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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유형

프로그램명
학교급
과 STEAM
제 프로그램
개
요

2020년 STEAM 교사연구회 운영(광주인성고등학교)
(유형1) STEAM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통한 확산 모델 개발 ( )
- 선행 프로그램명:
(유형2) 다양한 교과 간 협동 연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신규 개발 ( √ )
(유형3) StarT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STEAM 프로그램 신규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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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및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사회·과학·영어 수업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1학년

중심과목

[고등학교] 1-2 행복의 의미와 기준
[고등학교] 2-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중심과목
[고등학교] 6-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통합사회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7-3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고등학교] 9-2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읽기, 쓰기, 말하기
[10영03-01], [10영04-02], [10영02-03]
[고등학교 1학년] 1-1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2-3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학년] 4-2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고등학교 1학년] 7-3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고등학교 1학년] 9-5.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영어
과학

연구기간

2020.7.20. ~ 2020.11.30.

신청금액

일금사백만원(￦4,000,000)

참여연구원

5명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4명)
연구 수행자에 관한 사항
담당과목
직위
영어
교사

구분
연구책임자

소속(학교명)
광주인성고등학교

성명
정귀원

공동연구원

광주인성고등학교

영어

교사

주진웅

공동연구원

광주인성고등학교

과학

교사

김형래

공동연구원

광주인성고등학교

과학

교사

허진흥

공동연구원

광주인성고등학교

사회

교사

박재민

2020년도 정부의 R&D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를 운영한 중간 결과로써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이 보고서는 2020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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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본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학생들의 진로와 흥미
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STEAM 교사연구회 활동
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
이 교과 융합 활동을 통한 미래 인재 역량 강화의 계기를 갖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아이디어’를 주제로 학생들의 실생
활과 연관된 실제적 과제를 사회·과학·영어 교과를 융합해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
의 학습동기 향상과 맥락이 있는 과학적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의 최종 평가를 영어 프레젠테이션 수행평가로 진행하여 미래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학생들의 정보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
다. 기존의 단일 교과 학습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창의적이며 생산
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하게 하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고등학교 교육 현장
의 잠재력을 크게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 서론
◦ 세계 및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사회·과학·영어 수업
◦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구안하는 수업모델 구조화

3. 연구 수행 내용
◦ 2020년 STEAM 교사연구회의 과제
- (유형2) 다양한 교과 간 협동 연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신규 개발
◦ 프로그램 개발 중점사항
- 중심과목인 통합사회를 기준으로 통합과학과 함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개념을
선정하고 그 배경지식과 결과 표현을 영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개발.
◦ 학생 태도검사 대상의 선정 이유
- 해당 학급들은 과학에 흥미가 높고 영어로 표현하는 과제에서 두각을 나타냄.
◦ 당초 계획대비 변경된 사항
- 당초 계획은 중심과목을 영어로 선정했으나 성취기준 설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중심과목을 통합사회로 변경함.

4. 연구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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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세계 및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사회·과학·영어 수업

선행
프로그램명
학교급

유형 2 선택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1학년

중심과목

[고등학교] 1-2 행복의 의미와 기준
[고등학교] 2-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중심과목
[고등학교] 6-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통합사회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7-3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고등학교] 9-2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STEAM
프로그램 연계과목
구분

[고등학교 1학년] 읽기, 쓰기, 말하기
[10영03-01], [10영04-02], [10영02-03]
[고등학교 1학년] 1-1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2-3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학년] 4-2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고등학교 1학년] 7-3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고등학교 1학년] 9-5.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영어
과학

개발계획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3

통합사회(1) + 통합과학(1) + 영어(1)

2

3

통합사회(1) + 통합과학(1) + 영어(1)

3

3

통합사회(1) + 통합과학(1) + 영어(1)

4

3

통합사회(1) + 통합과학(1) + 영어(1)

5

3

통합사회(1) + 통합과학(1) + 영어(1)

개발·적용
※ 2020. 11. 20. 기준, 15차시 중 15차시 개발 및 15차시 적용 완료
현황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총 15차시
2020년 9월 중순 ~ 2020. 11월 초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광주인성고등학교 230명

사전검사

9월 18일, 2개 학급(46명) 실시 완료

사후검사

11월 13일, 2개 학급(46명) 실시 완료

학생 태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11월 13일 실시 완료
2020년 11월 7~8일
‘2020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워크숍’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해당 없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5. 결론 및 제언
※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서로 각자의 수업만을 연구하던 사회, 과학, 영어교사들이 만나 모두의 교과가 융합된 교육과
정을 편성하려니 각 교과의 어떤 지점에서 융합점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
로 융합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수업에 대한 열정으로 연구
를 하다 보니 더 나은 수업을 구상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어느덧 즐거워졌다. 각자 교과의 틀
안에서 고군분투하던 어려웠던 점들이 함께 나누어 부담하니 가벼워졌고 다른 교과를 진행하
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나누니 자신의 교과수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되어 유익했
다. 또한 평소보다 교사 간의 소통이 활발해져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학
습공동체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과의 STEAM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역동
적이었다. 모의고사 수업을 놓지 못해 자주 진행되던 강의식 수업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자신의 아이디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기차게 STEAM 수업이 진행되었다. 각 교과
교사가 정보를 전달하는 수업, 전달받은 정보에 학생들이 연구한 정보를 추가해 발표하는 수
업, 그 정보를 활용해 영어로 게임을 하는 수업,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찾아본 후 자신만의 아
이디어를 구상하고 프로젝트 팀원들끼리 아이디어를 조정해 발표하는 수업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감탄이 일었다. STEAM 수업
으로 인해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교과서에는 없는 새로운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모든 수업에서 학교에 학년당 60대씩 있는 태블릿도 사용되었는데 충전
할 틈도 없이 태블릿이 활용되면서 구비해놓고 많이 활용해놓지 못해 가졌던 아쉬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구글의 공유문서를 통해 한 반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임
했고 교사들은 공유문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학생들간의 상호작용 과정과 학습 진행 상황
을 점검해 바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했다. 여러모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교사연구회의 전체 회원 사이의 협력적 활동 내용
먼저 각 교과 선생님들은 자신의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교과 융합을 위해 적절한가를 알아보
는 개인 연구 시간을 가진 뒤 첫 STEAM 교사연구회 모임에 참여했다. 미리 자신의 과목에서
적절한 융합점을 찾아왔기 때문에 STEAM 수업에 대한 토의가 적극적이고 유의미하게 진행되
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놓고 수업에 반영할 때 더 효과적인 교
과를 선정해 적용했다. 더 좋은 수업을 위해 모든 선생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교수-학습 프로
그램 개발에 노력해 주셨다. 특히 내용면에서 먼저 수업을 진행하셔야 했던 사회과 선생님의
큰 가지치기가 없었다면 이렇게 일관성 있게 STEAM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과
선생님과 과학과 선생님들의 융합 아이디어 조정 과정 끝에 총 5개의 융합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당 각 교과가 1차시씩, 총 15차시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 교사연구회를 통해 참여 교사들의 STEAM 수업 역량 증가 내용 및 설명 제시
선생님들 모두 단편적으로 자신의 전공 교과 내용만을 전달하는 수업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다른 교과들과 융합하여 더 실제적 맥락 속에서 학생들에게 매력 있게 느껴지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실제로 본인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의미있고 수업을 구상하는데 노력하고
수업을 통한 다양한 가치 창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번 STEAM 수업에서 PC와
태블릿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Covid-19으로 인한 원격 수업이나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의 수업 진행 능력에서도 향상을 보였다.

※ STEAM 수업 수혜 학생들의 반응
모의고사 준비를 위해 강의식 수업이 자주 이루어지던 교실에서 교과융합수업이 진행될 것이
라는 언급을 하자마자 학생들은 큰 흥미를 보였다. 주제는 무엇이며 어떤 교과가 융합되는지,
어떤 선생님들이 참여하는지, 어떻게 수업들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했다. 본
수업 단계로 들어가 사회, 과학, 영어 과목이 함께 같은 주제로 알차게 진행되자 대부분의 학
생들은 수업이 훨씬 재밌고 유익하며 친구들과 협업하는 과정이 즐겁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
지 지식의 전달에서만 멈추지않고 각 융합주제에 대해 게임도 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펼치
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다. 학생들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들이 매우 창의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아서 자율동아리에서 더 심화
조사 및 연구를 해보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주 평가를 영어 프레젠테이션 수행평가로 진행
하였는데 학생들이 구글 공유문서로 브레인스토밍, 스크립트 작성, PPT 작성을 교실에서 실시
간으로 함께 작업하고 피드백을 즉시 받는 과정에서 큰 만족도를 보였다.

※ STEAM 교사연구회와 해당 STEAM 수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교사연구회 선생님들께서 STEAM 연구회에 관한 관심이 높으셨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많은 시간을 써주시는 과정에서 시험 범위를 위한 정규교재, 부교재 진도 시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처음 모임에서 지필고사에 STEAM 수업 내용을 출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을 때 ‘과목 간 출제 내용이 겹치는 등의 문제 방지를 위해 선생님들의 소통이 더 필
요해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평가는 모두 수행평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지필평가 범위를 정규
교재와 부교재 안에서만 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음에는 지필평가에도 잘 반영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명)

세계 및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사회·과학·영어 수업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3/15

2

4~6/15

3

7~9/15

4

9~12/15

5

13~15/15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0통사01-02]
[고등학교 1학년]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1-1 우주의 시작과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원소의 생성
[10통사02-02]
[고등학교 1학년]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2-3 신소재의 개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과 활용
[10통사06-03]
[고등학교 1학년]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4-2 지구 시스템의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에너지와 물질 순환
[10통사07-03]
[고등학교 1학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7-3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10통사09-02]
[고등학교 1학년]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9-5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5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3
/15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모프와 호일의 논쟁을 과
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듯이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행복 또한 상대
적이고 다양한 관점에 따라 행복을 바라보는 기준과 의미가 다양하다고 수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4~6
/15

인간과 자연의 관계

통합과학을 통해 보면 진화를 통해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며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합사회에서
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의
를 마련해주는 수업이 될 것이다.
주제(단원)명

7~9
/15

행복의 의미와 기준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의 행동, 구조, 특성 등을 모방하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을 모방한 다양한 신소재를
배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연결하여 과학기술이 발전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들 사이에서는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를 통합사
회에서 배우는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과 연결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현상
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불
평등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수업이 될 것이다.

주제(단원)명
9~12
/15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의 다양성처럼 우리 사회의 문화도 지역의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식주, 관습과 법 같은 제도, 종교와 도덕에 대한 생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 교과간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연결하여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13~15
/15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예시들을
소개하면서 통합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의미, 필요성을 배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설계된다.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통합사회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1-02]
중심과목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
[고등학교] 1-2 행복의 의미와 기준
성취기준
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주제(단원)명 행복의 의미와 기준
학습목표
연계과목

차시

1/15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동서양의 다양한 행보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행복의 다양한 기준들을 토대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성취기준 영역 1-1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S 통합과학(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모프와 호일의 논쟁)
STEAM
요소

T
E
A 통합사회(행복의 의미와 기준)
M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모프와 호일의 논쟁을
과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듯이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행복 또한
개발 의도
상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 따라 행복을 바라보는 기준과 의미가 다양하다고 수업할 수
있다.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모프와 호일의 논쟁을 과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듯이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행복 또한 상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 따라 행복을 바라보는 기준과 의미가 다양하다고 수업할 수 있다.
1. 통합과학에서 배운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모프와 호일의 논쟁
2. 행복의 기준
1) 지역적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
2) 시대적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
3) 행복의 다양한 기준 (통합과학과 연결하여 상대적 관점에 대해 강조)
3. 행복의 의미
1) 동양의 행복론
2) 서양의 행복론
3)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4. 활동하기 (통합과학과 연결하여 상대적 관점에 대해 강조)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자신에게 가장 행복
했던 순간은?
※ 행복의 기준이 시대
와 장소에 따라 어떻
게 다를까?
※ 만약 행복 관련 정책
을 만드는 연구원이
라면 행복 관련 정책
을 위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할 기준에
대한 토의

창
의
적
설
계

창의적 설계
※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빅뱅 우
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
었던 가모프와 호일의 논쟁을
소개
※ 아리스토텔레스와 석가모니의
말을 인용하면서 동서양에 따라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
지 질문
※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
복의 가치를 탐색
감성적 체험

※ 인생에서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사
항이 무엇인지 검토
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표
※ 학생들이 현재 행복
하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
문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나 삶의 목적을
성찰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CD
ET
및
유의점
※ STEAM 학습 준거 표시(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Co 행복과 관련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며 어떤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게 한
다.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등의 질문을 하며 행복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 낸다.
Co

ET 고등학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도입
학습지 및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15 분)
교과서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모프와 호
일의 논쟁을 소개하며 행복의 기준 또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
는 통합수업의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관시키며 소개한다.
CD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임을 설
명하고 행복의 기준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다를지 발표해 보게 한다.
<지역적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
1) 건조 기후 지역
2) 가난한 지역
3) 차별이나 구속이 있는 사회
4) 종교가 발달한 사회
5)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
6)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
7)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지역
Co

<시대적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
1) 선사 시대
2) 중세 시대
3) 산업화 시대
4)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와 석가모니의 말을 인용하면서 동서양에 따라 행복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였는지 질문하며 동양과 서양의 행복론에 대해 설명한다.
전개
학습지 및
<동양의 행복론>
( 40 분)
교과서
1) 유교
2) 불교
3) 도가
CD

<서양의 행복론>
1) 고대 그리스 – 아리스토텔레스
2) 헬레니즘 –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3) 중세
4) 근대 – 의무론, 공리주의
ET 학생들이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나 삶의 목적을 성찰해 보게 한다.
CD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를 탐색한 후 자신의 행복 실현에 큰 영향
을 끼치는 기준을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도록 한다.
Co 모둠을 구성하여 만약 모둠원이 행복 관련 정책을 만드는 연구원들이라면 행복
관련 정책을 위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할 기준 5 가지를 토의를 통해 정하고 발표하
도록 한다.

ET
학습지의 빈칸의 정답을 함께 점검하고 스스로 학습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정리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지 및
( 5 분)
교과서
CD 다음 차시 예고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통합사회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1-02]
중심과목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
[고등학교] 1-2 행복의 의미와 기준
성취기준
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주제(단원)명 행복의 의미와 기준

차시

2/15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연계과목

•동서양의 다양한 행보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행복의 다양한 기준들을 토대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성취기준 영역 1-1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S 통합과학(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모프와 호일의 논쟁)
T
STEAM
요소

E
A 통합사회(행복의 의미와 기준)
M

개발 의도

통합과학의 [1-1.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부분에서 다루는 우주론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과학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논의를 배우게 된다. 현재 배우고 있
는 과학 지식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통해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행복(1-2.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적용하여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 도입
가. 학습목표 제시
나. 생각 열기
2. 전개
가. 개념 설명
1) 우주 배경 복사
2) 빅뱅 우주론의 확립
나. 해 보기
1)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에 미친 영향[자료 1], [자료 2]
3. 정리 및 평가
가. 학습 내용 정리
나. 차시 예고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학사에서 절대적
으로 믿어왔던 과학
이론이 시간이 지나
며 다른 이론으로
대체된 경우를 알아
보고, 가모프와 호
일의 논쟁에 대입해
본다.

창의적 설계
창
※ 통합 사회 시간에 배우는 행
의
복의 정의에 대해 질문
적
→ 절대적인 기준의 유무를
설
생각해 보게 함.
계

감성적 체험

※ 자신이 지금까지 살
아오며 가장 행복했
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고 모든 학생들이
본인과 동일한 경험
을 하고 있는지 생
각해 본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도입
(15 분)

교수-학습 활동
※ STEAM 학습 준거 표시(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Co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생각하게 한다.
Co

ET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CD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모프와 호
일의 논쟁을 소개하며 행복의 기준 또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
는 통합수업의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관시키며 소개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습지 및
교과서

1. 개념 설명
가. 우주 배경 복사
1) 빅뱅 직후 우주는 빛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음을 설명한다.
2)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국인 형성 이후 빛이 방해 받지 않고 퍼져 나가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3)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됨을 설명하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3 K 인
까닭을 설명한다.
나. 빅뱅 우주론의 확립
전개
( 40 분)

1)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설명한다.
2. 해 보기

학습지 및
교과서

가.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에 미친 영향
1) [자료 1]의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게 한다.
2) [자료 2]의 우주의 기원에 대한 두 과학자의 주장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게
한다.
3)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후, 두 과학자의 논쟁은 어떻게 끝이 났을지
모둠별로 토의하게 한다.
4)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빅뱅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의 도전을 물리치고

정리
( 5 분)

ET

우위에 올라서게 되었음을 알게 한다.
학습 내용 정리: 이번 차시 학습 내용 정리

CD

차시 예고: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분광기 만들기)

학습지 및
교과서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통합사회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1-02]
중심과목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
[고등학교] 1-2 행복의 의미와 기준
성취기준
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주제(단원)명 행복의 의미와 기준

차시

3/15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목표

•동서양의 다양한 행보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행복의 다양한 기준들을 토대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연계과목 영어
성취기준 영역 1-1 It Starts from Inside fo Me
S 통합과학(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모프와 호일의 논쟁)
T
STEAM
E
요소
A 통합사회(행복의 의미와 기준) Highschool English(It Starts from Inside of Me)
M
통합과학과 사회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하여 짧은 글을 완성하고 과학용어와 사회에서 배
개발 의도 우는 행복과 같은 감정에 관련된 어휘를 학습하고 관련된 글을 읽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행복 그리고 새해의 계획과 꿈꾸는 미래를 영어로 정리할 수 있다.
빅뱅에 대한 글을 읽고 우주 폭발이라는 사건을 가정해 보고 인류에게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그
과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한다. 영화 Deep Impact 를 참고하여 가상의 세계 마지막 날에 인류의
절망적인 시간을 상상하며 가족들에게 보낼 편지를 영어로 작성한다. (행복과 감정에 관련된
영어단어들을 제시/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함.)
1. Deep Impact 영화를 감상한 후 대사에 사용된 영어 단어들을 정리하고 장면을 영어로 표현한다.
2. 인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영어로 작성한다.
3. 보내는 대상이 같은 학생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가장 감동적인 편지를 선정하여 학생들 앞에서
가능하면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우리의 삶에 행복의 의미를 고민하고 그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공유한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창의적 설계
※ What would you
do if you meet
※
Learning the words and
the end of day
expressions in the video clip
like shown in the
from
the
Movie
Deep
movie
‘Deep
Impact?
창
상
Impact’?
의
황
※ Write the letter for the
적
제
lovely
ones
while
설
시
remembering the happiest
계
※ How would you
moments with them?
share the feelings
with the people
who you love?

감성적 체험

※ 인생에서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사
항이 무엇인지 검토
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표(영어로
짧게 작성)
※ 학생들이 현재 행복
하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
문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나 삶의 목적을
영어로 표현해 본다.
인터넷 및 전자기기
를 활용해 글을 작성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도입
(15 분)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Co

Using the video clip frome the movie ‘Deep Impact’, Imagine the
miserable situation they can have on the dooms day of our planet,
earth.

ET

Students will be able to think about the people who they love to write
a letter at the end of our planet. (Write down each one on the board) or
padlet and have a small chat talk about reason)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습지 및
교과서/
Video

They can also have a small explanation about Big Bang they’ve
already learned in the science class.

CD

Find out the Korean words the students can feel while watching the
video clip ‘Deep Impact’ and translate them into English ones. Share
them on the padlet to make the motivation to brainstorm their idea.

Co

CD

Read the article about the end of our planet happen due to people’s
neglect about the environmental issue and selfishness.(5-10 mins)

학습지 및
교과서/
ET Write down the letter for each chosen person for each one by imagining
컴퓨터
the miserable situation of the planet. (15-20 mins)
페드

전개
( 40 분)

- Assessment Test: 영어 성취기준 [10 영 04-03]
A :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수 있다. (5 줄 이상)
B :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1-3 줄)
C : 주제에 관해서 듣고 주어진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모델글쓰기)

Volunteers or students nominated from teacher can have the show and
tell chance to read the letter in front of the class.
학습지 및
교과서
CD Wrap up the class with the short remark for the next class.

ET

정리
( 5 분)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통합사회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2-02]
중심과목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
[고등학교] 2-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성취기준
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주제(단원)명 인간과 자연의 관계

차시

4/15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비교해 보고 자신의 자연관을 정립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연계과목 통합과학
성취기준 영역 2-3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S 통합과학(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T
STEAM
E
요소
A 통합사회(인간과 자연의 관계)
M
통합과학을 통해 보면 진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의 행동, 구조, 특성 등을 모방하
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을 모방한 다양한 신
개발 의도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연결하여 과학기
술이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수업이 될 것이다.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모프와 호일의 논쟁을 과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듯이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행복 또한 상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 따라 행복을 바라보는 기준과 의미가 다양하다고 수업할 수 있다.
1.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1) 인간 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
2) 인간 중심주의의 의의와 한계
3) 생태 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
4) 생태 중심주의의 의의와 한계
2.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1)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3) 통합과학에서 배운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를 통해 바라보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4) 동양의 자연관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
5)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
3 활동하기 (통합과학과 연결하여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강조)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우리 조상들이 자연
과 어떤 관계를 맺
고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인간도 생태계를 구
성하는 한 요소로서
다른 생명체 및 환경
과 유기적 관계에 대
한 탐구

창의적 설계
※
창
의
적
설
계 ※

모둠별로 인간 중심주의 자연
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자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연 개발과
보존에 대한 찬반 토론
통합과학과 연계하여 자연을
모방하여 다양한 신소재를 개발
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를 통

※ 아마존 열대 우림 지
역에서 다양한 상품
을 만들기 위해 열대
림이 파괴되는 과정
을 설명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기 위
한 행위가 자연환경
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생각해 보고 성

감
성
적
체
험

해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
에 대해 고민
※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찬성
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탐구해 보고 자신의 입
장을 정하여 토론

※ 인간과 자연의 바람
직한 관계에 대한 토
의

찰
※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을 위한 노력을 개인
적·사회적 차원에서
찾아보도록 한 후,
개인적 차원과 사회
적 차원에서 자연을
보고하기 위해 실천
할 수 있는 일에 대
한 토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

Co

다.
도입
(15 분)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열대림이 파괴되는 과정
을 설명한다.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기 위한 행위가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고 성찰하도록 한다.
ET

학습지 및
교과서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
의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한다.
1) 인간 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
2) 인간 중심주의의 의의와 한계
Co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생태 중심주
의 자연관의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한다.
1) 생태 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
2) 생태 중심주의의 의의와 한계
Co

CD

모둠별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자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연 개발과 보존에 대한 찬반 토론 학습으로 진행할 수
전개 있다.
( 40 분)
Co

고
해
1)
2)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다른 생명체 및 환경과 유기적 관계를 맺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생각
보도록 한다.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통합과학과 연계한다. 자연을 모방하여 다양한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음을 소개하
고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다.
1) 홍합의 분비물을 이용한 접착제
2) 연잎의 작은 돌기를 모방한 코팅제
3) 모르포 나비 날개를 응용한 섬유
4) 상어 비늘을 모방한 전신 수영복
CD

학습지 및
교과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찾아보도록 한 후, 개
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자연을 보고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1) 동양의 자연관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
2)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
3) 개인적 차원의 노력
4) 사회적 차원의 노력
ET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탐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1) 자신의 입장 정리
2) 토론 결과 정리
CD

학습지의 빈칸의 정답을 함께 점검하고 스스로 학습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정리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지 및
( 5 분)
교과서
CD 다음 차시 예고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ET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통합사회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2-02]
중심과목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
[고등학교] 2-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성취기준
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주제(단원)명 인간과 자연의 관계

차시

5/15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비교해 보고 자신의 자연관을 정립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연계과목 통합과학
성취기준 영역 2-3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S 통합과학(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T
STEAM
E
요소
A 통합사회(인간과 자연의 관계)
M
통합과학을 통해 보면 진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의 행동, 구조, 특성 등을 모방하
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을 모방한 다양한 신
개발 의도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연결하여 과학기
술이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수업이 될 것이다.
1. 도입
가. 활동으로 단원 열기
나. 학습 목표 제시
다. 생각 열기
2. 전개
가. 개념설명
1)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2)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
3) 신소재
3. 정리 및 평가
가. 학습 내용 정리
나. 차시 예고(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 반도체)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우리가 일상 생활에
서 이용 중인 여러
가지 물질과 도구
중 자연에서 얻어온
것들이 무엇이 있는
지 생각해 보게 한
다.

창 ※ 모둠별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
의
은 신소재를 조사, 발표해 보
적
고 통합사회 시간에 배우는
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와 관점
계
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감성적 체험

※ 자연에서 얻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
이러한 자연을 아끼
고 보호할 것인지,
정복해야 할 대상으
로 여길 것인지 이
야기해 본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모둠별로 종이를 잘라 카드 5~6 장을 만든 후, 철, 종이, 플라스틱 등 물질의 이
름을 작성한다. 책상 위에 카드를 뒤집어 섞고 한 장씩 선택하여 스무고개 놀이를 통
도입 해 알아맞힌다.
학습지 및
(15 분)
교과서
Co 전기적, 자기적 특성에 따라 물질을 분류하고,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
질을 소재별로 나열하게 한다.
CD

개념 설명
1.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가. 물질을 전기적 성질에 따라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음을 설명
한다.
나.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든다.
2.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
가. 물질을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과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로 분류할 수 있
전개
학습지 및
음을 설명한다.
( 40 분)
교과서
나.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과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의 특성을 설명하고, 각각
의 예를 든다.
3. 신소재
가. 기존 소재의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드는 물질이 신소재임을 설명한다.
나.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개발을 조사하도록 한다.
다. 이를 활용하여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리
( 5 분)

ET

이번 차시 학습 내용 정리, 확인 풀이 및 정답 확인

CD

다음 차시 예고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학습지 및
교과서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통합사회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2-02]
중심과목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
[고등학교] 2-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성취기준
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주제(단원)명 인간과 자연의 관계

차시

6/15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비교해 보고 자신의 자연관을 정립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영어]
연계과목 고등영어
성취기준 영역 2-2 쓰기/말하기 When Myths Meet Science
S 통합과학(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T
STEAM
E
요소
A 통합사회(인간과 자연의 관계)/ Highschool English(When Myths Meet Science)
M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과목에서 알 수 있는 생명체의 비밀 이를 이용한 기술의 발전 및 인
간과 자연의 관계를 학습한 후 그 부조화가 만드는 여러 부정적인 현상들을 생각한다. 그
개발 의도
주제에 관련된 영어로 작성된 기사문을 읽고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짧은 영어 시나리오
로 작성하여 학생들이 공연한다.
When Myths Meet Science 라는 글을 읽고 자연을 바라보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비 과학적인 관점과
현대의 과학 이론을 기반으로 발견된 사실을 구분한다. 과학자와 미신을 믿는 남아프리카 추장의 짧은
대화를 작성하고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1.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신화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의 차이를 구분하고 글을 분석하여 이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발화를 작성한다.)
2. 생태계의 조그만 미물도 사랑을 받을 존재임을 인식하기 위해서 신과 벌새의 대화를 글을 읽고
작성하여 친구들 앞에서 공연한다.
3 활동하기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
상황 제시
※

STEAM
학습
준거

The Danger
Jealousy

of

The jealous baobab
tree was punished
by God because of
the
complains
it
made to the Creator.

상
황
제
※ Even the Smallest
시
Creature has unique
gifts

창의적 설계
※ Students will be able to
have a chance to have show
and
tell
the
invented
conversation made be God
and baobab tree.
창
의
적 ※ Students can perform the
drama after reading the
설
story about all the birds and
계
a poor bird which have a
feather of plain color.

All the birds feel
sorry about the
plain color of it
감성적 체험

※ 학생들은 자연의 한
일원으로 다른 구성
원들과 조화롭게 살
아가는 균형잡힌 삶
의 중요성을 알고
감
만족과 행복의 삶이
성
무엇인지 고민한다.
적
체
※ 약자에게 배려하고
험
양보하는 미덕을 벌
새와 이를 생각하는
다를 새들과의 이야
기를 공부하며 기를
수 있다.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Listening the two stories about a jealous tree punished by the Divine
Creator because of its complains and a poor bird helped from many generous
도입 friends.
학습지 및
(15 분)
교과서
ET Fill out the blanks with the missed words in the given article by consulting
the item words in the box.

Students will be able to read the articles deeply in the shoes of the
animals in the story. (5 min)
Co

CD

After reading the two stories, students can choose either of them to write a

drama with group members.
Co

Given questions after reading to check the students understanding.
· What is the unique appearance of baobab trees?
· When the baobab tree saw the palm trees, what did it ask the gods to do
for it?
· When it looked at the fig tree, what did the baobab ask the gods to do for
it?

전개
( 40 분)

· Why did the other birds feel sorry for the hummingbirds?

학습지 및
교과서

· What did the other birds give to the couples of hummingbirds?
CD

Students will be able to design a script about the tree and bird in the story.
They will have a chance to write down the imaginary conversation.
- Assessment Test: 영어 성취기준 [10 영 02-03]
A :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말할 수 있다. (10 문장 이상)
B :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1-3 문장 )
C : 주제에 관해서 듣고 주어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Volunteers or students nominated from teacher can have the show
and tell chance to read the letter in front of the class.
학습지 및
교과서
CD Wrap up the class with the short remark for the next class.
ET

정리
( 5 분)

중심과목

통합사회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6-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주제(단원)명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6-03]
중심과목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성취기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차시

7/15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
할 수 있다.
학습목표

•불평등 현상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 우대 조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연계과목 통합과학
성취기준 영역 4-2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S 통합과학(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T
STEAM
E
요소
A 통합사회(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M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므
로,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는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를 통
개발 의도 합사회에서 배우는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과 연결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
등 현상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구성원
으로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수업이 될 것이다.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는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를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과 연결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수업이 될 것이다.
1. 사회 불평등 현상
1) 의미
2) 특징
2. 사회 계층의 양극화
1) 의미
2) 문제점
3. 공간 불평등
1) 의미
2) 원인
3) 문제점
4) 양상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1) 사회적 약자
2) 불평등의 원인
3) 문제점
5. 사회 복지 제도
1) 의미
2) 종류

① 사회 보험
② 공공 부조
③ 사회 서비스
6. 공간 붎여등 완화 방안
7. 적극적 우대 조치
1) 의미
2) 사례
3) 역차별
8.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
1) 우리의 자세
2) 실천 방안
3)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과 연결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강조.
9. 활동하기 (복지 정책에 대해 조사하기)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창의적 설계
※ 공간 불평등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를 보여주고 모둠별로 학생
들이 공간 불평등의 의미와 문
제점 그리고 다양한 양상에 대
해 조사하고 토의
※ 사회 구성원들이 질병, 실업,
빈곤, 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 평등권이 보장된 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
늘날에도 여전히 존
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재하고 있는 다양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
불평등 현상의 원인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을 생각해 볼 수 있
하는 모든 사회적 · 제도적 노
는 기회를 준다.
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탐구하
※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고 모둠활동을 통해 사회 복
창
상
에 해당하는 의미와
지 제도의 종류에는 어떠한
의
황
문제점에 대해 고민
것들이 있을지 고민
적
제
해 보도록 발문
※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지구 시
설
시 ※ 사회적 약자에게 실
스템을
소개하며 지구 시스템
계
질적인 기회의 평등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는 상호
을 보장하기 위해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과
일정한 혜택을 부여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
하는 정책인 적극적
처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
우대 조치의 필요성
평등 현상을 완화하고 정의로
과 사례에 대해 설
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구성
원으로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상호작
용하며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
다는 것을 강조

감성적 체험

※ 야구 경기를 관람하
고 있는 키가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상황
에 빗대어 우리 사회
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현상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
※ 경제 수준이나 사회
적 지위 등에서 열악
한 위치에 있어서 사
회적으로 배려와 보
호의 대상이 되는 개
인 혹인 집단을 접했
던 경험에 대해 생각
해 보도록 하며 사회
적 약자에 대한 자별
의 문제점에 대해 스
스로 탐구
※ 자료를 제공한 후 공
간 불평등의 심각성
에 대해 성찰하고 공
간 불평등 완화 방안
에 대해 탐구
※ 모둠별로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복지 정책
중 한 가지를 정해
그 내용을 조사하고,
이러한 복지 정책의
확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도록
활동을 안내하고 지
도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평등권이 보장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Co

도입
(15 분)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키가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상황에 빗대어 우리 사회
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현상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한다.
ET

학습지 및
교과서

사회적 가치의 희소성과 불평등 현상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1)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
2) 사회 불평등 현상의 특징
Co

사회 계층의 양극화에 해당하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발문한다.
1) 사회 계층의 양극화 의미
2) 사회 계층의 양극화 문제점
Co

공간 불평등에 해당하는 사진자료를 보여주고 모둠별로 학생들이 공간 불평등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다양한 양상에 대해 조사하고 토의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공간 불평등의 의미
2) 공간 불평등의 원인
3) 공간 불평등의 문제점
4) 공간 불평등의 양상
CD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
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 혹인 집단을 접했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별의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사회적 약자
2) 불평등의 원인
전개 3) 문제점
학습지 및
( 40 분)
교과서
CD 사회 구성원들이 질병, 실업, 빈곤, 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
ET

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회적 ·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탐구하고 모둠활
동을 통해 사회 복지 제도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고민하도록 지도한
다.
1) 의미
2) 종류
① 사회 보험
② 공공 부조
③ 사회 서비스
ET 자료를 제공한 후 공간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 성찰하고 공간 불평등 완화 방안
에 대해 탐구하도록 지도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
하는 정책인 적극적 우대 조치의 필요성과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1) 의미
Co

2) 사례
3) 역차별
CD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지구 시스템을 소개하며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 사이에
서는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상호
작용하며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1) 지권과 기권
2) 기관궈 생물권
3) 기권과 수권
4) 지권과 생물권
5) 생물권과 수권
6) 지권과 수권

모둠별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 중 한 가지를 정해 그 내용을 조사하고,
이러한 복지 정책의 확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도록 활동을 안내하고 지도한
다.
예시) 국민연금,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료 급여, 장애인 활동 지
원 등
ET

ET
학습지의 빈칸의 정답을 함께 점검하고 스스로 학습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정리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지 및
( 5 분)
교과서
CD 다음 차시 예고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통합사회
[고등학교] 6-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주제(단원)명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8/15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
할 수 있다.
학습목표

•불평등 현상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 우대 조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성취기준 영역 4-2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S 통합과학(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T
STEAM
E
요소
A 통합사회(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M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므
로,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는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를 통
개발 의도 합사회에서 배우는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과 연결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
등 현상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구성원
으로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서로 상호 작용하며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수업이 될 것이다.
연계과목

통합과학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는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를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과 연결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수업이 될 것이다.
1. 도입
가. 활동: 지구를 구성하는 것들
나. 학습목표 제시
다. 생각열기
2. 개념설명
가. 지구 시스템의 의미
나.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3. 해보기
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나.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에 대해 빙고 게임을 한다.
4. 생각하기.
5. 정리 및 평가
가. 학습 내용 정리
나. 차시 예고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이들이 각
각 독립적으로 존재
하는지, 아니면 다
른 요소들과 상호
작용을 통해 유지되
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창
의
적
설
계

※지구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들
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유지되는지 생각해 보고, 이를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유기적 역할과 상호 관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지구 시스템을 넘어
태양계에서 지구와
달의 관계와 상호
작용을 생각해 보
고,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우리
들 사이에 어떤 상
호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생각해보
고 발표한다.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교수-학습 활동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1. 도입
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의 시스템임을 설명하고, 지구 시스템을 이루
고 있는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2. 활동으로 단원 열기
가. 지구를 구성하는 것들
도입
1) 지구 구성 요소를 붙임쪽지에 적어 칠판에 자유롭게 붙이도록 한다.
(15 분)
2) 모둠별로 기준을 정하여 지구 구성 요소를 분류하게 한다.
3. 학습 목표 제시
가. 지구 시스템이 태양계의 구성 요소이자 그 자체로 수많은 생명체를 포함하
는 시스템임을 추론할 수 있다.
4. 생각 열기
가. 지구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1. 개념 설명
가. 지구 시스템의 의미
1) 지구는 지구를 이루는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임을
설명한다.
나.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1) 지구 시스템은 크게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분됨을 설명한다.
2)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 권의 의미와 범위를 간단히 설명한다.
2. 해 보기
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전개
1)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과 우리나라 제주도의 풍경에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 40 분)
요소를 찾아보게 한다.
2) 우리 주변에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모두 들어 있는 장면을 찾아 그
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3)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표현한 그림을 발표하게 한다.
나.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에 대해 빙고 게임을 한다.
3. 생각하기
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역할과 상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학습
과정

정리 1. 학습 내용 정리: 이번 차시 학습 내용 정리
( 5 분) 2. 차시 예고: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특징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습지 및
교과서

학습지 및
교과서

학습지 및
교과서

중심과목

통합사회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6-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주제(단원)명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6-03]
중심과목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성취기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차시

9/15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
할 수 있다.
학습목표

•불평등 현상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 우대 조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읽기, 쓰기, 말하기
연계과목 영어
성취기준 영역 [10영03-01], [10영04-02], [10영02-03]
S 통합과학(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T
STEAM
E
요소
A 통합사회(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영어(흑인의 불평등 이슈를 영어로 표현하기)
M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우리가 우리 사회의 다양
개발 의도 한 불평등 현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흑인 차별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야 할 것인지를 영어로 표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될 것이다.

1. 현재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시 타오르는 흑인 차별을 다루는 영어 기사를 제공한다.
(‘Another Day’ of Racism and Inequality)
2. 학생들은 영어 기사에서 모르는 어휘들의 뜻을 찾고 그 어휘들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예문을 만들고 발표한다.
3. 그룹활동을 통해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지에 제시한 문법의 형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후 선생님과
함께 문법 내용을 잘 이해하고 풀이하였는지 확인한다.
- “It’s not the virus that discriminates in society. (It is ~ that 강조구문)
4. 그룹활동으로 학습지에 제시된 지문 이해를 위한 질문들을 풀고 흑인 차별 이슈와 관련된 지문을
잘 이해하였는지 함께 확인한다.
(1) Why was Floyd's killing in real time shocking, but not the news?
(2) Why did young say, “Being Black or brown in America and in Britain is a preexisting
condition."?
(3) What did George Floyd, a black man killed by police, and an infectious disease patient
with a respirator say in common?
5. 심화학습을 통해 그룹원들과 다음의 내용을 논의해본다.
(1) Let's talk about the causes of the various inequalities that still exist today when equal
rights are guaranteed.

(2) Explain the need and examples of active preferential treatment, a policy that gives certain
benefits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ensure equality of substantial opportunities.
(3) Let's set one of the welfare policies currently in place and investigate its contents, and
describe your views on the expansion of these welfare policies.
7. 교사평가가 이루어지고 피드백을 나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 Through group activities,
students solve problems
about the form of grammar
presented in the worksheet
provided by the teacher and
check if they understood the
창
상
grammar content well with
※ T provides students 의
황
the teacher.
with an English
적
제
article dealing with 설
시
black discrimination, 계 ※ Students will discuss the
following with group
which is now a hot
members through advanced
issue in the United
learning.
States. (‘Another
Day’ of Racism and
Inequality)
※ T shows students
a film scene that
shows various
aspects of
inequality in
modern society.

STEAM
학습
준거

※ T encourages
students to assume
that they are
experiencing one of
the inequalities and
to share their
feelings and
감
thoughts.
성
적
※ Students find the
체
meanings of
험
vocabulary they do
not know in English
articles and use
them to create and
present examples
using their ideas.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Teacher shows students a film scene that shows various aspects of
inequality in modern society.
Co

도입
(15 분)

학습지 및
Teacher encourages students to assume that they are experiencing one of the 교과서
inequalities and to share their feelings and thoughts.
ET

Teacher provides students with an English article dealing with black
discrimination, which is now a hot issue in the United States.
( (‘Another Day’ of Racism and Inequality)
Co

ET Students find the meanings of vocabulary they do not know in English articles
and
use them to create and present examples using their ideas.
전개
학습지 및
( 40 분)
교과서
CD Through group activities, students solve problems about the form of grammar
presented in the worksheet provided by the teacher and check if they understood
the grammar content well with the teacher.
- “It’s not the virus that discriminates in society. (It is ~ that 강조구문)

Students in a group activity solve the questions presented in the worksheet
to understand the passages and check together to see if they understand the
passages related to the issue of Black discrimination.
(1) Why was Floyd's killing in real time shocking, but not the news?
(2) Why did young say, “Being Black or brown in America and in Britain is a
preexisting condition."?
(3) What did George Floyd, a black man killed by police, and an infectious disease
patient with a respirator say in common?
ET

Students will discuss the following with group members through advanced
learning.
(1) Let's talk about the causes of the various inequalities that still exist today
CD

when equal rights are guaranteed.
(2) Explain the need and examples of active preferential treatment, a policy
that gives certain benefits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ensure equality of
substantial opportunities.
(3) Let's set one of the welfare policies currently in place and investigate its
contents, and describe your views on the expansion of these welfare policies.
ET

Teacher evaluation is done and feedback is shared.

ET
Teacher reviews today's class with the students and instructs them to
정리 reflect on their learning attitudes on their own.
학습지 및
( 5 분)
교과서
CD Teacher wraps up the class with the short remark for the next class.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통합사회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7-03]
[고등학교] 7-3
중심과목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성취기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
를 성찰한다.

주제(단원)명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차시

10/15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문화에서 보편 윤리적 관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 차원에서 타 문화와 자문화

를 성찰함으로써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연계과목 통합과학
성취기준 영역 7-3
S 통합과학(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T
STEAM
E
요소
A 통합사회(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M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의 다양성처럼 우리 사회의 문화도 지역의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식주, 관습과 법 같은 제도, 종교와 도덕에 대한 생각 등이 다양하게 나타
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 교과간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개발 의도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연결하
여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도
록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의 다양성처럼 우리 사회의 문화도 지역의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식주, 관습과 법 같은 제도, 종교와 도덕에 대한 생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
교과간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 다양성
의 감소 원인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연결하여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것의 중요
성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1. 문화의 다양성
1) 의미
2) 필요성 – 통합과학과 연계하여 생물의 다양성 소개
2. 문화 절대주의
1) 자문화 중심주의의 의미
2)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점
3) 문화 사대주의의 의미
4) 문화 사대주의의 문제점
3. 문화 상대주의
1) 의미
2) 필요성
4. 윤리 상주의의
1) 의미
2) 필요성 – 통합과학과 연계하여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소개.
5. 보편윤리
1) 의미
2) 필요성
6. 문화에 대한 보편 윤리적 성찰
7. 활동하기 (역할극을 통해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 성찰)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자문화 중심주의, 문
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관점의 의
미를 설명하며 함께
각 관점의 사례를 제
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각 관점이 갖는
특징과 한계점을 도
출
※ 자기 문화와 다른 문
화에 대한 보편 윤리
적 성찰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서 소개하며
보편 윤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

창
의
적
설
계

창의적 설계
※ 자신이 경험했던 다른 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것
이 있었는지 소개하고 그 문화
를 접하고 든 생각을 발표하기
※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
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고 생
물의 다양성처럼 우리 사회의
문화도 지역의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식주, 관습과 법
같은 제도, 종교와 도덕에 대한
생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 연결지어 설명
※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대해 살
펴본 후,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일지 성찰
※ 모둠별로 하나의 상황을 선택
하여 역할극을 해보고,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진행

※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을 정한 까닭을 생
각해 보고, 세계 여
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대하는 올바
른 태도를 발표하기
※ 문화에 대한 보편 윤
리적 성찰의 필요성
에 대해 생각해 보도
록 하고 이를 바탕으
로 과거 삶의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
록 지도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자신이 경험했던 다른 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소개하
고 그 문화를 접하고 든 생각을 말해 보게 하면서 수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CD

도입
(15 분)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정한 까닭을 생각해 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이야기해 보게 한다.
ET

학습지 및
교과서

Co 문화 다양성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1) 문화 다양성의 의미
2) 문화 다양성의 필요성.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고 생물의 다양성처럼 우리
사회의 문화도 지역의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식주, 관습과 법 같은 제도, 종
교와 도덕에 대한 생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 연결지어 설명한다.
1) 유전적 다양성
전개
학습지 및
2) 종 다양성
( 40 분)
교과서
3) 생태계 다양성
CD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관점의 의미를 설명하며 함께 각
관점의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각 관점이 갖는 특징과 한계점을 도출해
보게 한다.
1) 자문화 중심주의
2) 문화 사대주의
3) 문화 상대주의
Co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1)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와 문제점
2) 윤리 상대주의의 의미와 문제점
Co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대해 살펴본 후, 문화에 대
올바른 관점은 무엇일지 성찰해 보도록 한다.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환경 오염
외래 생물의 도입
불법 포획과 남획

CD

한
1)
2)
3)
4)

Co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보편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서 소개하며
보편 윤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CD 모둠별로 하나의 상황을 선택하여 역할극을 해보고,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1) 자신의 모둠이 선택한 문제상황에 대해 소개
2) 역할극을 한 후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토의 결과
3) 결과를 반영하여 역할극 대본 수정하기

문화에 대한 보편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
로 과거 삶의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T

학습지의 빈칸의 정답을 함께 점검하고 스스로 학습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정리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지 및
( 5 분)
교과서
CD 다음 차시 예고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ET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통합사회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7-03]
[고등학교] 7-3
중심과목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성취기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
를 성찰한다.

주제(단원)명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차시

11/15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문화에서 보편 윤리적 관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 차원에서 타 문화와 자문화

를 성찰함으로써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연계과목 통합과학
성취기준 영역 7-3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S 통합과학(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T
STEAM
E
요소
A 통합사회(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M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의 다양성처럼 우리 사회의 문화도 지역의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식주, 관습과 법 같은 제도, 종교와 도덕에 대한 생각 등이 다양하게 나타
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 교과간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개발 의도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연결하
여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도
록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의 다양성처럼 우리 사회의 문화도 지역의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식주, 관습과 법 같은 제도, 종교와 도덕에 대한 생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
교과간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 다양성
의 감소 원인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연결하여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것의 중요
성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1. 도입
가. 활동: 위기에 처한 바나나
나. 학습목표제시
다. 생각열기
2. 전개
가. 개념설명
나. 종 다양성의 비교
다. 생태계 다양성
3. 정리 및 평가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바나나를 먹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보고 흥미를 유발하
고, 유전적 다양성
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창
의
적
설
계

※ 본인이 경험한 다양한 나라의
문화(음식, 건축, 의상 등)를
이야기 해보고 종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처럼 문화에도 다양
함이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한다.

감성적 체험

※ 우리 나라의 문화
중 점점 잊혀져 사
라져 가고 있는 것
들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사라져
도 되는 것들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학습자료
및 유의점

※ STEAM 학습 준거 표시(
감성적 체험)
1. 활동으로 단원 열기
가. 위기에 처한 바나나
1) 자료를 통해 그로 미셸의 대규모 재배가 중단된 까닭을 설명해 보게 한다.
2) 한 가지 품종의 작물이나 가축만을 대규모로 키울 때의 장점과 단점을 토
도입
학습지 및
의하여 이야기해 보게 한다.
(15 분)
교과서
2. 학습 목표 제시
3. 생각 열기
가.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이 상호 작용 하며 살아가고 생물의 영향으로 생태
계가 변화하고 유지됨을 생각하게 한다.
1. 개념 설명
가. 유전적 다양성
1)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
른 것임을 설명한다.
2)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확
률이 높아 생물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 종 다양성
1)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고르게 서식하는가를 나
타낸 것임을 설명한다.
2) 종 다양성은 생물종의 수가 많고 분포 비율이 고를 때 높다는 것을 설명한
전개
다.
학습지 및
( 40 분) 2. 해보기
교과서
가. 종 다양성의 비교
1) 두 지역의 개체 수를 표에 정리하게 한다.
2) 두 지역 중 종의 풍부도와 균등도가 높아 종 다양성이 더 높은 곳을 고르
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모둠 내에서 이야기해 보게 한다.
3. 개념 설명
가. 생태계 다양성
1) 생태계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라는 것을 설
명한다.
2)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높아지며, 생물의 활동
으로 생태계가 변화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Co

정리 1. 학습 내용 정리
( 5 분) 2. 차시 예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ET

학습지 및
교과서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통합사회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7-03]
[고등학교] 7-3
중심과목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성취기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
를 성찰한다.

주제(단원)명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차시

12/15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문화에서 보편 윤리적 관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 차원에서 타 문화와 자문화

를 성찰함으로써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읽기, 쓰기, 말하기
연계과목 영어
성취기준 영역 [10영03-01], [10영04-02], [10영02-03]
S 통합과학(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T
STEAM
E
요소
A 통합사회(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영어(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을 영어로 표현)
M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연결하여
개발 의도 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인 문화 상대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끼고 영어로
표현하는 수업을 설계한다.
1. 학생에게 문화 상대주의를 다루는 영어 기사를 제공한다.
(Cultural relativism does not mean blind acceptance)
2. 학생들은 영어 기사에서 모르는 어휘들의 뜻을 찾고 그 어휘들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예문을 만들고 발표한다.
3. 그룹활동을 통해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지에 문화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관해 요약하고
선생님과 함께 요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1) Cultural Absolutism
(2) Cultural toadyism
(3) Ethnocentrism
(4) Cultural imperialism
(5) Ultranationalism
4. 그룹활동으로 학습지에 제시된 심화학습에 있는 영어 질문에 답한다.
(1) Describe the meaning and problems of extreme cultural relativism and ethical relativism.
(2) Introduce the need for universal ethical reflection on your culture and other cultures with
examples and explain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universal ethics.
(3) Think about the need for universal ethical reflection on culture and reflect on your past
life attitudes based on it.
5. 친구들 앞에서 문화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발표한다.

7. 동료평가와 교사평가가 이루어지고 피드백을 나눈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창의적 설계
※ Through group activities,
students summarize the
※ Teacher provides
various ways of recognizing
students with an
culture in the worksheet
English article
provided by the teacher and
dealing with
창
check if the summary is well
상
cultural relativism. 의
done with the teacher.
황
적
제
(Cultural relativism 설 ※ Students present answers to
시
does not mean
계
questions about culture in
blind acceptance)
front of the class. Peer
evaluation and teacher
evaluation are conducted and
feedback is shared.

※ Students find the
meaning of
vocabulary they do
not know in
English articles and
use them to create
and present
감
examples using
성
their ideas.
적
체
※ Students answer
험
the English
questions in the
advanced study
presented in the
worksheet as a
group activity.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Teacher provides students with an English article dealing with cultural
relativism.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도입
(15 분)

Students find the meaning of vocabulary they do not know in English
articles and use them to create and present examples using their ideas.
ET

학습지 및
교과서

CD
Through group activities, students summarize the various ways of
recognizing culture in the worksheet provided by the teacher and check if the
summary is well done with the teacher.

(1) Cultural Absolutism
(2) Cultural toadyism
(3) Ethnocentrism
전개 (4) Cultural imperialism
( 40 분) (5) Ultranationalism
ET Students answer the English questions in the advanced study presented in
the worksheet as a group activity.

(1) Describe the meeting and problems of extreme cultural relativism and
ethological relativism.
(2) Introduce the need for universal artistic reflection on your culture and
other cultures with examples and expand the management and qualification of

학습지 및
교과서

universal ethics.
(3) Think about the need for universal mathematical reflection on culture and
reflection on your past life attentions based on it.

Students present answers to questions about culture in front of the class.
Peer evaluation and teacher evaluation are conducted and feedback is shared.
ET

Teacher reviews today's class with the students and instructs them to
정리 reflect on their learning attitudes on their own.
학습지 및
( 5 분)
교과서
CD Teacher wraps up the class with the short remark for the next class.
ET

중심과목

통합사회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9-2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주제(단원)명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9-02]
중심과목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성취기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차시

13/15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분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의 소비 실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성취기준 영역 9-5
S 통합과학(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T
STEAM
E
요소
A 통합사회(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M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예시들을
소개하면서 통합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의미, 필요성을 배우기 때문에 지속
개발 의도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설계된다.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예시들을 소개하면서
통합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의미, 필요성을 배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설계된
다.
연계과목

통합과학

1. 자원의 의미와 특성
1) 자원의 의미
2) 자원의 특성
① 유한성
② 편재성
③ 가변성
2. 자원 문제
1)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2) 자원 소비량 증가에 따른 문제
3)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세계의 주요 갈등 지역
3. 에너지 자원 갈등의 해결 방안
4.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필요성 – 통합과학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과 연계
1) 의미
2) 필요성
3) 목표
5.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결과 제도적 방안
1) 개인적 노력
2) 제도적 방안
3) 국가적 노력
4) 국제적 노력
6. 활동하기 (역할극을 통해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 성찰)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자료를 제공한 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적·국가적
으로 어떤 제도적 노
력을 하고 있는지 모
둠별로 살펴보고 고
민하도록 한다.
※ 모둠별로 발표한 내
용을 종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
적 방안의 예시를 소
개

창
의
적
설
계

창의적 설계
※ 지구의 야경을 찍은 위성 사진
을 보고, 밝게 빛나는 곳과 어
둡고 깜깜한 곳이 어디인지 질
문한다.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을
고려하여 말해 보도록 질문
※ 에너지 자원으로 인한 문제를
탐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토의
※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친환
경 에너지 도시에 적용할 수 있
는 기술의 예시를 보여주며 지
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 고민
※ 모둠별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위한 학급 생활 규
칙을 세우고 발표하도록 지도

※ 플라스틱 사용 문제
를 살펴보고, 이것
이 미래 세대의 삶
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
※ 아프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의 열대림이
왜 파괴되었고, 고릴
라가 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영
상을 보여준 후 그
이유를 질문한다. 이
지역의 내전을 막고
고릴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
표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지구의 야경을 찍은 위성 사진을 보고, 밝게 빛나는 곳과 어둡고 깜깜한 곳이 어
디인지 질문한다.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을 고려하여 말
도입 해 보도록 질문한다.
학습지 및
(15 분)
교과서
ET 플라스틱 사용 문제를 살펴보고, 이것이 미래 세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보도록
CD

한다.
자원의 의미, 에너지 자원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한다.
1) 자원의 의미
2) 자원의 특성
① 유한성
② 편재성
③ 가변성
Co

Co

자원의 분포와 소비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1)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전개
( 40 분) 2) 자원 소비량 증가에 따른 문제
① 기후 변화
② 자원 고갈
3)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세계의 주요 갈등 지역
CD

에너지 자원으로 인한 문제를 탐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토의하도록 한다.

ET

아프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의 열대림이 왜 파괴되었고, 고릴라가 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영상을 보여준 후 그 이유를 질문한다. 이 지역의 내전을 막고 고릴

학습지 및
교과서

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발달 과정을 설명한다.
1) 의미
2) 필요성
3) 목표
Co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예시를 보
여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도록 한다.
1) 교통 체계를 대중 교통 중심으로 구축하여 자전거, 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 가
능
2) 건물의 환기구를 통해 실내외의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난방 기구 없이 실내 온
도를 조절 가능.
3) 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빗물의 일부를 저장하였다가 재활용하는 옥상 조경을
구성하거나 지하수를 모을 수 있도록 빗물이 쉽게 지하에 스며들게 하는 배수 시
스템을 구축
CD

자료를 제공한 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적·국가적으로 어떤 제도적 노력
을 하고 있는지 모둠별로 살펴보고 고민하도록 한다.
Co

모둠별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급 생활 규칙을 세우고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1)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2) 학급 생활 규칙 세우기
CD

Co

적
1)
2)
3)
4)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
방안의 예시를 소개한다.
개인적 노력
제도적 방안
국가적 노력
국제적 노력

학습지의 빈칸의 정답을 함께 점검하고 스스로 학습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정리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지 및
( 5 분)
교과서
CD 다음 차시 예고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ET

중심과목

통합사회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9-2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주제(단원)명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9-02]
중심과목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성취기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차시

14/15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분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의 소비 실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성취기준 영역 9-5.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통합과학

S 통합과학(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STEAM
요소

T
E
A 통합사회(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M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예시들을
소개하면서 통합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의미, 필요성을 배우기 때문에 지속
개발 의도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설계된다.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예시들을 소개하면서
통합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의미, 필요성을 배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설계된
다.
1. 도입
가. 학습목표제시
나. 생각열기
2. 전개
가. 탐구: 물의 전기 분해와 연료 전지
나. 개념설명: 수소 연료 전지
3. 탐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설계
4. 정리 및 평가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친환경 에너지 도시
를 설계하는데 필요
한 것들에 대해 생
각해 보게한다.
※ 화석 연료의 유한성
과 지구 온난화 문
제를 연결지어 생각
해 보고 신재생 에
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창의적 설계

창
의
적
설
계

※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특히 에너지 자원과 세계 기
후 변화 협약을 찾아보고 지
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조별 토의를 실시한다.

감성적 체험

※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잠기고 있는 진 찰
스 섬의 이야기, 명
종해 가고 있는 다
양한 동식물의 예를
영상을 통해 보고
왜 지속 가능한 개
발이 필요한지 이야
기 해본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1. 학습 목표 제시
도입 2. 생각 열기
학습지 및
(15 분)
가. 연료 전지가 무엇인지 설명한 후, 연료 전지에서 어떻게 전기가 생성될지 생 교과서
각해 보게 한다.

1. 탐구
가. 물의 전기 분해와 연료 전지
1) 백탄 2 개의 위쪽을 알루미늄박으로 감싸 전극을 만들게 한다.
2)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백탄 전극을 담근 후, 건전지를 연결하여 물을 전
기 분해 한다.
3) 10 분 정도 지난 후 건전지를 떼어 내고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여 불이
켜지는지 관찰하게 한다.
4) 물의 전기 분해 과정에서 (+)극과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생
각해 보게 한다.
5)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게 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설명
해 보게 한다.
6) 수소 연료 전지의 에너지 전환 단계를 토의해 보게 한다.
7)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를 설명해 보게 한다.
2. 개념 설명
가. 수소 연료 전지
1) 수소 연료 전지의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및 전자의 이동을 설명
전개
학습지 및
하여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를 이해하게 한다.
( 40 분)
교과서
2) 수소 연료 전지의 장점을 화력 발전과 비교하여 알게 한다.
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설계
1) 교과서에 제시된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적용된 기술과 정책을 에너지 공급
방법, 건물 관리, 교통 정책,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항목
으로 정리해 보게 한다.
2)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친
환경 에너지 도시를 설계해 보게 한다. 이때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토의하게 한 후 자신이 사는 지역을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설계해 보게 한
다.
•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할까?
• 건물은 어떻게 지을까?
• 교통 정책은 어떻게 세울까?
• 이산화 탄소 배출은 어떻게 줄일까?
3) 모둠별로 설계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의 특징을 발표해 보게 한다.
4)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서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였는지 정리해 보게 한다.
정리 1. 학습 내용 정리
( 5 분) 2. 차시 예고: 중 단원 평가

학습지 및
교과서

중심과목

통합사회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9-2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사09-02]
중심과목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성취기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주제(단원)명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차시

15/15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분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의 소비 실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학년] 읽기, 쓰기, 말하기
성취기준 영역 [10영03-01], [10영04-02], [10영02-03]
S 통합과학(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의 발전)
T 통합과학(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
STEAM E
통합사회(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요소
A
영어(친환경적인 도시들의 전략을 영어로 표현하기)
M
통합사회 수업에서 배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의 나라와 도시들이 어떤 노력
개발 의도 을 하고 있는지 영어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 나라와 도시는 어떠한 노력을 통해 지
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지 영어로 표현하는 기회를 갖는다.
연계과목

영어

통합사회에서 나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목표, 의미, 필요성)에 대해 영어 기사를 통한 배경지
식을 쌓고,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설계된다.
1.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와 도시들을 다루는 영어 기사를 제공한다.
(EUROPE’S TOP 5 ECO-FRIENDLY CITIES FOR WORKERS)
2. 학생들은 영어 기사에서 모르는 어휘들의 뜻을 찾고 그 어휘들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예문을 만들고 발표한다.
3. 그룹활동을 통해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지에 유럽의 친환경적 도시들의 전략에 관해 요약하고
선생님과 함께 요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4. 학습지에 제시된 심화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광주의 시장이라면
어떤 친환경적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계획한다.
5. 선도국가 및 도시로서 외국에 자신의 친환경적 정책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영어
발표(최소 3 분)를 준비한다.
6.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친환경적 정책을 발표한다.
7. 동료평가와 교사평가가 이루어지고 피드백을 나눈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 Students are
presented with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video and
상
English articles.
황
제 ※ Provided English
시
articles covering
countries and
cities striv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창의적 설계
※ Students plan what
eco-friendly policies they will
implement if they are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mayor of
창
Gwangju.
의
적
※ Students prepare an English
설
presentation (at least three
계
minutes) assuming that as a
leading country and city, one
must introduce one's
eco-friendly policies to foreign
countries.

※ Students look for
the meanings of
vocabulary they do
not know in
English articles and
use them to create
and present
감
examples using
성
their ideas.
적
체
※ Students summarise 험
the strategies of
eco-friendly cities in
Europe in the study
paper provided by
teachers through
group activities.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Teacher plays a video that presents environmental problems in modern
society.
Co

도입
(15 분)

Teacher allows students to present their opinions on the prospects for
future society based on the video. (At this time, it is presented to PPT to use
English expressions used to express opinions. e.g. In my opinion, What if...?,
How about if...?, etc)
ET

PPT,
학습지,
교과서

Teacher provides an English article dealing with the countries and cities that
are striv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UROPE’S TOP 5 ECO-FRIENDLY CITIES FOR WORKERS)
Co

Students find the meaning of vocabulary they do not know in English articles
and use them to create and present examples using their ideas.
ET

Through group activities, students summarize the strategies of eco-friendly
cities in Europe in the worksheet provided by the teacher and check with the
전개
학습지 및
teacher to see if the summary is well done.
( 40 분)
교과서
ET

Through the advanced learning presented in the worksheet, students plan
what eco-friendly policies they will implement if they are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mayor of Gwangju.
CD

Students prepare for an English presentation (at least three minutes) assuming
that they are required to introduce their eco-friendly policies to foreign countries
as leading countries and cities.
CD

ET

Students present their eco-friendly policies in front of their friends. Peer

evaluation and teacher evaluation are conducted and feedback is shared.
Teacher reviews today's class with the students and instructs them to
정리 reflect on their learning attitudes on their own.
학습지 및
( 5 분)
교과서
CD Teacher wraps up the class with the short remark for the next class.
ET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15 (통합사회)

차시

1/15 (통합사회)

차시

1/15 (통합사회)

차시

1/15 (통합사회)

차시

2/15 (통합과학)

차시

2/15 (통합과학)

차시

2/15 (통합과학)

차시

3/15 (영어)

차시

3/15 (영어)

차시

4/15 (통합사회)

차시

4/15 (통합사회)

차시

4/15 (통합사회)

차시

5/15 (통합과학)

차시

5/15 (통합과학)

차시

5/15 (통합과학)

차시

6/15 (영어)

차시

6/15 (영어)

차시

7/15 (통합사회)

차시

7/15 (통합사회)

차시

7/15 (통합사회)

차시

8/15 (통합과학)

차시

8/15 (통합과학)

차시

8/15 (통합과학)

차시

8/15 (통합과학)

차시

9/15 (영어)

차시

9/15 (영어)

차시

9/15 (영어)

차시

10/15 (통합사회)

차시

10/15 (통합사회)

차시

10/15 (통합사회)

차시

10/15 (통합사회)

차시

11/15 (통합과학)

차시

11/15 (통합과학)

차시

11/15 (통합과학)

차시

12/15 (영어)

차시

12/15 (영어)

차시

12/15 (영어)

차시

12/15 (영어)

차시

13/15 (통합사회)

차시

13/15 (통합사회)

차시

13/15 (통합사회)

차시

14/15 (통합과학)

차시

14/15 (통합과학)

차시

15/15 (영어)

차시

15/15 (영어)

차시

15/15 (영어)

차시

15/15 (영어)

5. 교사자료
1/15 (통합사회)

차시

대중들과 교양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잘 사는 것’과 ‘잘 행위하는 것’을
‘행복하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대중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동일한 답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 사정에 따
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병 들었을 때는 건강을, 가난할 때는 부(富)
를 행복이라고 하니까. …… 따라서 만일 행위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 있다면,
이것이 행위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좋음’일 것이며, 만약 목적이 하나 이상이라면 이것들이 행위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좋음’들일 것이다. ……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행복은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행복이 탁
월성에 따르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최고의 탁월성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최고의 탁
월성은 최선의 것에 대한 탁월성이다. 이것이 지성이건 혹은 다른 어떤 것이건, 이것은 본성상 우리
를 지배하고 이끌며, 고귀하고 신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 자체가
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신적인 것이든, 자신의 고유한 탁월성에 따
르는 이것의 활동이 완전한 행복일 것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비결은 무엇일까? 높은 복
지 수준이나 교육 혜택은 물론, 편안하고 안락한 라이프 스타일과 이를 향유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북유럽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등의 혜택을 준다. 북
유럽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부모에게서 독립하는데, 이때 국가는 주택 임대보조금
을 지원해 준다.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부모 모두에게 넉넉한 유급 휴가를 주고, 양육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여성들은 일과 가정 모두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
로 국가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한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획일화된 하나의 기준이나 선에 나를 맞추지 않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
며 살아가는 북유럽 사람들의 태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즐기는 따뜻한 분위기 혹은 일상의 소박함을 즐겁게 누리는 행위’를 뜻하는 덴마크의 ‘휘
게(Hygge)’, 스웨덴의 ‘피카(Fika)’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그것이다.

자료출처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조선일보, 201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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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모브와 호일은 각각 빅뱅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이 옳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벌였다. 두사
람 사이에 벌어진 우주론 논쟁은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지만, 어느 우주론이 옳은
가는 관측을 통해서 판별할 수밖에 없었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상태 우주론은 서로 전혀 다른 예측을 하고 있었다. 정상상태 우주론에서는 새
로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만들어지며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은하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따
라서 초기 은하는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게 된다. 하지만 빅뱅 우주론에서는 전체 우주가 동시에 창
조되었고 모든 것은 비슷한 방법으로 진화해왔다고 주장한다. 모든 은하는 초기은하였던 시기가 있
었지만, 현재는 모두 성숙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초기 은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먼 곳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먼 은하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가모브와 호일이 활발한 논쟁을 벌이던 1940년대 말~1950년대 초의 관측 장비와 기술로는 초기
은하와 성숙한 은하를 구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로써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이었다.
다음 표는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사실에 기초하여 두 가지 우주론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두 이
론은 실제의 우주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었지만, 어느 쪽도 과학자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었다. 정상상태 우주론은 증명하거나 부정할 관측 사실이 없었던 반면 빅뱅
우주론은 우열이 확실히 갈렸다. 어떤 사실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나타났
다. 이 때문에 천문학자들 사이에는 빅뱅우주론 보다는 정상우주론이 무리 없는 듯이 비치기도 했다.
빅뱅우주론 앞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러 개 놓여있었다.

자료출처

우주론 논쟁
- 팽창하는 우주 (물리산책, 김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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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y 1997, at a star party, teenage amateur astronomer Leo Biederman discovers an unusual
object. He sends a picture to astronomer Dr. Marcus Wolf, who realizes it is a comet on
collision course with Earth. Wolf dies in a car crash while racing to raise the alarm.
A year later, journalist Jenny Lerner investigates Secretary of the Treasury Alan Rittenhouse over
his connection with "Ellie", whom she supposes to be a mistress. She is abducted by the FBI to
meet President Tom Beck, who persuades her to sit on the story for 48 hours in return for a
prominent role in the press conference he will arrange. She subsequently discovers that "Ellie" is
actually the acronym "E.L.E.", for "extinction-level event". Two days later, Beck announces that the
comet Wolf-Biederman is headed for Earth and could cause humanity's extinction. He reveals
that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ve been constructing the "Messiah" in orbit, a spacecraft to
transport a team to alter the comet's path with nuclear bombs.
While rigging nuclear bombs on the comet one astronaut is blinded and another flung into
space. The ship is damaged by the blast and loses contact with Earth. Beck announces the
mission's failure, the bombs split the comet into a larger (Wolf) and a smaller (Biederman) piece,
both still headed for Earth. Martial law is imposed and a lottery selects 800,000 Americans to
join 200,000 pre-selected individuals in underground shelters. Lerner and the Biederman family
are pre-selected, but Leo's girlfriend Sarah and her family are not. Leo marries Sarah in a vain
attempt to save her family, and Sarah refuses to go to the shelter without them.
A last-ditch effort to deflect the comets with ICBMs fails. Leo eschews his safety to find Sarah
and takes her and her baby brother to high ground. Lerner gives up her evacuation helicopter
seat to her friend Beth and her young daughter, reconciling with her estranged father on the
beach. Comet Biederman creates a megatsunami that destroys much of the Ea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Leo, Sarah, and her baby brother survive on the Appalachian Mountains.
The crew of Messiah decide to obliterate Wolf by undertaking a suicide mission. After saying
goodbye to their loved ones, they fly the ship directly into a deep crevasse and use their
remaining nuclear warheads to blow Wolf into smaller pieces that burn up harmlessly in Earth's
atmosphere.
After the waters recede, President Beck speaks to a large crowd at the damaged United States
Capitol, encouraging them to remember those lost as they begin to rebuild.

자료출처

위키피디아. 유투브 https://youtu.be/vQWmd8RE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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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은 문자 그대로 인간을 자연·우주·존재의 중심에 두는 세계관이다. 적어도 인
간 자신에게 있어서 인간은 자연과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주체라는 점에서
자연과 우주의 중심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은 인간과 자
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자연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더 윤택하고 행복
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나 베이컨 등은 모든 존재를 정신과 물질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은 정신 혹은 영혼이 없는 단순한 물질로,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한편, 더 나아가 극단적인 인간 중심
주의 자연관은 인간을 자연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연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
여겨 자연을 임의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런 이유로 도구적 자연관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성을 지닌 인간이 이성이 없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아퀴나스는 “신의 섭
리에 따라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은 오늘날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기도
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자
연의 파괴를 가져왔다.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 소비 수준의 급상승 등은 자연의 자정 작용의 범위를
넘어서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의 멸종, 사막화 등을 초래함으로써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위기는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용한 결과이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연에 대
한 그릇된 가치관과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은 살아 있는 동·식물은 물론, 바위, 강, 광물들을 포함하는 무생물, 즉 지구 환
경 전체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도덕적 배려(또는 고려)
의 범위를 가장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생태 중심주의는 근대 서양의 이분법적인 관점처럼 인간
을 자연과 엄격하게 분리·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알도 레오폴드는 『모래 군의 열두 달』에서 대지 그 자체를 도덕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윤리,
즉 대지 윤리를 주장한다. 그는 대지가 정복자인 인간을 위한 노예이자 하인이라는 사고가 하나의
몽상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이 토양과 물, 동식물 등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평
범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때 ‘대지 윤리’가 비로소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공동체
란 지역성에 기초한 배타적인 인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같은 가치와 규범을 지
닌 문화 양식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 집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에게 ‘(생명)공동체’란 곧 대지이며,
인간은 이 대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평범한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가질 뿐이다. 이 점이 바로 그의
윤리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전통적인 ‘인간의 윤리’를 넘어 생태계 그 자체를 도덕적 배
려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생태 중심주의적 윤리가 되게 한다. 한편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세계관에
대해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심층 생태론은 서구 선진국 중심의 환경 운동이 피상적
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실천 운동을 지향한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
다고 보고 자연과 동식물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반대한다. 이러한 심층 생태론은 전일적 관점에 기
초한 ‘생명 중심적 평등’, 즉 생명 공동체의 선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경 파시즘 또는 인간 혐오주의
로 비춰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료출처

문종길, 『더 좋은 삶을 위한 도덕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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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을 모방하며 살아왔다. 새의 날개를
모방한 비행기, 민들레 씨를 모방한 낙하산, 엉겅퀴의 갈고리를 흉내 낸 벨크로(찍찍이) 등 인간이 만
들어 낸 물건의 대부분은 자연을 모방하여 탄생하였다.
즉, 자연 속에는 인간이 알아차리기 훨씬 오래전부터 각종 첨단 과학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을
모방하여 과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셈이다.
자연을 모방하는 과학에서 두드러지는 분야는 로봇 공학이다. 그동안 '로봇' 하면 주로 인간을 모델
로 만들어 왔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지능과 움직임을 표현하기에는 아직 로봇 공학 기술
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 곤충을 모방하여, 곤충의 단순한 움직임을 로봇에
적용시키는 '곤충 로봇 공학'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다. 곤충 로봇 공학의 등장은 공
학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파리를 모방하여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주변을 감시하는 로봇이 있는가 하면, 애벌레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건물 폭발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로봇도 있다. 또한, 지렁이와 자벌레의 움직임을 이용
하여 미끌미끌한 내장을 누비며 몸속을 진단하는 내시경 로봇이 있다. 이 로봇들이 곤충 로봇 공학
의 대표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곤충은 자연에 가장 잘 적응하여 진화한 동물이다. 이들은 달리고, 기어오르고, 날아다니는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모방하여 로
봇으로 만든다면 특정한 일을 잘 하는 로봇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생체 모방 공학 (상위5%로 가는 생물교실3, 2008. 7. 10., 신학수, 이복영, 백승용, 구자옥,
김창호, 김용완, 김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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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Myths Meet Science
p.132
Have you ever wondered why this plant or that animal behaves in an unusual way?
Nature is full of wonders and mysterious things. Let’s look at some old myths and
modern scientific accounts for two wonders of nature.
The Baobab Tree
If you go to South Africa or Madagascar, you can see huge and strange-looking trees
called baobabs. Known as ‘upside-down trees,’ their branches look like their roots are
spreading towards the sky. Why do you think the baobab has this unique shape?
The Danger of Jealousy (An African Myth)
When the gods created the world, the baobab was among the first trees to appear on
the land. Next came the graceful palm tree. When the baobab saw the palm tree, it
said to the gods, “Can I grow taller?” Then the beautiful flame tree appeared with its
red flowers and the baobab complained, “Why can’t I have beautiful blossoms like the
flame tree?” When the baobab saw the magnificent fig tree and its fruit, it became
jealous. So the baobab asked the gods if it could have sweet fruit as well. When the
gods heard these complaints, they became very angry with the tree and pulled it up by
its roots. Then they replanted it upside down to keep it quiet. After that, the
magnificent tree only grew leaves once a year. The rest of the year, the roots seemed
to grow towards the sky.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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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4
The Hummingbird
Have you ever seen a tiny bird feeding at a flower? That’s a hummingbird. How can
this bird hover in the air like a bee? How come it has such beautiful feathers, and why
do its feet look so weak?
Even the Smallest Creature Has Unique Gifts (A Mayan Myth)
In the beginning, the great god had a few small leftover pieces after making all of the
other birds. He did not want to waste any pieces, so he used the leftovers to create a
hummingbird. The great god said, “I want to make sure the hummingbird can fly well
since it is so small. So I will give it the ability to fly forward, backward, and even to
stay in just one place.” He liked this little bird so much that he made a mate for it
and invited all of the other animals to their wedding. Everything about the wedding
was beautiful, except for the hummingbirds, who only had plain gray feathers. The
other birds felt sorry for them and said to each other, “Let’s offer some of our
beautiful feathers to decorate the couple for their wedding.” So the hummingbirds
received many beautiful feathers. The sun also promised that their feathers would shine
beautifully as long as the hummingbird looked toward the sun.
Amazing Abilities of the Hummingbird (A Scientific Explanation)
Hummingbirds are the smallest bird in the world. These birds are easily recognized due
to their special hovering movement and colorful feathers. They flap their wings so fast
that they make a humming noise, which is why they are called hummingbirds. Scientists
have found that hummingbirds have unique, fast wing strokes, which allow them to fly
forward, backward, sideways, and even to stop in midair. Although they are small, they
can fly up to 54 kilometers per hour. They are also talented at staying in one place
like a bee. How is this possible? They can flap their wings in a figure-8 pattern, which
enables them to hover. As they hover, they use their long tongues to take sweet liquid
from flowers. Their one weakness is their feet. Because they fly so much, they have
poorly developed feet, which cannot be used to walk.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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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성장 이론에 따른 방식으로 개발의 주체 또는 계획 입안의 측면에서 보면 상향식 개발 방법에
해당된다. 상향식 개발은 개발 계획을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와 참여
를 기초로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개발이라고도 한다. 균형 개발 방식은 경제
활동 기반이 미약한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식생활과 주택 및 지역 사회의 서비스 공급
등을 포함하는 주민 생활의 기본 수요를 직접 충족시켜 주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줄여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개발 방식이다. 균형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하며, 성장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역의 실질 성장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하는 개발 방식이다. 하지만 개발 도상국에서도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균형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균형 개발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및 식생활과 주택 및 지역 사회의 서
비스 공급 등을 포함하는 주민 생활의 기본 수요를 중시하는 지역 생활권 중심의 개발 방식으로, 지
역의 특성을 살리는 자생적 잠재력의 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구조 개선
사업에 치중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된 성장과 조화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개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자
본과 기술이 부족할 경우에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고,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7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국
비 64억 원을 포함해 총 91억 5,000만 원을 관련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농촌 중
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옐로우시티 오감 힐링 향기 정원 마을 가꾸기 사업, 긍정의
컬러 마케팅 노란 예술 마을 감성 여행 사업, 역량 강화 사업 등 총 5개 분야이다. 이번에 선정된 5
개 사업은 내년부터 2~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규모가 가장 큰 장성읍 청운동 ‘농촌 중심
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 테마를 살려 농촌 지역 읍 소재지의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장성읍의 중심인 청운동이 지역 생활권 중심 지역으로 역할하도록
집중 개발할 예정이며,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 시설을 조성해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
업이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에 30세대 규모의 신규 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마을 정비 조합에서 부담
하는 10억 원을 포함 총 22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장성군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자료출처

한림학사, 『통합 논술 개념어 사전』
뉴시스,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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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지구시스템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4권역(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지구라 하면, 단단한 암석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체지구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구를
이루는 것은 고체지구뿐만 아니라 고체지구를 감싸는 바다와 대기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
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는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의 4권역으로 나뉜다(그림 1).
우리가 지구를 연구하는 중요한 연구 목적 중 하나는 긴 지질시대를 통하여 이들 4권역 사이의 흐름
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밝히는 일이다. 그래서 요즈음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이 4권역의 역동적인
관계를 일컬어 지구시스템(earth system)이라고 부른다.
지권(地圈 geosphere)은 우리가 고체지구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지구 무게의 대부분(99.9%)을 차지
한다. 겉 부분은 우리가 딛고 있는 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암석으로 이루어지며, 지하 깊은 곳은 밀
도가 높은 물질로 채워져 있다. 지권은 층상구조를 이루며, 겉으로부터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나
뉜다.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겉 부분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板)으로 나뉘는데, 이 판
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지권의 모습을 바꾸어 간다.
수권(水圈 hydrosphere)은 물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바다, 호수, 강 그리고 지하수와 빙하를 포함한
다. 물의 대부분은 해양(수권의 97.25%)에 들어있다. 그 다음으로 물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은 빙
하(2.05%)이며, 지하수의 양(0.68%)도 적지 않다. 반면,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강이
나 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합해도 0.01%에 불과하다. 그런데 물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인다. 바다와 육지에서 증발하여 구름을 이룬 물은 비와 눈이 되어 다시 바다와 육지
로 떨어진다. 육지에 떨어진 비와 눈은 강물을 이루어 바다로 되돌아가거나 땅 밑으로 스며들어 지
하수가 되기도 하고, 극지방에서는 빙하를 이루기도 한다. 이처럼 물은 지구 곳곳을 끊임없이 돌고
돈다. 이 과정에서 물은 지표면을 깎고 다듬어 지구의 모습을 바꾸어간다.
기권(氣圈 atmosphere)은 고체지구와 바다를 감싸는 부분으로 지표면으로부터 약 500km 상공까지
의 구간을 말하며, 온도의 특성에 따라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된다. 대기의 주 구성성
분은 질소(78%), 산소(21%)이며, 나머지 기체는 모두 합해도 1%밖에 안 된다. 양은 적지만, 이 나머
지 기체들이 지구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크다. 특히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은 온실
기체로 지구의 기온을 올리고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구의 대기는 적당량의 태양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오도록 조절하며, 오존층을 형성하여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운 광선을 막음으로써 생
물이 안정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대기는 지구를 외계의 해로운 물질로부
터 막아주는 보호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권(生物圈 biosphere)은 생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지구의 가장 특별한 점의 하나
는 다양한 생물의 존재이다. 지구의 생물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질대사를 하
고 자손을 번식하기 때문인데, 이 에너지는 주로 태양에서 얻는다. 식물은 광합성 활동에 의하여 에
너지를 만들고, 동물은 식물을 섭취하거나 다른 동물을 먹어 에너지를 얻으며, 균류는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이처럼 생물은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을 통하여 복잡한 생물계를 형성하
였다.

자료출처

지구시스템 [Earth system] (지질학백과)

차시

9/15 (영어)

‘Another Day’ of Racism and Inequality
‘How America was built’
“The sight of Floyd being killed in real time is shocking. But news of it isn’t. His death at the hands of
police doesn’t contradict what we think and know about relations between African Americans and the
police but confirms them.
“We know this because it has historical precedent. We know this because we've seen it happen again and
again. We know this because this is not just how America works, it is on some levels how America was
built.
“The interaction in Central Park, on the other hand, is in many ways more challenging. In America’s racial
morality play the brutal white officer with a badge using disproportionate and deadly force on an unarmed
Black man is a familiar character.
“But the Upper West Side female dog walker wearing a mask and using the appropriate racial terminology
fits less easily into the cartoonish and crude understanding of how American racism operates.”
They operate not separately but in concert, Younge said. “The dog walker’s threat makes no sense without
the promise of a policeman’s violence. His violence wouldn’t be possible without the tacit endorsement of
those like her.”
The season of rebellion
And, so, once again, summer is the season of rebellion in America, the same season when Watts, Newark
and Detroit erupted in violence in the 1960s, sparked by callous policing, Younge said.
The summer of 2020 comes with a pandemic that lays bare another injustice: that while anybody can die
from COVID-19, “some people were more likely to die from it than others,” namely Black Americans and
Chicanos.
“These deaths are the collateral damage of racism, the indirect consequence of decades of exclusion that
have corralled minorities into the kind of jobs, housing and health situations that would make us
particularly vulnerable,” said Younge, who is Black.
On either side of the Atlantic, he said, “this is what systemic discrimination looks like — not isolated
incidents but a range of processes built on presumption, assumption, confidence, ignorance and
exclusionary institutional, personal and professional networks all buttressed by the dead weight of privilege.”
“We are not dying disproportionately because we are Black and brown. We are dying disproportionately
because being Black and brown has made us poor. Race is a construct. ...
“It’s not the virus that discriminates in society. COVID is deadly for everybody. But inequality has laid out
the conditions for it to kill Black and brown people disproportionately. Being Black or brown in America
and in Britain is a preexisting condition.”
Younge ended by pointing out “the connective tissue between the most brazen forms of state violence and
the most banal manifestations of inequality” — George Floyd dying under the weight of a police officer’s
knee on his neck, and the tribulations of an ailing pandemic patient on a ventilator. “In both cases, the
appeal to get off our necks comes with the plaintive words: I can’t breathe.”

자료출처

https://www.ucdavis.edu/news/another-day-racism-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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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문화 상대주의는 지역이나 나라 또는 인종에 따라 인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그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평가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인 것이
다. 문화 상대주의는 특정 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
고 평가하려는 문화 인류학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즉 문화는 저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다른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란 차이가 있을 뿐이며
우열이나 장단점에 의해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올
바른 이해, 국제 간 상호 이해와 협조, 전통문화 발전에 공헌한다. 자문화 중심주의란 다른 문화에
편견적이며, 자신의 문화를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과신한 나머지 다른 문
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타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수적 성격을 갖게 된다. 물론 자기 문화의 우월성에 자부심을 가지므로
집단 결속력이 강화되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자신들의 문화 관점에서 타
문화를 평가하려는 국수주의적 성격에 의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문화 사대
주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가장 좋은 것으로 동경하고 숭상하여 자기 문화를 업신여기는 태도이다.
우리 문화 속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동경하는 사대주의적 요소가 없는지 경계할 필요는
있다.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보다 다른 문화를 더 동경하는 태도이므로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하
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중국을 무비판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식민지 국가들이 유럽
의 서구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등이 이러한 예이다.
과연 문화는 집단과 시대에 따라 모두 상대적인가? 그렇다면 개인의 자율성과 창조성은 어찌되며,
법의 보편적 정당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모든 문화가 각기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우리가 전혀 일반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
생한다. 가령 우리는 한 국가의 관습 속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수장시키는 제도나, 인간의 존
엄성을 해치는 비합리적인 신분 제도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모든 문화는 그것이 존
재하는 것만으로 정당화되며, 따라서 보편적 윤리관과 가치관은 그 설자리를 잃게 되고 윤리의 상대
주의에 빠지게 된다. …… 이와 같이 극단적인 상대주의는 실제로 그 정당성을 견지하기가 어렵다. 비
록 문화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인권 선언을 받아들이고, 비윤리적 관습과 제도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
니라 기존 문화에 대한 불만은 문화 창조의 선행 조건인데, 보편적인 이상과 가치를 전제하지 않을
때 전통에 대한 거부나 비판도 생겨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 보편주의나 문화 상대주의 모두
나름대로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
성 가운데 그 어느 하나를 무시하고는 올바른 문화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면을 모
두 존중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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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현, 『문화 정책론』
김종헌, 『문화 해석과 문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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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종의 빈도와 다양성을 의미. 일반적으로 종수-개체수의 관계로부터 본 군집구조의 복잡
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이용되며, 서로 다른 각각의 군집에서 같은 수의 개체수를 갖는 작은 표본
(sample)을 임의로 취하였을 경우, 표본(sample)에 포함되는 종수가 많은 군집은 종수가 적은 군집에
비해서 복잡(다양)하다고 본다. 지리적 분포범위 안에서의 종의 다양함을 설명하며, 종 풍부도를 추정
하거나 서로 다른 종과의 관계에 의하여 종다양성을 측정(종수가 같을 경우 비슷한 유연관계를 지닌
종이 많은 곳보다 적은 곳의 다양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종의 다양성은 30억년에 걸친
생물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왔었다. 생물계는 동물과 식물로 대별되었으나 현재에는 동물계, 식물
계, 균계(버섯 . 곰팡이류), 원생생물계(아메바류), 원핵생물계(세균류) 등 5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
이다. 과학적으로 분류 기재된 종은 약 1백40만종으로 그 중 1백만종이 동물계(곤충이 75만종을 차
지), 25만종이 식물계에 속한다. 척추동물은 약 5만종이 기재되어 있다. 척추동물에 비하여 무척추동
물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척추동물 중에는 어류에서 특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특히 열대의 생물계는 온대에 비하여 매우 다양하다. 종의 다양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종보다
하위수준, 아류종이나 개체군 수준에서의 유전적 다양성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종 그 자체도 안정성
을 잃고 쇠퇴하게 되다. '녹색혁명'이 재래의 다양한 품종을 획일적인 것으로 바꿔 놓음에 따라 작물
의 유전적 다양성을 파괴한 것 또한 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캐번디시(Cavendish)’라는 한 품종인데, 처음부터 이 품종이었던 것은
아니다. 1950년대까지는 ‘그로 미셸(Gros Michel)’이라는 품종이 주를 이뤘다. 이 품종은 맛과 향이
진하고 껍질이 두꺼워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단 점 덕분에 상품가치가 높았다. 하지만 파나마병이 유
행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파나마병은 푸사륨(fusarium) 속 곰팡이가 물과 흙을 통해 바나나 뿌리에 감염되는 병으로, ‘바나나
암’이라 불릴 만큼 바나나에게는 치명적인 병이다. 1903년 파나마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 병에 걸
리면 잎이 갈색으로 변한 후 말라죽게 된다. 그로 미셸은 이 병에 저항성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바
나나 농장들은 바나나가 집단 폐사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결국 1960년대 그로 미셸은 생산이 중
단됐다.
하지만 인류는 바나나를 포기하지 못했다. 결국 1960년대 중반, 파나마병에 잘 견디는 ‘캐번디시’
품종을 간신히 찾아냈다. 그로 미셸보다 크기가 작고 맛과 향도 떨어졌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
었다. 이후 그로 미셸 품종은 사라지고 캐번디시 품종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1980년대 대만에서 캐번디시 품종이 파나마병 증상으로 말라죽기 시작했다. 분명 캐번디시 품종은
파나마병에 내성이 있는 종이었지만, 변종 파나마병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대만에
서 재배되던 캐번디시 70%가 사멸했다.
현재까지 파나마병의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아 바나나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도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변종 파나마병은 대만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 호주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번지
고 있다. 이로써 단 한 종뿐인 식용 바나나 캐번디시 역시 멸종 위험에 노출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빠졌다고?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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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양성 [Species Diversity] [네이버 지식백과]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빠졌다고?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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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relativism does not mean blind acceptance
Cultural relativism is the concept that no culture should be ranked or compared to another. Not only is
cultural relativism a solid term to flex in intellectual conversation with other students, it is a highly
contested concept in social, international, and interpersonal politics today.
Respecting the ideas and values of cultures that differ from our own is crucial to building cross-cultural
connections, but is there a line that must be drawn? At what point are we, as members of a liberal
society, able to unanimously declare that certain ideas another culture holds are universally immoral? Being
proud members of an overly accepting society allows for the affirmation of unacceptable ideas.
While traveling through Morocco a few months ago I experienced blatant misogyny. I noticed early on
during the trip that the majority of the Moroccans I saw on the streets were men. Of the women, the
majority were modestly dressed, often in hijab or burqa. I, along with the 20 or so other liberally-dressed
women traveling together, faced daily sexual harassment on the street, at a level I’d never seen before.
I noticed that although the Moroccan men would often catcall, and even touch, members of my group,
they would never speak to the conservatively dressed Moroccan women a few feet away. We stood out,
obviously differing in both physical appearance and clothing choices. Our immodesty, in contrast to that of
the Moroccan women we were compared to, allowed these men to decide we did not deserve respect.
Despite being a guest in their culture, I believe that I am entitled to the respect and feeling of safety that
the male travelers in my group were able to enjoy. More importantly, the women living in this world
should be entitled to the same level of comfort and respect I receive from societies elsewhere. Sexism,
homophobia, and racism are abhorrent sentiments, regardless of geographic location. It is crucial that as
members of a liberal society we fight for values of equality and respect everywhere in the world.
Cultural relativism requires that we listen to and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f people that differ from
ours, but it shouldn’t happen without deliberation. We must first take time to process what others are
saying, and then come up with our own conclusions on the issue, either agreeing or disagreeing with the
ideas or values supporting their claims.
In run-of-the-mill disagreement, it’s crucial that we are polite and willing to accept conflict. In morally
reprehensible differences, such as female genital mutilation, it’s our duty as people with access to power to
aid women suffering from oppression.
This aid cannot be given by forcibly imposing our own values on another culture.
We can help the women negatively impacted by highly patriarchal societies by educating ourselves and
having open conversations on what is actually occurring there. Pretending that issues in other cultures don’t
exist will not make any improvements in the lives of the oppressed, and pointing out blatant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nherent in another culture does not make us racist.
The world today is insanely globalized. Cross-cultural interactions will only increase as travel, economic
interaction, and social media continues to expand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Our generation is
experiencing an influx of these issues due to our increasingly intermingled cultures.
A system of basic commonalities in universal morality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ridge divides and
connect values across cultures and people. We cannot sacrifice women, LGBTQ+ people, and minorities in
our society’s quest to be the most accepting of other cultures. We may have to make some concessions in
our society, but there are some standards of basic human rights that are not negotiable for anyone,
regardless of geographic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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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ampustimes.org/2019/09/22/cultural-relativism-does-not-mean-blind-accepta
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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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그 의미와 범위가 결정된다. 그래서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현재 인간이 기술을 이용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
부이다. 석유처럼 처음에는 자원이 아니었다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예는 수없이 많다. 잘
깨지지 않는 돌덩이에 불과했던 철광석은 제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제철 산업의 중요한 원료가 되
었다. 바닷가에 널려 있는 모래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원료이다. 매일매일 뜨고 지는 태양과 이리
저리 부는 바람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귀중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
할지라도 경제적 채산성이 없으면 자원으로서 가치가 없다. 아마존 열대 우림의 야생 고무나무는 짧
은 기간 동안 경제성에 따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여러 번 바뀐 좋은 예이다. 19세기 이전까지 아마
존 열대 우림의 야생 고무나무 수액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즉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적
었다. 이후 황 처리 기술이 개발되어 고무로 생산되기 시작하자 비로소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졌
다. 그러나 고무나무 재배 기술의 발달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고무가 플랜테이션을 통해 대량 생
산되자 아마존 야생 고무나무 수액의 상업적 채취는 중단되었다. 경제적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자원
으로서의 가치가 또다시 사라
진 것이다.
액화 천연가스는 매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에 압력을 가하여 -162℃로 액화시킨 무색무취의 액체
로, 액화 전에 이산화 탄소, 황화 수소, 암모니아, 수분 등이 제거되므로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
은 청정에너지이다. 천연가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발화성 탄화수소류의 혼
합 기체로, 전통가스와 비전통가스로 구분된다. 전통가스(Conventional Gas)는 지하 저류층 내에 원
유와 함께 존재하거나 가스로만 존재하며, 비전통가스(Unconventional Gas)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
산이 어려운 지층에 포함되어있는 가스를 총칭한다. 비전통가스의 종류로는 셰일가스, 치밀가스, 석
탄층 메탄가스,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다. 천연가스는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 형태에 따라 파
이프라인 운송 천연가스(PNG)와 액화 천연가스(LNG)로 구분할 수 있다. PNG는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소비지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가스로, 육상 수송이 가능한 유럽, 북미 등 대
부분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LNG는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영하 162℃로 냉각
시켜 액화 상태로 해상 수송한 후 기화시켜 가스로 공급하는 것으로,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시키는
것은 부피가 600분의 1로 감소하여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LNG는 해양 수송이 필요한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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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리 교사 연합회,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
이우평,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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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도시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활용하여 난방을 하고 온수
를 얻는 건물들이 많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바우반(Vauban)마을에는 태양광 연립주택 단지가 조성되
어 있는데, 이 마을은 저에너지 하우스들로 이루어져 있다.
땅속에 존재하는 지열을 이용하는 건물도 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 폴크에서는 4,000가구의 개
별 냉난방 및 온수 공급 장치를 지열로 교체하였다.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태워 냉난방 에너지
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도시 지역에서도 활
발히 이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어디서나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다. 파리 시가 공영 자전거를 유료로 대
여하는 벨리브(Velib: 자전거(velo)와 자유(Liberte)의 합성어) 시스템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벨리브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자전거는 이제 유럽과 일본의 여러 도시에서 버스, 전차 등과 함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
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 도로가 늘고 있으며, 자전거를 주차하기 위한 대형
주차 건물도 생겨나고 있다.
1. 신 · 재생 에너지의 의미와 등장 배경
1) 신 · 재생 에너지의 의미
신 · 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일컫는다.
2) 신 · 재생 에너지의 등장 배경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자원의 고갈과 함께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화석 연료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그 사용량이 많은 국가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 신 · 재생 에너지의 특징
① 신 · 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달리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다.
② 오염 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다.
③ 화석 연료에 비해 비교적 지구 상에 고르게 분포한다.
④ 발전소를 건설할 때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⑤ 개발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성이 낮은 편이다.

자료출처

에너지 자급 도시로 가는 길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전국지리교사연합회)
신 · 재생 에너지 (비상학습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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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S TOP 5 ECO-FRIENDLY CITIES FOR WORKERS
A new list ranks the greenest cities in the world to work in, with five out of ten in Europe.
A study by British Business Energy used several, specific measures to rank cities across the globe to
determine the most eco-friendly locations to work, and the results are not what you might expect. While
Amsterdam does have a reputation for green living, other cities on the list like Frankfurt are not as
well-known for their environmental credentials.
To obtain the results, criteria included what percentage of people walked or cycled on their commute,
renewable energy usage, patents for environmental tech and the number of vegan or vegetarian restaurants
located in each city.
THE GREENEST CITIES IN EUROPE
London, UK
The study named London as the number 1 most eco-friendly city for workers. It had the fourth-highest
number of commuters walking or cycling to work at nearly 30 per cent. Recently London Mayor, Sadiq
Khan, proposed a ‘cycling tube’ which would see cycle routes following the existing Underground network.
The city also had the most vegan or vegetarian places to eat with 3,709 restaurants offering options for
the climate-conscious. That’s more than twice as many as London’s closest competitor, New York. And,
when it comes to innovation, over 10 per cent of all patents in the UK were environmentally related too.
“Now more than ever it’s important to be conscious of our carbon footprints, and with many people on
the same wavelength, it’s great to see London pioneering this movement for everyday workers,” says Ian
Wright, founder of British Business Energy.
“It sets a bar for countries worldwide and what we can be doing more of to keep our planet clean.”
Frankfurt, Germany
Frankfurt came in second with a strong focus on technology. Just over 11 per cent of all registered new
inventions were for eco-tech. Additionally, roughly 46 per cent of the city’s energy comes from renewable
sources with targets set to have all of its energy requirements met renewables by 2050.
Over 20 per cent of Frankfurt’s surface area is covered by trees. The largest inner city forest in Germany,
the Stadtwalt, can be found in Frankfurt and about half of the urban area consists of natural landscapes in
various other forms.
Oslo, Norway
Norway is leading the way in renewable energy use. Over 97 per cent of the energy produced in the
country is renewable, a figure that is miles ahead of its nearest European competitors. It is also literally the
greenest city on the list, as 28 per cent of land is covered by trees.
Oslo is surrounded by the Marka Forest, a nationally protected area where development is mostly
prohibited. Despite many of Oslo’s residents using the green space for recreation, a wide variety of species
call the forest home, including lynx, wolves and beavers.
In 2019, Oslo was named as the European Green Capital by the European Commission with top scores for
air quality and protection of forests and biodiversity.
Amsterdam, Netherlands
Amsterdam is perhaps best known for being a cycling-friendly city. It was Europe’s top performing city for
commuters choosing to get to work by pedal or foot power, as nearly 60 per cent of people walk or take
their bike.

The city also has 813 restaurants offering meat-free lunch options.
Paris, France
With 1,429 vegetarian or vegan lunch options for city workers, Paris is the second best city in Europe for
sustainable food choices.
Although currently, only 24 per cent of commuters walk or cycle, this could be set to change as Mayor
Anne Hidalgo has laid out an ambitious plan to encourage people to use alternative forms of transport. By
closing busy, car-filled roads to make space for cyclists and pedestrians, Paris could soon see more people
making eco-friendly transport choices.

자료출처

https://www.euronews.com/living/2020/06/04/europe-s-top-5-eco-friendly-citiesfor-workers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1차시 (통합사회)
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평가 요소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상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든 학습지를
80%이상 제출하였고 포트폴리오로
포트폴리 포트폴리오
제출한 결과물이 수업시간에 교사
결과물
오 완성도
가 제시한 조건을 80%이상 지켜
구체성을 충족하였다.

중

하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든 학습지를
50%이상 제출하였고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물이 수업시간에 교사
가 제시한 조건을 50%이상 지켜
구체성을 충족하였다.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든 학습지를 50%
미만 제출하였고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물이 수업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조건을 50%미만 지켜 구체성을 충족
하였다.

자료활용

포트폴리오 테블릿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를 테블릿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를 테블릿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를 1
작성을
5개이상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작 2개이상 4개이하로 활용하여 포트 개이하로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
위한
폴리오를 작성하였다.
하였다.
자료평가 성하였다.

자료의
출처 제시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물 80%이상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물 50%이상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물 50%미만의
자료의
출처 표기 의 자료에 출처를 기록하였다.
의 자료에 출처를 기록하였다.
자료에 출처를 기록하였다.

2차시 (통합과학)
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차시

1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상

빅뱅 우주론의 정립 과정과 그 증거들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형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중

빅뱅 우주론의 정립 과정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다
포트폴리오 평가
양한 물질들이 형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하

빅뱅 우주론에 의해 다양한 물질들이 형성됨을 이해
한다

평가 요소

평가 요소

평가도구

포트폴리오
평가지

평가 기준
상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든

중

하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든
학습지를 90%이상 제출 든 학습지를 90% 미만
60%이상 제출하였고 포 학습지를 60%미만 제출하
하였고 포트폴리오로 제
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 였고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출한 결과물이 수업시간
결과물
완성도
물이 수업시간에 교사가 결과물이 수업시간에 교사
에 교사가 제시한 조건을
제시한 조건을 90% 미만 가 제시한 조건을 60%미만
90%이상 지켜 구체성을 60%이상 지켜 구체성을
지켜 구체성을 충족하였다.
충족하였다.
충족하였다.

3차시 (영어)
가. 관찰평가지(3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번호

평가기준

상

평가
중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수 있다. (5 줄 이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1-3 줄)
주제에 관해서 듣고 주어진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모델글쓰기)

이름

지식
편지의 단어를 정리할 수

태도
5줄 이상의 글을 쓰려고

있다.
중

노력하고 완수하였다.
상
중
하

상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 평가 노하우: 학생들이 모두 5줄 이상의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개별화하여 도우려 노력한다.

4차시 (통합사회)
나. 자기/동료 평가지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하

평가기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나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협력 및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발표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상

평가
중

하

5차시 (통합과학)
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차시

2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상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다양한 종류
의 신소재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중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다양한 종류
포트폴리오 평가
의 신소재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하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다양한 종류
의 신소재의 종류 안다.

평가도구

평가 요소

포트폴리오
평가지

평가 기준

평가 요소

상

중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든
학습지를 90%이상 제출

하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
든 학습지를 90% 미만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든
60%이상 제출하였고 포 학습지를 60%미만 제출하

하였고 포트폴리오로 제
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 였고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출한 결과물이 수업시간
결과물
완성도
물이 수업시간에 교사가 결과물이 수업시간에 교사
에 교사가 제시한 조건을
제시한 조건을 90% 미만 가 제시한 조건을 60%미만
90%이상 지켜 구체성을
60%이상 지켜 구체성을 지켜 구체성을 충족하였다.
충족하였다.
충족하였다.

6차시 (영어)
가. 관찰평가지(1~3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번호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수 있다. (5 줄 이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1-3 줄)
주제에 관해서 듣고 주어진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모델글쓰기)

이름

지식
편지의 단어를 정리할 수

태도
5줄 이상의 글을 쓰려고

있다.
중

노력하고 완수하였다.
상
중
하

상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 평가 노하우: 학생들이 모두 5줄 이상의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개별화하여 도우려 노력한다.

7차시 (통합사회)
다. 마인드맵 평가지
평가 요소

마인드맵
작성을
위한
자료평가

자료활용

평가 기준

평가 요소

상

중

하

수업 시간에 진행한 수업 내용을
80%이상으로 정리하여 마인드맵 작
성을 위한 자료로 잘 활용하였다. 더
불어 테블릿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
료를 3개이상 활용하여 마인드맵을
작성하였다.

수업 시간에 진행한 수업 내용을
50%이상으로 정리하여 마인드맵 작
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더불
어 테블릿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
를 1개이상 2개이하로 활용하여 마
인드맵을 작성하였다.

수업 시간에 진행한 수업 내용을
50%미만으로 정리하여 마인드맵 작성
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테블릿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를 1개
미만으로 활용하여 마인드맵을 작성하
였다.

마인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준비한 마인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준비한 마인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준비한 50%
자료의
출처 표기 80%이상의 자료에 출처를 기록하였다. 50%이상의 자료에 출처를 기록하였다. 미만의 자료에 출처를 기록하였다.

자료의
출처 제시

마인드맵
작성의
완성도

마인드맵
결과물

제출한 마인드맵이 수업시간에 교
사가 제시한 조건을 80%이상 지켜
완성도를 충족하였다. 또한 제출한
마인드맵의 내용과 전개과정이 논
리적이고 주제와의 관련성을 정확
하게 표현하였다.

제출한 마인드맵이 수업시간에 교
사가 제시한 조건을 50%이상 지켜
완성도를 충족하였다. 또한 제출한
마인드맵의 내용과 전개과정이 논
리적이지만 주제와의 관련성이 다
소 부족하였다.

제출한 마인드맵이 수업시간에 교사
가 제시한 조건을 50%미안 지켜 완성
도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출한
마인드맵의 내용과 전개과정이 미흡
하고 주제와의 관련성이 다소 부족하
였다.

8차시 (통합과학)
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3

중

하

평가 요소

평가방법

평가도구

인포그래픽 평가

인포그래픽
평가지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 구성 요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 구성 요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 작용함을 안다.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 구성 요소를 알고 이들이 상호 작
용함을 안다.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상

중

하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지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
외권의 특성과 각 구성 외권의 특성과 각 구성
권의 특성과 각 구성 요소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요소 사이의 상호 작용의 요소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물
만들기
사이의 상호 작용의 특성
특성을 5가지 모두 인포 특성 중 3~ 4가지를 인
중 2가지 이하만 인포그래
그래픽으로
효과적으로 포그래픽으로 효과적으로
픽으로 표현함.
표현함.
표현함.

9차시 (영어)
가. 동료평가지
평가방법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평가
중

하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영어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모둠의 구성원 간 도움이 잘 일어났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표현을 많이 활용했나요?

나. 관찰평가지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주제에 관해서 듣고 주어진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교사평가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적절한 영어 표현을 활용하여 쓸 수 있다.

10차시 (통합사회)
나. 자기/동료 평가지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나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협력 및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발표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상

평가
중

하

11차시 (통합과학)
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4

중

하

평가 요소

생물
다양성
보존 방법
조사 및
발표

평가방법

평가도구

조사 및 발표

조사 및 발표 평가
(교사)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생물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생물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2가지 이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생물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1가지 이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상

중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
다양성 실천 방안을 3가지 이상 실천 방안을 2가지 이상 실천 방안을 1가지만 구체
보존 방법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발 적으로 조사하고 발표 자료
조사
표 자료를 작성함.
표 자료를 작성함.
를 작성함.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른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른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발
발표하기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발 표함.
표함.

→ 두가지 요소중 한가지
만 충족함.

평가방법

평가기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의 구성원 간 협력 및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모둠 간
동료평가

하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발표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른 학
생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함.
→ 두가지 요소 모두 충족
하지 못함
평가
상

중

하

12차시 (영어)
가. 동료평가지
평가방법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평가
중

하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영어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모둠의 구성원 간 도움이 잘 일어났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표현을 많이 활용했나요?

나. 관찰평가지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주제에 관해서 듣고 주어진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교사평가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적절한 영어 표현을 활용하여 쓸 수 있다.

13차시 (통합사회)
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평가 요소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상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든 학습지를
80%이상 제출하였고 포트폴리오로
포트폴리 포트폴리오
제출한 결과물이 수업시간에 교사
결과물
오 완성도
가 제시한 조건을 80%이상 지켜
구체성을 충족하였다.

중

하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든 학습지를
50%이상 제출하였고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물이 수업시간에 교사
가 제시한 조건을 50%이상 지켜
구체성을 충족하였다.

수업시간에 진행한 모든 학습지를 50%
미만 제출하였고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물이 수업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조건을 50%미만 지켜 구체성을 충족
하였다.

자료활용

포트폴리오 테블릿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를 테블릿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를 테블릿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를 1
작성을
5개이상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작 2개이상 4개이하로 활용하여 포트 개이하로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
위한
폴리오를 작성하였다.
하였다.
자료평가 성하였다.

자료의
출처 제시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물 80%이상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물 50%이상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결과물 50%미만의
자료의
출처 표기 의 자료에 출처를 기록하였다.
의 자료에 출처를 기록하였다.
자료에 출처를 기록하였다.

14차시 (통합과학)
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조사 및 발표

조사 및 발표 평가
(교사)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
상

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신재생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설
명할 수 있다.

5

중

하

평가 요소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
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신재생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 한다.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
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신재생의 종류와 특징을 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상

중

하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 장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 장

생물
다양성
보존 방법
조사 및
발표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 장
생물 다양성 점, 단점, 이용 사례, 발전 점, 단점, 이용 사례, 발전 점, 단점, 이용 사례, 발전
보존 방법 가능성 항목 5가지를 모 가능성 항목 5가지 중
가능성 항목 5가지 중 2가
조사
두 바르게 조사하여 발표 3~4가지를 바르게 조사하
지 이하를 조사하여 발표함.
함.
여 발표함.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른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른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발
발표하기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발 표함.
표함.

→ 두가지 요소중 한가지
만 충족함.

평가방법

평가기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의 구성원 간 협력 및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모둠 간
동료평가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토의 및 토론을 마친 후 발표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른 학
생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함.
→ 두가지 요소 모두 충족
하지 못함
평가
상

중

하

15차시 (영어)
가. 동료평가지
평가방법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영어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모둠의 구성원 간 도움이 잘 일어났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표현을 많이 활용했나요?

나. 관찰평가지
평가방법

평가기준
주제에 관해서 듣고 주어진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교사평가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적절한 영어 표현을 활용하여 쓸 수 있다.

상

평가
중

하

[부록2]
1. 통합사회

UN과 국제사회가 지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수업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수업 학습지 (그룹 활동)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수업 학습지 (그룹 활동)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수업 학습지 (그룹 활동)

나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나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작성

나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1)

나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2)

나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3)

나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4)

2. 통합과학

다양한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조사 및 발표 준비 (1)

조사 및 발표 준비 (2)

다양한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조사 및 발표 준비 (3)

조사 및 발표 준비 (4)

다양한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표 및 토론

다양한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조사 및 발표 (1)

조사 및 발표 (2)

3. 영어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활용한 영어 보드게임 설명

(SDGs)를 활용한 영어 보드게임 (1)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활용한 영어 보드게임 (2)

(SDGs)를 활용한 영어 보드게임 (3)

구글 공유문서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Brainstorming (1)

구글 공유문서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글 공유문서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Brainstorming (2)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Brainstorming (3)

구글 공유문서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글 공유문서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Brainstorming (4)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Brainstorming (5)

구글 공유문서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Brainstorming (2)

구글 공유문서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Brainstorming (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발표 영어 대본 작성하기 (1)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발표 영어 대본 작성하기 (2)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발표 PPT (1)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발표 PPT (2)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발표 PPT (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발표 (1)

나만의 아이디어’ 발표 (2)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 발표 (3)

나만의 아이디어’ 발표 (4)

Padlet을 활용한 동료 평가 (발표와 동시에 타 그룹들이 평가)

[부록3]

1. 교과 간 교과서 중심 융합 포인트에 관한 회의 (2020.07.22.)

1.

2.

과학1-1-01 :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과학1-2-03 : 신소재 개발과 활용

- 우주론의 변화 (과학적 이론의 가변성)

- 인간이 신소재 개발하면서 자연에서 힌트를 얻
은 사례가 많음.

사회1-2 : 행복의 의미와 기준
- 시대 혹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보았을

사회2-2 : 인간과 자연의 관계

때의 행복의 상대성

- 생태 중심주의의 자연관을 통해 바라본 환경
문제.

문제 제기 : 세계 행복 순위 제시, 행복은 상대적
일까 절대적일까?

문제 제기 :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
력을 해야할까?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

3.

4. ★

과학2 : 시스템과 상호작용

과학3-2-03 :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향

- 시스템의 정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 유전적, 종 다양성 유지의 필요성 및 보전 방향

상호작용)
사회 7-3 : 문화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
사회6-2 :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상대주의로 바라본 다양

-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 사회, 학자에 따

한 사회 문제.

라 달라서 정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나타남(구
성원간의 상호작용)

5. ★
과학4-2-(4) 발전과 지구 환경, (5)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특징 및 장단점
사회9-2 :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
문제 제기 : 한정된 자원과 관련된 자료 제시,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의 피해 사례 제시.

문제 제기 : 바나나(파나마 병) 기사

2. 동교과 교사 간 수업지도안 및 자료 준비에 관한 회의 (2020.08.26.)
3. 2020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워크숍 운영에 대한 회의 (2020.10.14.)
Ⅰ. 추진 목적 및 근거
◦ 추진 목적
- 서로 다른 교과 간 융합을 바탕으로 현장 적합성 높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 연
구역량 제고
- 현장 교원과 STEAM 전문가의 협력연구를 통해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및 지속적
인 연구 환경 조성

◦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교육)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 국정과제 54-1. 지식 정보‧융합 교육 강화
- 『융합인재교육(STEAM) 중장기 계획』(’17. 12.)

Ⅱ. 추진 계획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0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워크숍
- (행사목적) STEAM 교사연구회 역량 강화
- (일

시) ‘20.11.07.(토) 10:00 ~ 11.08.(일) 12:00

- (주요내용) 1. STEAM 교사연구회 역량 강화
2. 과학·예술 분야 융합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3. 선진지 탐방 등
- (참 석 자) STEAM 교사연구회 교사

◦ 세부일정
시간
09:00-10:00
10:00-11:00

11.07.(토)

11:00-12:00

[개회식] 개회 및 인사

12:00-13:00

중식 및 휴식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등록

[특강] 선행 연구 특강
(제주부고)
[체험] 과학·예술 분야
융합 역량 강화
(빛의 벙커 탐방)
석식
[토론] 자유 주제 탐구

11.08.(일)
[발표] 자유 주제 탐구 결과 발표
[특강] STEAM 미래교육 역량 강화
특강
마무리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