황을 통한 문제 인식하기

CO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 살펴보기

눈의 기능 알아보기

동영상(1:18)

5분

S

CD

착시란 무엇일까?

착시가 일어나는 원리 알아보기
착시가 사용되는 곳 생각해보기

동영상(0:58)

20분

S

도입
전개

학생

학습 자료( )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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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자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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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착시 체험해보기

[선택1] ‘FlipaClip’을 활용하여 플립
북 애니메이션 만들기
[선택2] ‘움직이는 용’ 만들기
[선택3] ‘소마트로프’ 만들기

ET

체험 결과 공유하기

선택한 활동에 대한 결과(산출
물) 발표 및 감상하기

착시 현상을 이용한 미술작품
착시를 이용한 미술작품에 대해
알아보기
알아보기
트릭아트 경험 이야기하기
CO

전개

CD

전개

04

아나모픽 미술에 대해 알아보기

ET 제작한 아나모픽 작품 전시·감
상하기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추
측하기
아나모픽 기법이 활용된 예시
작품 살펴보기
아나모픽 작품 설계 및 제작하
기
전시 작품 감상하고 느낀 점 표
현하기

10분

동영상(3:58)

15분

S

T

E

A

S

T

E

A

E

T

S

A M

사진
65분

A

E

T

동영상(0:50)

10분

S

A

본 프로그램의 특징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활동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면서 상황 제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이라는 과학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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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융합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활동 결과를 감상하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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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풍부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동지에 QR 코드를 제공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얼마든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생활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
를 수 있으며, 우리 눈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기를 수 있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요약본

05

5. 교육 과정과의 연계

차시

관련
교과

2009 개정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성취 수준)

(

2015 개정교육 과정 연계
내용 요소,
성취 수준)

과학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다) 모형을 통하여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감
각기관의 종류와 위치, 생김새와 기능을 이해한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6과16-03] 감각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
기능을 알고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국어

토의
토의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지닌다.

토의(의견 조정)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미술

표현
[주제 표현] 체계적인 발상을 통하여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표현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
를 발전시킬 수 있다.

과학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다) 모형을 통하여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감각 기관의 종류와 위치, 생김새와 기능을 이해
한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6과16-03] 감각 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
새, 기능을 알고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

표현
[표현 방법]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을 이해
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표현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
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수학

확률과 통계
자료의 표현 -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목
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자료의 특성을 설
명할 수 있다.

자료와 가능성
[6수05-04]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
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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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안내 자료

런닝맨을 잡아주는 신비한 트릭 복도

1. 주제 개요
본 프로그램은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착시 현상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눈의 기능에 대한 호기심
을 높이고,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전시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학년 군의 ‘국어 5-1-2 토의
의 절차와 방법’, ‘과학 5-2-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미술 6-1-2 소통과 디자인’ 단원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이 느끼는 실제적인 문제 중 ‘어떻게 하면 복도에서 친구들이 뛰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과학적 원리인 착
시 현상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및 과학적 흥미와 호기심을 기를 수 있다.

2. 학습 목표
1)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
2) 착시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3) 눈의 기능(착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4)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5)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6)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S : 눈의 기능 알아보기, 착시가 일어나는 원리 알아보기, 착시가 사용되는 곳 생각해보기, 움직이는 용 만들기,
소마트로프 만들기
T/E：앱을 활용하여 플립북 애니메이션 만들기, 스마트폰을 조명으로 이용하기
A： 착시 현상을 이용한 미술 작품 알아보기, 트릭아트 경험 이야기하기, 아나모픽 기법 추측하기, 아나모픽을 이
용한 작품 제작 및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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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작품이 가장 잘 보이는 곳(각도) 찾기, 효과 검증을 위해 표나 그래프로 관찰 결과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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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학습 준거
가. 상황 제시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 중에서 ‘복도에서 뛰는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업의 전
체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상황 제시 (예)
회장 :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의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혜민 : 얼마 전, 책을 빌리러 도서관으로 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뛰어노는 친구들 때문에 주현이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번을 정
해서 복도를 감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번을 맡은 학생의 경우 쉬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번을 맡기 싫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반에는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정리·정돈하는 당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당번
을 맡은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활동
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현 : 그것은 당번을 맡은 학생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찬 : 저는 지난번 복도에서 장난을 쳐서 복도 지킴이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복도
에서 장난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다른 반 친구들이나 다른 학년 학생들이 복도에서 장난을 하였
습니다. 제가 복도 지킴이로서 이름을 적는다고 하자, ‘어쩌라고’, ‘넌 우리 반도 아니잖아’와 같은
반응을 보여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단순히 당번을 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진 : 민찬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복도에서 뛰거나 위험한 장난
을 하는 학생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 시간에 배운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처럼
눈을 속이는 착시 현상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모두 : 찬성합니다. /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 : 그럼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은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급
회의 시간에 나올 법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어진 예시 자료는 교실 상
황을 고려하여 다른 내용으로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황 제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살펴보면서 우리 몸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을 기르고, 선택
활동을 통해서 착시를 체험해보게 된다.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나모픽 기법을 추측하면서 관련 작품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고안하고 제작하면서 상황 제시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여기서 아나모픽(Anamorphic)이란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한 착시 예술 기법 중 하나이다
(안재홍 외, 2015). 아나모픽 착시 미술은 우리의 눈이 사물을 인식하는 원리 및 원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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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의적 설계

서 다양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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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하면서 보는 곳에 따라서 작품이 어떻게
달라보이는지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또한 추후 선택 활동을 마련하여 아나모픽 기법을 적용한 작품이 실
생활 문제(안전한 복도 통행)를 얼마나 해결하였는지 검증하도록 하였다. 효과 검증 활동은 작품이 설치된 복도에서
학생들의 통행을 관찰하면서 작품 설치 전·후를 비교하고, 관찰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5. STEAM 활동 안내
차시

차시명

활동 내용

활동 사진

토의 상황을 통한 문제 인식하기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 살펴보기
1

문제발굴단

착시란 무엇일까?
착시 체험해보기
체험 결과 공유하기

착시를 이용한 미술 작품에 대해
알아보기
2~3

런닝맨을
속여라!

아나모픽 미술에 대해 알아보기
제작한 아나모픽 작품 전시·감상
하기
아나모픽 작품 효과 검증하기
결과 토의하기

6. 차시별 활동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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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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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

차시명

문제발굴단

런닝맨을
속여라!

학습 목표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
착시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눈의 기능(착시)에 대한 흥미와 호
기심을 가질 수 있다.

아나모픽 기법이란 무엇인지 알아
본다.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
작할 수 있다.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

주요 내용
토의 장면 살펴보기
눈의 기능 알아보기
착시가 일어나는 원리 알아보기
착시가 사용되는 곳 생각해보기
[선택1] ‘FlipaClip’을 활용하여 플립북 애니메이션 만들기
[선택2] ‘움직이는 용’ 만들기
[선택3] ‘소마트로프’ 만들기
선택한 활동에 대한 결과(산출물) 발표 및 감상하기
착시 현상을 이용한 미술 작품 알아보기
트릭아트 경험담 이야기하기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추측하기
아나모픽 기법이 활용된 예시 작품 살펴보기
아나모픽 작품 설계 및 제작하기
전시 작품 감상하고 느낀 점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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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1차시. 문제발굴단

문제발굴단

차시

과목

초등학교 5~6학년 | 국어, 과학, 미술

단원

국어(2. 토의의 절차와 방법), 과학(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미술(6.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교육 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 국어 / 초등학교 5~6학년 군 / 토의
2015 개정교육과정 / 국어 / 초등학교 5~6학년 군 / 토의(의견 조정)
2009 개정교육과정 / 과학 / 초등학교 5~6학년 군 /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2015 개정교육과정 / 과학 / 초등학교 5~6학년 군 /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2009 개정교육과정 / 미술 / 초등학교 5~6학년 군 / 표현(주제 표현)
2015 개정교육과정 / 미술 / 초등학교 5~6학년 군 / 표현

학습 목표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
착시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눈의 기능(착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융합 준거

교수·학습
자료

상황 제시

토의 상황을 통한 문제 인식하기

창의적 설계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 살펴보기
착시 체험 활동하기

감성적 체험

착시를 이용한 작품 감상하기

1/3

토의 대본, 동영상, 활동지, 읽기 자료, 스마트폰, 참고자료, 가위, 풀, 두꺼운 도화지(A4 크기),
싸인펜, 색연필, 고무줄(1인 2개)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토의 상황을 통한 문제 인식하기
복도에서 뛰거나 장난치는 친구들 때문에 다치거나 위험했던 일에 대해 이야
기하기
TIP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5분

학습
단계

자료( ) 및
유의점(※)

CO

도입

토의 대본
※ 대본을 사용할 경우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토의 장면 살펴보기
본 활동 시 예시된 대본을 활동지 형태로 학생들에게 배부해도 되며, 사전에 배
역을 정하고 역할극 형식으로 진행해도 된다. 역할극 형식으로 진행할 때는 미리 연
습을 해두면 훨씬 생동감 있는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 주제로 실제 토의를
진행하여도 된다. 이 경우 수업시간 외 별도로 학급 토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TIP
토의를 진행할 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 예를 들어 ‘복도를 지키는 당번을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있다면 예전에 했던 경험이
나 복도를 통행하는 학생들의 변화한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TIP
기존의 방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해결방안이 필요하
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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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 살펴보기
눈의 기능 알아보기
[동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rlmIfIoyiSM

5분

동영상(1:18)

TIP
망막은 시세포가 느끼는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즉, ‘본다’라는 것은
눈 자체가 아닌 시신경을 통해 뇌로 본다는 것이다.

※ 각막, 홍채, 수정체, 망
막과 같은 구체적인 명칭
보다는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만약 자극을 느끼는 과정에서 시각 정보가 왜곡되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본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착시에 대한 이유
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TIP

CD

착시란 무엇일까?
착시가 일어나는 원리 알아보기
[동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eio2RmmLWw

CD

동영상(0:58)

착시가 사용되는 곳 생각해보기

착시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해보면서 관련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TIP

※ 공의 움직임과 그림자
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착시는 디자인, 건축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광학적 미술(Optical Art 또는 Op
Art)’이라는 미술 장르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한다.
TIP

CD

선택 활동 중 하나를 정해서 진행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거나 학생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서 진행해도 된다.
[선택 1] ‘FlipaClip’ 앱을 활용하여 플립북 애니메이션 만들기
- 관련 동영상 보기
- ‘Play 스토어’에서 ‘FlipaClip’을 검색 후 설치 후 실행한다.
- 앱에서 제공하는 예시 자료(Flour Sack and Ball)를 살펴본다.
- ‘+’ 버튼은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만든다.
- 프로젝트 이름, 배경을 정하고 플립북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전개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평동초등학교

[동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8TTAJeooP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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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착시 체험해보기

TIP

CD

솔라페이한다.

TIP

‘FlipaClip’ 앱을 사용하기 전에 활동지에 스케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분

동영상(0:58)

스마트폰, 활동지
※ 수업 시간에 앱 설치가
어려운 경우 미리 설치해
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

‘FlipaClip’ 앱은 이전에 작업한 그림이 표시(양파 껍질 효과)되기 때문에 학생들
이 플립북을 만드는 데 용이한 앱이다. 또한 완성된 프로젝트를 동영상(영화)으로 만
들고 공유할 수도 있다.
TIP

[선택 2] ‘움직이는 용’ 만들기

동영상(2:07)

- 관련 동영상 보기
- 첨부된 자료 확인하고 오리고 조립하기
- 적당한 거리 떨어지기
- 완성된 작품을 좌우로 이동하면서 관찰하기
[동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A4QcyW-qTUg
[이미지 출처]
http://www.grand-illusions.com/images/articles/opticalillusions/dragon_illusion/dragon.pdf

참고 자료, 가위, 풀
※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
착시 현상을 관찰하기 힘
들 수 있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선택 1] ‘소마트로프’ 만들기

동영상(2:07)

- 관련 동영상 보기
-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고 주어진 자료에 밑그림 그리기
- 채색을 하고 주어진 모양으로 오리기
- 양쪽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고무줄 연결하기
- 고무줄을 감았다 풀면서 완성된 작품 감상하기

두꺼운 도화지(A4 크
기), 사인펜, 색연필, 고무줄
(1인 2개)

[동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A_2TW5X4H6E&list=PLHwqPT0h5jNhQeKA6k8gHgZixuDKzwUzF

ET

체험 결과 공유하기
선택한 활동에 대한 결과(산출물) 발표 및 감상하기

선택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만들어진 부분까지만 발표하도록 하고,
과제로 제출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완성된 작품은 다음 수업시간 시작 전
에 간단히 발표하거나 전시 장소에 제출하여 다른 친구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FlipaClip’ 앱을 활용한 활동의 경우 학급누리집에 공유하여 다른 친구들
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TIP

정리

10분

▣ 평가 계획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척도
(예)

①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
② 착시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③ 눈의 기능(착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발표 및 참여 태도 관찰 평가, 산출물 평가
 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탐구할 수 있고 착시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에 흥미와 호기
눈
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함.

잘함

 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탐구할 수 있으나, 착시를 활용한 작품 제작에서 조금 서툰 모습을 보임. 착시에 흥
눈
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함.

보통

 시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나, 착시를 활용한 작품 제작에서 조금 어려워
착
하는 모습을 보임.

노력 요함

 시를 활용한 작품 제작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착시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모
착
습을 관찰하기 어려움.
착시를 활용한 작품을 학급누리집에 올릴 수 있도록 하며, 친구의 작품을 보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활용 계획

【심화】 착시를 체험해볼 수 있는 다른 선택 활동해보기
【보충】 착시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영상 자료 찾아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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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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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학생 활동지

문제발굴단
(
학습 주제
학습 목표

)초등학교 (

)학년 (

문제발굴단

차시

)반 이름(

)
1/3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
착시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눈의 기능(착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흙 채집 및 탐사 장소와 탐사할 사람을 표시합니다.
회장 :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민 : 얼
 마 전, 책을 빌리러 도서관으로 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뛰어노는 친구들 때문에 주현이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
다. 친구들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번을 정해서 복도를 감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번을 맡은 학생의 경우 쉬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못 하게 됩
니다. 그래서 당번을 맡기 싫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반에는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정리·정돈하는
당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당번을 맡은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현 : 그것은 당번을 맡은 학생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찬 : 저는 지난번 복도에서 장난을 쳐서 복도 지킴이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복도에서 장난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다른 반 친구들이나 다른 학년 학생들이 복도에서 장난을 하였습니다. 제가 복도 지킴이로서 이름
을 적는다고 하자, ‘어쩌라고’, ‘넌 우리 반도 아니잖아’와 같은 반응을 보여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단순히 당번을
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진: 민찬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복도에서 뛰거나 위험한 장난을 하는 학생들
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 시간에 배운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처럼 눈을 속이는 착시 현상을 이용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모두 : 찬성합니다. /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 : 그럼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평동초등학교

1. 토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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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방학 동안에 부모님과 함께 트릭아트 뮤지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착시 그림을 이용하면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고 걸어다닐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1차시 학생 활동지

눈의 기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rlmIfIoyiSM

3. 만약 자극을 느끼는 과정에서 시각 정보가 왜곡되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물건과 뇌가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착시가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eio2RmmLWw

트릭아트 뮤지엄, 영화, 매직아이 등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4. 내가 했던 경험 중 착시가 사용되는 곳은 주로 어디인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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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도움이 되는 보충 자료

착시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의 뇌는 세상과 격리된 채 두개골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로지 감각을 통해서만 바깥세상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제한된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현실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과거의 경험입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을 이용합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과 여러
단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
리의 뇌는 종종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의 착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뇌는 그림자, 색, 원근, 움직임 등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물체에 반사된 빛은 눈에서 전기신호로 전
환된 후, 시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 통로로 내려가서 뇌의 뒤쪽으로 보내집니다. ‘시각 피질’이라 불리는
이 부위에서 이미지를 식별하게 되는데, 이때 그 대상은 뇌 전체에 저장된 과거의 기억과 상호 참조됩니
다. 무엇인지 확인이 되면 뇌는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그림자를 이용해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뇌는 원근법을 이용해 사물의 속도와 방향을 판단하고, 생물의 동작 패턴에서 상당한 정보를 읽어내기도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뇌의 착각 - 기억과 감각의 상호작용 (다큐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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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 현상을 이용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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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Nfe5vPGjh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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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아트(Op Art)란 무엇인가요?
	옵아트는 ‘옵티컬 아트(Optical Art)’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로, ‘시각적인 미술’의 약칭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이 양식은 ‘망막의 미술(retinal art)’과 ‘지각적 추상(perceptual abstraction)’이라는 다른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이 용어는 1964년에 조각가인 조지 리키(George Ricky)가 당시 뉴욕의 근대미술관 큐레이터
였던 젤츠(Peter Selz), 사이츠(William Seitz)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옵티컬이란 ‘시
각적 착각’을 의미하는 옵아트의 작품은 실제로 화면이 움직이는 듯한 환각을 일으킵니다.
	옵아트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65년으로,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열린 <응답하는 눈>이라는 전시
회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출품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각적인 착각에 따라 일어나는 색채상의 또는 조형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회화 작품과 시
점의 이동 또는 작품의 변동에 따라 일어나는 조형상의 변화를 추구한 조각적인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습
니다. 그러나 옵아트는 작품과 실재 장식 디자인에 이용되고, 그 자체가 장식적인 양식으로의 변화를 추
구하게 되면서부터 곧바로 미술계의 주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옵아트의 독창적인 실천가이자 주요 이론가인 빅테 바자레리(Victor Vasarely)의 작품이 대표적이며, 제
이콥 아감(Jacob Agam), 브리짓 라일리(Bridget Riley) 등이 유명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옵 아트 [Op Art]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옵아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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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29art.com/e/index.php?mid=b32&listStyle=viewer&document_srl=16646

155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선택 1] 플립북 애니메이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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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lipaClip 앱을 이용하여 플립북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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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lay 스토어’에서 ‘FlipaClip’을 검색 후 설치
후 실행한다.

②앱
 에서 제공하는 예시 자료(Flour Sack and
Ball)를 살펴본다.

③ ‘+’버튼은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만든다.

⑤ ‘+’버튼은 눌러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 가면서
플립북 애니메이션을 완성한다.

④프
 로젝트 이름, 배경을 정하고 플립북 애니메이
션을 만든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1. 내가 만들 애니메이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강아지와 공

2. 어떻게 그릴지 간단하게 표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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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 ‘움직이는 용’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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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3] 소마트로프를 만들어 봅시다.

소마트로프란 무엇인가요?
원판 끝에 실을 묶어 돌리면 원판의 앞뒤에 그려진 이미지들이 회전하면서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그림이
보이도록 하는 장치이다.
[출처]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앞>

네이버 지식백과: 소마트로프 [thaumatrope] (만화애니메이션 사전, 2008. 12. 3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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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3] 소마트로프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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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소마트로프 만드는 방법
①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고 주어진 자료에 밑그림 그리기
② 채색을 하고 주어진 모양으로 오리기
③ 양쪽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고무줄 연결하기
④ 고무줄을 감았다 풀면서 완성된 작품 감상하기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교수·학습 과정안

2~3차시. 런닝맨을 속여라

학습 주제

런닝맨을 속여라

과목

초등학교 5~6학년 | 과학, 미술

단원

과학(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미술(6.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차시

2~3/3

2009 개정교육과정 / 과학 / 초등학교 5~6학년 군 /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2015 개정교육과정 / 과학 / 초등학교 5~6학년 군 /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교육 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 미술 / 초등학교 5~6학년 군 / 표현(주제 표현)
2015 개정교육과정 / 미술 / 초등학교 5~6학년 군 / 표현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상황 제시

융합 준거

교수·학습
자료

트릭아트 경험 이야기하기

창의적 설계

아나모픽 기법 알아보기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 전시·감상하기

동영상, 사진, 읽기 자료, 조명(또는 스마트폰), 투명필름(OHP 필름), 네임펜, 활동지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CO

착시를 이용한 미술작품에 대해 알아보기

시간
(분)
5분

자료( ) 및
유의점(※)
동영상(3:58)

착시 현상을 이용한 미술작품 알아보기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IWk5NkxQF8

도입

트릭아트 경험 이야기하기
※ ‘설정-자막’을 설정하
면 한글자막을 볼 수 있
다.

 릭아트를 체험해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관련된 내용에 호기심을
트
가질 수 있도록 한다.

TIP

65분

사진
※ ‘아나모픽 기법’이 활
용된 사진을 보여주고 어
떤 기법인지 추측해보게
하면서 관련 기법에 관심
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출처] http://www.varini.org/pnreal/w01-pnreal.html
TIP
‘아나모픽(anamorphic)’이란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
한 착시 예술 기법의 하나로, 유명작가로 ‘펠리스 바리니(Felice varini)’가 있다.

읽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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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모픽 미술에 대해 알아보기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추측하기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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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아나모픽 기법이 활용된 예시 작품 살펴보기
[출처] http://www.varini.org/05vid/vid01.html

5분

TIP
링크된 주소에는 아나모픽 기법이 활용된 많은 예시 작품이 있다. 이 중 위에서
6번째 작품인 ‘Up-down(1997)’ 작품을 보여준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작
품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

※ 카메라 시점의 이동에
따라 화면이 어떻게 변하
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다.

동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추측한 아나모픽 기법과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
도록 한다.
TIP

아나모픽 작품 설계 및 제작하기

조명(또는 스마트폰),
투명필름(OHP필름),

● 제작 방법
- 어떤 그림 또는 글씨로 표현할지 생각한다.
- 투명필름(OHP 필름)에 활동지에 표현했던 그림 또는 글씨를 옮겨 표현한다.
- 표현하고 싶은 위치에 가서 투명필름 위에 조명을 비추어 그림자를 만든다.
- 만들어진 그림자의 테두리를 표시한다.
- 테두리 안쪽을 채운다.

네임펜, 활동지
※ 아나모픽 작품을 만들
때 광원(조명)과 투명필름
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명필름(OHP 필름)에 그림 또는 글씨를 옮길 때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옮겨도
된다. 이 경우 작품이 완성된 후 조금 더 명확한 결과를 볼 수 있다.
TIP

TIP
조명과 투명필름은 수직으로 놓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조명이 있었던 곳에서 작품을 바라보며 표현했던 그림 또는 글씨가 정확하게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P
조명의 경우 스마트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스마트폰 거치
대 등을 활용하여 광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ET

정리

제작한 아나모픽 작품 전시·감상하기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 표현하기

TIP

ET

위치에 따라서 작품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나모픽 작품 효과 검증하기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평동초등학교

작품을 복도에 설치하고 복도를 통행하는 학생들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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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추후
선택
활동

작품 설치 전·후에 복도를 통행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더

욱 효과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 또는 정해진 시간(쉬는 시간, 점심시간) 동안 복도에
서 뛰는 학생들의 수를 세어보는 것도 하나의 효과 검증 방법이다.
ET

결과 토의하기
학생들의 복도 통행 모습이 작품 설치 전·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하기
TIP

동영상(0:50)

효과 검증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면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다.

10분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 평가 계획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척도
(예)

①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②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③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
발표 및 참여 태도 관찰 평가, 산출물 평가

매우 잘함

 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관련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음. 또한
아
다른 모둠(친구)의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함.

잘함

 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으나, 제작 과정에 조금 서툰 모습이 보임. 다만,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
아
가 바르며,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함.

보통

 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고 있으나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모습을 보임. 다만, 작품에 대한 감
아
상 태도는 바람직함.

노력 요함

수업내용에 대해 어려워하며 작품 제작 활동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관찰하기 어려움.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복도를 통행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평가
활용 계획

【심화】 작품을 복도에 설치한 후 복도를 통행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고, 관찰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정
리하여 발표하기
【보충】 아나모픽 기법에 적용된 다양한 예시 자료를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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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시 학생 활동지

런닝맨을 속여라
(
학습 주제
학습 목표

)초등학교 (

)학년 (

런닝맨을 속여라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평동초등학교

다음은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찍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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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도로나 건물에 끝을 이용하여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시

)반 이름(
2~3/3

)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2~3차시 학생 활동지

아나모픽 기법이 활용된 예시 작품을 살펴보자.

[출처] http://www.varini.org/05vid/vid01.html

2. 위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된 아나모픽 기법에 대해 정리해보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보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3.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에 맞게 표현하고 싶은 그림 또는 글씨는 무엇인가요?
(주제 :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걷자!’ 또는 ‘WALK’라는 글씨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 제작 방법
① 어떤 그림 또는 글씨로 표현할지 생각한다.
② 투명필름(OHP 필름)에 활동지에 표현했던 그림 또는 글씨를 옮겨 표현한다.
③ 표현하고 싶은 위치에 가서 투명필름 위에 조명을 비추어 그림자를 만든다.
④ 만들어진 그림자의 테두리를 표시한다.
⑤ 테두리 안쪽을 채운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4. 아나모픽 기법이 적용된 작품을 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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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도움이 되는 보충 자료

아나모픽이 뭐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
한 착시 예술 기법 중 하나입니다. 아나모픽으로 구
현된 이해하기 힘든 그림이나 이미지들은 특정한 각
도 또는 반구체 거울 등을 통해 보면 이미지들이 하
나가 되어 특정한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미술 기법
의 원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과학적이며 수학적
으로 계산된 설계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현시대에
새롭게 각광받는 착시 예술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아나모픽 미술가 Felice Varini

[출처] 안재홍(2015), 아나모픽 착시 예술을 활용한 초등 과학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평동초등학교

아나모픽 미술 작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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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yv2yXvVBdA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자료 출처
1차시
●

눈의 기능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lmIfIoyiSM

●

착시가 일어나는 원리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eio2RmmLWw

●

플립북 예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TTAJeooP0E

●

움직이는 용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4QcyW-qTUg

●

움직이는 용 이미지
http://www.grand-illusions.com/images/articles/opticalillusions/dragon_illusion/dragon.pdf

●

소마트로프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_2TW5X4H6E&list=PLHwqPT0h5jNhQeKA6k8gHgZixuDKzwUzF

●

착시 현상을 이용한 광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fe5vPGjhs4

●

옵아트 예시 자료 이미지
http://29art.com/e/index.php?mid=b32&listStyle=viewer&document_srl=16646

2~3차시
●

착시 현상 미술작품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Wk5NkxQF8

●

아나모픽 기법이 적용된 작품 사진
http://www.varini.org/pnreal/w01-pnreal.html

●

아나모픽 기법이 적용된 작품 동영상
아나모픽 기법 설명 읽기 자료
안재홍(2015), 아나모픽 착시예술을 활용한 초등 과학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아나모픽 미술 작품 예시
https://www.youtube.com/watch?v=Cyv2yXvVBdA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http://www.varini.org/05vid/vid0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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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학습안내 자료

런닝맨을 잡아주는 신비한 트릭 복도

1. 주제 개요
본 프로그램은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착시 현상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눈의 기능에 대한 호기심
을 높이고,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전시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학년 군의 ‘국어 5-1-2 토의
의 절차와 방법’, ‘과학 5-2-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미술 6-1-2 소통과 디자인’ 단원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이 느끼는 실제적인 문제 중 ‘어떻게 하면 복도에서 친구들이 뛰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과학적 원리인 착
시 현상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및 과학적 흥미와 호기심을 기를 수 있다.

2. 학습 목표
1)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
2) 착시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3) 눈의 기능(착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4)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5)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6)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S : 눈의 기능 알아보기, 착시가 일어나는 원리 알아보기, 착시가 사용되는 곳 생각해보기, 움직이는 용 만들기,
소마트로프 만들기
T/E：앱을 활용하여 플립북 애니메이션 만들기, 스마트폰을 조명으로 이용하기
A： 착시 현상을 이용한 미술 작품 알아보기, 트릭아트 경험 이야기하기, 아나모픽 기법 추측하기, 아나모픽을 이
용한 작품 제작 및 감상하기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평동초등학교

M：작품이 가장 잘 보이는 곳(각도) 찾기, 효과 검증을 위해 표나 그래프로 관찰 결과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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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학습 준거
가. 상황 제시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 중에서 ‘복도에서 뛰는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업의 전
체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상황제시 (예)
회장 :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의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혜민 : 얼마 전, 책을 빌리러 도서관으로 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뛰어노는 친구들 때문에 주현이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번을 정
해서 복도를 감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번을 맡은 학생의 경우 쉬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번을 맡기 싫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반에는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정리·정돈하는 당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당번
을 맡은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활동
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현 : 그것은 당번을 맡은 학생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찬 : 저는 지난번 복도에서 장난을 쳐서 복도 지킴이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복도
에서 장난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다른 반 친구들이나 다른 학년 학생들이 복도에서 장난을 하였
습니다. 제가 복도 지킴이로서 이름을 적는다고 하자, ‘어쩌라고’, ‘넌 우리 반도 아니잖아’와 같은
반응을 보여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단순히 당번을 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진 : 민찬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복도에서 뛰거나 위험한 장난
을 하는 학생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 시간에 배운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처럼
눈을 속이는 착시 현상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모두 : 찬성합니다. /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 : 그럼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은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급
회의 시간에 나올 법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어진 예시 자료는 교실 상
황을 고려하여 다른 내용으로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황 제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살펴보면서 우리 몸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을 기르고, 선택
활동을 통해서 착시를 체험해보게 된다.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나모픽 기법을 추측하면서 관련 작품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고안하고 제작하면서 상황 제시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여기서 아나모픽(Anamorphic)이란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한 착시 예술 기법 중 하나이다
(안재홍 외, 2015). 아나모픽 착시 미술은 우리의 눈이 사물을 인식하는 원리 및 원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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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의적 설계

서 다양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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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하면서 보는 곳에 따라서 작품이 어떻게
달라보이는지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또한 추후 선택 활동을 마련하여 아나모픽 기법을 적용한 작품이 실
생활 문제(안전한 복도 통행)를 얼마나 해결하였는지 검증하도록 하였다. 효과 검증 활동은 작품이 설치된 복도에서
학생들의 통행을 관찰하면서 작품 설치 전·후를 비교하고, 관찰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5. STEAM 활동 안내
차시

차시명

활동 내용

활동 사진

토의 상황을 통한 문제 인식하기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 살펴보기
1

문제발굴단

착시란 무엇일까?
착시 체험해보기
체험 결과 공유하기

착시를 이용한 미술 작품에 대해
알아보기
2~3

런닝맨을
속여라!

아나모픽 미술에 대해 알아보기
제작한 아나모픽 작품 전시·감상
하기
아나모픽 작품 효과 검증하기
결과 토의하기

6. 차시별 활동 흐름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평동초등학교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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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

차시명

문제발굴단

런닝맨을
속여라!

학습 목표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
착시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눈의 기능(착시)에 대한 흥미와 호
기심을 가질 수 있다.

아나모픽 기법이란 무엇인지 알아
본다.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
작할 수 있다.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

주요 내용
토의 장면 살펴보기
눈의 기능 알아보기
착시가 일어나는 원리 알아보기
착시가 사용되는 곳 생각해보기
[선택1] ‘FlipaClip’을 활용하여 플립북 애니메이션 만들기
[선택2] ‘움직이는 용’ 만들기
[선택3] ‘소마트로프’ 만들기
선택한 활동에 대한 결과(산출물) 발표 및 감상하기
착시 현상을 이용한 미술 작품 알아보기
트릭아트 경험담 이야기하기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추측하기
아나모픽 기법이 활용된 예시 작품 살펴보기
아나모픽 작품 설계 및 제작하기
전시 작품 감상하고 느낀 점 표현하기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1차시 학생 활동지

문제발굴단
(
학습 주제
학습 목표

)초등학교 (

)학년 (

문제발굴단

차시

)반 이름(

)
1/3

눈의 기능과 착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
착시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눈의 기능(착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흙 채집 및 탐사 장소와 탐사할 사람을 표시합니다.
회장 :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민 : 얼
 마 전, 책을 빌리러 도서관으로 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뛰어노는 친구들 때문에 주현이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
다. 친구들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번을 정해서 복도를 감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번을 맡은 학생의 경우 쉬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못 하게 됩
니다. 그래서 당번을 맡기 싫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반에는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정리·정돈하는
당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당번을 맡은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현 : 그것은 당번을 맡은 학생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찬 : 저는 지난번 복도에서 장난을 쳐서 복도 지킴이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복도에서 장난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다른 반 친구들이나 다른 학년 학생들이 복도에서 장난을 하였습니다. 제가 복도 지킴이로서 이름
을 적는다고 하자, ‘어쩌라고’, ‘넌 우리 반도 아니잖아’와 같은 반응을 보여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단순히 당번을
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진: 민찬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복도에서 뛰거나 위험한 장난을 하는 학생들
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 시간에 배운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처럼 눈을 속이는 착시 현상을 이용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모두 : 찬성합니다. /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 : 그럼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토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2.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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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기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rlmIfIoyiSM

3. 만약 자극을 느끼는 과정에서 시각 정보가 왜곡되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착시가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평동초등학교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eio2RmmL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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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했던 경험 중 착시가 사용되는 곳은 주로 어디인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시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지식에 도움이 되는 보충 자료

착시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의 뇌는 세상과 격리된 채 두개골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로지 감각을 통해서만 바깥세상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제한된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현실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과거의 경험입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을 이용합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과 여러
단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
리의 뇌는 종종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의 착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뇌는 그림자, 색, 원근, 움직임 등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물체에 반사된 빛은 눈에서 전기신호로 전
환된 후, 시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 통로로 내려가서 뇌의 뒤쪽으로 보내집니다. ‘시각 피질’이라 불리는
이 부위에서 이미지를 식별하게 되는데, 이때 그 대상은 뇌 전체에 저장된 과거의 기억과 상호 참조됩니
다. 무엇인지 확인이 되면 뇌는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그림자를 이용해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뇌는 원근법을 이용해 사물의 속도와 방향을 판단하고, 생물의 동작 패턴에서 상당한 정보를 읽어내기도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뇌의 착각 - 기억과 감각의 상호작용 (다큐사이언스)

착시 현상을 이용한 광고

https://www.youtube.com/watch?v=Nfe5vPGjh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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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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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아트(Op Art)란 무엇인가요?
	옵아트는 ‘옵티컬 아트(Optical Art)’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로, ‘시각적인 미술’의 약칭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이 양식은 ‘망막의 미술(retinal art)’과 ‘지각적 추상(perceptual abstraction)’이라는 다른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이 용어는 1964년에 조각가인 조지 리키(George Ricky)가 당시 뉴욕의 근대미술관 큐레이터
였던 젤츠(Peter Selz), 사이츠(William Seitz)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옵티컬이란 ‘시
각적 착각’을 의미하는 옵아트의 작품은 실제로 화면이 움직이는 듯한 환각을 일으킵니다.
	옵아트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65년으로,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열린 <응답하는 눈>이라는 전시
회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출품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각적인 착각에 따라 일어나는 색채상의 또는 조형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회화 작품과 시
점의 이동 또는 작품의 변동에 따라 일어나는 조형상의 변화를 추구한 조각적인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습
니다. 그러나 옵아트는 작품과 실재 장식 디자인에 이용되고, 그 자체가 장식적인 양식으로의 변화를 추
구하게 되면서부터 곧바로 미술계의 주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옵아트의 독창적인 실천가이자 주요 이론가인 빅테 바자레리(Victor Vasarely)의 작품이 대표적이며, 제
이콥 아감(Jacob Agam), 브리짓 라일리(Bridget Riley) 등이 유명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옵 아트 [Op Art]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평동초등학교

옵아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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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29art.com/e/index.php?mid=b32&listStyle=viewer&document_srl=16646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선택 1] 플립북 애니메이션 만들기
l FlipaClip 앱을 이용하여 플립북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l

② 앱에서 제공하는 예시 자료(Flour Sack and Ball)
를 살펴본다.

③ ‘+’버튼은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만든다.

⑤ ‘+’버튼은 눌러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 가면
서 플립북 애니메이션을 완성한다.

④ 프로젝트 이름, 배경을 정하고 플립북 애니메이션
을 만든다.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① ‘Play 스토어’에서 ‘FlipaClip’을 검색 후 설
치 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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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만들 애니메이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강아지와 공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평동초등학교

2. 어떻게 그릴 지 간단하게 표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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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 ‘움직이는 용’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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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3] 소마트로프를 만들어 봅시다.

<앞>

소마트로프란 무엇인가요?
원판 끝에 실을 묶어 돌리면 원판의 앞뒤에 그려진 이미지들이 회전하면서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그림이
보이도록 하는 장치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소마트로프 [thaumatrope] (만화애니메이션 사전, 2008. 12. 3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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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3] 소마트로프를 만들어 봅시다.

소마트로프 만드는 방법
①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고 주어진 자료에 밑그림 그리기
② 채색을 하고 주어진 모양으로 오리기
③ 양쪽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고무줄 연결하기
④ 고무줄을 감았다 풀면서 완성된 작품 감상하기

2017 STEAM 우수 프로그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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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을 속여라
(
학습 주제
학습 목표

)초등학교 (
런닝맨을 속여라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평동초등학교

다음은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찍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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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나모픽 기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년 (
차시

)반 이름(
2~3/3

)

초등학교 부문 우수상
2~3차시 학생 활동지

아나모픽 기법이 활용된 예시 작품을 살펴보자.

[출처] http://www.varini.org/05vid/vid01.html

2. 위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된 아나모픽 기법에 대해 정리해보자.

3. 아나모픽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에 맞게 표현하고 싶은 그림 또는 글씨는 무엇인가요?
(주제 :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제작 방법
① 어떤 그림 또는 글씨로 표현할지 생각한다.
② 투명필름(OHP 필름)에 활동지에 표현했던 그림 또는 글씨를 옮겨 표현한다.
③ 표현하고 싶은 위치에 가서 투명필름 위에 조명을 비추어 그림자를 만든다.
④ 만들어진 그림자의 테두리를 표시한다.
⑤ 테두리 안쪽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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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나모픽 기법이 적용된 작품을 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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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도움이 되는 보충 자료

아나모픽이 뭐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
한 착시 예술 기법 중 하나입니다. 아나모픽으로 구
현된 이해하기 힘든 그림이나 이미지들은 특정한 각
도 또는 반구체 거울 등을 통해 보면 이미지들이 하
나가 되어 특정한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미술 기법
의 원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과학적이며 수학적
으로 계산된 설계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현시대에
새롭게 각광받는 착시 예술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아나모픽 미술가 Felice Varini

[출처] 안재홍(2015), 아나모픽 착시 예술을 활용한 초등 과학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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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모픽 미술 작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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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yv2yXvV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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