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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본 연구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중심 활동의 STEAM 교수·학습 방법
을 창안하고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수업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STEAM 교사 연구회 중심으로 교내 수업장터를 개최하여 교과 간 융합수업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STEAM 프로젝트 학습 주간(흥부몰부전)을 운영함
으로서 학생들이 융합수업과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었다. 융합수업은 교사들에게도 자긍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2. 서론
○ 교과 간 연계 수업을 통한 통합적 사고력 향상 및 학생의 핵심 역량을 신장
○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과 편성을 통한 교사들의 STEAM 역량 강화
○ 학생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 교과 통합 수업을 위한 성취기준 분석 및 단원별 학습 주제 분석

3. 연구 수행 내용
< 연구과제 1> 흥부놀부 STEAM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1. 교과간 STEAM 적용을 위한 교육환경 재구성
2. STEAM 역량 함양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연구과제 2> 흥부놀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흥부놀부 STEAM을 위한 개정 교육과정 재구성
2. 흥부놀부 STEAM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연구과제 3> 학생 중심의 STEAM 교육 확산
1.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STEAM 수업체험전 운영
2. 체험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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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놀·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흥겹게 공부하고 놀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명

STEAM
프로그램
구분

학교급

중학교

대상 학년(군)

1학년, 2학년

중심과목

수학

성취기준 영역

Ⅳ. 기본도형,
Ⅴ. 도형의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

과학
[중 1,2학년] 6. 빛과 파동 (1) 빛
연계과목
연계과목 기술·가정
[중 1,2학년] 5. 발명과 표준
성취기준 영역
영어
[중 1,2학년] 5. Count on you, math!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5

수학(2) + 과학(3)

2

5

수학(2) + 영어(3)

3

5

수학(2) + 기술·가정(3)

개발계획

수학교과의 기본도형을 중심으로 하여 3개의 교과(과학, 영어,
적용결과 기술·가정)를 융합 수업으로 총 15차시를 계획하여 적용하였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였음,

4. 연구 수행 결과
구분

수행 계획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15차시 예정

수업 적용 일정

2019. 9. 2. ~ 2019. 11.8.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함태중학교 149명(중학교 1,2학년)

사전검사

4월 15일, 2개 학급(50명) 실시 완료

사후검사

9월 30일, 2개 학급(50명) 실시 완료

학생 태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9월 30일
2019. 7. 12. 3교시 수업 공개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2019. 10. 16. 5교시 수업 공개
2019. 10. 16. STEAM 수업체험전(흥부놀부전)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연구 내용 게재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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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 결론
1. 학생 중심의 흥·부·놀·부 STEAM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창
의적· 융합적 체험과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생기게 하여 능동
적인 학습효과를 볼 수 있었다.
2. 교내 수업 장터를 개최하여 교사별로 가지고 있는 교과 내용 및 방법을 공유함
으로써 교과 간 STEAM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
그램 운영 경험(노하우)과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3. STEAM 수업체험전(흥부놀부전)을 통하여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
도를 높일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되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다양한 STEAM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의식을 키우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설계 과정과 성공을 경험하는 체험 단계를 가지
게 될 것이다.
◦ 제언
1. 최근까지 보급된 자료의 경우, 아직까지도 과학, 기술, 수학 등 일부 과목에 치
중된 경향이 있어 진로, 국어, 보건, 영어 등 다양한 교과의 STEAM 교육 자료
의 개발과 공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STEAM 교육활동이 아직까지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교과의 성취 목표와
학습 목표 구현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참여와 연구를 통해 교
육공동체 모두가 STEAM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STEAM 수업을 위한 교사연구회 협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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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명) 흥·부·놀·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흥겹게 공부하고 놀면서 공부하는...)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1

1~5/15

[9수04-14]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삼각형
이 닮음인지 판별할 수 있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
[중학교 2학년]
(3) 태양계

[9수05-01]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2

6~10/15

[9수05-02] 상대도수를 구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상대도수의
분포를 이해한다.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영어)
Count on
You, Math!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기술가정)
3

11~15/15

[9수04-13] 도형의 닮음의 의미와 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중학교 2학년]
Ⅵ. 생산 기술
의 세계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8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닮음과 비례식을 이용하여 우리 학교 주변 사물 분석하기

도형의 닮음과 각 구성요소의 비례 관계를 학습하고 과학 교과의 달 크기 측정, 지구 둘레의
길이를 닮음과 비례식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활동을 수행하며 실생활에서 우리 학교 주변의
1~5

사물인 나무, 건물, 옥외간판 등의 크기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5

1. 두 삼각형이 닮음인지 판별하여 비례 관계를 분석하고 비례식을 만든다.
2. 달 캐릭터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고 닮음을 이용하여 실제 크기를 분석한다.
3. 피자 조각을 이용하여 원래 피자의 둘레 길이를 알아내고 사용할 측정도구를 제작한다.
4. 모둠별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학교 주변의 사물의 크기를 알아내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발표한다.
주제(단원)명

6~10
/15

] 통계
(1) 자료의 정리와 해석

수학 통계 단원의 [9 수 05-01]의 성취기준인 자료를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어 과목의 비교급, 최상급
표현과 연관지어 질문하고, 대답하며 발표하는 과정을 STEAM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Co 하루 중 무심코 한 번 이상은 접하게 되는 간식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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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칼로리가 매끼 식사의 칼로리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으며 간식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인 청
소년도 급증하고 있다.
CD 모둠별로 좋아하는 간식의 종류를 정하고, 칼로리를 조사하여 분류해봅니다.
Family Feud 게임 (랭킹 게임), 인기 간식 인터뷰하며 설문 조사하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ET 모둠별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해 어떤 간식을 얼마만큼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고, 식단표를 짜듯 일주일치 간식 섭취 계획을 세워본다.
주제(단원)명

11~15
/15

실생활에서 닮은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자.

PS 필름 실험을 통해 닮은 도형의 성질을 찾아서 설명하고, 자신만의 열쇠고리 디자인을 하여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 PS 필름으로 닮은 도형의 의미 알아보기
2. 닮은 도형의 성질 이해하기
3. PS 필름으로 자신만의 열쇠고리 디자인을 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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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Ⅰ【1 ~ 5차시】
중심과목

수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2 학년 (5) 도형의 닮음
: 적용 및 문제해결 영역

연계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중학교/2 학년

[9수04-14]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해
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삼각형이 닮음인
지 판별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학교급/학년(군)

도형의 닮음
1.
2.
3.
4.

차시

1~5/16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분석하여 두 삼각형이 닮음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간편하게 닮은비를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할 수 있다.
학교 주변의 사물에 대해 닮음 관계를 판별하여 그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주변 사물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

[중학교 2학년] (3) 태양계

S 달의 크기와 지구 둘레 길이를 측정 방법 탐구
T 비례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측정도구 제작
STEAM
요소

E 기준 삼각형의 거리와 높이, 사물과의 거리 측정
A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관찰과 독창적인 측정도구의 디자인
M 비례식을 이용해 사물의 크기 계산

수학적 개념을 이해한 후 과학의 탐구활동에 적용해보고 이를 실생활 문제의 해결로
개발 의도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주변 환경을 분석해보는 기회를 갖고 실생활 문제 해결에 학습한
내용이 유용한 지식임을 느끼게 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강조한다. 즉 지식을 자기 주도적으로,
협력을 통해 습득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식의 자기화가 이뤄진다면 실생활로의
적용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수학의 요소를 학습하고 과학
교과의 관련 내용에 적용해 보는 활동을 통해 지식의 자기화 과정을 거치고, 실제 우리 주변 사물의
크기를 측정해보는 활동을 통해 지식의 유용성을 느끼고, 적용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그 목표를 둔다.
1. (수학)도형의 닮음에 관한 학습, 비례식 적용 방법에 대한 복습
2. (과학)달 크기 측정 방법 토의, 비례식을 이용하여 캐릭터 크기를 알아내는 탐구
3. (과학)남겨진 피자 조각을 이용해 피자 한판의 둘레를 알아내는 탐구 및 측정에 사용할 도구 제작
4. (수학+과학)학교 주변을 모둠별로 나눠 사물(건물, 나무, 간판 등의 크기(높이) 측정 및 발표자료 제작
5. (수학+과학)담당 구역의 대상 사물의 크기 측정과정, 결과에 대한 발표 및 모둠평가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프로젝트 안내 및 모둠 구성
- 수학, 과학의 학습 및 탐구활동을 거쳐 모둠별로 학교 주변에 구역을 나
눠 사물 크기를 측정하고 발표할 것임을 안내한다. (5차시의 흐름 안내) 모 둠 구 성
시 역할 정
- 이질집단으로 4인 1모둠을 구성한다.
도입

(※ 수학의 배움, 과학탐구, 측정 및 발표의 전 과정을 모둠으로 진행)
□ 배움의 시간(수학) : 배움의 공동체 활동(1차시)
-[교사] 삼각형 닮음 조건, 비례 관계 만들기(비례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학생] 활동지를 스스로 해결해본 후, 모둠 협력학습으로 개념 이해활동
-[교사] 학습 완료된 모둠에 공통 미션지 제공. 이해정도 확인 후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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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촬영, 측정,
자료제작,
발표
(1인1역 이상)

□ 탐구의 시간1(과학) : 달 캐릭터의 크기를 알아내자!(2차시)
캐릭터 6 장
펀치
측정하는 방법을 핵심만 설명한다.(5 분)
검은도화지
-길이 30~60cm 캐릭터를 플로터로 출력하여 과학실 벽면에 6 개 붙인다.
30cm 자
-[학생] 모둠별로 캐릭터의 길이를 잴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한 후 활동한다.(30 분) 탐구보고서
※ 탐구보고서, 탐구재료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며 거리
-[교사] 수학시간에 배운 닮음과 비례식을 상기시키고, 실제 달의 크기를

측정을 위해 신체기관(발)을 이용하길 권장함.(추후 활동에 편리함)
-[학생] 모둠별로 측정방법, 결과를 발표한다.(10 분)
-[교사] 측정치와 실제 크기를 비교하여 오차가 가장 적게 나온 모둠에게
보상해준다.(간식 또는 확인도장)

전개

검은도화지에 펀치로 구멍을 뚫어
비례식의 측정기준 도형으로 설정

눈부터 캐릭터까지의 거리의 측정을
줄자로 함(*발 크기[걸음 수] 권장)

□ 탐구의 시간2(과학) : 피자의 원래 둘레 길이는+측정도구를 제작하자.(3차시)
-[교사] 먹다 남은 피자조각(종이)과 탐구준비물을 주고 원래 피자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게 한다. (*준비물의 기본 용도만 설명해야 함.)
-[학생] 토의를 통해 비례관계를 만들고 측정, 둘레 길이를 계산한 모둠은
앞으로 나와 교사에게 검사받는다.(20 분)
-[교사] 지구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이 사용됨을 설명하고

(탐구준비물)
피자모형
이면지
종이자
각도기
활동지

(삼각형의 닮음의 심화내용으로 부채꼴의 닮음의 내용임), 우리 학교
주변의 사물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제작하게 한다.
-[학생]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휴대하기 좋고, 비례 관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작한다. (25 분)

먹다 남은 피자조각을 주고 원래
원둘레의 길이를 추리하도록 한다.

거리, 높이는 계산하기 쉬운 숫자가
되게 측정도구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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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재료)
우드락
수수깡
침핀, 칼

□ 활동의 시간1(수학+과학) : 학교 주변 사물의 크기를 측정하자.(4차시)
-[교사] 학교를 6 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구역의 건물, 나무, 간판, 표지판 등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크기를 측정하고 사진을 찍어 발표자료(설명차트)를
제작하도록 안내한다.(5 분)
※ 대상 사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3 개로 정하며, 촬영한 사진은 교사에게
(활동준비물)
휴대폰
※ 교사는 전송된 사진을 플로터를 출력(전지 크기)하여 모둠에 제공하며
플로터
모둠은 측정방법, 계산과정, 측정값을 사진 속에 기록한다. *설명서 부착
전지
★출력시간이 필요하므로, 필기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였다가 사진이 제공되면 색사인펜
측정도구*
사진 속에 측정값을 표시하고, 설명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30cm 자
-[학생] 모둠별로 해당 구역에서 측정대상(배경)을 사진으로 찍어 교사에게
필기구
전송하며 계산과정을 기록한다.
설명서*
(학습자료에
첨부)
메신저로 전송한다. (학생들 역할분담 필요)

다음(daum) 또는 구글(google)
스카이뷰를 이용해 학교전경을 찍고
6구역으로 나눠서 제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사물(나무, 건물,
가로등, 간판 등) 3개의 크기를 측정하여
정리. 거리측정은 발자국 수 이용

□ 활동의 시간2(수학+과학) : 발표자료 마무리 및 발표, 모둠 상호평가(5차시)
-[학생]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며, 발표방법을 토의한다.(10 분)
-[교사] 칠판에 해당 모둠의 사진(전지)을 학교 위치별로 부착시키고 모둠별로
5 분씩 발표하도록 한다. 이 때, 모둠 상호평가지를 나눠주어 평가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한다.

*완성작을 사진으로 찍어 단체 톡방에 공유

-[학생] 대상 사물에 대해 측정방법, 계산과정, 측정치 순으로 발표하며, 다른
모둠 발표 시 발표내용을 듣고 상호평가를 실시한다.(30 분)
※완성작품 사진은 단체 톡방에 공유된 사진을 보면서 발표를 들음.

발표용 지
시봉
상호평가지
휴대폰*
(사진 공유)

-[교사] 우수 모둠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닮음의 조건, 비례관계, 계산과정에
대해 재정리해주며 실생활 속에서 배운 지식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5 분)
-[교사] 지속적 학습을 위해 발표자료를 교실에 전시하며, 학생상호 및 교사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시상한다.(간식 또는 포트폴리오 확인도장 지급)

정리
및
평가

□ 삼각형의 닮음의 조건, 비례관계 분석, 비례식 및 계산과정에 대한 내용을 재강 학생평가지
조하며 수학과 과학의 연관성, 배운 지식의 실생활에서 적용가능하며 유용함을 ( 자 기 + 모 둠
내 평가+모
설명한다.
둠 간 평가)
□ 발표시간에 자기평가, 모둠 내 상호평가, 모둠 간 상호평가를 실시하며, 제작과
정과 발표내용에 대한 교사관찰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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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지

3-2.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Ⅱ【6 ~ 10차시】
중심과목

수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학교급/학년(군)

중학교/1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9수05-01]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
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차시

1~8/16

[중학교] 통계
(1) 자료의 정리와 해석

주제(단원)명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
-자료의
자료를
-자료를
-공학적

개수가 너무 많을 때 자료의 분포와 특성을 쉽게 알아낼 수 없음을 알고,
정리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함을 알고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해본다.
학습목표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도구인 통그라미 프로그램을 통해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연계과목
Count on You, Math!
연계과목 영어
성취기준 영역 말하기・듣기・쓰기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 여러개의 포장지를 살펴 칼로리를 찾아보고 일정한
S
기준에 의해 분류를 해본다.
T 자료를 분류하여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STEAM
요소

E

공학적 도구인 통그라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을 나타낼 수
있다.

A 통계 데이터를 찾아서 분석한 후 시각자료를 만들 수 있다.
M

개발 의도

많은 양의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여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수학)통계 단원에서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간식류의 칼로리를 살펴 자료를 분류하고, 공
학도구를 이용하여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등으로 나타내어 한 눈에 알
아볼 수 있도록 한다.
(영어)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류를 설문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도표로 나타내어보고,
이를 비교급과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완성한 후 발표해본다.

수학에서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원인 통계에서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등의 포장지를 살펴 칼로리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류하여 공학도구인
통그라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등으로 나타내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연관된 영어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간식류를 주제로 인터뷰하면
서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고 수학의 통계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영어의 비교급과 최상급 표현
을 사용하여 도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 수학-영어 프로젝트 학습 주제 안내
- 프로젝트 학습의 전체적인 운영 과정을 안내
- 자료를 분류하여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
도입

- 통그라미 프로그램으로 주어진 자료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학습
- 인터뷰하며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분석하여 도표로 나타내기
- 비교급, 최상급 표현을 활용하여 도표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 통계포스터를 제작한 후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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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 모둠별 주제 정하기
-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간식 종류에서
칼로리를 비교할 수 있는 주제 선택하기
- 선택한 간식 종류의 포장지 수집

□ Family Feud 게임으로 수업 열기
- 100g당 칼로리가 가장 높을 것 같은 과자 순위,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과자 순위 맞혀보기
- 게임을 토대로 우리반에서 인기 있을 것 같은 간식의 종류와 이름을 추측해보
기 (비교급,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표현)

□ 프로젝트 평가 방법 안내
- 통계 주제의 적절성,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의 합리성과 정확성
-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자료를 분류하여 계급 설정, 도수분포표 정리
- 주제에 맞게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여 적당한 크기의 계급을 설정하여 분류하
고, 분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수분포표를 만든다.
과자 1봉지당 칼로리

전개

갯수

과자

 당 칼로리

0 이상 ~ 100 미만



0 이상 ~ 10 미만

100 이상 ~ 20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0 이상 ~ 30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합계

합계

갯수





□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다각형 나타내기
-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료의 분포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다.
-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낸다.

□ 자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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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을 보며 자료의 분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한다.
- 간식류의 칼로리가 가지는 대표적인 특성에 대해 토론해본다.

□ 우리반에서 가장 인기있는 간식 인터뷰하며 설문조사하기
- 인터뷰 조사 질문 만들어보기
- 인터뷰하며 표 채우기

□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도표로 만들어보기
- 간식 종류별로 6개의 모둠으로 나누기
- 모둠원들과 자료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정리하기
-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표 만들기

□ 그래프 분석하여 영어로 쓰기(step by step guided writing)
- 질문에 답하기
- 그래프 분석하여 글 완성하기
- 모둠원들끼리 바꿔읽고 틀린 부분 고치기

□ 실생활 간식과 관련된 자료들을 분류하여 도수분포표를 만들고, 히스토그
램과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면서 자료들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합
리적인 판단을 통해 결론을 발표한다.
정리

□ 통계포스터 만들기 및 발표하기
- 통계 포스터 만들기
- 모둠별로 분석 자료 발표하기
- 동료 평가지 작성하기
- 교사 피드백 및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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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Ⅱ【11 ~ 15차시】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수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2 학년

[중학교] 2 학년 (5) 도형의 닮음
: 적용 및 문제해결 영역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도형의 닮음

학습목표

1.
2.
3.
4.

연계과목

기술가정

STEAM
요소

차시

[9수04-13] 도형의 닮음의 의미와 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1~5/16

PS 필름으로 닮은 도형의 성질을 찾을 수 있다.
닮은 도형에서 닮음비, 대응변의 길이, 대응각의 크기 등을 구할 수 있다.
PS 필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크기의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다.
자신만의 열쇠고리 만드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연계과목
[중학교 2학년] Ⅵ. 생산 기술의 세계
성취기준 영역

S

물질의 성질이 열에 의해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T

열에 의해 재료(플라스틱)의 성질이 변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E

오븐에서 플라스틱이 수축되는 양을 파악한다.

A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그림) 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M

도형의 닮음과 도형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개발 의도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시를 통해 수학적으로 닮은 도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플라스틱의 변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 수학의 닮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폴리스틸렌(플라스틱)의 열가소성을 성질을 이용하여 열쇠 고리
를 제작해 보는 과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재료가 열에 의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담긴 열쇠고리를 제작해 봅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프로젝트 안내 및 모둠 구성
- 수학, 기술가정의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실생활에서 닮음이 사용
되는 예시를 적용할 것임. 예시) 매쓰맥 솔리드로 확대 축소 도형 만들어 보
기, 자신의 방 구조 꾸며보기, PS필름으로 자신의 열쇠고리를 만들어 발표
(5차시의 흐름 안내)
- 수학의 배움, 기술가정의 배움은 모둠으로 진행하고, 제작 및 발표의 과
정을 개별로 진행)
도입

□ 개념탐구(수학) : 닮은 도형의 성질 이해하기(1차시)

재료
도화지,
연

색

필

30cm

,
자,

-[교사] 각자의 모둠에서 모양이 비슷한 도형들 중에서 어떤 것이 서로 닮 가위, 매쓰
음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맥 솔리드,
-[학생] 활동지를 스스로 해결해본 후, 모둠 협력학습으로 개념 이해활동 자석 칠판
(10분)
-[교사]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한 도형
과 합동일 때,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음을 알게하

고, 닮은 도형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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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실생활 대화의 장면에서 ‘닮았네’라는 표현과 위의 활동에서의 닮
음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교사] 서로 닮음인 두 도형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설명한다.
-[학생] 매쓰맥 솔리드를 이용하여 확대 축소 도형 만들어 보기(15분)

평행사변형을 확대, 축소하여 보면서
닮은 도형의 성질 알기

삼각형을 확대, 축소하여 보면서
닮은 도형의 성질 알기

-[학생] 닮은 도형에서 닮음비기 길이의 비 임을 알고, 위에서 만들 두 도
형의 닮음비를 구해 본다.
-[교사] 입체도형에서의 닮음인 도형을 그려 보도록 한다.
-[학생] 주어진 입체도형과 닮음비가 1:2, 2:1 인 닮음인 입체도형을 그려
본다.(10분)

입체도형을 확대, 축소하여 본다.

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삼각형을 확대, 축소하기

-[학생] 위의 활동들을 통해 서로 닮은 두 평면도형의 길이와 각에 대한 특
징과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의 길이와 각과 면에 대한 특징을 찾아 모둠별
로 정리한다.(10분)
□ 실생활 적용1(수학) : 내 방을 꾸며보자!(2차시)
-[교사] 수학시간에 배운 닮음과 비례식을 상기시키고, 실제 내 방의 크기와
가구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핵심만 설명한다.(5 분)
전개

- 학생들이 필요한 가구의 크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크기를 알려준다.
-[학생] 모둠별로 방의 크기와 가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한 후
활동한다.(30 분)
-[학생] 모둠별로 측정방법, 결과를 발표한다.(10 분)
-[교사] 닮음비에 맞게 각 가구와 방의 크기를 바르게 축소한 경우 보상한다.

- 13 -

가구와 방의 크기를 비율에 맞게
줄여보는 활동

자신이 원하는 방에 가구를
배치하는 활동

□ 실생활 적용2(수학+기술 가정) : PS 필름으로 열쇠고리 만들기(3,4차시)
-[교사] 모눈 종이에 삼각형을 그려서, PS 필름에 따라 그리게 하고, 필름을
오븐에 넣어서 줄여든 것을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줄여진 필름에 그려진 삼각형과 처음 종이에 그렸던 삼각형과의 관계가 닮음
관계인지 학생들이 찾아 보도록 한다.
-[학생] 모눈종이에 그려진 것과 오븐에서 구워진 결과를 비교하여 두 도형이
서로 닮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토의하고, 학습지에 작성한다.
-[교사] 자신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학생]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색칠한 후 오븐에 구워 열쇠고리를
완성한다.

종이에 그린 삼각형과 PS 필름에
그린 후 오븐에 구워진 결과 비교

자신만의 열쇠고리 만들기

□ 정리(수학+기술가정) : 발표자료 마무리 및 발표, 모둠 상호평가(5차시)
-[학생]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며, 발표방법을 토의한다.(10 분)
-[교사] 학생들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화면으로 보여준다.
-[학생] 자신이 만들고자 했던 열쇠고리의 원래 모습과 크기 그린 것과
만들어진 것을 비교하면서 닮음의 성질을 발표한다.
모둠 발표 시 발표내용을 듣고 상호평가를 실시한다.(30 분)
※완성작품 사진은 단체 톡방에 공유된 사진을 보면서 발표를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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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우수 모둠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닮음의 조건, 비례관계, 계산과정에
대해 재정리해주며 실생활 속에서 배운 지식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5 분)
-[교사] 지속적 학습을 위해 발표자료를 교실에 전시하며, 학생상호 및 교사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시상한다.(간식 또는 포트폴리오 확인도장 지급)

정리
및
평가

□ 삼각형의 닮음의 조건, 비례관계 분석, 비례식 및 계산과정에 대한 내용을 재강 학생평가지
조하며 수학과 과학의 연관성, 배운 지식의 실생활에서 적용가능하며 유용함을 ( 자 기 + 모 둠
내 평가+모
설명한다.
둠 간 평가)
□ 발표시간에 자기평가, 모둠 내 상호평가, 모둠 간 상호평가를 실시하며, 제작과
정과 발표내용에 대한 교사관찰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15 -

교사평가지

4-1.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Ⅰ【1 ~ 5차시】
차시

1~5/15

□ 달 캐릭터 크기 탐구(2 차시)-활동지[자기주도적 탐구실험보고서]
대단원

3.태양계

중단원

1.지구와 달의 크기

주제

달의 크기 측정

활동영역

탐구실험

탐 구 명

달(캐릭터)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까?

일

20

시

탐구목표

년

월

일

교시

학년

반

보고서점수

번 이름: (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준 비 물

실험과정

[구하는 과정도 정리하여 쓸 것]

실험결과

1. 동전을 이용하여 달의 크기를 구한다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2. 동전 이용해 달의 크기를 잴 때,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 2가지는?
결과정리

3. 지구를 비치볼이라고 할 때 달의 크기와 가장 가까운 공은?(책 참고)

및 해석

사물

비치볼

축구공

야구공

탁구공

지름(cm)

28

22

7

4

★ 탐구과정에서 느낀 점, 실험개선 사항, 오차가 생긴 이유 등이 있으면 뒷면 맨 위에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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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피자 한판의 둘레를 알아내기(3 차시)-활동지[자기주도적 탐구실험보고서]
대단원

3.태양계

중단원

1.지구와 달의 크기

주제

지구의 크기 측정

활동영역

탐구실험

탐 구 명

원래 피자 한판의 둘레길이는 얼마일까?

일

20

시

탐구목표

년

월

일

교시

학년

반

지구의 둘레 길이를 알기 위한 비례관계를 만들 수 있다.

준 비 물

실험과정
(자유롭게
사용 가능)

[구하는 과정도 정리하여 쓸 것]
실험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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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이름: (

보고서점수

)

□ 우리 학교 주변의 사물 크기 알아내기(4~5 차시) -아래 설명서를 오려 사진(전지출력)에 붙임

[설명서]
◇ 대상 사물:
◇ 측정 크기(높이):
◇ 측정활동의 과정:

간략 그림 표현

계산과정 정리

<--오려서 전지 사진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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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Ⅱ【6 ~ 10차시】
차시

6~10/15

학생 친구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등교를 하였나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침·점심·저녁 세끼 식사보다 간식으로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일 전체 섭취 칼로리의 19.3%를 간식을 통해 섭취, 즉
하루 총칼로리의 5 분의 1 을 간식을 통해 얻고 있는 것입
니다. 아침 식사에서 얻는 칼로리가 17.2%라고 하니 한끼
식사나 다름이 없지요.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10~15%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맛있는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지요?
이왕 먹는거 더 잘 알고, 조절하면서 먹는다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단계] 자료조사
대형마트나 편의점, 슈퍼 등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간식류(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등등)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들이 가지는 칼로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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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도수분포표 만들기
(1) 자료(과자)의 칼로리를 몇 개 계급으로 나누고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하여 도수분포표를 만든다.
(2) 자료(과자)마다 용량이 다르므로  당 칼로리를 환산하여 도수분포표를 만든다.
과자 1봉지당 칼로리

갯수

이상 ~ 미만

과자



 당 칼로리

갯수

이상 ~ 미만

합계

합계

[3 단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기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료의 분포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➊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 끝 값을 적는다.
➋ 세로축에 도수를 적는다.
➌ 각 계급에서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하고,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린다.

[4 단계]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기
➊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에서 윗변의 중앙에 점을 찍는다.
➋ 히스토그램의 양 끝에 도수가 인 계급이 하나씩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중앙에 점을 찍는다.
➌ 위에서 찍은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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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Family Feud 게임 (랭킹 게임)
➊ 100g 당 칼로리가 가장 높은 과자 순서를 맞혀보는 게임
※ 질문 예시
- Which snacks have the highest calories?
- Can you guess which one is the firs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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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과자의 순위를 맞혀보는 게임
※ 질문 예시
- What is the best-selling snack last year?

- What is the most popular snack last year? Guess from 1st to 10th

➌ 우리반에서 인기 있을 것 같은 간식 추측해보기(비교급, 최상급 표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기)
※ 예시 문장
Which snack do you think is the most popular in this class?
- I think students in my class like 꼬깔콘 best.
- I think 새우깡 is the most popular snack in my class.
- I think 설레임 is more popular than 월드콘.
- I think Sprite is less popular than CocaCola.

[6 단계] 우리반에서 가장 인기있는 간식 인터뷰하며 설문조사하기
➊ 인터뷰 조사 질문 만들어 보기
※ 질문 예시
- What kind of snacks do you like best?

Choose the best 3 things.

crisps, cookies, ice cream, chocolate, drinks, candy or jelly
- What is the name of your favorite snack?
새우깡, 나초칩, 월드콘, 비타500, 왕꿈틀이, 가나 초코렛 등

➋ 인터뷰하며 표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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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ite kind
of snacks
number of

crisps

biscuits

ice cream

chocolate

drinks

students
name of
snacks
※ 작성 예시

[7 단계]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도표로 만들어보기
➊ 간식 종류별로 6 개의 모둠으로 나누기
➋ 모둠원들과 자료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정리하기
➌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표 만들기

※ 도표 예시

[8 단계] 그래프 분석하여 영어로 쓰기(step by step guided writing)
step1. 질문에 답하기
➊ What kind of snacks did you survey?
➋ What does the vertical axis show?
➌ What does the horizontal axis show?
➍ How many students did you ask?
➎ What is the most popula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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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or
jelly

step2. 그래프 분석하여 글 완성하기
This graph shows my classmates’ favorite ______________. The vertical axis shows
_____________. The horizontal axis shows _____________. We asked ________ students in
our class. We surveyed

_______________ among many kinds of snacks. ______________

is the most popular in our class. _____________ is more popular than ____________. Also,
students like the __________ more than _____________. But, __________ is less popular
than ______________.

step3. 모둠원들끼리 바꿔 읽고 틀린 부분 고치기(peer editing)

[9 단계] 통계포스터 만들기 및 발표하기
➊ 통계포스터 만들기
-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 조사한 내용을 시각자료로 표현해보기
※ 포스터 예시

➋ 모둠별로 분석 자료 발표하기
➌ 동료 평가지 작성하기
➍ 교사 피드백 및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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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Ⅲ【6 ~ 10차시】
차시

1~5/16

□ 닮은 도형의 개념 이해하기 활동지(1차시)

1. 다음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축하 카드를 변화시켜 보았다. ㉠㉡㉢ 중에서 서로 닮
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2. 교과서 읽고, 닮음인 관계 설명 쓰기 :

3. 1에서 찾은 모양을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4. 다음 대화 속에서 ‘닮았네’라는 표현과 2에서 말하는 닮음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종희 : 안녕하세요. 저 종희예요.
아저씨 : 네가 종희니? 어느새 출쩍 컸구나! 아빠를 많이 닮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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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적용1(수학) : 내 방을 꾸며보자! 활동지(2차시)

종희네는 다음 달 이사를 가기로 하였다. 종희는 자신의 방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방에 놓을 가구들을 미리 배치해 보고 싶었다. 생각해보니 수학 시간에 배운 닮음을 이
용해 보고 싶어서 실제 가로의 길이 3.6m, 세로의 길이 4.2m 인 직사각형 모양의 방을 축소하
여 그려 보고, 가구의 가로 세로의 길이도 축소하여 직사각형 모양으로 색종이에 그린 후 배치
해 보고자 한다.
1. 비율 정하기
2. 실제 방의 크기를 비율로 축소하여 그리기
3. 가구의 크기를 비율로 축소하여 색종이에 그리고, 오려두기
4. 도화지에 방을 그리고, 색종이로 만든 가구를 배치하여 붙인다.
5. 자신의 방을 그림과 같이 배치한 이유를 적어본다.
□ 실생활 적용2(수학+기술 가정) : PS 필름으로 열쇠고리 만들기 활동지(3,4차시)
< 모둠활동 >

1. 각자의 모둠에서 원하는 크기의 직사각형 □ABCD를 모눈종이에 그린다.
2. 1번 그림을 PS플레이트에 옮겨 그린다.
3. 오븐에 넣어 축소시킨다.

(2) 축소시킨 도형의 이름을 □EFGH 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고 두 사각형이 서로 닮음인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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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1 길이

선분2 길이

선분3 길이

각1 크기

□ABCD
□EFGH
비율
(3) 축소 시켰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4) 길이는 얼마나 줄었을까? 계산기를 이용하여 비율을 구해보자.

(5) 서로 닮음인 도형의 특징을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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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2 크기

각3 크기

5-1. 교사자료Ⅰ【1 ~ 5차시】
차시

1~5/15

□ 2 차시 활동-교사역할
1. 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삼각형의 닮음, 비례식을
사용하며 그 계산 과정을 설명한다.
2. 펀치로 구멍 뚫은 검은도화지 1개를 모둠별로 주며 나
머지 재료는 과학실에서 자유롭게 찾아 사용하게 한다.
3. 확대 출력한 캐릭터 그림(길이 40~60cm) 6개를 교실
벽면에 붙인다.
4.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 어떻게 측정할지와 측정에 사
용할 도구를 결정한다.(교사는 순회하며 힌트만 준다.)
5. 준비물, 실험과정, 결과를 직접 보고서에 기록하며 실
험과정은 간단한 그림을 순차적으로 나타내거나, 핵심
단어를 순차적으로 적는 것을 권장한다.
(과정의 이해가 목적이기에 필기시간의 소비를 줄인다.)
6. 활동이 마무리되면 줄자를 이용해 실제 크기를 측정하
여 오차가 가장 적은 모둠을 선정하여 보상한다.
□ 3 차시 활동-교사역할 및 나눠줄 재료
1. 피자 조각, 종이자, 각도기, 활동지를 주고 모둠별로
원래 피자 한판 둘레를 구하게 한다.
※학생들의 사고력 발현을 위해 어떤 힌트도 주지 않음
2. 완료된 모둠은 활동지(계산과정 포함)를 검사 받음
3. 측정도구 재료(우드락, 칼, 수수깡, 침핀, 자)를 가져가
자기 모둠만의 도구를 제작한다.
※막대의 높이, 막대까지의 거리는 계산하기 쉬운 길이
로 설정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관측자의 눈 위치 일
정하게 유지시키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다.
※사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발자국 수로 측정하거나 특정사물(막대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나눠줄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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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각 30° 부채꼴 형태, 중심부분

약 15cm길이의 종이자.

피자 조각의 중심각 크기를

은 먹다 남은 것처럼 잘라 제공함

원호의 길이 재는 용도로 사용

재기 위해 사용함.

□ 4, 5 차시 활동-교사활동
1. 제비뽑기로 6 구역 분배.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구역의 전경(측정 대상이 포함된 사진)을 찍어 교
사에게 메신저로 전송 (단, 2 장 이상인 경우는 콜라주 앱을 이용해 한 장의 사진으로 교사에게 전송)
2. 설명서 종이를 나눠주고 내용을 채우도록 한다.
3. 플로터를 이용해 전지 크기로 사진을 출력하여 제공하며 설명서 종이를 측정대상 사물 옆에 붙이
도록 한다.
4. 사진 속에 색싸인펜으로 크기(높이)를 창의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5. 완성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단체 톡방에 올려둔다.
6. 1 모둠부터 사진을 칠판에 붙이며 휴대폰을 나눠주어 모둠 발표 시, 단체 톡방의 사진을 보며 설
명을 들으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자료의 글자가 작아 뒤에 않은 학생은 잘 보이지 않음)
7. 발표가 끝나면, 우수작품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8. 1 모둠~6 모둠의 자료를 취합하여 학교 현관 또는 교실 벽면에 전시한다.
자료출처

daum카페. 「재미있는 과학수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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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사자료Ⅱ【6 ~ 10차시】
차시

1~8/16

[1 단계] 자료조사
인근 마트나 편의점, 슈퍼 등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간식류(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등등)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들이 가지는 칼로리에 대해 알아본다.
포장지에 용량과 칼로리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조사군을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하기 모호한 제품들의 분류를 정해준다.

[2 단계] 도수분포표 만들기
급간을 너무 크게 하거나 작게 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도수분포표의 급간을 적당히 나눠
5~6 개의 계급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단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기
도수분포표를 바탕으로 히스토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➊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 끝 값을 적고, 이상과 미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➋ 세로축에 도수를 적는다.
➌ 각 계급에서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하고,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린다.

[4 단계]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기
➊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에서 윗변의 중앙에 점을 찍는다.
➋ 히스토그램의 양 끝에 도수가 인 계급이 하나씩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중앙에 점을 찍는다.
➌ 위에서 찍은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한다.

[5 단계] Family Feud 게임 (랭킹 게임)
자료 조사를 한 모든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선별된 몇 가지의 제품만을 가지고 랭킹게임을 진
행하여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모듬과 바꾸어 비교해보는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6 단계] 우리반에서 가장 인기있는 간식 인터뷰하며 설문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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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과 그 이유를 설명해보고 그 제품이 가지는 칼로
리와 연관지어 합리적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7 단계]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도표로 만들어보기
➊ 간식 종류별로 6 개의 모둠으로 나누기
➋ 모둠원들과 자료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정리하기
➌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표 만들기

[8 단계] 그래프 분석하여 영어로 쓰기(step by step guided writing)
그래프를 분석하여 영어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교급과 최상급의 표현이 적재적소에 들어간 글
쓰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9 단계] 통계포스터 만들기 및 발표하기
모둠별 발표와 함께 자기/동료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진다.

자료출처

미래엔 엠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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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사자료Ⅲ【11 ~ 15차시】
차시

1~5/16

□ 1 차시 활동-교사역할 및 나눠줄 재료
1. 닮음 도형을 찾을 때, 가로 세로의 크기 비율로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 학생들은 가로 세로를 같은 크기 만큼 늘렸을 때
도 닮음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있을 수 있으므로 유
의해서 지도해야 한다.
3. 교과서에서 닮음인 관계를 찾아서 써보게 한다.
4. 교과서 내용의 닮음을 적용하였을 때 위의 상황에
서 서로 닮음인 것을 다시 찾아 보도록 한다.
5.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닮았다는 말과 수학에서 닮
았다는 말의 차이를 스스로 알수 있도록 한다.
6. 매쓰맥 솔리드를 활용하여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을
2배, 3배 확대 해보도록 한다.
재료
30cm 자, 매쓰맥 솔리드, 자석 칠판
□ 2 차시 활동-교사역할 및 나눠줄 재료
1. 이사하기 전 미리 가구를 배치해 보고자 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각 가구를 직사각형
으로 축소하여 만들어 보는 활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2. 사전에 자신의 방의 크기와 기존의 가구의 크기를 측정하여 오도록 한다.
3. 가구를 색종이에 그릴 때, 높이가 필요 없음을 이해하게 한다.
4. 기존의 모습 그대로를 배치해 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한다.
5. 배치한 결과를 도화지에 붙이고, 축소한 비율과 원래 크기 및 축소 된 크기를 적어 보도록 한다.
6. 학생들의 결과물을 교실에 게시하여, 서로 상호 평가하도록 한다.
재료
도화지, 색종이, 풀, 30cm 자, 색연필
□ 3, 4 차시 활동-교사활동 및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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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눈종이에 먼저 삼각형을 그려보게 한다.
2. 모눈종이에 그린 것을 PS필름에 따라 그린다.
3. 오븐에 넣어서 굽는다.
4. 오븐의 온도가 충분히 높게 한다.
5. 오븐의 가운데에 필름을 놓도록 한다.
그래야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6. 결과물과 먼저 그려 놓은 삼각형을 비교하여
서로 닮음인 관계인지를 찾아 본다.
7. 수학적으로 닯음비를 먼저 구해본다.
8. 자신 만의 디자인을 PS 필름에 그리고, 오븐
에 구워서 열쇠고리를 완성한다.

재료
오븐, PS 필름, 30cm 자, 각도기, 누름기, 유성매직
□ 5 차시 활동-교사활동
1. 학생들의 작품을 먼저 그린 것과 결과물을 함께 사진을 찍는다.
2. 학생들이 한명씩 자신의 작품을 화면에 띄우고 닮음에 대한 설명과 디자인을 설명하도록 한다.
3.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평가한다.

자료출처

수학의 발견(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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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삼각형의 닮음조건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삼각형 중
닮음인 삼각형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그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중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용하여 두 삼각형이 닮음인
지 판별할 수 있다.
·제시된 방법에 따라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할 수 있
다.

하

·삼각형의 닮음조건을 말할 수 있다.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할 때 비례(식)관계가 이용됨
을 말할 수 있다.

1~5
/15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 및
산출물평가

자기평가지
동료평가지
(학생용)
관찰평가지

자료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
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

상

다. 인터뷰를 통해 직접 설문조사한 내용으로 영어의 비교
급,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 통계 자료를 특징있고 의미있게
설명할 수 있다.

6~13
/18

중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관찰 및 포트폴리오,
다각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해 직접 설문조사한 프리젠테이션 평가
후 영어의 비교급,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 통계 자료를 설
명할 수 있다.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관찰 및
포트폴리오,
프리젠테이션
평가지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을

하

보고 자료의 분포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직접 설문조사한
내용으로 통계 자료를 만들고 영어로 설명하는 데는 다소 부
족함이 있다.

14~18
/18

상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

닮은 도형에서 닮음비, 대응변의 길이, 대응각의 크기 등을 구할 수
있다.

하

주어진 도형에서 닮은 도형을 찾고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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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산출물평가

자기평가지
동료평가지
(학생용)
관찰평가지

가. 자기/동료평가지(1~5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나는 닮음의 비례관계를 분석하여 비례식 계산을 할 수 있다.
자기평가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실생활 사물에 대한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모둠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활동 중 어려운 부분은 동료와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학교주변 사물의 크기 측정활동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였다.

모둠 내

촬영과 측정, 발표자료 제작 활동을 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

동료평가

기 위해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하였다.
측정도구 및 발표 자료의 제작 과정에서 준비물 준비와 정리에 성
실히 참여하였다.
대상 사물을 크기를 측정하는 탐구 과정이 잘 이뤄졌다.
닮음의 비례관계 설정과 계산과정이 올바르다.

모둠 간
동료평가

산출물(사진) 속 사물의 크기, 설명서를 해석하기 쉽게 표현하였다.
탐구내용에 대한 발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모둠원 간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졌다.

※ 평가 노하우: 평가지는 활동 전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하며, 학생의 인지적인 영역(지식)과
정의적 영역(태도), 협력정도를 주 평가요소로 하며 최대평정과 최소평정은 제외하며, 교사의
평정결과를 포함시켜 그 결과를 평균 내어 평정점(가까운 급간)을 부여한다.

나. 자기/동료평가지(6~10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자료를 찾고, 분류하는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였다.

자기평가

자료를 도수분포표나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와 그래프를 분석하여 자료 분포의 특징을 찾고, 해석할 수 있다.
비교급과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모둠 내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조율하였다.

동료평가

학습 및 프로젝트 과정에서 기여도가 높고 모둠원들을 배려하고 서로 협력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둠에서 한 활동을 표와 그래프의 특성을 살려 잘 표현하였다.

모둠 간

표와 그래프를 해석하여 특징을 찾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동료평가

비교급과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 그래프의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고 발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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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상

중

하

다. 자기/동료평가지(11~15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나는 닮음의 비례관계를 분석하여 비례식 계산을 할 수 있다.
자기평가

실생활 사물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여 그릴 수 있다.
모둠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활동 중 어려운 부분은 동료와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닮은 도형에서 닮음비를 찾을 수 있다.
닮음의 비례관계 설정과 계산과정이 올바르다.

교사평가

닮은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 대응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탐구내용에 대한 발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라. 관찰평가지(1~5차시)

번호

이름

1

권00

2

김00

3

박00

번호

이름

1

권00

2

김00

3

박00

지식1
닮음을 이용해 사물의

지식2
비례관계를 이용해 사물의

비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상
중
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상
중
하

태도1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태도2
모둠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상
중
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
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배움과 성장의 기록

※ 평가 노하우: 모둠을 순회하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형
태로 진행하며, 특이점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록’부분에 단어로 그 특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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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찰평가지(6~13차시)

번호

이름

지식

태도

자료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도수

모둠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

분포표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의 역할을 충실히 최선을 다하였다.

영어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사용하여

모둠원들을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기

통계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

위해 노력했다.

상

중

하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바. 포트폴리오 평가지(6~13차시)
모둠명

평가 영역

평가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평가항목

5

모둠별
평가
(25)

주제선정

문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자료수집

주제에 부합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정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다각형을 만들어 해석할 수 있다.

발표

표와 그래프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여 전달력 있
게 발표하였다.

모둠별 협동

4

3

2

모둠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협동하였다.
합계

모둠원(번호)
개별
평가
(25)

15

17

20

상

중

하

자기평가점수(5)
동료평가점수(10)
체크리스트(10)
합계

종합
평가
(50)

모둠별평가 점수
+개별평가 점수
상(40이상),
중(25이상),
하(2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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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사. 프리젠테이션 평가지(6~13차시)
평가항목

과제완성도
(20점)

유창성
(20점)

언어사용
(20점)

내용의 충실성
(20점)

발표력

평 가 내 용

척도

배점

조건에 맞게 완벽하게 과제를 완성시킴.

상

20

과제의 완성도가 보통 수준임.

중

15

과제의 완성도가 다소 미흡함.

하

10

발화의 흐름에 막힘이 없고 매우 자연스러움.

상

20

발화가 자주 끊기지만 의미 전달은 가능함.

중

15

발화가 자주 멈추고 의미 전달이 안 됨.

하

10

문법 오류가 없고 어휘 사용이 적절하며 생각이 명확히 표현됨.

상

20

몇몇 문법 오류가 있으나 어휘 사용이 적절하며 의미 전달은 가능함.

중

15

문법,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많아 의미를 전달하지 못 함.

하

10

내용이 주제에 맞고 자료가 풍부하며 흥미로움.

상

20

내용의 충실성이 보통 수준임.

중

15

내용과 자료가 다소 부족함.

하

10

자신감 있고 큰 목소리로 발표하며 전달력이 매우 우수함.

상

20

자신감과 발표력이 보통 수준임.

중

15

자신감과 발표력이 다소 부족함.

하

10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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