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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연구회 요약문
첫째. 과학적 사건을 인문학적(예술) 방법으로 쳐다보기,
둘째. 인문학적(예술) 사건을 과학의 시선으로 쳐다보기
2016년 다보스 포럼(WEF)에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많은 정보와, 다양한 사
고 그리고, 복잡계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의 예견인 것이다.
19C초 까지 과학에서는 라플라스 악마(Laplace Demon, 1814년)에서 20C 초반에는
불확정의 시대(Uncertainty principle, 1926년)로의 과학뿐만이 아닌, 철학, 인문학, 사회
과학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는 과학으로부터 시작된 개념(파동함수와 행렬을 이용한 서술)이 사회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공지능 등으로 무언가를 정의하기 어려
운 시대에서 혼자만의 가치 판단으로 정의 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이에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에서 선택한 실험 및 탐구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인문,
과학적 소양 및 인문 과학적인 성장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하며, 학교단위에서부터 학
생들에게 다양한 사고와 협력적 사고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과학적 사건을 인문학적(예술) 방법으로 쳐다보기, 둘째. 인
문학적(예술) 사건을 과학의 시선으로 쳐다보기라는 학생들의 경험을 확대하는 교수-학
습을 STEAM 모형으로 학생들과 같이 경험해 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표현방법으로는 과학적 사실을
미술적 표현방법(그림, 디자인 등)으로 표
현, 음악을 이용한 표현, Narrative 표현방
법을 이용한 표현으로 형상화 시키며, 미
술, 음악, 인문학적 사실에서는 수학적인
방식을 이용한 표현, 과학적인 방법을 이
용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
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그들의 방
법을 학습을 통해 인지시킨 후,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에서 선택한 실험 및 탐구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인문, 과학적 소양 및
인문 과학적인 성장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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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가. 차시별 교육목표

1단계
▣ 문제 인식하기

2단계

3단계

▣ 해결방법 찾아보기

4단계

▣ 결론 도출하기

▣ 평가하기

-문제를 문제로 인식 -과학적인 해결방법
하는 방법
(탐구, 실험, 조사 등)
-해결방법 나누기

-의미 부여하기

-주제를 찾는 법 (과 -타협과 공생 (의견나 -스토리 만들기
학에서 민감성)
누기, 알아보기 등)

-가치 평가하기

연구회의 핵심 아이디어

나. 교수-학습의 방향성
1) STEAM 교수-학습 모형

2) STEAM 교수-학습 모형과 본 연구회의 교수-학습 모형과의 관계

상황제시
주제인식
중요성
규명하기

창의적 설계
주제 분석
해결방법 모색
양분하여
스토리 만들기
극단 찾기

▪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중요한 애기를 중
▪ 왜 그 부분이 중
심으로 대립적인 양
요한가?
극단을 찾아내기
▪ 매력적인 부분은
어디인가?

▪ 양 극단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내용 찾기
▪ 주제를 이야기 형
태로 만들기

Egan (1986)의 스토리형식 모형 (Story For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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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결론 유도

평가를 통한
피드백

결론쓰기

평가하기

▪ 양 극단 대립속에
극적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방
법 찾기

▪ 학습자들의 주제
이해, 중요성 인지,
학습이 되었는지 알
아보기

다. 교과 간 융합과 통합 그리고 STEAM
2018년도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에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실제
중등학교 현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맞는 수업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
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중점인 개념은 ‘융합’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과학자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에 의해 광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언급 된 융
합이라는 용어는 18세기 이후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융합의 뜻으로 통용되었으며 기술, 과
학, 공학 등의 분야의 발전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치, 사회, 예
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서 강조하는 중요 개념
중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과학, 기술, 공학 분야에서 말하는 융합이란 기술적 융합을 말
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차용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신약을 개발하는 등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분야에서의 융합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융합의 사회
에서 살아가기 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즉 교육 분야에서의
융합이 강조되었다.

전 세계의 교육 흐름에 있어 융합은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고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강조하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에 예술(Arts) 교과를 더해
STEAM이라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이를 ‘융합인재교육’이라고 명명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11)
는 ‘융합인재교육(STEAM) 2011년도 성과발표회’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 (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
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TEAM 교육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 지원에 따라 STEAM 교육은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기 시
작했으며 현재까지도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공모하는 등 STEAM 교육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되고 있다. STEAM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STEAM 교육에서 말하는 융합교육의 의미
를 다시 재구성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STEAM 교육은 그 어떤 교과 보다 과학교과를 중심으
로 하는 융합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는 과학을 위한 부가적인 장치에 불과하다는 시선들이
생겨났고 이는 결국 본래 융합이 가진 의미를 실현함에 있어 한계를 가진 융합교육이라고 보
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최근에는 특정 교과 중심이 아닌 모든 교과를 다양하게 융합하여 학습을
하는, 즉 근본적인 의미를 가진 융합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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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문학적 표현방법
▣ 과학으로 음악보기

매미의 음파분석

차이코프스키의 [서곡1812]를 타임라인

https://deskgram.net/explore/tags/

과학적인 분석방법으로 음악을 분석,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다양한 분석방법 및 이를 활용하여 과학-음악사이의 연관성을 알게 하고, 이를 활용하
여 새로운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순
1
2
3
4
5
6
7
8
9
10

주제명
공연장의 음향시설 탐색을 통한 최적의 홈시어터 구조 고안
음파의 물리학적 분석을 통한 흥행곡 분석 및 예측
소리가 균일하게 울리는 최적의 콘서트홀 탐구 및 제작
프랙탈의 성질을 가진 음파 제작
3D음향에 의한 효과 연구
공간에서 소리의 세기에 따른 공연장 설계
여러 화음의 진동수 비율 분석
성덕대왕 신종의 맥놀이 분석 및 새로운 종 제작
참새목(Passeriformes)의 명대(Syrinx)를 모방한 악기 디자인
간이 피아노 모형을 제작하여 고전시대와 현대의 표준 음고 차이 연구

2019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음악-과학(물리)]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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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자연에서의 과학보기

해바라기 시앗의 피보나치수열 씨앗은 두 개의 다른 방향의 나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시계방
향으로 21, 반시계방향으로 34개 이다. 21과 34는 피보나치수열에서 서로 이웃하는 숫자이다.
(12/34=0/618) 피보나치수열의 값을 이루며 중간에 밀집되거나 가장자리 부분에 어김없이 균일
하게 씨앗이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뫼비우스의 띠는 1858년 뫼비우스가 제시한 이래 소설, 광고, 미술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긴 종이를 한 번 비틀어 종이의 양 끝을 붙이면 뫼비우스의 띠가 된다. 양면 색종이를 길
게 잘라 한 번 비튼 후 색종이의 양 끝을 붙이면 면이 섞인 고리 모양의 띠를 얻을 수 있다. 이
띠의 한 지점에서 면을 따라 움직이면 모든 면을 지나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서 뫼비우스의 띠는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한 면으로 된 공간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순
1
2
3
4
5
6
7

주제명
리사주 도형을 이용한 악곡 시각화
Chuck프로그램을 이용한 악곡의 시각화
음악에서 황금비 발견 및 편곡
연예계 오디션 합격자 및 지원자 수를 볼츠만 통계로 분석
공명과 화음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수학적 화음과 공명 구조 제작
클래식, 국악곡에서 황금 비율과 금강 비율 발견
악곡의 5차함수 피팅을 통한 대중가요 경향성 분석

2019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음악-미술-과학(수학)]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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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음악을 통한 뇌파 분석
뇌파 분석을 통한 심리적, 정신적 변화를 측정 가능 이를 활용한 음악과, 미술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기초연구로 활용
사회적 문제를 인문학적 요소와 과학적 요소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은 해법
을 찾는 방법을 제안

음악을 청취 후의 알파파의 변화

특정 주파수와 뇌파의 변화
순

주제명

1

장르별 음악 감상 시 청취자의 뇌파 분석

2

세계 여러 나라 자장가 파형 분석 및 뇌와 관계

3

특정 음악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활용

4
5

BPM에 따른 청소년의 호르몬 분석 후 긍정적 영향 발견
장르별 인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6

BPM에 따른 청소년의 호르몬 분석 후 긍정적 영향 발견

7

장르별 인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8
9

다양한 음악 장르에 따른 뇌의 활성화 분석 및 인간의 음악 선호도와의 관계 비교
다양한 배경음악의 긍정적 영향을 분석 후 학습 향상을 일으키는 학교 종소리 발견

10

떼창을 유도하는 악곡의 과학적 분석

11

음악이 주는 심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음악 교구 개발

12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external auditory meatus에서 wave의 차이와 ideal sound, harmony 연구

2019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미술-음악-과학(생물)]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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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마. 내러티브 스토리텔링(Narrative Story Telling) 수업설계
내러티브(Narrative)란, 실화나 허구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구조적인 형식으로 스토리
텔링과 유사한 방법이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닌 학
생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러티브 교육의 장점이다.
내러티브 교육의 효과는 첫째, 교사가 내러티브 역량을 발휘하면 학교문화가 건강하게 형성되
고,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교사의 업무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둘째, 내러티브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경험이나 삶의 깊숙한 곳에 침
투하여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전문가 형성평가를 위한 질문내용
질문영역
핵심가치

수업설계 전략

질문내용
과학교재 연구 및 지도법의 개념과 특성, 교과의 장단점, 내러티브 스
토리텔링의 개념과 특성,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장단점
학습자와 교수자 활동, 교수자의 지식, 기능, 태도, 학습자 자원, 스케
줄, 애로사항, 개성할 활동, 학습자 수행 효과와 효율을 위한 지원
내러티브 스토리델링 특성을 반영한 교과 관련 단계, 교수자와 학습자

수업설계 프로세스

의 활동, 구성요소별 배치, 흐름, 학습자 모니터링, 정보수집, 학습과정
과 결정 공유, 의사소통,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 필요한 전략

지원요소

학습자 지원요소, 과제 달성을 위한 설계와 결과물 제작 지원요소

▣ 내러티브의 문제점과 스토리텔링 수업전략
내러티브의 문제점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에 관한 개
념 정의 부족

내러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
세스가 존재하지 않음

프로세스별 지원요소 부재

스토리텔링 수업설계 전략
-수업설계의 핵심가치와 선행 연구결과물 사이의 차이 발견
-해당 차이를 이야기형식 모형 이론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
-프로세스에서 이야기형식 모형을 제시하고, 과학교과 연구
및 지 도법 교과와 관련하여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핵심가
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
-수업설계의 지원요소를 교과교재 수업에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 가능

프로세스별 학습 결과물에 대한 -프로세스별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수업설
안내 부족

계 진행 단계에 따른 학습 결과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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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러티브의 스토리텔링 지원요소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단계별 지원요소
교수자원
안내지침(Infobase)
도구(Tools)
(Instruction)

프로세스

과학교과교재 연구 및 지
도법 관련 내러 티브 스
토리텔링 개념 이해하기

내러티브 스토리
텔링 이해하기

토리텔링

방법 안내

사례제시(스
온라인

도법
교과수업 안내 자료 수업

프로세스 Resource
학습결과물

과학교과교재 연구 및 지

자료,

프리젠테이션 자료, 학습
결과물)

평가 계획 수립 지침 다
양한 학습결과물 형태지

과학교과교재 관련 교재
수업 온라인 양식
학습결과물 양식
팀활동 보고서/기록지 성
찰일지

침

목표 설정 관련 정보 제

내러티브 스토리텔
링목표설 정하기

시 및 사례 제시

목표 설정 관련 지침 목

목표설정계획서/보고서

중요한 이유, 개인 경험

표설정을 위한 지침 목표

학습 내용의 중요도와 내

적인 자료

설정 관련 사례 지침

용간의 연관성 자료

팀 구성 지침

팀 활동 계획서

역할분담 방식 지침

역할분담관련 양식

학습내용 중요도/ 내용간
연관성자료제시

팀구성 및 역할분담
하기

내러티브 스토리
주제 설정하기

팀 구성 샘플 자료 역할
분담 방법 안내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
다양한 경험 스토리 주제

내러티브 스토리주제설정

설정 방법 예시자료(동영

방법지침

상, 스토리텔링자료 등)

기법)

아이디어 생성도구 방법

아이디어 도구 사용 안내

자료

서

▪ Story Form 모델

▪ Story Form 모델

(1단계)-중요성 규명 하기

(1단계) 방법 지침

(브레인스토밍

시청각 매체 아이디어 생
성도구양식
▪ Story Form 모델
(1단계) 양식 제공

방법 안내 자료
내러티브 스토리 공유 방

내러티브 스토리
공유하기

법 자료
▪ Story Form 모델
(1단계)-중요성 규명 하기
안내하기

내러티브스토리공유방법

내러티브스토리 계획서

지침

▪ Story Form 모델

▪ Story Form 모델

(1단계) 양식 제공

(1단계) 방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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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단계별 지원요소
교수자원
안내지침(Infobase)
도구(Tools)
(Instruction)
아이디어 생성도구 사용
방법

컨셉 초안잡기

컨셉 개요잡기

컨셉 구체화하기

컨셉 초안(발단, 전개, 위
기, 절정, 결말 5단계) 방
법 자료

작성하기

스토리 보드
작성하기
학습 결과물
도출하기
학습결과물공유/발
표하기

평가하기 및
성찰하기

아이디어 생성도구
컨셉 초안 5단계 양식지
▪ Story Form 모델(2단
계) 양식 제공

▪ Story Form 모델(2단
계)-양분되는 양 극단 찾
기 방법 안내 자료
주제, 기획의도, 등장인물,
줄거리 등 간단한 개요
방법 자료

▪ Story Form 모델(2단
계) 방법 지침
주제, 등장인물, 줄거리
등 개요방법 자료방법 지
침

주제, 등장인물, 줄거리
개 요방법자료 양식지

▪ Story Form 모델(3단
계)-스토리 만들 기 방법
안내 자료
플롯 구성 방법 안내 자
료 플롯의 좋은 사례와
좋지 않은 사례자료

▪ Story Form 모델(3단
계) 방법 지침

▪ Story Form 모델(3단
계) 양식 제공

플롯 구성 방법 안내서
플롯의 좋은 사례 지침

플롯 구성 방법 안내 양
식지

▪ Story Form 모델(4단
계) 방법 지침

▪ Story Form 모델(4단
계) 양식 제공

비주얼 시나리오 작성 지
침 비주얼 시나리오 작성
좋은 사례 지침

비주얼 시나리오 구성 양
식지

스토리보드 사용 지침 스
토리보드 작성방법 좋은
사례와 좋지 않은 사례자
료

스토리보드 사용 양식지

팀 피드백 촉진 지침 학
습결과물 작성시 유의지
침

팀 발표 평가지 학습결과
물양식

▪ Story Form 모델(4단
계)-결론쓰기 안 내 자료
비주얼시나리오 작성방법
안내 자료

비주얼 시나리오

아이디어 도구 사용 안내
서 컨셉 초안(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
방법 지침

비주얼 시나리오 작성 방
법
좋은 사례와 좋지 않은
사례 자료
스토리보드 작성방법 안
내자료
스토리보드 작성 방법 좋
은 사례와 좋지 않은 사
례 자료
학습결과물에 대한 피드
백 방법
학습결과물 우수 사례
학습결과물 공유 및 관리
사례 학습 결과 발표 방
법
웹 학습과정산출물/최종
결과물 평가방법 개별, 팀
성찰활동 촉진방법 각 프
로세스별 성찰활동
▪ Story Form 모델(5단
계)-평가하기 안 내 자료

프리젠테이션 지침 학습
결과물 공유하기 지침
(평가결과 추후학습 활용)
학습과정/산출물 평가지
침 단계별평가지침(학습
자용) 개별, 팀 성찰활동
촉진지침
▪ Story Form 모델(5단
계)방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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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시청각
매체 아이디어 수렴도구

평가지 개별 /팀활동 성
찰일지 팀 평가지
▪ Story Form 모델(5단
계) 양식 제공

3. 연구 수행 내용
Science into Story

프로그램명

아트사이언스 세상(Art Science world)

선행
프로그램명

STEAM
프로그램
구분

해당없음

학교급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중심과목

과학탐구
실험

중심과목
Ⅰ. 역사속의 과학탐구
성취기준 영역 Ⅱ. 생활속의 과학탐구

연계과목

음악, 미술, 과학
(화학, 생물,
지구과학)

1.
2.
3.
4.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멘델레에프의 주기율표(악기로 표현하는 규칙성)
과거에 번성했던 생물들이 멸종한 까닭
우리들의 음료수 (도량형을 이용한 탐색)
태풍은 해수의 수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차시
(시수)
4

2

4

3

4

화학(1) + 물리(1) + 음악(1) + 미술(1)

4

4

지구과학(1) + 화학(1) + 음악(1) + 미술(1)

주제 연번
개발계획

1학년, 2학년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

과목 연계(안)
화학(1) + 생물(1) + 음악(1) + 미술(1)
생물(1) + 지구과학(1)

평가방법

1. 악기로 표현하는
규칙성

조사 학습, 토의 학습, 발표
학습

관찰 평가, 발표 평가

2. 식물을 이용한
과거의 기록

조사 학습, 토의 학습, 발표
학습

관찰 평가, 참여도 평
가, 발표 평가

3. 산과 염기
그리고 당도의
세계

탐구 실험, 발표 학습

관찰 평가, 발표 평가

4. 하늘 저수지

조사 학습, 토의 학습, 발표
학습

관찰 평가, 참여도 평
가, 발표 평가

+ 음악(1) + 미술(1)

과학과 핵심역량
과학적
과학적
과학적
과학적
과학적
과학적
과학적
과학적
과학적
과학적
과학적
과학적

비고

사고력
탐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
탐구능력
탐구능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10과탐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2-02] 영화, 건축, 요리, 스포츠, 미디어 등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2-03] 과학 원리를 활용한 놀이 체험을 통해 과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를 증거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10과탐02-05] 탐구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생명 존중, 연구 진실성, 지식 재산권 존중 등과 같은 연구
윤리와 함께 안전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0과탐02-08] 탐구 수행으로 얻은 정성적 혹은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양하게 표상하고
소통할 수 있다.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
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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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수행 결과
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입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생 중심의 즐거운 수업 분위기 조성
❍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 및 운영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및 다양한 교육 활동 구현
❍ 미래사회 지속 가능성에 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천 중심 수업 모델 개발

나. 활용방안

1단계

2단계

▣ 문제 인식하기

3단계

▣ 해결방법 찾아보기

▣ 결론 도출하기

-문제를 문제로 인식 -과학적인 해결방법
하는 방법
(탐구, 실험, 조사 등)
-해결방법 나누기
-주제를 찾는 법 (과 -타협과 공생 (의견나 -스토리 만들기
학에서 민감성)
누기, 알아보기 등)
▪지역사회의
인식

4단계
▣ 평가하기

-의미 부여하기
-가치 평가하기

문제

▪내러티브/스토리텔
링 기법 활용 감성
▪과학적
해결방법
▪융합 능력 신장
적 체험의 방법 학습
▪국제적 문제 인식
모색
▪인문, 과학적 소양
및 적용
▪인류와 환경에 대
▪다양한 의견 청취
의 확산으로 인한 교
▪전달의 효율성
한 문제 인식
육목표 달성
▪적정기술과의 연계
▪문제를 널리 알리
▪지속가능발전교육
는 벙법
과의 연계 가능

구분

추정 성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16차시

수혜학생 수

120명(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
* 방학 중 타 캠프 기간 적용 및 타 고등학교

사전검사

5월, 2개 학급(60명)

사후검사

10월, 2개 학급(60명)

학생 태도검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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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추진일정(안)
추 진 일 정

일 정
수행내용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

○

○

○

○

○

STEAM 프로그램 적용_01

○

○

STEAM 프로그램 적용_02

○

연구착수

○

STEAM 연구/전국 워크숍 참석

○

전국 워크숍 참석

○

태도검사(사전)

○

중간보고서 제출/STEAM 행사 개최

10월 11월

○

태도검사(사후)

○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발표회 참석

○

라. 연구팀 인적사항
연구책임자
이희권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

미

술 : 김희순

음

악 : 박주희

화
생

1 명
5 명
6

명)

프로그램 적용

연구원

화

학 : 김영만

학 : 김영만

생

물 : 김명희

물 : 김명희

지구과학 : 곽승철

지구과학 : 곽승철
자문위원
순천향대학교 이희준 교수
고려대학교 김영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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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

STEAM 협력연구 강화

❍ STEAM R&E를 통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안
❍ STEAM R&E 발전 방향성 제안을 위한 가능성 검증자료로 활용
❍ 우수사례를 학회, 국제 세미나 발표
❍ 우수사례를 국제 대회 참가 연계
▣

STEAM 확산 방안 제안

❍ 행복한 학교, 자유학기제, 창조경제 등 정부시책에 STEAM교육을 접목한 R&E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타 과학기관의 STEAM 교육프로그램 방향성 제안 및 롤 모델 제시
❍ 글로벌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STEAM 프로그램 운영의 발판 마련(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단순한 지식전달보다는 핵심스킬을 배우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
하며 한 가지 지식보다는 이들을 융합하고 해석하는 능력 함양)
❍ 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단 및 기회 제공을 위해 아이디어 실현 및 응용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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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명) Science into Story
아트사이언스 세상(Art Science world)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 멘델레에프의 주기율표

1

1~3/16

[10과탐01-01]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실험을
따라해 보고, 과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1-02] 과학사에서 우연한 발견으로 이루어진 탐구 실험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과학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1-03]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탐구를 수행하고, 귀납적 탐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1-04] 가설 설정을 포함한 과학사의 대표적인 탐구 실험을
수행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화학(1) +
생물(1) +
음악(1) +
미술(1)

2. 과거에 번성했던 생물들이 멸종한 까닭

2

4~6/16

[10과탐01-01]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실험을
따라해 보고, 과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생물(1) +
[10과탐01-02] 과학사에서 우연한 발견으로 이루어진 탐구 실험을
지구과학(1)
+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과학의 본성을 설명할
음악(1) +
수 있다.
[10과탐01-03]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탐구를 수행하고, 귀납적 탐구
미술(1)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1-04] 가설 설정을 포함한 과학사의 대표적인 탐구 실험을
수행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 중화반응

3

7~8/16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0과탐02-08] 탐구 수행으로 얻은 정성적 혹은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양하게 표상하고 소통할 수
있다.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
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화학(1) +
물리(1) +
음악(1) +
미술(1)

4. 태풍은 해수의 수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4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과학 탐구 지구과학(1) +
생물(1) +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9~12/16
음악(1) +
[10과탐02-08] 탐구 수행으로 얻은 정성적 혹은 정량적 데이터를 분
석하고 그 결과를 다양하게 표상하고 소통할 수 있다.
미술(1)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
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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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6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 악기로 알아보는 규칙성

1 차시

2 차시

3 차시

4 차시

악기 소리의 원리

화음과 어울림

규칙성을 갖는
소리의 과학

나만의 악기
만들기/ 악기연주

1~4
/16

주제(단원)명

2. 식물을 이용한 과거의 기록

1 차시

2 차시

우리주변의 식물
알아보기

과거와 현대의 연

5~8

3 차시

/16

주제(단원)명

결

건조된 식물을 이
식물 표본 제작

용한 엽서 만들기
(미래를 위한 기록)

3. 산과 염기 그리고 당도의 세계

1 차시

9~12

4 차시

2 차시

3 차시

4 차시

/16

우리주변의 음료수 산과 염기 그리고 새로운 기준 만들 나만의 건강 음료
관찰

당도 측정하기

주제(단원)명

/16

지구와 물의 관계
밝히기

수 만들기

4. 하늘 저수지

1 차시

13~16

기

2 차시

3 차시

오염됨 물과 물로
인해 지구 환경 인
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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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의 물
을 얻는 방법

4 차시
공기중의 물을 우
리의 물로 만드는
방법 제시

악기로 알아보는 규칙성
대단원

악기로 표현하는 규칙성

소단원

현악기의 과학적 원리 이해 및 우쿨렐레 연주

차시
시간
STEAM
요소

1~4
230분
,

,

,

,

학습목표

1. 우쿨렐레 구조 및 기능을 통해 현악기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바른 자세와 정확한 운지로 우쿨렐레의 다양한 주법을 익혀 악곡을 연주할 수 있다.

STEAM
단계요소

동기유발을 위한 연주 감상-소리의 원리 이해-기초기능 습득-간단한 악곡 연주-주법 변형 연주

자료활용

· EBS 현악기 소리 원리 탐구(https://www.youtube.com/watch?v=qg60QggHhlU)
·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미래엔)
· 과학예술영재학교 창의·융합교과<Artience>

학습
단계

상황
제시
(30분)

교수학습 및 활동

Jake Shimabukuro - Bohemian Rhapsody - TED (2010) - ukelele cover

학습자료 및 유의점
과학원리 찾기

연주를 감상하며 현악기 음색과 악기 구조에 대한 동기 유발
· 악기 탐색(우쿨렐레 구조 및 기능)
악기 관찰을 통한 구조 및 기능 파악
· 현악기 과학적 원리 이해(음악, 수학, 과학 융합)
간이진동자, 롤링셔터방식 동영상 시청 후 팀원과 지식 나눔 및 이해
☆ 생각해보기(문제해결능력)
가) 팽팽하게 맨 현은 서둘러 일직선 상태로 돌아가려 하므로 더 빨리 진동한다.

창의적
설계
(140분

그래서 우리 귀에 더 (높은/낮은)음으로 들린다.
나) 강철 같은 밀도 높은 재료가 나일론 같은 무른 재료보다 더 천천히 진동하므로 밀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낮은)음으로 들린다.
다) 현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는데, 길이가 길수록 오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므로
더 (높은/낮은)음으로 들린다.

과학원리 및 재
료 찾기
기술
공학 설계

)
· 기초 기능 습득 및 새로운 음색, 리듬의 심미적 경험
- 기본 연주 자세와 지판, 운지
- 조율법
- 스트로크와 기본 코드
- 기본 주법
(4·8비트, gogo)

감성적
체험
(60분)

· 간단한 악곡 연주
- 조개껍질 묶어, 제주도 푸른 밤
(calypso, shuffle)
· 주법 변형 연주
팀원이 협동하여 ‘제주도 푸른 밤’
주법 변형을 고민하고, 범주 범창 발표

디자인
과학원리

학습목표 재인지 및 팀별 연주 발표 및 상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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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구현

1. 교사 학습 자료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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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활동지(Work sheets)
1. 다양한 리듬악보를 그려보자. (박자, 강세, 스트로크 표시)

① 고고

② 셔플

활동지

③ 칼립소

2. ‘조개껍질 묶어’ 에 사용된 코드의 음과 다이어그램(코드표)을 그려보자.

C 코드

F 코드

G7 코드

3. 소리의 3요소
구분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이

소리의 맵시

(세기)

(고저)

(음색)

결정
요소
파형

4.

가) 팽팽하게 맨 현은 서둘러 일직선 상태로 돌아가려 하므로 더 빨리 진동한다.
그래서 우리 귀에 더 (높은/낮은)음으로 들린다.
나) 강철 같은 밀도 높은 재료가 나일론 같은 무른 재료보다 더 천천히 진동하므로 밀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낮은)음으로 들린다.
다) 현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는데, 길이가 길수록 오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므로 더
(높은/낮은)음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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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이용한 과거의 기록

대단원

소단원

식물을 이용한 과거의 기록
과거의 생물 화석을 통한 기후의 변환과 기록의 역사

차시

1~4

시간

140분

STEAM
요소

학습 목표

① 학교에 전시된 다양한 식물표본을 관찰할 수 있다.
② 식물 표본을 만드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③ 학교 주변의 식물을 채집하여 식물표본을 만들 수 있다.

학습자료

식물 표본 샘플, 신문지, 야책, 3분 누름꽃 만들기 세트

학습 단계

,

교수학습 및 활동

,

학습자료 및
유의점

▣ (선택1)과학관에 전시된 식물 표본 관찰하고 기록하기
▶ 예시)

동기
유발
상황
제시
(도입)
(40분)

(30분)

▣ (선택2) 전문가에게 식물의 특징과 분류 방법 등을 토론해보고, 우리 주
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학습
목표
제시
(10분)

▣
①
②
③
④

학습목표 확인
학교에 전시된 다양한 식물표본을 관찰할 수 있다.
식물 표본을 만드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학교 주변의 식물을 채집하여 식물표본을 만들 수 있다.
자연사 관련 과학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업에 대한 안내 및 소개
를 받고, 그들의 직업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 관찰한 식물 표본의 특징 발표하기
▶ 뿌리, 줄기, 잎의 식물의 모든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 계절과 상관없이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창의 창의
적
적
설계 설계 ▣ 식물 표본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발표하기
(전개) (30분) ▶ 생물의 특징을 관찰하기 쉽고, 언제든지 관찰할 수 있다.
▶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식물이 멸종하여도 식물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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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리 찾기

☞ 미리 제작한 표본
관찰을 통해 식물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식물 표본을 만드는 방법

과학원리

▶ 야책 판을 밑에 깔아둔다.

기술의 구현

▶ 신문지를 5~6장 깔아준다.
▶ 신문지 위에 건조시킬 식물을 올려둔다.
- 식물 표본을 만들 때는 잎이 겹치지 않게, 앞면과 뒷면이 모두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 모양을 잡아준 식물을 신문지로 조심히 덮는다.
▶ 다시 흡습지 역할을 할 신문지를 깔고 다른 식물을 반복하여 올려둔다.

☞ 건조 표본은 굳어
있기 때문에 뜨거
운 물에 표본을 넣
고 약 20분 정도
기다리면 관절이
부드럽게 펴진다.

▶ 야책 판을 위에 덮고 줄을 당겨 조여준다.
▶ 야책 판 위에 무거운 책을 올려두어도 좋다.
창의
적
설계
(전개)
(60분)

창의
적
설계
기술
구현
(30분)

주의!) 식물은 물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1주일에 2~3
일에 한번 신문지를 교체해서 식물을 건조시킨다.
▶ 다 건조시킨 식물의 뒷면에 붓을 이용하여 풀을 바른다.
▶ 대지에 가지런히 붙인다.
▶ 건조된 식물의 옆에 라벨을 붙인다.
채집 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채집 날짜 : 2016년 0월 0일
채집자 : 꿈돌이

과학원리 및 재
료 찾기
기술
디자인
☞ 곤충 표본 만들기
재료

▣ 식물 채집 및 표본 만들기
- 과학관 주변에 있는 식물을 채집하여 누름꽃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액자를 만들어본다.
- 세라믹 판을 전자렌지에 3분을 돌리면 건조된 표본을 쉽게 만들 수 있다.
- 세라믹 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식물을 학생들에게 채집하고 하고
직접 건조 식물을 만들어 본다.

과학원리 및 재
료 찾기
기술

▣ 건조된 식물을 이용한 엽서 만들기
- 건조된 식물을 이용하여 나만의 엽서를 만들고, 10년 후 나에게 쓰는

공학 설계

감성 감성
디자인
편지를 쓴다.
적
적
체험 제험
- 식물 표본을 이용한 엽서를 액자에 넣고 책상 위에 장식용으로 사용할 ☞ [그린팜]홈페이지
에서 3분 누름꽃
(60분) (25분) 수 있다.
만들기 세트를 활
용하면 학생들이
채집한 식물을 이
용하여 액자를 만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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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관에서 자연사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을 찾아 그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관에서 자연사 관련 연구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분들의
직업군을 설명 할 수 있게 한다.
▶ 영상자료
1. 미래 유망 녹색 직업 - 3. 나무의사
http://clipbank.ebs.co.kr/
미래 유망 녹색 직업중 나무의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물치료사
인 나무의사는 나무나 식물 질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해주는 직업으로
나무나 가치있는 식물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맞춤식 치료
를 통해서 나무나 식물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주
업무로 함을 설명하는 영상이다.

과학원리 및 재
료 찾기
기술
공학 설계

감성 감성
적
적
체험 제험
(60) (35분) 2. 학과 인터뷰-원예과

디자인
☞ [그린팜]홈페이지
에서 3분 누름꽃
만들기 세트를 활
용하면 학생들이
채집한 식물을 이
용하여 액자를 만
들 수 있다.

http://www.career.go.kr/

3. 보태니컬 아트
https://www.youtube.com/watch?v=rB1C08q9I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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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활동지(Work sheets)
학년

식물표본은 어떻게 만들까?

반

이름 :
2019년

월

※우리 주변의 식물
1. 식물 전문가에게 들어본 식물의 특징과 분류의 방법을 기록해 봅시다.

2.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식물을 생각해보고, 다양하게 적어봅시다.

※식물 표본 만들기
1. 식물 표본 만드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과정을 나타낸 것인지 빈 칸에 써 봅시다.

2. 표본을 정리할 때는 어떤 사항을 기록해야할까요?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적어봅시다.

3. 식물을 표본으로 만드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조별로 토론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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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일

※ 누름꽃 만들기
◎ 준비물 : 채집한 들꽃, 세라믹 판 상․ 하, 고정 고무줄, 압화 전용 유산지, 스펀지, 액자, 압화전용
풀, 핀셋, 이쑤시게
◎ 실험방법
1. 학교 바깥에서 10cm정도의 들꽃(또는 나뭇잎)을 채집한다.
2. 세라믹 하판 위에 압화 전용 유산지를 올리고 그 위에 채집한 식물을 가지런히 놓는다.
3. 세라믹 상판을 덮고 고정 고무줄로 상판과 하판을 묶은 뒤 전자렌지로 3분간 돌려준다.
4. 완성된 누름곷을 이용하여 나만의 액자를 만들어보자.

세라믹 하판에
식물 배열

고무줄로 고정

3분간 전자렌지 돌리기

나만의 액자 제작

◎ 식물학 연구관련 직업 군 알아보기
1.

동영상을 보고 식물관련 연구 직업군을 알아보자.

2. 미래에는 식물에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무엇일지 인터넷을 찾아보고 발표해 봅시다.
나의 의견

친구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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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자료
1. 관련 추천 도서 :
「솟은땅 너른땅의 푸나무: 식물분류학자가 들려우는 우리곁 식물 이야기」
식물분류학자가 들려주는 느낌이 있는 우리 곁 식물 100가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선조들의 조화를 이루었던 자연 이용과는 달리, 현대에 오면서 인
간 제일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활은 깨
져 버렸다. 특히, 사람에게 이롭다거나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
진 동식물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초를 겪거나 심지어 멸종 위기로까
지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식물분류학을 전공한 저자는 자
신의 전문 지식을 전방에 내세워 자랑하지 않으며 형식을 정하지
않고 펜 가는 대로 우리 곁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식물 하나하나의
느낌과 그로 인해 연관 지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상들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며 그들과 우리 인간이 공동 운명체이자 똑같이 자연
의 한 자락임을 이야기한다.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식물에 대하여 그 특징은 물론
이고 쓰임새와, 학명이나 식물명의 어원과 이름에 얽힌 비화나 전설, 헛갈리기 쉬운 식물들, 때
로는 저자와 그 식물과의 인연 등 식물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소탈하게 담아내고 있다.

2. 식물학자
식물학(植物學)은 생물학의 한 갈래로서, 식물의 삶
에 대한 과학적 연구이다. 식물학의 범위는 식물, 조
류, 곰팡이 등의 구조, 성장, 생식, 물질대사, 진화,
질병, 화학적 특성, 그리고 다른 식물들과의 진화적인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포함한다. 가장 오래된
과학 분야의 하나인 식물학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식용, 약초, 그리고 독초를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 식물에 대한 이러한 오랜 관심으로 식물은 현재
약 550,000여 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식물학을 연구하는 식물학자는 다양한 범위
를 다루고 있고, 이 다양한 범위 중에서도 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식물학에서도
그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①식물학자의 진로
- 대학교수 : 식물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 국립수목원 연구원 : 수목의 보존, 생태 등을 연구하고 솔잎 혹파리등 식물의 천적으로부
터 나무를 보호하는 연구를 한다.
- 농촌 진흥청 연구원 : 식용, 약초, 꽃 등의 품질을 개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② 유명한 식물학자
-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린네는 식물을 분류하는 체계를 제안하고 식물에 학명을 붙이는 규
칙을 정했다. 이 식물학자의 역할로 인해 현재 전 세계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식물의 이
름들이 정해졌다.
- 한국의 식물학자인 이영노박사는 학명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만 250여종에 이르고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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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식물 (197과 4,157종)의 사진과 해설을 기록한 <새로운 한국 식물도
감>을 만들었다.

3. 생물학자
직업 개요
살아있는 모든 형태의 유기체 및 생명의 변천, 환경 및 그들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순수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한다. 전문연구분야에 따라 동물학자와 식물 학자로 대별되며, 세부영역에 따라 동물
분류학자, 식물분류학자, 생태학자. 세포학자, 유전학자. 생물물리학자 등으로 구분된다.
업무 내용
- 종의 기원, 생물의 진화, 성장, 생식, 구조, 기능, 분포상태 및 기타 생명 현상에 관하여 현지
조사 및 실험연구를 수행한다.
- 자연환경에서 각종 생물의 생태의 특징과 행동을 관찰한다.
- 생물을 확인하고 분류한다.
- 표본을 수집, 검사, 분류, 보관하고 질병 및 기 타 문제의 연구를 보조한다.
- 해부기, 현미경, 화학적 염색약 및 기타 실험장비를 사용하여 실험을 한다.
- 획득된 자료를 분석 평가하고, 의학·농업 ·약 학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발견 및 추정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필요 적성/능력
- 생물학적 이론과 개념을 이해 ·응용하며 추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학습능력
- 생물학 전문용어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효과적인 의사 교환을 할 수
있는 언어능력
- 유전학, 생물물리학 분야의 여러 가지 변수의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수학적 모형을 구성하고
결과를 평가하며, 살아 있는 유기체 다양한 단계를 조정하거나 주기를 설명하는 등의 고등수
학을 이해하고 응용 할 수 있는 수리능력
- 기체의 진화단계, 배열, 구조와 같은 물체의 형태 및 관계를 마음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공간
판단력
- 사물 또는 표본의 적절한 세부를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비교·구별하며, 현미경 검사시 형태나
음영의 근소한 차이점 또는 유사점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 물건, 재료 및 과학기구를 기술적으로 다루기 위한 손재능 및 손가락재능
- 육안으로 또는 기구를 이용하여 물체의 크기, 형태 및 기타 특징을 알아내기 위한 시력 및 색
판별력
교육 / 자격
- 생물학 관련학과를 전공한 대학졸업
- 전문영역에 따라 생물학을 전공한 대학원과정 이수
- 특별한 자격증은 없으나 통상 생물학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직업 전망
-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관련분야의 연구소 등에 취업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학분야와의 접목으로 생물학 응용분야가 확대되어 생명공학, 유전
공학이라는 말이 새롭게 탄생하는 등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 은 매우 크며, 첨단과학분야로
각광 받는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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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읽을거리
진짜 우주 식물학자 이야기
영화 마션의 주인공인 마크 와트니(Mark Watney)는 식물학자로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데 성공한다. 비록 영화와는 다르지만
사실 나사에는 반평생을 우주에서 식물을 키우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 바친 식물학자가 존재합니다.
나사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연구하는 레이 휠러 박사(Dr. Ray
Wheeler)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휠러 박사는 1988년부터 케네
디 우주 센터에서 일하면서 우주와 다른 행성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주에서 상추를
키워낸 베지(Veggie)를 개발하는데도 참여했습니다.
휠러 박사는 우주에서 키울 수 있는 식용 작물로 감자, 고구마,
밀, 콩(대두), 그리고 샐러드 작물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
히 감자는 다른 주곡 작물 대비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한정된 우주선과
우주 기지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휠러 박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에서 감자를 키우기 위해 연구
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화성과 우주 기지에는 미니 농장이 건설되어
우주인에게 신선한 식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화성에서 감자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실험 중인 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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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용 안내자료
[식물표본은 어떻게 만들까?] 프로그램의 주요 진행
순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과학관 식물 전문가에게 식물의 특징과 분류방법 등
을 들어보고, 우리 주변의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야
기로 흥미를 유발한다.
과학관에 전시되거나 준비된 식물 표본을 관찰해보
고 식물이 분류되는 기준과 특징을 관찰한다. 식물
표본을 만들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과학관
주변의 들꽃을 이용하여 누름꽃을 만들고, 본인이 만
든 누름꽃을 이용하여 액자를 제작한다. 액자에는 10
년 뒤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보는 활동을 진행하여
과학관에서의 경험이 학생의 삶 속에서도 올바른 인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6. 참고자료
① 누름꽃 만들기
- 그린팜 http://www.coolinsects.com/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njy201?Redirect=Log&logNo=220248342839
② 참고자료 및 읽기자료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urbanhymns1?Redirect=Log&logNo=220732057994
http://blog.naver.com/jjy0501?Redirect=Log&logNo=22063342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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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염기 그리고 당도
산과 염기 그리고 당도

대단원
소단원

그들만의 리그 (나를 위한 음료수)

차시
시간
STEAM
요소

9~12
160분
,

,

,

,

학습목표

1. 당도(Brix%)를 측정할 수 있다.
2. 다양한 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3. 당도와 밀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STEAM
단계요소

상황제시 : 음료수 회사의 연구원이 되어 조원들이 좋아할만한 가상의 음료수를 만든다.
창의적 설계 : 당도와 다양한 기준들(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고, 비교 및 나열한다.
감성적 체험 : 연구원으로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조원들이 좋아할만한 가상의 음료수를 만든다.

학습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상황
제시
(40분)

창의적
설계
(80분)

감성적
체험
(40분)

학습자료
융합요소

1. 다양한 음료수를 분석하여, 조원들이 좋아하는 가상의 음료
조원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수를 만든다.
가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1. 우리 주변의 음료수(콜라, 사이다, 오렌지주스, 토마토주스,
바나나우유, 초코우유 등)들의 맛을 보고, 개인이 느낀 단맛
의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
당도계를 이용해, 당도
2. 음료 라벨지에 적힌 당류의 질량 순서대로 나열한다.
를 측정한다.
3. 당도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한 당도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4. 3가지 순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작성한다.
5. 토의를 통해 조원들이 가장 맛있게 느끼는 당도를 선정한다.
1. 당도를 제외한 음료수를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찾
는다. (물질의 특성(겉보기 성질과 대부분의 세기 성질)을
고려하도록 유도한다.)
,
,
다양한 기준을 선
2. 선정한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
정하고, 비교하여 나열한다.
3. 선정한 기준 중 3가지를 골라, 비교하고 나열한다.
4. 당도 순서와 비슷한 기준을 찾아본다. (당도 순서와 가장 비
슷한 기준으로 밀도가 있음을 후에 설명하고, 비교하게 한다.)
토의를 통해 조원들이 좋아할만한 가상의 음료수를 만든다.
,
조원들이 좋아할만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만들도록 안내한다.; 기준 선정 이유,
가상의 음료수를 만든다.
디자인 요소, 고려한 물질의 특성 등)
▪ 평가하기
1. 당도를 계산할 수 있는가?
2.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들을 찾을 수 있는가?

정리
(20분)

3. 다양한 기준들을 나열할 수 있는가?

수행평가, 산출물평가, 관찰평가,

4. 음료수 디자인 시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동료평가 등

5. 만든 음료수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는가?
6. 탐구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였는가?
7. 실험 및 탐구 활동 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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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학습 자료
1. 물질의 특성
1) 겉보기 성질 : 사람의 감각 기관(시각, 미각, 후각, 촉각)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구
별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
예) 색깔, 맛, 냄새, 촉감, 굳기, 결정 모양, 광택 등
▶ 겉보기 성질을 이용한 물질의 구별
성질
색깔
맛
냄새
촉감
굳기

예
금(노란색), 구리(붉은색)
소금(짠맛), 설탕(단맛)
식초(신 냄새), 에탄올(술 냄새)
밀가루(부드러움), 소금(거침)
활석(무름), 금강석(단단함)

2)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
구분
특징
종류

크기 성질
물질의 양에 따라 측정값이 변한다.
질량, 부피, 길이 등

세기 성질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측정값이 일정하다.
온도, 색깔, 밀도, 끓는점, 녹는점 등

3) 물질의 특성 :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
▶ 겉보기 성질과 대부분의 세기 성질은 물질의 특성이 된다. (단, 온도는 세기 성질이지만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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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센트 농도의 이해
가. 퍼센트 농도(%)란?
1) 용액 100 g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g)
용질의 질량 g 
퍼센트 농도     × 
용액의 질량 g

온도나 압력이 변해도 용매나 용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퍼센트 농도는 온도와 압
력의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당도의 이해
가. 당도란?
1) 당도는 당의 함량을 %로 나타낸 비율이다.
x g당
Brix   × 
g 용액

당도의 단위로는 주로 Brix 를 사용하며, 음식이나 음료의 당도를 측정할 때 이 단위를
사용한다. 100 g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당의 질량 g을 나타내는 단위로써, 만약 주스 100
g 안에 당이 25 g 들어있다면 25 Brix 라고 쓸 수 있다. (퍼센트 농도(%)와 동일하다.)

나. 당도 측정 방법
1) 당도를 측정할 때는 당도계를 사용한다.

용액의 비중이나 굴절률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용매 안에 당과 같은 용질이 들어 있으면
비중과 굴절률이 증가하는데, 이 상관관계를 이용해 당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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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도의 이해
가. 밀도란?
1) 밀도는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을 말한다.
질량
밀도   단위  g  cm   g  mL 등 
부피

부피나 질량은 물질의 양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물
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은 같은 물질일 경우 일정하다. 그러므로 밀도는 물질의 종
류에 따라 다르며,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같은 값을 가지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2) 물질의 밀도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무거울수록 크다.
물질의 밀도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종류나 배열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부피
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 있을 때에는 무거운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밀도가 더 크다.
3)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뜬다.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것은 밀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물질 중에서 물
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작은 물질은 뜬다. 따라서 나무가 물 위에 뜨는 것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며, 쇠못이 물에 가라앉는 것은 쇠못의 밀도가 물보다 크기
때문이다.
나. 밀도 측정 방법
1) 고체 물질 밀도 측정하기
※ 실험 방법
① 전자저울을 이용해 고체 물질의 질량을 측정한다.
② 물이 담겨 있는 눈금실린더에 고체 물질을 넣어, 물이 증가한 부피를 측정한다.
③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고체의 1 cm3에 해당하는 질량을 계산한다.

2) 액체 물질 밀도 측정하기
※ 실험 방법
① 전자저울을 이용해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한다.
② 과정 ①의 비커에 피펫으로 액체 물질 10 mL를 넣어 질량을 측정한다.
③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액체의 1 cm3에 해당하는 질량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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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활동지(Work sheets)
학년

누가누가 더 달까?

반

이름 :
2019년

월

1. 6가지 음료수를 마셔보고,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다.
(콜라, 사이다, 오렌지주스, 토마토주스, 바나나우유, 초코우유)

2. 음료 라벨지에 적힌 당류의 질량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다.

3. 당도계를 이용해 직접 측정한 당도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다.

4. 3가지 순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써 봅시다.

5. 가장 맛있게 느끼는 당도를 조원 간 토의를 통해 정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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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일

학년

우리가 고른 기준들!

반

번

이름 :
2019년

월

일

1. 6가지 음료수를 마셔보고, 사람들이 음료수를 좋아하는 다양한 기준을 찾아 써 봅시다.
(단, 단맛은 제외한다.)

2. 선정한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봅시다.

3. 선정한 기준 중 3가지를 골라, 비교하고 나열해 봅시다.

4. 앞 활동에서 측정한 당도와 순서가 비슷한 것을 골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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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우리들의 음료수!

반

번

이름 :
2019년

월

일

1. 우리 조에서 선정한 기준들을 조합하여, 조원들이 좋아할만한 가상의 음료수를 만들어
봅시다.
(단, 아래 3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만들어 봅시다.)
1) 토의를 통해 기준을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한 이유를 써 봅시다.
2) 맛있어 보이는 가상의 음료수를 디자인 해봅시다.
3) 만든 가상의 음료수들의 특징(고려한 물질의 특성)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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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기 자료
1. 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 코카-콜라 병의 100여 년 역사 :
https://www.coca-colajourney.co.kr/stories/coca-cola-contour-history
2. 5번째 맛, 감칠맛 :
https://newspeppermint.com/2013/04/10/umami/
3. 계량측정제도과, 17년 계량측정의 날.pdf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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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저수지

하늘 저수지

대단원

소단원

지구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의 물 획득해 보자

차시

13~16

시간

185분

STEAM
요소

,

,

학습 목표

①
②
③
④
한

지구(한국)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물의 양을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다.
지구의 물의 양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조사하여 발 표 할 수 있다.
오염된 식수로 고통 받는 경우와 그 해결 방법을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다.
다양한 식수 확보방법 중 공기중의 물을 포집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조별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학습자료

노트북(인터넷), 도화지(필기 도구 포함), 기습기, 다양한 천(그물 종류), 저울

학습 단계

교수학습 및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333 법칙 이해하기
▶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요소와 이를 통한 333법칙에 대한 이해
3분 : 공기 (산소)
3일 : 식수
3주 : 음식

전시
확인
(30분)

과학원리 및 재
료 찾기
기술

: 물에 대한 고마움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상기하게 한다.
: 지구의 물의 분포
: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

상황
제시
(도입)
(45분)

▣ 흥미유발 자료 투입
▶ 지구에서의 물의 흐름
: 고체-액체-기체

과학원리 및 재
료 찾기

동기
유발
(10분)

기술
공학 설계

https://www.youtube.com/watch?v=bBiEhusMJ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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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확인
학습
상황
목표
제시
확인
(도입)
(5분)

① 지구(한국)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물의 양을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다.
② 지구의 물의 양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조사하여 발 표 할 수
있다.
③ 오염된 식수로 고통 받는 경우와 그 해결 방법을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다.
④ 다양한 식수 확보방법 중 공기중의 물을 포집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구상
하고, 조별로 조사 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자세한 활동 안

▣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양 알아보기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 학생들이 알기 쉬운 양의 크기로 비교해 보게 한다.

과학원리 및 재
료 찾기

지구의 물의 양

먹을 수 있는 물의 양

내를 하여 학습에
대한 흐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공학 설계
디자인
측정방법 고안

▶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 노트북

▣ 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 까요?
: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물에 대해 알게 한다.
창의
창의
적
적
설계
설계
(전개)
(40분)
(40분)

▣ 오염된 물에서 식수 확보하기
: 오지에서 고립되었을 때 식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인터넷
자료를 통해 찾아보자.
1. 개인의견
2. 조별의견 : 토의를 거쳐 조별의견을 선택
: 물이 오염된 지역에서 물로 인해 겪는 어려운 점을 설명
▣ 우리조상들은 과거에 어떻게 식수를 얻었을까?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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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정수기 만들기

과학원리 및 재
료 찾기

▶ [실험] 흙탕물 정화시키기

기술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흙탕물을 정화 해 본다.

공학 설계
디자인
측정방법 고안
☞ 노트북

http://www.sciencemall.biz/shop/shopdetail.html?branduid=436514
▣ 사용가능한 물 만들기 대작전
: 해수를 담수화 하는 방법, 식음이 가능한 물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
해 설명
1. 역삼투
2. 전기 분해/투석
3. 증발 후 냉각
4. 공기중의 물을 사용하는 방법
: 각 방법의 장 단점을 설명
▶ 공기중의 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사
: 각 조별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게 한다. (10~15분)
1. 공기중의 물이란?
2. 이슬이란 무엇인가?
창의
적
설계
기술
구현
(60분)

창의
적
설계
기술
구현
(60분)

3. 거미 줄의 비밀

과학원리 및 재
료 찾기

4. 와카워터의 비밀

기술

5. 포그캐스트의 원리

공학 설계
디자인
측정방법 고안
☞

▶ 각 조를 발표를 정리해서 조별 PPT자료를 만들게 한다.
1. 공기중의 물

2. 이슬점

3. 공기중에서 물을 얻는 다양한 방법
4. 우리조만의 아이디어 정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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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팀에서 제작한 PPT를 발표
: 각 팀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의견 나누기
▣ 대회안내
전국 창의력 빗물 경진대회
창의적 빗물경진대회는 학생과
교사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생들은 2~4명이 팀을 구성해야
하며 교사는 개인이나 3인 이내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내용▲기후변화·에너지·빗물 관련 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주제
▲빗물자원과 에너지의 개발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내용
▲빗물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참여
유도
▲빗물관련 체험활동 구성

감성
적
체험
(40)

감성
적
제험

▣ 2016 World Water Day: ‘물과 직업’을 조명하다
http://www.ecofuturenet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0

과학원리 및 재
료 찾기
기술
공학 설계
디자인
투자 전략 게임

▶물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이들이 하는 일과 미래애서 이
들 분야의 활용 및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소개
▶ 지속가능 발전교육(ESD)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많은 활동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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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활동지(Work sheets)
학년

Save Our Water

반

이름 :
2019년

월

※전시품의 세계!!
◎ 지구상의 물의 분포 와 우리 몸의 구성
전시물 이름
지구상의 물의 분포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구성

◎ 오염된 물에서 물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좋은 물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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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우리몸의 구성

일

※하나뿐인 나만의 제작
◎ 팀원과 같이 만드는 전시품을 구상해 보자.
1. 공기중에서 물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 조사
방법-1

방법-2

방법-3

방법-4

2. 공기중의 물 얻는 방법 : 우리조의 PPT 자료 정리 (8 페이지로 구성)
그림 및 설명도

1

2

3

4

5

6

7

8

3. 미래에 물과 관련된 직업중에서 예상되는 직업을 하나씩 생각해서 그 직업이 하는 일과 필요성을 정
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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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중의 수증기를 식수로 바꾸는 프로젝트
[01_Skydrops]
'Skydrops' 는 이런 고민을 했던 디자이너들의 노력의 산물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헬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풍선은 공중을 떠다니면서
수증기를 모아줍니다.
공중으로 높이 날리기 위해 전기나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그저 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놀라운 이 풍선 안에는 펠티에(peltier)로 이루어진 메탈시트
가 들어있고, 이 메탈시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바람의 회
전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차가워진 메탈 표면 위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수증기가 응축되고 물로 변하는 원리라고 하네요.

이렇게 모아진 물이 내부의 막 필터를 이용한 정수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깨끗해진 물을 얻을 수 있다
고 합니다.
최대 두 달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Skydrops'는 하루에 최대 50리터 가량의 물을 모아준다고
하네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 친환경적이고 놀라운 아이디어제품이 (별다른 작동법도 필요없이 그저 공중
에 자유로이 날아다니게끔 해주면 물을 얻을 수 있는) 물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 큰 도움
이 되어 주기를 희망해봅니다.
Designers : Guilherme Rodrigues & Murilo Gomes
자료출처 : yanko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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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수증기로 식수를…아프리카에 희망 될까?]

전 세계 인구 중 7억 6,800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로 인한 질병 탓에 사망하는 5
세 이하 어린이는 매일 1,400명에 달한다. 디자이너 아르투로 비토리(Arturo Vittori)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고 낮은 기술 수준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급수탑을 고안했다.
그가 고안한 높이 9m짜리 급수탑 와르카워터(Warka)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
적으로 수집한다. 이 탑은 하루 95리터 이상 식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급수탑은 2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나무 같은 걸로 짠 격자무늬 외골격 안에는 나일론과 폴리프로필
렌 섬유 등으로 만든 또 다른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안쪽에 있는 게 대기 중 수분을 잡는 그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물에 붙은 이슬방울은 섬유 재질을 타고 흘러 급수답 바닥에 있는 그릇에 모이는 것이다.

물론 이런 급수답 대신 그냥 우물을 파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암반으로 이뤄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고원 같은 곳에선 450m 깊이나 되어야 물을 기대할 수 있다.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이 들
어가는 것이다. 어렵게 물을 파도 물을 퍼올리려면 펌프와 이를 위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와르카워터는 제작비용이 대당 550달러에 불과하다. 4명이 작업하면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다. 재
료는 대부분 현지 조달이 가능하다. 디자이너는 이 제품을 에티오피아에서 자생하는 와르카 나무에서 착안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 나무는 마치 와르카워터처럼 거대한 돔형으로 성장한다.
와르카워터의 무게는 39kg이다. 가장 폭이 넓은 곳은 8m지만 가장 얇은 부위는 수십 cm에 불과하다. 아르투
로 비토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이 제품을 테스트해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람들이 내부 그물을 손쉽게 청
소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해왔다고 한다. 그는 오는 2015년까지 에티오피아에 와르카워터 2대를 설치하는 한편
가까운 미래에 에티오피아 전역으로 넓힐 계획이다. 그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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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Wind turbine creates water from thin air]

Wind turbines have long produced renewable energy but a French engineering firm has discovered another
eco-purpose for the towering structures.
Eole Water claims to have successfully modified the traditional wind turbine design to create the WMS1000, an
appliance that can manufacture drinking water from humid air.
The company aims to start rolling out the giant products for sale later in 2012, initially focusing on remote
communities in arid countries where water resources are scarce.
"This technology could enable rural areas to become self-sufficient in terms of water supply," says Thibault Janin,
director of marketing at Eole Water.
"As the design and capabilities develop, the next step will be to create turbines that can provide water for small
cities or areas with denser populations," he adds.
Eole Water is currently displaying a working prototype of the 24 meter tall WMS1000 in the desert near Abu
Dhabi that has been able to produce 62 liters of water an hour, says Janin.
See also: Wind powers new energy age
He explains that the technology works by first generating electricity in the traditional manner of a wind turbine.
This power enables the entire water generating system to function.
The next stage sees air sucked in through the nose of the turbine via a device known as an "air blower".
All air trapped during this procedure is then directed through an electric cooling compressor situated behind the
propellers. This contraption extracts humidity from the air, creating moisture which is condensed and collected.
The water gathered at this stage is then transferred down a series of stainless steel pipes, which have been
specially modified to aid the water production process, to a storage tank in the base of the turbine.
Once there, the water is filtered and purified before it is ready for use and consumption.
One turbine can produce up to 1,000 liters of water every day, depending on the level of humidity, temperature
and wind speeds, says Janin.
"This is enough to provide water for a village or town of 2,000 to 3,000 people," he adds.
Janin highlights isolated communities in Africa and South America as well as remote islands in Asia that have
little or no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s potential beneficiaries of the technology.
"If you think of Indonesia, it has (thousands of) islands and they cannot centralize their water supply ... the
geographic makeup of the country makes it impossible," says Janin.
See also: Can hot air be the free fuel of the future?
"This technique could enable them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make the islands self-sufficient in a way
that doesn't harm the environment."
But while enthusiastic about the potential of his company's technology, Janin admits that the initial costs of the
turbines could be prohibitive, especially for poorer towns or regions.
Just now it costs between €500,000 ($660,000) and €600,000 ($790,000)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surrounding conditions to install just one Eole Water turbine.
As time progresses and as an industrial process is developed that enables the company to take advantage of
economies of scale, this outlay is likely to fall, says Janin.
"We have just started the commercial aspect of this product but the price is not that expensive when you
compare it with the long term solution that it gives," he a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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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Island Sky, 대기중의 수증기로 식수 제조]
미국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Island

Sky®Corp.가 SolidWorks 3D CAD와 SolidWorks Simulation을
사용해 대기중의 수증기를 음용수로 바꾸는 특허기술을 개발
했다.
Island Sky는 고품질의 식수를 저비용으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식수를 구할 수 없는 비상 지역에서 일하는 긴급 구
호팀에 비상 식수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식수 제조 제
품을 만드는 회사다.
Island Sky의 George Dubois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식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탄산가스가 방출된다"고 밝히
고, "음용수로 만드는 기술은 개발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솔리
드웍스의 3D CAD와 Simulation은 신속한 작업을 도와준다. 그
리고 최초의 물리적 어셈블리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솔리드
웍스에서 모든 프로토타입을 연구하므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기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Island Sky는 SolidWorks 3D CAD와 SolidWorks Simulation으로 두 가지 식수 제조 제품을 개발했다.
가정용과 사무실용 모델인 Skywater® 14와 최근 대량생산에 들어간 옥외용 대용량 모델인 Skywater®
300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여러 개의 특허를 받은 이 장비들은 각각, 솔리드웍스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된 400여 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1,100리터에 달하는 물을 생산할 수 있다.

Island Sky는 식수 제조 뿐만 아니라 이미 항공과 의학, 그리고 제조 분야의 협력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Island

Sky는

솔리드웍스의

공인

판매업체인

SolidExperts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소프트웨어 교육과 구축 및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는 계획이
다.
솔리드웍스는 수증기를 음용수로 바꾸는 기술 외에도 ▲ BigBelly® trash bin의 세계 유일의 현장 태양
열 충전 쓰레기 압착기 ▲ Trojan Technologies의 자외선 식수 소독 장치 ▲ Reee chair의 폐 비디오 게
임 콘솔로 만든 겹침 의자 ▲ 태양열 집열판, 공기 정화 장치, 바닥난방 및 기타 석유, 가스, 전력 의존
도를 낮춘 제품들로 구성된 전체 가정용 시스템 등의 친환경 제품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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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물 없었는데…안개로 해결”]
안갯속 수증기 모아 식수로…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안개가 짙다. 배구 네트같은 검은 그물망 사이로 안개가 지나간다. 곧 그물망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힌다.
물방울들이 모여 어느덧 수조를 가득 채운다. 안개를 물로 만드는 안개포집 기술이다. 물이 미래 중요한 자
원으로 손꼽히는 가운데 안개에서 물을 생성하는 친환경 물 생산 기술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안개는 매우 작은 물방울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현상으로 수평시정이 1km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지면에
접해 있는지, 하늘에 떠 있는지에 따라 구름과 차이점을 보인다. 불포화공기에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공기를
냉각시키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희뿌옇게 안개가 생성된다. 안개의 농도와 두께는 습도와 기온, 바람, 응결
핵의 종류와 양 등에 의해 결정된다.
수증기를 이용한 안개포집은 적당한 조건이 충족되야 가능하다. 어떤 계절에 얼마나 많은 물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조사가 이뤄진다. 지표면에 형성된 안개가 언덕 표면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주로 산에 안개포집기를 설치한다.
캐나다의 비영리기관 ‘포그캐스트(FogQuest)’는 네팔과 에티오피아, 칠레 등 물 부족이 심각한 국가에 안개
포집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구에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1%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포집기를 통
해 모인 물은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식수로 제공된다.
생성되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안개 1m³ 속에는 0.05~0.5g의 수증기가 존재한다. 포그캐스트에 따르
면 1m² 크기의 그물에서 약 1리터의 물이 생성된다. 40m² 정도의 큰 안개포집기는 평균 일 년 동안 하루
200리터 정도를 생성한다. 많이 포집될 때에는 1천 리터도 가능하다. 포집하는 물의 양은 지역과 계절에 따
라서 크게 차이난다.
그러나 도시에서 이 기술은 효과가 적다. 하루에 200 리터의 물을 소모하는 도시인에게 그만한 물을 생
성하려면 엄청난 면적이 필요해 비효율적이다.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산간, 사막지역의 이들에게 효과
적인 기술이다.
비용은 저렴한 편이다. 작은 안개포집기 비용은 개당 10~20만원 정도다. 40m²의 큰 안개포집기는
100~200만원 선이다. 한번 설치하면 최소 10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이 기술은 국내에도 활용되고 있다. 단양팔경 옥순봉에 국내 최초로 이동 안개포집기가 최근 설치됐다. 월
악산 중턱은 취수시설이 부족해 해마다 겨울 가뭄에 시달린 곳이다. 지금은 안개포집기를 통해 방화수, 화
장실 용수 등 필수적 물 공급이 가능하다. 모이는 물은 하루 평균 20리터에 달한다.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충주호를 끼고 있어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안개포집기를 이용한 물 생산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도 탁월하다. 20리
터의 물 생산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4.1kg로 비닐봉투 40여장을 아끼는 것과 같은 효
과다.
이유경 기자 leeyou@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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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2016 World Water Day: ‘물과 직업’을 조명하다]
매년 3월 22일은 1993년 UN에 의해 지정된 세계 물의 날이다. 이날은 우리의 삶과 생계가 의존하는 물에 주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UN의 산하기관인 UN-Water는 해마다 물과 위생시설 부문에 있어서 현재 또는 다가올
미래에 세계가 직면할 도전과제를 세계 물의 날 주제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물과 직업’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개인, 조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3월 22일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은 사람들
에게 물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끌고 행동하도록 한다. UN-Water는 이번 세계 물의 날, 그들의 행동
에 있어서의 “유일한 제한은 그들의 상상력일 뿐(The only limit is imagination)”이라는 명언을 인용했다. 지난해 이
들에 의한 소셜 미디어의 목소리는 12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이제 올해 UN이 주목한 세계 물의 날
주제인
‘물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관련된
내용은
세계
물의
날
웹페이지
(www.unwater.org/worldwaterday)를 참조했으며, 웹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etter water, better jobs
2016년 세계 물의 날은 물과 직업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조명한다. 물은 사람들의 생존과 환경,
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는 임금을 제공하고 사회와 경제 발전을 이끈다. 주관기관인
UN-Water와 ILO(국제노동기구)는 직장에서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고용 기회를 높이며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
는 등 물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물과 직업’이라는 주제 선정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
다.
오늘날 세계 노동자의 거의 절반인 15억 명의 사람들이 물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한다. 거의 모든 직업이 물과
물의 안전한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수백만 명에 달하는 물 관련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인지하
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물 부족 지역의 아이들은 매일 그
들의 가족을 위해 수 시간을 들여서 물을 길어온다. 이는 직업으로 보아야 마땅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에 대해 인식
하지 못하며 임금 또한 지불되지 않고 있다.
물은 그 존재와 수질, 수량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에서 관개농업은 깨끗한 물의
70%를 소모하고 있다. 농부는 직업적으로 그들이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게 되는데, 현재 이들은 지하
수 고갈,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물 문제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물과 위생시설은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직업과 관련한 사망이 200만 건이 넘
는데, 이중 17%가 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갖춤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집과 직장에서의 충분한 물과 위생시설, 위생서비스의 제공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구와 노동력을 유지함으로써 경
제 발전에 기여한다. 선진국에서는 물과 위생서비스의 비용대비 이익을 7배만큼 높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물과 위
생시설로의 접근이 제한적인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으로의 접근에도 취약하다. 이로 인한 평등의 격차는 도시와
시골,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다. 물은 꽤 괜찮은 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능력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
리고 그 인력들은 존엄성과 평등,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공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UN-Water는 지
속가능한 물 관리는 생태계 보호와 복원, 그리고 통합적으로 물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의 공급, 안정적인 고용과 다른 경제부문의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위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위생서비스가 결합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과 직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발간되는 세계 물 개발 보고서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얻을 수 있다.
What you can do
세계 물의 날은 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알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날이다. 유엔과 그 가입국들
은 세계 물의 날 기간을 중심으로 세계 물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권고하는 유엔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협력한다. 또한 물 문제와 연관된 유엔의 다양한 기관들은 이날 세계적인 활동의 촉진과 조정을 이끌며, 깨끗한 물
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NGO)들은 이날을 세계적인 물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다.
UN-Water는 세계 물의 날, 개인 혹은 단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물이 각자의 직업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리기, 예술가라면
물이 자신의 예술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기, 학교와 공동체에서 물과 직업에 대해 토론하기, 연극이나 콘서
트로 구현하기, 물을 주제로 한 교과를 제안하기, 영상으로 기록하기, 노래로 만들기, 사진 대회나 스포츠 이벤트를
운영하기, 게임이나 앱으로 발전시키기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은 UN-Water 측(unwater@un.org)에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퓨쳐에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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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영상 자료
[수증기를 물로 변환하는 다양한 방법]
1. EcoloBlue 400,000 Liter/Day Atmospheric Water Generator Station

https://www.youtube.com/watch?v=yL3Ps86N2nM
2. Skywater 300 Atmospheric Water Generator

https://www.youtube.com/watch?v=NnN93DFmRSc
3. The billboard that produces potable water out of air

https://www.youtube.com/watch?v=FWwii1dX4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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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읽을거리

적정기술 36.5도의 과학 기술
나눔과기술 지음 | 허원미디어 | 2013년 04월 11일
출간 (1쇄 2011년 06월 23일)

이공계 젊은이에게 나눔의 정신이 담긴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협력체 '나눔과
기술(STI, Sharing and Technology Inc.)'의 『적정기술』. 한국의 건강한 발전은 물론, 국제사회 기여의 수
단이자 통로가 되는 '적정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는 적정기술의 의미
와 역사, 교육과 활동, 그리고 제품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다. 적정기술이 무조건 첨단기술만 생각하
다가 포퓰리즘에 빠져 자괴감에 추락하는 절망에 빠진 한국의 젊은이에게 삶의 이유를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5:
적정기술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해질까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25 | 양장본
섬광 지음 | 김정태 감수 | 내인생의책 | 2013년
07월 30일 출간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적정기술,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해질까?』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적정기술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
하고 있는 책이다. 청소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적정기술의 개념과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적정기술의 양면성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기술의 의미를 다각도로 고찰할 수 있다.

- 50 -

6. 교사용 자료
물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학생들 스스로
알게 한다. 또한 생명의 기본 요소인 물을 얻기
위해 인류가 어떻게 많은 고민과, 고통을 감수
했는지 알게 한다. 학생들이 조사를 통해 좋은
물의 조건을 알게하고, 좋은 물을 얻기 위해 현
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게 한다.
공기중에서 물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영
상 등 자료를 통해 알게하고, 발표를 위한 조별
PPT 자료를 제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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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회 활동

[연구회 활동]

1학기 답사 -장소 : 목포 일원

연구회 정기 모임

STEAM 산출물 학생 발표회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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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학교에서 STEAM 강의 및 행사

[STEAM 융합캠프 및 인문예술주간 운영]

STEAM 융합 캠프

인문예술 주간 (5월 13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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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 / 발표대회]

원자모형 분자모형 그리고 주기율표 만들기

인문자연탐사 (세종과 공주지역의 상생)

나의 STEAM 이야기 (워크샵)

학교 STEAM 행사 (과학과 인문 그리고 예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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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기 연수 운영 (학생, 교사)]

첨단과학분석기기 연수 (학생, HPLC)

첨단과학분석기기 연수 (학생, GC/MS)

첨단과학분석기기 연수 (교사/학생, UV/VIS, FTIR)

첨단과학분석기기 연수 (교사, 입도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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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

인공지능 특강(카이스트 이수영 소장)

인공지능 강의 (카이스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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