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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본 연구회의 연구위원은 경기도과학교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신과
수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월 1회 이상 교사들과의 정기 모임을 통해 역량중심
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을 실제 수업에서 녹여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회 회원을 중심으로 안전이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들을 교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주거환경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 수행과정
에서 마인드맵, 도구를 활용한 탐구학습, 모둠 토의토론 학습, 원격 수업에서의 개인
별 발표 활동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안하여 핵심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온라인와 오프라인 수업의 맥
락을 같이 하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 내 과학, 기술, 국어, 미술 교과 간 긴밀히 연계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어 교과에서 안전한 주거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과학 교과에서 이론 습득과 기술, 미술 교과에서 실생활과 접목된 학생활동중심의 융
합교육을 실시하여, 교과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
와 문제해결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설계 프로로젝트]를 위한 융합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는 것으로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하여 미술, 기술, 국어, 진로 교과의 융합으로
진행하는 주제통합 융합수업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국어교과의 [쓰기]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탐색하고 발표하면서 현대 사회의 여러
요소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하도록 하고, 안전한 삶을 위
한 주거환경을 과거에 비추어 현대사회에 맞는 조건을 모색해 보았다.
과학교과의 [전기와 자기]단원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학습하고, 전기를 활용한 과학
기술의 현주소를 탐구하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열과 에너지]단원을 통해 열에너지 이동과 단열에 대해 학습하고, 실생
활의 단열재를 탐구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 탐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과학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재해․재난과 안전] 단원을 통해 바이러스의
속성을 탐구하고,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바이러스의 전파와 글로벌사회에서의 대처방
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기술교과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설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구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활동과 융합하고, 실제 미술 교과 시간을 통해 주거환경
을 설계 제작해 보도록 하고, 발표를 통해 프로젝트 활동을 마무리하고 동료평가, 자
기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자신의 진로와도 융합하여 변화될 과학기술의 미래와 직업
의 변화를 예측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해 발표하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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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 19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더욱 실감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을 받아들여 지식을 쌓아가기보
다는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고, 간 학문적인 지식을 관통
하는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또한 올해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학생들까지 전
체에 적용되어 마무리되는 해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은 단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창
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
한 사회적인 필요성의 변화와 더불어 요사이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그 변화
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은 역량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점차 핵심역량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는 교육현장에 맞추어서 본 연구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주제 중심으로
교과를 융합하는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요사이 잦아진 화재사고, 미세
먼지, 바이러스의 습격, 단열재인 우레탄 폼에 의한 물류창고 폭발사고 등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고, 매일매일 미세먼지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린 현실, 사스, 코로나19, 메르스 등의 바이러스로 인한 삶의 변화, 화
재사고에 의한 두려움의 확산 등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화두가 우리 곁을 맴돌
고 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안전이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의 변화를 설계하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탐구해 보고자 하며, 그 수행과정에
서 마인드맵, 도구를 활용한 탐구학습, 모둠 토의토론 학습, 원격 수업에서의 개인별
발표 활동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안하여 핵심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 개발된 도시건축 관련 프로그램을 탐구하고, 안전과 관련지어 수정 보완하고, 안
전과 관련된 진로 탐색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설계 방안을 구안하는 활동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진로, 미술, 국어 수업시간을 활용한 융
합수업 및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회의 연구위원은 경기도과학교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신과수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월 1회 이상 교사들과의 정기 모임을 통해 역량
중심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을 실제 수업에서 녹여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
고 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면서
통합적인 사고력을 통해 실생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합프로그램을

- 2 -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 내 과학, 기술, 국어,
미술 교과 간 긴밀히 연계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어 교과에서 안전한 주
거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과학 교과에서 이론 습득과 기술, 미술 교과에
서 실생활과 접목된 학생활동중심의 융합교육을 실시한다면, 교과에 대한 흥미와 이
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국어, 과학, 기술, 미술 교과 간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실제 수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STEAM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또한 진로교과와도 연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저해
하는 우리 주변의 사건과 현상 등을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그
에 따른 진로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이 모여 실제 2015 교육과정에 있는 ‘전기’, ‘열에너지’,
‘바이러스’, ‘픽토그램’, ‘화학반응’, ‘과학과 기술 문명’, ‘가정생활과 안
전’, ‘단열’등 관련된 학습요소를 분석하고 ‘안전’이라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이 위협되는 주변 상황을 탐구
하고 이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
활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창의지성역
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방법을 모색하여 교사의 융합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나) 실생활과 연계된 콘텐츠 구성으로 학생들의 협업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킨다.
다) 과제해결을 위한 모둠별 협업 활동을 통해 사회성 및 민주시민 능력이 신장된다.
라) 사회 전반에 노출된 위험요소를 교과와 연계하여 탐구해 봄으로써 사회 참여의
식을 신장시킨다.
마) 융합수업에서 발견된 현상 속에서 자신의 흥미 분야를 찾고 진로교육과 연계함
으로써 자기관리능력을 신장시킨다.
마) 학교 현장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다

연구의 범위

가)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수업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17차시 프로그램을 개발
하되 전체 과정을 일시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는 분절적으로 적용하고 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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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성을 연구한다.
나) 국어, 과학, 기술, 미술, 진로 교과의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안전’,‘주거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각 교과 수업 시간 중에 STEAM
수업을 실시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정의적 영역, 융합적 사고, 문제 해결
력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다.
라) 지도교사가 운영하는 동아리 시간과 자율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마) 여건에 따라 방학 중 캠프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집중
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내용

본 연구는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설
계 프로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며, 일부는 기발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적용하고,
일부는 새롭게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그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융합프로그램 이해와 마인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과학, 기
술, 미술, 국어, 진로 교과의 성취기준 및 핵심역량을 분석하고, ‘안전’이라는 주제
와 융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고 학생들의 문제해결역량 창의적 역량 등을 함양시
킬 수 있는 수업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설계 프로로젝트]를 위한 융합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는 것으로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하여 미술, 기술, 국어, 진로 교과의 융합
으로 진행하는 주제통합 융합수업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 국어교과의 [쓰기]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탐색하
고 발표하면서 현대 사회의 여러 요소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하도록 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주거환경을 과거에 비추어 현대사회에
맞는 조건을 모색해 본다.
- 과학교과의 [전기와 자기]단원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학습하고, 전기를 활용한 과
학기술의 현주소를 탐구하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과학교과의 [열과 에너지]단원을 통해 열에너지 이동과 단열에 대해 학습하고, 실
생활의 단열재를 탐구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 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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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결방안을 과학적으로 모색한다.
- 과학교과의 [재해․재난과 안전] 단원을 통해 바이러스의 속성을 탐구하고,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바이러스의 전파와 글로벌사회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기술교과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설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구하고, 생활 속에
서 실천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활동과 융합하고, 실제 미술 교과 시간을 통해 주
거환경을 설계 제작해 보도록 하고, 발표를 통해 프로젝트 활동을 마무리하고 동
료평가, 자기평가 등을 실시한다.
- 자신의 진로와도 융합하여 변화될 과학기술의 미래와 직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자
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해 발표하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표1.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설계 프로젝트 개발 내용 개요>
구 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활동 내용
F 드림 up 에너지 연구회 추진 방향 협의회
문헌 및
자료조사

위한 주거설계

F 안전과 관련된 과학, 기술교과 주제 추출
F 주거 설계와 관련된 안전키워드 분석
F STEAM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학습 모형 탐색
F 역량 중심 함양을 위한 학생 참여형 수업 방안 탐색을

프로젝트
(위기탈출
넘버원!)

F 교과별 안전교육의 이해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공유
F 기 개발된 안전관련 프로그램 분석

환경조성

연수 및
협의회

안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의
필요성

위한 관련 전문 도서 탐구
F 교과별 안전과 관련된 성취기준량 분석 및 실행을 위한
컨텐츠 개발 협의회

비고
5월

5-6월
매월 1회
5-6월

매월 1~2회

F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안 구안 협의회

프로젝트
(위기탈출

F 안전한 전기에너지 활용
안전한 삶을 F 바이러스에 의한 환경 변화
위한 방안
탐구

넘버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실제

F 현대사회의 변화와 안전의 필요성
F 주거설계를 위한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설계

F 과거와 현대, 미래의 안전한 주거 환경의 변화탐색

안전한
주거환경
실천
안전한
주거환경
설계

F 바이러스와 안전한 생활
F 건축과 단열의 효율적 활용
F 안전한 단열재를 활용한 건축 설계
F 안전한 삶을 위한 우리의 생활 태도 탐구
F 안전한 학교를 위한 픽토그램 홍보

10월

10월
10월
10월

11월

F 안전한 주거 설계 관련 진로 탐색
F 안전한 우리집 설계 및 발표
F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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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뭘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나

안전과 관련된 각 교과의 2015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 표2.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
자. 전기와 자기
[9과09-03] 저항,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저
항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의 쓰임새를 조사하여 비교할 수 있다.
거. 열과 우리 생활
[9과15-01]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
법과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너. 재해․재난과 안전

과학

[9과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처.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사. 과학과 나의 미래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
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9과22-03]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를 들고, 이를
소비 전력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가. 듣기․말하기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국어

다. 쓰기
[9국03-06]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9국03-03]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글을 쓴다.
(2) 가정생활과 안전
[9기가02-12]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 주생활과 관련된 안
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기술․
가정

(4) 기술 시스템
[9기가04-04] 제조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기가04-07] 건설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5)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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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가05-02]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안전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예방 및 대
처 방안에 대하여 이해한다.
나. 표현
미술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9미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9진03-04] 관심 직업분야의 다양한 진로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진로

[9진02-03]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나 사업을 상상하고 만드는 모의 활동을 할 수 있
다.

연구의 적용

다

가. 적용 대상 : 중학교 2, 3학년
나. 적용 인원 : 150명
다. 적용 시기 : 10월 1주 ∼ 11월 1주
라. 적용 방법 : 교과 내 수업시간 및 연구위원이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프
로그램 전체 및 일부를 분절적으로 적용

라

프로그램 개발 방향

본 연구는 융합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생
참여 중심수업방안을 찾아 각 교과수업에서 생활과의 연계성을 증폭시키고, 학생들이
학교수업과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지하고 수업에 더 집중하고 흥미를 갖도록 하
는데 그 개발 방향 및 목적이 있으며, 더불어 재미없게 느껴지는 교과수업을 다양한
융합소재와 교과간 연계된 활동을 통해 흥미를 느끼도록 하고자 한다.
과거와 다르게 현대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위험의 요소를 찾고 그 원인을 탐구
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
고 그 한 가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우리의 실천역량을 만들어가는 실제 활동을
구안해 보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각 소주제별로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교사평가뿐 아니라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통해 수업을 돌아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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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중점 사항

마

연번

수업주제명

1

안전하고 행복한 삶

2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탐구 1
(위기탈출 넘버원1)

3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탐구 2
(위기탈출 넘버원2)

4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탐구 3
(위기탈출 넘버원3)

5

안전한 학교 생활
및 안전한 삶을 위한
직업 탐색

6

안전한 주거환경
설계

바

개발 중점 내용
F 과거와 현대, 미래의 안전한 주거 환경의 변화탐색
F
F
F
F
F
F
F
F
F
F
F
F
F

안전한 주거 환경의 필요성
바이러스의 특성 탐구
바이러스 모형 만들기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방안 찾기
전기에너지 전기 기구의 연결
전기기구의 연결과 단락 탐구 실험
전기구의 연결에서 안전 사고 원인 분석
생활 속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열에너지 탐구
효율적인 열에너지 활용 방안
우레탄 폼을 활용한 창안품 만들기
우레탄 폼의 단열효과 탐구실험
단열재에 의한 안전한 주거 환경 탐구

F
F
F
F

한전하고 아름다움을 융합한 건축 찾아 분석하기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픽토그램 제작 홍모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우리의 노력
안전한 주거 환경 설계와 나의 진로와 연계하기

F 안전한 주거 환경 설계 및 발표
F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실시

개발 프로그램의 소주제별 융합교과 및 활동목표
프로그램 소주제

활동 목표
ü 안전한 주거환경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토

국어 수업

안전하고
행복한 삶

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춘 주거환경이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다.

기술+과학
융합수업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탐구 1
(위기탈출
넘버원1)

수업형태
모둠토의,
브레인스
토밍활동

ü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고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ü 바이러스 모형 만들기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병을 치 탐구활동,
료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자료 조사
ü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모둠토의
토의를 통해 실천 의지를 찾고, 감염병으로 고통받
거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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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탐구 2
(위기탈출
넘버원2)

미술+국어

사

ü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탐구 3
(위기탈출
넘버원3)

ü
ü

안전한 학교
생활,
안전한 삶을
위한 직업
탐색

ü

+진로
융합수업

마음을 전할 수 있다.
ü 생활 속에 전기력을 활용한 도구를 탐구 전기에너지
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ü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탐구실험

안전한
주거환경
설계

ü

ü
ü
ü
ü
ü

과학적으로 설명할수 있다.
전기회로 만들기 활동을 통해 단락의 원인을 탐구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울 수 있다.
우레탄 폼을 활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우페탄 폼과 단열의 효과를 조건을 달리한 탐구실험
을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잇다.
효율적인 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단열의 효과를 설명
할 수 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휘한 안전 픽토그램를 창의적으
로 제작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토의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안전한 주거환경설계와 관련된 직업을 찾아 발표할 수 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건을 찾고 이를 적용한 주거환
경을 설계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둠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발표를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논리적인 사고의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다.

자료분석,
조사발표

모둠토의,
조사발표
탐구활동,

픽토그램
모둠토의

모둠발표
활동
평가활동

STEAM 수업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가. STEAM 수업 평가 방법
(1) 활동별 과정평가지, 자기평가지, 교사평가지 개발 적용
(2) 교사 관찰 평가지 활용방안 제안
(3) 생활기록부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 사례 수록
나.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및 분석
(1) 2020년 9월 17차지 프로그램 개발 완료 예정
(2) 2학기 자유학기 주제 선택 시간 및 동아리 시간에 적용
(3) 2학기 과학, 기술, 미술, 국어, 진로 교과시간에 융합 프로그램 적용
(4) STEAM 태도 검사지를 활용한 사전 사후 검사 실시 및 연 1회 만족도 조사 실시
- 학생 태도 점사 대상 ; 대원중 2, 3학년 100명, 수진중 3학년 50명 선정
- 사전검사 실시 :2020년 8월 4주
- 사후 검사, 만족도 검사 실시 : 학사일정변경으로 미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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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적용 방법의 변경
(1) 학생들의 대면수업 축소로 원격수업의 실시 중에도 프로그램을 적용하되, 활동지를
미리 안내하여 충실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둠활동을 최소화하여 적용한다.
(2) 모둠 발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 발표 및 개인 탐구활동 등으로 프
로그램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3) 쌍방향 수업에서도 동료평가, 자기평가가 가능하도록 수업을 구안하고 가능한
평가를 실시한다.
(4) 도구를 이용한 탐구활동이나 제작활동은 대면수업이 가능한 시간에 적절히 시
간을 조절하여 실시하되, 온라인 수업 내용과의 맥락화를 잘 유지하여 실시하
도록 한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설계 프로젝트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명

선행
해당없음
프로그램명
학교급
중학교 대상 학년(군)
중심과목

과학

연계과목

국어
기술
미술
진로

주제
연번
STEAM
프로그램
구분

1

2, 3학년

중심과목
[중학교 1~3] 재해․재난과 안전, 열과 우리생
성취기준 영역 활, 전기와 자기, 과학과 나의 미래
[중학교 1~3학년] 가. 듣기․말하기 다. 쓰기

[중학교 1~3학년] (4) 기술 시스템 (5) 기술
연계과목
활용 (2) 가정생활과 안전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3학년] 나. 표현
[중학교 1~3학년] (2) 일과 직업의 이해
차시
과목 연계(안)
(시수)
안전하고 행복한 삶
2
국어(2)

2

2

위기탈출 넘버원 1
과학(2)

3

2

위기탈출 넘버원 2
기술(1) + 과학(1)

4

3

위기탈출 넘버원 3
기술(1) + 과학(2)

5

3

안전한 학교 생활
기술(2) + 미술(1)

6

2

안전한 삶을 위한 직업 탐색
진로(2)

7

3

안전한 주거환경 설계
국어(1) + 미술(2)

개발계획

개발·적용
현황

17차시 개발완료 및 온 오프라인 수업에서 선별적으로 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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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아

가. 월 1회 신과수 연구회와의 협업 개발 프로그램 자료집 및 파일 보급
나. 교내 STEAM 성과 발표회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자료집 보급
다.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과 연계 및 실천사례 발표
라. 경기도 공모연수에서 발표
마. 교내 수업 공개 시 공개를 통해 타 교과 선생님들에게 연구결과 보급

4. 연구 수행 결과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17차시 예정

수업 적용 일정

2020. 10. 5. ~ 2020. 11. 13.
대원중학교 100명(중학교 2, 3학년 전교생)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학생 태도검사

수진중학교 50명(2학급) 예정

사전검사

8월 24일, 2개 학급(50명) 실시 완료

사후검사

11월 20일, 2개 학급(50명) 예정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11월 20일 예정
2020. 10. 19 . 3교시(11:55~12:40) 수업공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해당 없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연구결과 활용방안
ü 17차시 개발로 자유학기활동 주제탐구에 실제적인 활용 가능함
ü 과학, 기술관련 동아리 활동자료로 활용 가능함
ü 국어, 과학, 기술, 진로 교과에서 융합수업 및 심화학습 자료로 활용 가능함

5. 결론 및 제언
가

개발 프로그램 보급 방안

※ 경기도 과학교사 동호회 [신과수]연구회(현 회원 200명 이상)에 자료집 배포(파일
또는 제본된 책자)함
※ 2020년 발표되지 못한 내용은 2021년도 신과수 연구회 기부 연수 자료로 활용
예정
※ 동아리 및 자유학기 주제선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 학교 내 교사

- 11 -

들에게 통합 메신져로 자료집 보급 및 홍보 예정

나

프로그램 개선 방향

※ 2015개정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므로 프로그램에서 목표로 하는 학생
들의 역량이 무엇인지, 어떤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를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활동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대상
으로 생각됨
※ 중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구를 사용한 제작활동을 적절히 넣어 프로
그램을 활동중심으로 구성하되, 주제와 관련을 잘 끌어내어야 함
※ 안전에 관한 주제로 더 많은 하위주제의 탐구가 가능하므로 차기년도에도 지구
의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소재를 찾아 지구 안전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이어가
면 맥락을 이어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좋을 듯함
※ 언택트 시대에 맞도록 프로그램의 개별화 또는 원격수업시 적용방안에 대한 안
내를 포함하며 구성하면 좋을 듯함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시 시사점

※ 코로나로 인한 교육일정의 차질로 인해 17차시 전 과정을 방과 후 집중프로그램
이나 주제 선택 시간에 적용하기 어려워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분절적으로 적용하
고 있음
※ 원격수업에도 일부 적용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관
건으로 생각되며, 학생들의 흥미나 프로그램에서 목표한 다양한 학생들의 역량 함
양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학교 일정의 잦은 변동과 교사들과의 대면의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
졌고, 적용 가능한 시기도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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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설계 프로젝트
(위기탈출 넘버원!)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2/17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9국01-04]

.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2

3

3~4/17

[9과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미술) 표현

[9과22-03]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를 들고, (기술)
이를 소비 전력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중학교]기술시스
5~6/17
[9과16-01] 재해･재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원인과 피해에 대해 과학 템
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9과15-01]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 (기술)

4

7~9/17

법과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기술 시스템
[9과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가정생활과 안전
[9기가02-12]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을 분석한다.
[9기가02-12] 주생활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5

(미술) 표현

10~12/17 적용된다.

[9기가02-12] 주생활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된다.
6

13~14/17

[9진02-03]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나 사업을 상상하고 만드는 모의 활동을 할 수 있
다.

.

[9미01-01]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7

15~17/17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9미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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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중학교 1~3학년]
(1) 듣기•말하기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7차시)
차시

주요내용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것들은?

주제(단원)명
1~2
/17

(다양한 사례를 통한 토의 활동 등)

Co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을 찾아보기

CD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것 찾고 안전에 대한 인식 높이기

CD

안전의 필요성 인식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기

주제(단원)명

3~4
/17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한 생활

Co

바이러스 관련 동영상 시청

CD

바이러스의 특징과 바이러스 관련 감염병의 종류 찾기

Co

ET

바이러스 모형 만들기, 바이러스의 구조적 특징으로 치료가 어려운 이유 찾기

ET

CD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한 수칙 정하기

CD

안전하고 창의적인 마스크 디자인하기

ET

감염병으로 고통받거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나 감사 편지쓰기

주제(단원)명

전기 안전(전기 에너지)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심각성 대두로 전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가정의 대부분이 전기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5~
6/17

하는 필요성과 심각성 대두되고 있다. 전기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기술 교과의 전
기자동차 관련 밧데리 안정성 탐구와 미술교과의 픽토그램을 통하여 안전을 생활할 수 있
도록 하고 미술교과에서 안전한 주택 설계 등을 통해 전기 에너지 안전한 사용의 필요성
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Co
CD

전기 안전 부주의에 따른 화재 원인 분석
ET

전기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 탐구

주제(단원)명

안전한 열에너지 활용

Co

열에너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주거 설계 방안으로 단열의 필요성을 이해

7~9

ET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는 단열재 체험을 위한 창의적인 연필꽂이 제작 실험

/17

Co

단열재로 인한 화재 사고를 통해 바라본 문제점 파악

CD

원료의 함량을 달리한 단열재 제작 및 효과 검증 실험 설계

CD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 단열재 제안

주제(단원)명

쾌적한 주거 환경과 안전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사고
10~12
/17

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픽토그램이란 시각디자인으로 표현을 하고 쾌적한 건설 구조물
설계와 시공 관련 직업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Co

학교 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 제시

CD

학교 안전을 홍보하기 위한 픽토그램 구상

ET

픽토그램 상호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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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단원)명
13~14
/17

창업과 창직 어떻게 해야할까

Co

생활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한 활발한 의견 제시

CD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을 통해 협업을 통한 창업, 창직

ET

모둠별 활동을 통해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직업과의 매칭을 할 수 있는
활용능력

주제(단원)명
Co

우리가 사는 집, 건축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 나누기 (브레인스토밍
토의)

CD

한 토의

15~17
/17

지속 가능한 주택 설계에 따른 다양한 에너지 탐구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

CD

친환경 주택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주택 설계하기

CD

주제에 따른 구조물과 적합한 작품 형식과 방법 정하기

ET

작품 제작 및 발표

-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 매체와 방법에 따른 재료를 활용하여 주택에 필요한 건설 구조물 만들기
- 작품 완성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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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1)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것들은?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국어
[중학교] (1) 듣기․말하기

학교급/학년(군) 중학교 2 학년
[9 국 01-08]
중심과목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성취기준
구성하여 발표한다.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차시
1~2/17
것들은?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것들을 알고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학습목표
일을 말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과학
.
성취기준 영역
S 자연현상이나 생활주변에서 위험한 사례 찾기
T
STEAM
E
요소
A 글쓰기, 자기 생각 기록하기
M
이상 기후, 미세먼지, 바이러스, 화재, 지진 등 여러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안전을

주제(단원)명

개발 의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위험 요소들을 찾으면서 안전에 대한 필요성
을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

이상 기후, 미세먼지, 바이러스, 화재, 지진 등 여러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위험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는 별로 없다. 학생 스스로 위험 요소들을 찾
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이 수업의 목적이 있다. 먼저 활동
1 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 안전에 대한 인식을 스스
로 할 수 있도록 하며, 활동 2 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 화재,
지진 등의 영상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창
안전한 삶이란어떤
의
의미일까?
적
우리의 삶을 현재
설
안전한가?
계

우리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키워드 중에서 요사이
대두되고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소재 탐색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도입
( 15 분)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1. 학습내용 및 학습목표 확인
도입 질문 : 교사와 학생 간 대화를 통해 진행
- 안전하다는 것은 뭘까? 어떤 상태일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동영상
을 보면서
안전을 위
Co
ET 동기 유발 영상 제시:
협하는 것
이상 기후(폭우, 폭염, 해빙 등)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를 통해 우리의 안전한 생활
들 생각하
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출처: https://tv.naver.com/v/15264053
게 할 것
: 온실가스로 뜨거워진 지구.. 전 세계 이상기후 심각 2 분 3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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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것들 찾아보기(자신의 일상생활과 주변에서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안전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안전에 대한 포스트 잇
필요성을 느끼게 함을 목표로 한다.)
학습지
(모둠용)
<활동 1: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것 찾고 안전에 대한 인식 높이기>
개별 활동 : 안전을 위협하는 것 5 개 이상씩 찾아보기
: 포스트잇에 키워드로 작성하기
모둠칠판
⇓
ET
모둠 활동 : 모둠의 역할 정하기, 진행 순서 등을 교사가 미리 안내함.
1. 4 인 1 조 구성
2. 모둠원 역할 정하기 : 조장(사회자) 1 명, 발표 2 명, 기록 1 명
3. 조장(사회자)의 진행으로 모둠 활동하기
1) 개별활동으로 찾은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 돌아가면서 발표하기
2) 모둠칠판 또는 4 절지에 공통된 키워드로 유목화하여 포스트잇 붙이기
3) 유목화한 내용을 보면서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것 TOP 3>를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와 이들이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토의
전개 1
하고 기록한다.
(35 분)
4) 발표하고 공유하기
각 모둠에서 발표를 담당한 학생이 모둠에서 나온 의견과 선정된 3 가지
내용(선정 이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내용 등)을 발표하고, 학생들은 기
록을 하며 듣는다.
CD

전체 활동 :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할 분야들 함께 살펴보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국민안전교육 사이트 이용)
- 안전 분야 : 생활, 교통, 자연재난, 사회기반, 범죄, 보건 안전
<활동 2: 안전의 필요성 인식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기>
전체 활동 :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같이 보기
<사례 1> 미세먼지 속 그 영향과 폐해
https://tv.naver.com/v/421971 (1 분 41 초)
<사례 2> 바다로 흘러간 쓰레기, 다시 우리 밥상으로.. ‘플라스틱의 역습’
https://tv.naver.com/v/13212350 (4 분 16 초)

PPT(안전의
분야)
동영상

ET

<사례 3> 반복되는 참사, 공사장 화재 위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
0010837443 (4 분 22 초)
<사례 4> 일상을 흔드는 낯선 경험, 지진 (4 분)
전개 2 http://kasem.safekorea.go.kr/ptl/fms/main.do?menu_pk=M012300&menu_ke
학습지
(30 분) y=detail&safe_no=VDO000000000000343&cycle_cd=03&page_first=60&page_siz
(개인용)
e=10&sch_safe_area_cd=&sch_safe_realm_cd=&sch_safe_detail_cd=&sch_keyt
ype=&sch_ord_type=&sch_keyword=

ET

개별 활동 :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1 가지씩 적어보기
모둠 활동 : 모둠 안 의견 나누기
전체 활동 : 모둠 의견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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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0 분)

알게 된 점, 느낀 점 쓰고 발표하기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2)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한 생활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과학
[중학교] 재해・재난과 안전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한 생활

학교급/학년(군)

중학교/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9 과 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차시

3~4/17

-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고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바이러스 모형 만들기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코로나 19 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토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찾고,
감염병으로 고통받거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미술

연계과목
나. 표현 [9미02-04]
성취기준 영역

S 바이러스의 특징 및 바이러스의 인한 감염병의 종류 탐구
T
STEAM
요소

E 바이러스의 구조 모형 만들기
A 마스크 디자인하기, 감사 편지 쓰기
M

개발 의도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 19 는 전세계인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이에 감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과학적 원인을 이해하고, 이의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2019 년 12 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 19')은 증상이 거의 없는 감염 초기에 전염성이 강한 특징을 보여 2020 년 3 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었으며, 2020 년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는 등 많은 국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
기되고, 8 월 10 일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000 만 명을 넘었다.
여러 가지 재해・재난 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 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고, 치료약과 백신 개발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생
활 속에서 안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모색하고, 정책 마련과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창
※ 바이러스 모형 만들기
상 ※ 바이러스의 특징
의
※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황
탐색
적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어려움
제 ※ 바이러스로 인한
설
찾기
시
감염병의 종류 탐색
계
※ 마스크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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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한
수칙 마련하기
※ 수고하는 분들게
감사 편지 쓰기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출발 질문으로 상황 제시
--우리를 위협하는 재해・재난 중 감염성 질환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중학교 과
정에서 바이러스
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
대한 쉽게 추가
설명 필요
Tip!

도입
(10
분)

Co

바이러스 관련 동영상 시청(바이러스 탐구)
https://www.youtube.com/watch?v=QLbNGQpNcpI
https://www.youtube.com/watch?v=fvTtoDoMrjc
CD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생물의 종류는?
--바이러스의 특징을 세균과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질병 분류하기
Co

출발 질문으로 상황 제시

--바이러스는 어떤 모양일까?

털 철사,
빨대,
공예용 철사, 고
CD ET 바이러스 모형 만들기
전개 1
무밴드,
--막대 모양 바이러스
(40
스티로폼 공,
--공 모양 바이러스
분)
9 자핀 2 종,
--복잡한 구조의 바이러스
가위,
자,
CD 세균과 비교했을 때 바이러스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한 치료제 개발의 어 셀로판테이프
려움 찾기
Co

출발 질문으로 상황 제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CD

전개 2
(30
분)

안전한 생활을 위한 수칙 마련하기
마스크 도
안은 미술과 연
계 활동
Tip!

--모둠별 토론을 통해 수칙 마련
--발표를 통해 동료들과 공유
CD

ET

마스크 도안

--안전하고 창의적인 마스크 설계
--발표를 통해 동료들과 공유

Co

정리
(10
분)

출발 질문으로 상황 제시

--코로나 19 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 19 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은?
CD

ET

감사 또는 위로의 마음 전하기

--각자 가장 마음이 쓰이는 대상을 정하여 감사 또는 위로의 편지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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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지

3) 전기 안전(전기 에너지)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

[중학교 3 학년] 6. 에너지 전환과
보존

학교급/학년(군)

중학교/2,3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9과22-03]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를 들고, 이를
소비 전력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9과16-01] 재해･재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원인과 피해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전기 안전(전기에너지)
차시
5~6/17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기 안전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전기안전과 관련하여
학습목표
과학적으로 원리를 설명하고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기술
[중학교] 기술
성취기준 영역
S 전기에너지의 안전한 이용 방법
T 전기자동차의 밧데리 기술
STEAM
E
요소
A 소감문 쓰기
M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커져가면서 전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
개발 의도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에너지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위험성을
생각하는 기회를 통해 안전한 전기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심각성 대두로 전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가정의
대부분이 전기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은 보통 소홀히 대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기 에너지 역시 조그만 부주의로 쉽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
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 에너지의 위험성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반
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기 안전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실천 사례를 탐구해 보면서 전기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갖는다.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전기 화재 관련
뉴스(영상) 시청

창
의
적
설
계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
성
적
체
험

전기 안전 수칙
만들기 발표

전기 안전의 사례 조사 분석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도입
(10 분)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정리
(10 분)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전기 안전 관련 동영상 시청 및 경험 나누기
Tip!

CD

(실험)저항과 전류의 관계 실험하기, 단락 실험
(조사)전기 안전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조사)전기 안전 관련 사례 해결 방법 탐색
ET (발표)전기 안전 관련 사례 관련 조사분석 전기 안전 수칙 만들기 및 발표

ET

소감문 쓰기

CD

전개
( 70 분)

Co

CD
ET

컴퓨터
모둠활동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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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열에너지 활용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2 학년

[9과15-01]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열과 우리생활
재해․재난과 안전

중심과목
성취기준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법과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
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안전한 열에너지 활용

학습목표

1.
2.
3.
4.

연계과목

기술

STEAM
요소

차시

7~9/17

열의 이동방법과 냉난방을 위한 단열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단열재에 의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원료의 비율을 달리한 단열재를 제작하고 그 특징을 찾아낼 수 잇다.
효과적인 단열재의 특징을 찾과 화재에 안전한 단열재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연계과목
[중학교 1~3학년] 기술 시스템,
성취기준 영역 가정생활과 안전

S 우레판 폼의 생성원리 탐구, 단열의 원리 탐구
T 우레탄 폼 다양한 활용, 창의적인 메모꽂이 제작
E
A 화재를 막기 위한 대안 찾기 토의 활동
M
효과적인 열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단열에 대해 학습하고, 실생활의 건축물

개발 의도

에 주로 사용되는 단열재인 우레탄 폼이 화재 시 그 위험도가 높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원인을 탐구하고, 화재에 안전한 단열재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열의 이동 방법을 고려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건축물의 단열재 이용은 매우 필수적이
다. 그러나 요사이 단열재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대안이 시급한 현실이다.
우레탄 폼은 우리생활 속에 매우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중요한 물질이고 건축물의 단열재로서 그
효과가 크지만 화재 시 그 위험성까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우레탄 폼의 제작원리를 체험하고,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단열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며, 효과적인 단열을 위한 재료
의 비율을 찾아보고, 화재에 안전한 단열재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단열재로 인한 화재
사고 기사를 통해 건
축물에서 단열재의 필
요성과 안전한 건축물
제작을 위한 단열재
제안

창
의 *창의적인 메모꽂이 제작활동
적 *단열재의 효과 탐구실험 설계하
설 기
계

감성적 체험

- 21 -

*우레탄 폼의 단열재
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작품 제
작을 통해 체험
*비율을 달리한 우레
탄 폼을 만들어 보고,
생활속에 서로 다른
활용도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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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답실시
건축물의 화재 사고 영상 및 신문기사를 통해 화재사고의 원인 찾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현장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PXudSfpgUL8
-어떤 물질로 인한 화재인가? 화재 원인 물질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신물기사
ET 에어 캡(뽁뽁이)과 이글루의 단열효과 과학적 원리 토의 활동
Tip! 스스로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어캡의 효과 토의 및 이글루 속 열에너지 발생의 과학
검색가능
적 원리 이해
Co 단열효과 탐구실험
- 건축물의 단열은 에너지 활용면에서 매우 필요함, 여러 가지 물질의 단열효과
탐구 실험 실시
CD 열의 이동원리를 활용한 보온병의 단열효과 글쓰기 활동
Co
Co

도입
(30
분)

우레탄 폼 체험 활동
창 의 적 인
- 우레탄 폼 제작활동 (메모꽂이, 부풀어오르는 머핀 등 우레탄 폼의 제작 원 아 이 디 어 가
리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실시)
나 오 도 록
- 자신의 아이디어를 넣어 창의적으로 제작한다.
재료를 허
- 제작한 우레탄 폼의 기포 생성원리 탐구
용
- 우레탄 폼의 단열재로서의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 찾기
Co 재료의 혼합 비율을 달리한 우레탄 폼 제작
비율은 자
- 재료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3 가지 우레탄 폼을 제작하고, 그 특징을 관찰 유롭게 선
택
한다.(혼합 비율은 모둠별로 결정)
- 제작한 우레탄 폼의 특성을 관찰하고 비교
- 비율에 따른 특성에 맞는 생활 속 우레탄 폼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과학적
모 둠 별 로
으로 그 원리를 이해
설계 활동
CD 3 가지 우레탄 폼의 단열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설계
- 모둠별 발표를 통해 단열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장 우수한 실험설계를 선정 만 실시

CD

전개
(75
분)

해 보고 그 이유 토의
페시브 하우스의 원리 찾기
-다양한 페시브 하우스의 사례 사진을 통해 어떤 점에서 이로울지 토의
https://www.youtube.com/watch?v=W1zgJNDL0eU
(에너지 손실의 최소와 페시브하우스)
모둠별 토
-안전한 건축물 제작을 위한 단열재로서 어떤 것이 있는지 검색을 통해 찾아보
의 후 전체
고 공유한다.
공유
https://www.youtube.com/watch?v=XvpqLqO_RL4
검색 가능
(불이 붙지 않는 단열재)
한 환경 조
성
ET 사고와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단열재 찾아 제안하기
- 친환경적인고, 안전한 단열재 조사 탐구활동
- 생각나누기 활동
Co

정리
(3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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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쾌적한 주거 환경과 안전
중심과목

기술·가정

학교급/학년(군) 중학교/2 학년

[9기가02-12]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2) 가정 생활과 안전

중심과목
성취기준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
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주제(단원)명

차시

10~12/16

-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을 위한 조건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픽토그램을 만들어 하나의 스토리가 되도록 만든다.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미술

S
T
E
A
M

(미술) 표현

주생활 안전 사고 예방하기/픽토그램 제작하기
생활이 아름다운 디자인하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알고 이를 실천하여 건강, 학습 효율을
높이고 안전 사고의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점검하여 안전한 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
방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개발 의도

공간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 공간의 안전 사고의
위험 요소를 영상으로 시청한 후, 조 별로 위험 요소를 시간 순서대로 생각해 보고 정리하여 이를
학급원과 공유한다. 조장이 모여 하루의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별로 서로 다른 픽토그램을
만들고, 조별로 완성한다. 반 대표 조장이 학급에서 만들어진 픽토그램을 일상을 이야기하듯
순서대로 이야기하며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안전 사고 관련 뉴스
를 시청하게 하여 가
정 내에서 안전 사고
가 빈발하여 다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
고의 심각성을 알린다.

상
황
제
시

창
의
적
설
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를
예방할 방법에 대해 생각을
공유한다.
사고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행동
자제, 보호 장치 설치 등을
움직이는 문자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안전 사고로 다치거
나 장애를 입은 사람
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자신의 아이디
어를 내고 학급에 개
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도입
( 10 분)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주거 공간의 역할과 주생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 학습하기
- 가정 내 안전 사고 관련 영상 시청
ET
자신이 경험한 가정 내 안전 사고 발표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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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PPT
동영상

Co 가정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작성하고 각각의 공간이나 구조물에 예방
방법을 작성하기
PPT
전개
ET 모둠 안에서 가정 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예방 방법 발표하기
활동지
( 30 분)
CD 서로의 경험이나 지석을 바탕으로 활동지에서 나타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
는 공간, 구조물의 안전사고 예방법 작성하기

정리
( 5 분)

학습
과정

ET

모둠별로 작성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모둠원과 공유한 아이디어 발표
-교사는 가정 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픽토그램을 제작할 것임을 안내

교수-학습 활동 (2 차시 연속)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Co

CD

전개
(35+35
분)

감성적 체험)

픽토그램의 정의와 픽토그램의 특징에 대해 학습하기
- 도로에서 교통안전표지판의 역할
- 교통안전표시판이 멀리서도 쉽게 이해되는 이유 설명
교통안전표시판의 주의, 규제, 지시표시의 역할을 발표하기

Co

도입
(10 분)

ET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Tip!

스토리가 있는 픽토그램 설계하기
-정해진 주제로 각자 픽토그램 디자인하기
스토리가 있는 픽토그램 제작하기
- 픽토그램을 하나의 작품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제작
- 각자 디자인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픽토그램 제작

공구 사용
법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모둠원 만큼(4 명) 만들어 하나의 스토리
로 만들기고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디자인
ET

정리
(10 분

ET

완성한 모둠의 픽토그램을 발표하고 생각 공유하기
- 모둠에서 안전에 꼭 유의할 장소를 정하고 그에 대한 픽토그램을 보안 설명
- 모둠의 발표 픽토그램을 전시하고 철거 절차 설명

6) 창업과 창직 어떻게 해야할까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진로와직업

중학교/3 학년

[9진02-03]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
[중학교 1~3학년] 나. 표현

중심과목
성취기준

나 사업을 상상하고 만드는 모
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창업과 창직 어떻게 해야 할까?
학습목표

학교급/학년(군)

차시

13~14/17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창업과 창직의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 나만의 회사를 창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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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계과목
.
성취기준 영역
S 전기, 건축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탐색
T
STEAM
E
요소
A 만다라 아트, 창업 계획서 작성하기
M
창업과 창직의 개념을 이해하고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의
개발 의도
안전과 관련된 창업과 창직의 아이템을 개발하여 협업을 통해 나만의 회사를
창업하는 데 있음.

.

연계과목

⌾우리 주변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견하여 창업 계획서 작성하기
-6 명씩 4 개조 편성
-각 모둠별로 전기, 건축, 학교내, 코로나로부터의 안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된 내용 작성하기
-작성된 만다라트 내용 정리하기
-발견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토대로 아이템 선정
-모둠별 기본 창업계획안 작성
-조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부서 배정(개인별 창업에 필요한 핵심역량과 연결지어 배정)
-부서 특성에 맞는 역할 지정(흥미, 적성검사 결과 반영) 및 수행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창
상
※ 직업의 필요성
의
황
※ 안전관 관련된 직업 적
제
탐색
설
시
계

※ 만다라 아트
※ 나의 적성에 맞는
부서와 역할
탐색하기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견하여
창업 계획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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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의 기업인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영상 시청
-영상의 주인공들의 생각이 남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인가?
CD 창업과 창직에 필요한 핵심역량 파악
CD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만다라트)을 활용하여 생활 속 안전과 관련된 창직 또
는 창업을 해보자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도입
( 10
분)

CD

전개
(50 분)

Co
CD

동영상
Tip!

-만다라트
우리 주변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견하여 창
기법이란
업 계획서 작성하기
6 명씩 4 개조 편성
-안전과 관
각 모둠별로 전기, 건축, 학교내, 코로나로부터의 안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련한 직업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하여 작성하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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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만다라트 내용 정리하기
발견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토대로 아이템 선정
CD 모둠별 기본 창업계획안 작성
-조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부서 배정(개인별 창업에 필요한 핵심역량과 연결지
어 배정)
-부서 특성에 맞는 역할 지정(흥미, 적성검사 결과 반영)
ET

CD

정리
(30 분)

-모둠별 발표하기
-모둠 간 평가 및 모둠 내 평가
-차시예고(창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역할극 대본 만들기)

-평가지

7) 우리가 사는 집, 건축
중심과목

미술

학교급/학년(
중학교/2 학년
군)
[9미01-01]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
타낼 수 있다.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중학교]
1. 체험 2. 표현 3. 감상

중심과목
성취기준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9미02-03]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
정을 점검할 수 있다.

[9미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집, 건축 / 내가 살고 싶은
차시
15~17/17
집 디자인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의 융합적 특징을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학습목표
• 지속가능한 에너지 탐구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적용한 주택을 설계를 할 수 있다.
• 매체와 방법에 따른 재료를 활용하여 주택을 제작할 수 있다.
연계과목
국어)
연계과목 국어
성취기준
[중학교 1~3학년] (1) 듣기•말하기
영역
S 전기, 열에너지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디자인
T 안전한 건축물의 조건 탐색
STEAM
E
요소
A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삶, 건축에 대한 탐구
M
건축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이 우리의 삶에 미치
개발 의도 는 영향과 환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을 디자인하여
창의 융합적인 사고와 실천 경험과 결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주제(단원)명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간과 환경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하고 철학적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학과 기술 수업에서 배운 에너지
관련 지식과 건설 기술의 조건과 구조를 적용한 주택을 설계하고자 한다. 자신은 어떤 집에서
살고 내 주변 환경과 자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공존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적용한 미래에 살고 싶은 나의 집을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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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환경과 공존하는 삶
에 대한 성찰과 책임
의식과 태도 함양.
※다양한 건축의 융합
적 특징에 대한 아름
다운 가치 발견

창
의
적
설
계

감
※미래의 주택을 상상
성
하며 환경 문제 인식
적
과 책임감을 통한 공
체
동체 감각 키우기
험

※에너지를 이해하고 적용한
새롭고 흥미로운 나만의
주택 설계 및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ET

► 내 주변의 생활 환경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인간과 자연속에 사는 다양한 생명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은 우리를 보호하는 환경 중 중요한 요소이며 공간이 사람의 행동
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 건축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 https://www.youtube.com/watch?v=L4LNY3Zngfw 생태 도시에 대한 동영상 시청
- 도시 환경 자원에 대한 공유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해 보전과 개발의 조화
가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도시에 대해 토의하기
- 생태 도시 등장에 대한 배경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점 찾아 발표하기
; 느낀 점 발표
► 에너지가 절약되고 생산까지 하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 어떻게 건축되나?
https://www.youtube.com/watch?v=Hbr7WebWVvA
도입
( 45 분)

- 냉·난방도 하고 에너지까지 생산하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 어떻게 건축할까?
- 에너지 제로 하우스 건물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 패시브하우스와 솔라 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기, 장점 파악하기
►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비밀 https://www.youtube.com/watch?v=ED26G8pMxXc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택 건축에 대한 비밀 제로 하우스 동영상 시청
- 생태 환경과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논의하기
- 햇빛의 방향과 통풍 등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하고, 분위기를 고려한 색채와
장식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부방은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조명과 차분한
배색으로 꾸민다.
- 모둠 토의를 통해 자료 분석과 문제점 발견,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토의
- 역할 분담하기 : 자료 수집 및 분석, 인터뷰 및 자료 정리, 아이디어 스케치, 모
형제작, 발표
► 집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 학생 스스로 건축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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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Tip!

- 안도 다다오의 현대 건축의 거장 작품을 통한 자연과 건축물의 아름다운 조화
를 감상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2B9r7gCaMx8
- 유현준의 캥거루하우스를 통해 건축으로 관계를 말하다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gxN7IMonsNs
: 모둠별 동영상 보고 가장 공감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CD

► 내가 살고 싶은 미래의 에코하우스 구상하기-생태 환경, 지속가능한 하우스,

에너지 제로 조건을 충족시키기
- 집을 디자인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
[활동 1]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 관찰하기, 인터뷰하기, 직접 경험하기
ü Who :
ü What :
ü Why :
CD

► 집에 대한 불편한 점과 개선할 점을 생각해 보고 창의적으로 구상하기

- 가족 구성원과 관계, 원하는 집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조건을 충족시키는 디자인
전개
구상하기
(45 분)

[활동 2] 아이디어 생성 : 브레인스토밍하기
Co

► - 전체적인 디자인의 컨셉 정하기

- 정해진 컨셉을 바탕으로 주택 디자인하기
- 아이디어 스케치와 도안 작성하기
CD

►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에코하우스 모형 제작하기

[활동 3] 프로토타입 만들기 : 입체로 조형물을 제작해 보기
- 아이디어 스케치 및 도안을 바탕으로 실내⋅외 구조를 제작하기
-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구조와 공간의 효율적
인 구성을 고려한 작품 완성하기
ET

[활동 4] 공유하기 : 완성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의견 나누기
정리

►PMI 토론으로 모둠별 작품에 대한 감상 발표하기

( 45 분) ►5WhY 토론 활동을 통해 주변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
성을 알고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신과 주변의 사회적 관계를 건축과 연결하
여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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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2/17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

학습활동지
-모둠용-

학년 (

)반 (

) 번 이름 (

)

날짜

1. 개별 활동 :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것들 5가지 찾기
(각자 포스트잇에 키워드로 씁니다.)
2. 모둠 활동
1) 먼저 모둠원의 역할을 정해 보세요.
조장(사회자)
발표자

1

발표자 2
기록이

2) 우리 모둠이 선정한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TOP 3
활동 1

안전한 생활을 위

선정 이유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위험을 주고 있는지를

협하는 TOP 3

적어 봅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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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17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요~

학습활동지
-개인용-

학년 (

)반 (

) 번 이름 (

)

날짜

1. 나의 생각 :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1가지씩 적어 봅시다.

2. 우리 모둠원의 생각 나누기
1) 모둠 내에서 1명씩 차례로 돌아가며 발표하고 아래 칸에 정리해 보세요.
모둠원 이름

활동 2

모둠원의 생각

2) 모둠원끼리 토의 후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정리해 봅시다.

3. 이번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알게 된 점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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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17

1) 수업 열기
[출발 질문]
우리를 위협하는 재해・재난 중 감염성 질환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다음 두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LbNGQpNcpI
https://www.youtube.com/watch?v=fvTtoDoMrjc

가. 다음의 감염성 질환 중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은 “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은 “바”라고 써 보자.
콜레라(

), 에볼라(

스페인독감(

), 흑사병(
), 신종플루(

), 코로나19(
), 탄저병(

), 메르스(

), 천연두(

나. 세균이 발견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물건은?

다. 최초로 발견된 바이러스의 종류는?

라. 바이러스의 발견이 세균에 비해 많이 늦어졌던 이유는?

마. 무생물과 비교했을 때 생물이 가지는 특징을 3가지 써 보자.

바.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답한 이유를 써 보자.

사. 세균과 바이러스의 치료 방법을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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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균

바이러스

치료 방법

2) 생각 키우기
[바이러스 모형 만들기]
가. 준비물 : 털 철사, 빨대, 공예용 철사, 고무밴드, 스티로폼 공, 9자핀 2종
가위, 자, 셀로판테이프

나. 실험 방법 : 바이러스 전개도를 참고하여 바이러스 모형 만들기

다. 정리하기
① 만든 모형이 어떤 바이러스를 나타낸 것인지 설명해 보자.

② 독감 백신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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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각 넓히기
가. 모둠 토의를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해보자.

나. 창의적인 나만의 마스크를 디자인해보자.

다. 재해·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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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6/16

[생각열기]
1. 다음 동영상을 보고 전기 안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VRYkIpOgdFc(2′14″)

2. 그림은 단락 현상 사진이다. 자료를 보고 전기 위험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자.

(출처:
https://kr.123rf.com/photo_16703107_%EB%8B%A8%EB%9D%BD-%ED%9A%8C%EB%A1%9C-%EB%B0%8F-%EB%B9%84%ED%96%89-%EB%B6%88
%EA%BD%83%EC%9D%98-%EB%B0%9D%EC%9D%80-%ED%94%8C%EB%9E%98%EC%8B%9C.html)

[생각펼치기]
[해보기] 저항에 따른 전류의 세기 변화
[준비물] 가변저항(또는 다양한 저항), 전류계, 건전지(또는 전원장치)
1. 그림과 같이 회로를 설치하고 저항의 크기를 다르게 하며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보자.
저항(Ω)

전류(A)

2.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적어보자.

3. 만일 저항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전기 안전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탐구 조사] 전기 화재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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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캠페인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wT3ygBjaavg
1. 전기 화재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다음 조건을 포함하여 전기 안전 수칙을 픽토그램이
나 캠페인 보드로 만들어 보자.
<조건>
- 전기 안전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발표할 내용을 미리 적어본다.
# 선생님이 제공하는 별지를 이용하여 제작합니다.
2. 전기안전수칙 발표하기
[생각다지기]
이 활동을 통해 전기 안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과 전기 안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태도
를 포함하여 소감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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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9/17

1. 우리 생활 속 안전 사고 사례 탐구
최근 일어난 안전사고기사이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찾아보자
[이천 물류창고 화제 사건]
우레탄 발포작업 중 시너로 인한 유증기에 불이 붙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화재사건 수사본부에 의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을 지금까지의 추정과는 달리 기계실이
아닌 냉동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사건은 출구가 하나 밖에 없었기에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증기 폭발 후 깔린 우레탄에 불이 옮겨졌으며 작업 현장에는 우
레탄 200L 들이 15통과 3000L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안개가 자욱해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유증기가 지하에 많이 찬 것, 사건 발생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추
정된다. 화재현장에 있던 우레탄이 타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독가스를 내보냈다는
점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중 하나이다. 우레탄이 타면 시안가스가 나오는데 나치 독
일이 유대인 학살에 악용한 독가스중 하나일 정도로 유독한 가스라고 한다. 그외 전기나
소방등 여러 항목에서 이미 준공검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엉터리였던 관청의 허술한 행
정과 대부분 일용직인 인부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조급한
공사강행도 사건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용인 물류창고 화제 사건]
저번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난 지 채 석 달도 안된 금일 또 다시 물류센터
에서 불이 났다. 이번에도 화재 직후 시커먼 연기가 순식간에 치솟으며 건물에 가득차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지하 4층 창고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찰과 국과수와 함께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불이난 물류창고는 지하
5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다. 숨진 노동자 5명은 지하 4층에서 발견되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전이 되어 지상 1층으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말로는 지
하 4층에 있는 화물차에서 ‘펑’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CCTV를
확인한 결과 냉동탑차 옆 창고안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당시 사이
렌 소리와 스프링클러등은 작동하였지만 불길과 연기가 워낙 강하다보니 화재를 막는데
는 영향을 미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류창고에서 특히 냉동창고는 외부의 열을 차단하
기 위해 우레탄 폼을 단열재로 사용하든데 이번 용인 물류창고 화재는 건물 외벽 샌드
위치패널에는 불이 잘 붙지 않은 단열재 소재를 사용하였지만 지하 내용창고벽은 단열
성을 높이기 위해 우레탄 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레탄 폼은 화재발생시 불이
쉽게 옮겨붙고, 번지는 확산속도도 빠르며, 심각한 유독가스가 함께 발생되기 때문에 화
재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창고샌드위치패널
단열재로 불이 잘 붙지 않는 준불연성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고 한다.
➡ 위 두가지 화재 사고의 사례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 물질은 무엇이었고, 그
물질을 사용한 이유를 찾아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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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서 샌드위치패널(폴리우레탄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

2. 단열 탐구
1) 보통 겨울이 되면 창문에 에어캡(뽁뽁이) 사진이다. 에어캡을 사용
하는 목적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이다. 에어캡을 창문에 붙이는
것만으로 실내 온도를 어떻게 따뜻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일까?

2) 다음 사진은 에어캡을 붙이기 전과 후의 실내 열 출입 적외선 사진이다. 이것의 사용으로
단열의 효과가 입증된다. 그렇다면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실내의 차가운 공기가 밖으
로 유출되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도 에어캡으로 줄일 수 있을까?

3) 극지방만의 독특한 집구조인 이글루는 영하 40도가 웃도는 추위를
견뎌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이글루는 눈과 물로 지어졌지만 놀랍게
도 실내 온도는 평균 25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지름 5m의 이글루
는 한 사람이 2시간이면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건축물기도
하다. 이글루의 실내온도가 실외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상태변
화와 에어캡의 단열 효과가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 37 -

4) 다음의 여러 가지 재료로 단열 실험을 해보자.
<준비물>
비이커, 종이, 솜, 모래, 시험관, 검은 도화지(뚜껑)
<실험방법>
1) 시험관 A, B, C를 각각 비커 안의 가운데 부분에 세우고 비커와 시험관 사이의 빈공간을
각각 신문지, 솜, 모래로 채운다.
2) 시험관 크기에 맞게 구멍을 뚫은 검은색 판지를 덮고, 각 시험관에 같은 양의 뜨거운 물
을 넣는다.
2

1

A

B

솜

신문지

C

모래

가. 각 시험관에 담긴 물의 온도를 1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표에 기록한다.

시간 (분)

0

1

2

3

4

5

시험관 A (°C)
시험관 B (°C)
시험관 C (°C)
나. 물의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시험관 주위의 물질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다. 보온병은 찬물과 더운물의 온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실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이다.
단열을 활용한 부분을 모두 찾고 그 원리를 열의 이동과 연관 지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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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단열재 탐구활동
휴대폰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커버를 씌우며, 소음을 줄이고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지원이나 아파트 거실 바닥에 퍼즐메트를 깐다. 유대폰 커버나 퍼즐매트 등
에 사용되는 재료는 폴리우레탄이다. 또한 요즘 ‘쿠션’을 활용한 뷰티 제품들이 많다. ‘쿠
션’ 을 생산한 우리나라 모 화장품 기업은 포브스,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되었을 뿐 아니
라 전 세계에서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돌파했다. 이 쿠션 제품은 주차 도장의 스탬프에
서 영감을 얻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점도를 지
닌 내용물과 이 내용물을 안정적으로 머금을 수 있는 재질의 스펀지 제작 등 기술적인
연구를 거듭했고, 이후 80만 개의 구멍이 있는 우레탄폼이 적합한 스펀지임을 알아냈고,
이를 다시 콤팩트 타입의 용기에 담아 제품으로 완성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폴리우레탄 폼은 충격을 흡수해 주고 소음을 막아주고, 내용물을 일정 수준으로
흡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기하게 부불어 오르는 폴리우레탄
용액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소품을 만들어보고, 폴리우레탄의 특성과 우리 생황에서 어떻
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자.

1) 부불어 오르는 머핀, 연필꽂이 만들기 활동
가. 준비물 : ▸폴리올 용액 ▸이소시아네이트 용액
▸머핀 주름지 ▸스포이트

▸나무막대

▸종이컵

▸장식용 단추와 비즈

나. 실험방법
① 잘라둔 종이컵 속에 머핀 주름지를 넣는다.
② 머핀 주름지 속에 폴리올 용액 5ml를 넣는다.
③ 폴리올 용액을 넣은 머핀주름지에 색소 2~3방울을 넣고 나무막대로 잘 저어 준다.
④ 스포이트로 이소시아네이트 용액 5ml를 넣고 나무막대로 잘 섞어준다.
⑤ 용액이 부풀어 오르고 반응이 멈출 때 까지 관찰하며 기다린다.
⑥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표면이 굳기 전에 구자핀을 꽂고 단추와 비즈로 창의
적으로 장식한다.
⑦ 열쇠고리나 핸드폰 장식용품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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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의 사항
-1회용 위생장갑을 꼭 착용하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실험하세요
-지정한 용액보다 많이 넣으면 반응이 급속하게 일어나서 폼속에 기포가 많이 생기기 때
문에 예쁜 작품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꼭 정해진 용량을 사용하세요
-반응을 시작하면 1분 30초 ~ 2분 정도면 윗부분까지 진행되고, 다 진행되면 3분정도
기다리세요(열기를 식힘)
라. 탐구활동
가) 탐구실험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관찰된 사실)을 써보자.

나) 폴리우레탄폼이 만들어지는 영상과 탐구실험을 관찰한 결과를 보고 단열재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다) 폴이우레탄폼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사례를 조사해 보자(인터넷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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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실험하기
-실험을 통해 머핀 모형을 만들어 본 후에는 폴리올용액(폴리우레탄P)과 이오시아네이트
용액(폴리우레탄M)의 비율을 달리하여 폴리우레탄폼의 상태를 알아보는 실험
-용액의 비율에 따라 부풀어 오르는 정도나 폼의 상태가 모두 다르므로 딱딱한 폼에서
스폰지처럼 매우 부드러운 폼까지 다양한 폼을 만들어 볼 수 있다.

① 실험결과 각각의 폼의 특성과 성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 참고자료를 읽고 자신
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 두 용액의 혼합비율에 따라 폴리우레탄 폼의 성질이 달라짐을 확인해 보자.

연질 : 재료의 비율을 조절하여 발포율을 매우 높인 제품으로 밀도가 낮은 반면에 입
체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경화 후에도 일정한 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형상의 재단, 성형 가공이 가능하며, 연질폴리우레탄폼과 여러 가지 금속,
가죽, 옷감등과 봉제나 접착, 가공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질 : 단열성, 경량성, 완충성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단독 또는 타재료와 복합화하여
단열재, 경량구조재, 완충제등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단열재 중 열전도율이 최고로
낮아 전체 단열재의 50~80%를 점유하며 150℃의 고온에서부터 –235℃의 극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반경질 :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의 압축강도나 경도를 나타내며, 자동차 내장재나 가
구 등의 응용분야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② 위의 실험결과를 활용해 건축물의 단열효과를 검층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 보자

어떤 방법으로 건축물의 단열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까 모둠별로 아이디어를 기록해 보자.

우리 주변에서 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찾아보자.
-우레탄 폼을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다음 사례를 참고로 그 역할을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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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분야: 전기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자동판매기, 아이스박스
- 건축 분야: 지붕, 천정, 벽, 바닥단열재, 수도, 배관, 주택설비기구
(목욕조, 태양집진기) 단열, 보온재
- 창고 및 공장 분야: 냉동(저온)창고 밀폐창고 조립식 판넬을 사용한
기밀창고
- 철도, 선박 분야: 철도차량 바닥 천정, 벽 등의 단열재 냉동선박,
액화천연가스(LNG)선박의 단열재
- 생활용품 분야: 액자, 인테리어 몰딩제품, 조각물, 물통
- 스포츠, 통신 분야: 인공위성 수신안테나 결로방지제 인공위성
발사로켓의 연료탱크 단열재 스키 및
스토우 보드의 심재, 볼링볼의 심재
③ 폴리우레탄 폼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기사를 찾아보고, 그 원인을 정리해 보자.

3) 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한 셰이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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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건축물
1)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기사 자료를 읽고, 단열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대해 자유
롭게 토의해 보자.
최근 아파트 구입을 고민하던 주부 양 모(34)씨는 그 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국
토교통부가 올해 12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현행 30~40%에서 패
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평소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많은 양 씨는 패시브하우스가 단열공사비 때문에 일반 주택
보다 건축비는 비싸지만, 난방비나 냉방비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용은 훨씬 저렴하다
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패시브하우스 설계시 주요 기술요소 ⓒ 두산백과
그녀는 건축비용은 조금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지관리비가 훨씬 저렴한 패시
브하우스가 경제적인 면이나 환경적 면에서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상의하
여 아파트 구입을 늦췄다.
앞으로 2~3년 정도 더 알뜰하게 저축한 뒤에 패시브하우스 형태로 지어진 아파트를 구
입해야겠다고 다짐한 양 씨는 그때까지 이 새로운 에너지 절감 주택에 대해 좀 더 공부
를 해 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 단열재로 인한 잦은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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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12/17

스토리가 있는 움직이는 픽토그램(스픽)
2 학년

반

번

이름 :

Introduction
● 주거 공간은 가족 구성원이 생활을 하는 곳이자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주거 공
간에서 안식처의 역할을 하지만 부주위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주거 공간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 예방책을 찾아보자.

조건 및 안전 유의사항
※ 조건
1. 우드락, 사인펜을 이용하여 만든다.
2. 조원들간 연결되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3. 움직이는 사람 1명, 위험 요소나 보호 장치를 각각 하나씩 넣어 만든다.
4.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
※ 유의사항
1.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레일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2. 칼과 펜치 사용시 안전을 고려하며, 사용 후 뒷정리를 한다.
3. 실습시 장난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KTV 뉴스를 보고 느낀점과 자신이 경험한 가정 내 안전사고 작성
1. 뉴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자신, 가족, 지인의 경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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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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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토그램이란?
1. 픽토그램이란?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국제적인 행사 등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제
작된 그림문자이자, 언어를 초월해서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그래픽 심벌
(symbol)을 말한다. 픽토글매은 으미하는 내용을 상직적으로 시각화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도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하고 의미가 명료해
야 한다.
2. 픽토그램 특징
주로 그림문자와 함께 색상으로 긴급·안전·주의 등의 안내를 표시한다. 검정은 일반 사
항 및 공공시설물 안내, 빨간색 원 안의 사선 모양은 금지, 파랑은 지시, 노랑은 주의 및
경고, 초록은 안전·피난·위생·구호, 빨강은 소방·긴급·고도 위험 등을 나타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양성평등·장애인 배려·다문화 사회를 고려한 공공안내·수
상안전 등에 관한 새로운 픽토그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픽토그
램이 국가표준으로 등록되어 있다.
3. 다양한 픽토그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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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토그램이란?
1. 스토리가 있는 픽토그램 만들기 (조원들과 함께 의논하여 작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모둠원들의 픽토그램 주제
모둠원명

주제

● 주생활 안전사고 예방 픽토그램
1. 주생활 안전사고 예방 픽토그램 스케치

2. 픽토그램 레일의 상세 부품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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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있는 움직이는 픽토그램 만들기
1. 작업 안전
칼을 사용할 때에는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칼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는다.
강철자를 사용할 때에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사용한다.

2. 만드는 과정

1. 필요한 재료의 크기에 맞게

준비물

우드락을 자른다

2. 큰 판에 작은 판이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을 만든다.

3. 작은 판의 앞면에는 픽토그
램을

오려

붙이고,

뒷면에는

큰 판의 레일에 맞는 조각을

4. 전달할 메시지를 붙인다.

붙인다.

6.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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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은 판을 큰 판의 레일에 끼
우고 빠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차시

13~14/17

1. 만다라트(예시)
사회적

거

리두기

동물

영향

기후변화

위생

코로나바이
러스

안전

정신(우울)

방역

마스크

세정제

비누

방역

보건기구

의료원

1. 토론을 통해 선정한 대표 아이템을 가운데 적어 놓는다.
2. 주변 8 칸에는 아이템에 대해 생각해야 할 주제들에 대해서 모두 써 넣는다.
3. 8 칸에 쓰인 아이템은 다시 핵심 아이템이 되어 8 개의 정사각형 가운데에 다시 적게 되
고, 주변 8 카나에 아이템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써 넣는다.
4. 만다라트를 모두 작성하면 8 개의 아이템에 대한 8 가지의 아이디어들이 모여 64 개의 생
각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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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만의 회사를 창업하자.
(

)모둠

모둠원(

)

1. 만다라트 내용 정리
가. 발견한 생활 속 ( 바이러스

)의 안전에 관한 문제점

문제 1
문제 2
문제 3
나. 문제점 중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해결책
선택한 문제
해결 방법
다. 창업 아이템 선정
아이템
아이템 설명
(특징, 장점)
제품화 방법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2. 각 조원의 개인적 특성을 정리해 보자.
(모둠원 1)
나의 강점이나 장점(주위에서 인정한 내 강점)
내가 잘하는 것(스스로 생각하는 내 강점)
내가 즐겨하는 것
(모둠원 2)
나의 강점이나 장점(주위에서 인정한 내 강점)
내가 잘하는 것(스스로 생각하는 내 강점)
내가 즐겨하는 것
(모둠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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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강점이나 장점(주위에서 인정한 내 강점)
내가 잘하는 것(스스로 생각하는 내 강점)
내가 즐겨하는 것
(모둠원 4)
나의 강점이나 장점(주위에서 인정한 내 강점)
내가 잘하는 것(스스로 생각하는 내 강점)
내가 즐겨하는 것
(모둠원 5)
나의 강점이나 장점(주위에서 인정한 내 강점)
내가 잘하는 것(스스로 생각하는 내 강점)
내가 즐겨하는 것
(모둠원 6)
나의 강점이나 장점(주위에서 인정한 내 강점)
내가 잘하는 것(스스로 생각하는 내 강점)
내가 즐겨하는 것
4. 우리들만의 회사를 창업해 보자.

우리들이 만들고
싶은 회사

우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회사를 창업할 것이다.
그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이름
회사의 가치관
부서명

이름

홍보책자의 디자인 및

디자인부(예시)
회사에 필요한

업무
회사로고 제작
홍보 영상 및 리플릿

안전 홍보부

제작

사람들(부서명,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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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이유

회사의 로고

차시

15~17/17

환경 디자인(Environmental Design)
1. 환경 디자인의 의미
환경 디자인은 생활 주변의 자연과 생활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디자인 활동
을 말한다.
환경 디자인은 도시 계획, 조경 계획과 같은 대단위 환경 계획에서 건축 계획이나 실내 계획
또는 디스플레이와 같은 소단위 환경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 디자인을 통하여 개개인의
주위 환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국가 전체의 환경을 보기 좋고 편리하게 하는데 그 의의
가 있다. 환경 디자인을 통해 인간은 보다 많은 정서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롭고 능률적
인 활동을 창출해 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환경 디자인은 스마트한 주변 공간의 디자인과 삶의 최적합성을 동시에 만족
시켜야 하고 서로 간 소통의 효용성이 중시되고 보다 새로운 차원의 환경 디자인이 되도록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 Friedensreich/오스트리아/1928~2000) 블루마우 온천마을(건축/1993~1997 년 작
/오스트리아) -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에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은 건물이 서 있는데 물결치듯 움직이는 건물의 선
과 하양 바탕에 노랑과 분홍 등의 색깔이 섞여 마치 동화의 성에 온 듯한 느낌을 주며 지붕이 잔디밭이어서 땅에
서 방금 솟아난 듯한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한다.

2. 환경 디자인의 조건
(1)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2)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연미와 조형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인공 구조물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환경 디자인의 필요성

- 52 -

(1) 자연을 보호, 보전하여 공해나 재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
(2) 인공 구조물을 관리, 유지하여 사회와 개인의 질서를 유지한다.
(3) 환경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며 생활을 풍요롭고 쾌적하게 한다.
4. 환경 디자인 종류
(1)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무대, 전시 등
(2) 실외 디자인: 도시 환경, 조경, 공원, 환경 조형물 등
5. 환경 디자인 영역
(1) 공공 디자인(public design)
공공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여러 설치물이나 거리의 가구를 설치하
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을 말한다. 공공 디자인에는
각종 건축물과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들, 주거 환경에 필요한 공원이나 산책로, 이에
따른 안내 표지판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공 시설물 디자인은 물리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
고, 시각적 환경의 한 요소로서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데 적절한 디자인과 배치는 생활에
질서를 주고 즐거움을 주지만, 부적절한 디자인은 보기에도 안 좋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
게 된다. 도로 시설물에는 옥외 광고, 게시판, 빌보드, 벤치, 버스나 택시 정류장, 지하철 입
구, 공중화장실, 가로등, 쓰레기통 등 다양한 시설물이 있으며, 자동차가 등장한 후로는 교
통 시설물인 신호등, 교통 표지 등이 있다.
현대 공공 디자인은 친환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
은 기능적인 측면이나 심미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
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소수에게만 편리하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디자인은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을 대변하지 못한다.

토시코 호리우치 맥아담(Toshiko Horiuchi Macadam/일본/1942~) 공기 주머니(나일론 그물
/120×120×650cm/2007 년 작/경기도 양주) - 그물 놀이터 ‘에어포켓(Air Pocket)’은 구조공학 전문
가의 자문을 거쳐 뜨개질 하듯 짜서 만든 놀이터이다.

(2) 건축 디자인
건축 디자인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활을 내포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수단으로 하여 완성되는 공간 예술이다.
건축 디자인은 개성이 있고 문화가 담긴 독립적인 건축물과 더불어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재료와 요소들이 합하여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적 정
체성을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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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킨(Klyukin, Vasily/러시아/1976~ ) 로즈 파빌리온(건축 콘셉트 디자인/2016 년 작) - 장미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서 장미 꽃다발 형태로 건축물을 디자인하였다. 장미의 색처럼 빨간
색, 노란색, 흰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3) 실외 환경 디자인
자연과 인공 구조물, 건물 서로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주위의 인공 구조물, 건축물 등과의 상호 조화를 고려하여 공간을 디자인
한다.
(4) 실내 디자인
사람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계획한다. 공간을 짜임새 있게 계획하여 실용성이 있
도록 한다. 가구와 집기의 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광선의 방향과 통풍 등 생활의 자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 실내 분위기를 고려한 내부의 장식과 색채를 배치한다. 가구와 물
품들의 배치와 배색을 한다.
6. 환경친화적인 건축 디자인
테이트 모던 미술관(영국/2000 년 개관)
영국 런던에 있는 현대 미술관이다. 1981 년 문을 닫은 뱅크사이드(Bankside) 발전소를 개조
하여 2000 년 개관하였으며, 테이트 갤러리에 있던 20 세기 이후의 현대 작품들을 전시한다.
건물 외벽은 벽돌로 된 직육면체이며, 모두 7 층이다. 건물 한가운데에 원래 발전소용으로 사
용하던 높이 99m 의 굴뚝이 솟아 있는데, 반투명 패널을 사용하여 밤이면 등대처럼 빛을 내
도록 개조하였다. ‘스위스 라이트(Swiss light)’라고 부르는 이 굴뚝은 오늘날 테이트 모던의
상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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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1~2/17

1. 학생 활동 사진 자료

학생들이

안전하

온난화, 미세먼지,

3D펜과 mp3 모

지 않다고 느끼는

지진 등의 영상을

학생들이

것에 대해 키워드

보며 안전에 대한

활동지

적기

생각 확장

작성한

듈을 연결하여 만
든 간이 이동스피
커

발표수업을

위해

3D펜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모습

2. (수업 진행 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생활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해 먼저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상태를 알아보고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안전에 대
해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생각보다 관심이 많았으며, 자신의 주변
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압도적인 부분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었으며 범죄와 폭력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
이었다.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에 대한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안전교육 사이트와 뉴스 영상
등을 활용하여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지진 등의 영상을 보며 학생들은 안전의 여러 분야를 알게
되었으며, 안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흥미로운 수업을 위해 3D 펜과 mp3 모듈을 이용한 간이스피커를 만들어 발표 시 활용하도록 하였
다. 처음 접하는 활동이라 처음에는 어려워하였으나 기기들이나 작품의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집중력
이 좋아졌고, 3D 펜을 사용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의 화상이나 3D 펜의 재료인 필라멘트의 안
전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차시

3~4/17

[학생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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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자료]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크기가 30~200nm 정도로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작아 세균을 걸러내는 세균
여과기를 그대로 통과한다. 바이러스는 핵산(DNA 또는 RNA)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핵산
을 단백질로 된 껍데기(capsid)가 둘러싸고 있다. 어떤 바이러스는 단백질 이외에 지방이 섞
인 막으로 싸여 있기도 하다. 단백질 껍질은 바이러스가 적당한 숙주 세포로 들어갈 수 있
게 돕는 분자들을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핵, 세포막을 비롯하여 세포 소기관이 없으며 전형적인 세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생물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에 불과하다. 바이러스는 독
자적인 효소가 없어서 스스로 물질대사를 하지 못하므로 독립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즉,
바이러스는 생물체 안에 들어가야만 생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기생하여 사는 생물체를 ‘숙주(宿主)’라고 하며,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
내에서 효소를 이용하여 물질대사와 증식을 한다. 이 과정에서 유전 현상이 나타나며, 돌연
변이를 통해 변종이 나타나는 등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
고 한다.
바이러스는 (핵산의 종류에 따라) 유전물질로 DNA를 가지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가
지면 ‘RNA 바이러스’라고 한다. (숙주의 종류에 따라) 동물 세포에 기생하면 ‘동물성 바이러
스’, 식물세포에 기생하면 ‘식물성 바이러스’, 세균에 기생하면 ‘세균성 바이러스(박테리오파
지)’라고 한다.
바이러스는 특이성이 있어 특정 생물만 감염시킨다.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를 감염시키고
증식하는 과정은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바이러스에서 비슷하게 진행된다.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숙주 세포 표면의 특정한 수용체에 결합한 후, 숙주 세포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핵산을 숙주 세포의 핵산과 결합시켜 자신을 구성하는 성분인 핵산과 단백질을 대량으로
합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료를 결합해 새로운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되며 이후 숙주 세
포 밖으로 방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숙주 세포가 파괴되기도 한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는 감기, 독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소아마비, 간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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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천연두, 풍진, 수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질병의 치료는 쉽지 않은데 이는
바이러스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숙주 세
포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 약물로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경우 숙주 세포도 함께 피해를 입
는다. 또한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서 치료제의 효과가 낮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고 온전한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숙주 없이는
증식할 수 없으며 변이 속도가 빨라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어렵다. 세균은 세포 구조를 이루
고 있고 숙주 없이도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며 항생제 개발이 비교적 용이하다.
독감은 감기와 증상이 유사하나 전혀 다른 병원체에 의해 발생한다. 감기는 아데노 바이
러스 등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한다. 감기는 호흡기 점막이 200여 종의 각종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면서 일어나는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콧물과 가래, 기침, 열이 나고 기운이 없다. 반면 독감은 특정 RNA 바이러
스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고열, 두통, 오한이 나타나고 온몸이 쑤신다. 감기는 일반
적으로 일주일 내에 자연 치유되나 독감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전 세계적인 유행
과 엄청난 사망자를 초래한다. 감기는 백신을 만들 수 없지만, 독감은 만들 수 있다.

자료출처

친절한 과학사전 - 생명과학 편 |저자 정미영 |cp 명북카라반

바이러스의 생김새와 구조

자료출처

(주)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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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흔히 ‘독감’이라 알려져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에 의해서 발병되는 급
성 호흡기 질환. 인플루엔자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유행을 일으키며, 유행이 시
작되면 2～3주 내에 통상 인구의 10～20%가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대단히 크다.
유행성인플루엔자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행성인플루엔자를 처음으로 정확히 서술한
것은 1610년이었다. 현대에 와서 가장 심하게 발생했던 경우는 1889~90년과 1918년이었다.
1918년의 경우는 역사상 피해가 가장 심했던 인플루엔자로, 지금까지 있었던 질환 중에서
흑사병과 함께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몇 개월 사이에 2,000만 명
가량이 죽었고, 이의 50배 이상이 병을 앓았다. 인도에서만 1,25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
로 추산되며, 미국에서는 사망률이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55만 명가량이 죽었다. 이후
인플루엔자의 창궐은 많이 약화되었으며 여기에는 예방백신의 사용이 큰 역할을 했다.
인플루엔자는 대개 추운 계절에 더 많이 발생하며, 세계 도처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인플루엔자 A형은 2, 3년을 주기로, 인플루엔자 B형은 4, 5년을 주기로 나타난
다. 예를 들어 H2N2 또는 아시아인플루엔자라고도 하는 인플루엔자 A형의 아종(亞種)은
1957년초에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었음이 분명한데, 반 년 동안에 지구를 1바퀴 돌았다.
인플루엔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소아기나 청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증상
은 기도·머리·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추우며, 피로감과 근육통이 나타난다. 인플루엔자는 기
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감염된 작은 물방울을 들이마심으로써 사람에서 사람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기도 상부, 기관지, 기관을 덮고 있는
섬모 상피세포(上皮細胞)를 선택적으로 공격·파괴한다. 잠복기는 1~2일이고 이후 오한·피로·
근육통 등의 증세가 갑자기 시작된다. 체온은 38~40℃로 급격히 상승한다.
머리에는 두통이, 온몸에는 심한 근육통이 생기고, 흔히 목부위가 자극에 대해 과민해지거
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함께 생긴다. 3~4일 후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환자는 회복되기 시작
한다.
인플루엔자는 A·B·C형으로 분류되는 여러 믹소바이러스(myxovirus) 종(種)에 의해 생긴다.
A형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개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항원성에 있어서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한 종류에 감염되
어도 다른 종류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주사를 맞아야 한다. 미국에서 흔히 상업용
으로 만들어지는 백신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A형의 몇 가지 아종 바이러스가 있
다. 백신주사는 접종 후 2주 이내에 항체가 생성되면서 예방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약 6
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1년 이내에 사라진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걸
리기 쉽거나 감염되었을 경우 심한 합병증이 유도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예
방주사 접종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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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봄에 발생하여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종 인플루엔자는 인간 인플루엔자와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이의 유전자가 재배열되어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이다.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A(H1N1, H3N2) 및 인플루엔자 B 등
인 반면 신종플루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원인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백신에도
차이가 있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후두통, 피로감 , 콧물, 코막힘이나 두통 등 신종 인
플루엔자의 주요 증상은 인플루엔자와 거의 같지만 구토나 설사와 같은 위장 증상이 나타
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개 경미한 증상을 보이다가 회복되지만, 당뇨병과 천식 등의
지병이 있는 환자, 임신부, 유아나 고령자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치료를 받
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초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매년 인플루엔자 시즌이 있어 주기적으로 인플루
엔자가 유행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인 약 4,500만 명이 인플
루엔자에 감염되어 약 960,00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어린이 186명을 포함 약 79,400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성질환 보유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폐렴,
뇌염, 심근염과 같은 인플루엔자 합병증이 발생하고, 해당 장기의 기능부전이 이어지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2019년 겨울 이른바 '인플루엔자 시즌'에 다시 유행
하기 시작하여, 2020년 2월 14일까지 13주 연속 확산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2,600만 명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 이중 인플루엔자 합병증으로 약 25만 명이 입원했으며 어린이
92명을 포함 약 1만 4,000여 명이 사망하였다.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는 영국의 프레데릭 W. 트워트(1915)와 프랑스의 펠릭스 데렐(1917)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했다. 데렐이 처음으로 박테리오파지라는 용어를 도입했는데 이는 '세균을
잡아먹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 감염체에 세균을 죽이는 성질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발
견 직후 트워트와 데렐은 선(腺) 페스트·콜레라 등의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파지를 이용
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파지 요법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1940년대에 항생제
가 발견된 이후로는 연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
이 문제화되면서 파지가 치료에 이용 될 수 있는 잠재력은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수천 종의 다양한 파지가 존재하며 각각의 종은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균을
감염시킬 수 있다. 파지는 이노바이러스나 마이크로바이러스 등의 몇몇 과로 분류된다. 다
른 바이러스들과 마찬가지로 파지는 핵산으로 이루어진 유전물질 중심부를 단백질 외피가
싸고 있는 단순한 구조의 유기체이다. 핵산은 단일 사슬이거나 이중 사슬인 DNA 또는 RNA
이다. 박테리오파지의 구조는 20면체의 머리에 꼬리가 있는 형태, 20면체 머리에 꼬리가 없
는 형태, 필라멘트형의 3가지 기본형으로 나뉜다.
세균을 감염시킬 때 파지는 세균의 표면에 달라붙어 자신의 유전물질을 세포 내로 주입한
다. 이후 파지는 용균성(lytic) 또는 용원성(lysogenic)을 띠게 된다. 용균성 파지는 세포 기구
들이 파지 구조물들을 만들게 한 후 세포를 파괴하거나 용해해 새로운 파지 입자들을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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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용원성 파지는 자신의 핵산을 숙주세포의 염색체에 편입시켜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세포
와 함께 복제된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용원성 파지는 용균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
파지는 20세기의 여러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초로 연구된 파지들은 1형(T1)부
터 7형(T7)으로 명명된 것들이다. 짝수형 파지인 T2, T4, T6는 바이러스 증식 연구의 모형으
로 사용되었다. λ(람다), μ(뮤), M13 등의 파지는

DNA 재조합에 이용된다. ΨX 174 파지는

1977년 프레데릭 생어와 연구자들에 의해 전체 뉴클레오티드의 염기 서열이 밝혀진 최초의
유기체이다.

담배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tobacco mosaic virus, TMV)는 담배같은 가지과 식물에게 쉽게
감염되는 RNA 바이러스로, 감염된 식물의 잎에 특정 모양이 나타난다. TMV는 첫 번째로
발견된 바이러스로, 이 감염병의 존재는 19세기 후반에 발견되었지만 1930년이 되어서야
원인 물질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발견했다.
1883년에 담배모자이크병이 발견된 이후, 과학자들은 식물끼리의 박테리아 감염병으로
생각했다. 1892년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는 담배모자이크병 전염물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를 샹베를랭 필터를 통해 걸러내고 나서도 여전히 담배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
다. 이바노프스키는 담배모자이크병의 병원체가 샹베를랭 필터보다 작고 배양이 불가능한
세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1898년 마르티뉘스 베이예린크도 독립적으로 이바노프스
키의 필터 실험을 성공시켰다. 베이예린크는 담배모자이크병이 박테리아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1935년 웬들 메러디스 스탠리는 담
배모자이크바이러스를 결정체로 분리하였고, 결정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활성화를 잃지 않
음을 보여주었다. 1939년 처음으로 전자 현미경 사진을 촬영했다. 1955년에, 정제된 TMV의
RNA를 싸는 외피 단백질을 자동적으로 결합해 바이러스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밝혀졌다. 제임스 D. 왓슨은 그의 자서전 《이중나선》에서 그가 담배모자이
크바이러스의 X선 사진으로 나선 구조를 분석한 것이 나중에 DNA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TMV는 담배 식물을 감염할 때 기주 세포에 들어가서 복제해 얻은 바이러스로 감염한다.
이웃 세포에 들어간 바이러스는 몇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이 젊은 잎
의 정맥 사이에 있는 초록색 성분을 잡색으로 바꾸어버린다. 모자이크는 식물을 죽음까지
몰지는 않지만, 식물이 막 자랄 때 감염된 경우에는 식물 성장이 방해된다.

자료출처

다음백과,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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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6/17

[학생 활동 결과물]

[교사용 참고자료]

[생각열기]
1.누전, 과부하, 단락, https://www.youtube.com/watch?v=bo-zApjv_f0
2. 단락 관련 사진 사이트:
https://kr.123rf.com/photo_16703107_%EB%8B%A8%EB%9D%BD-%ED%9A%8C%EB%A1%9C-%EB%B0
%8F-%EB%B9%84%ED%96%89-%EB%B6%88%EA%BD%83%EC%9D%98-%EB%B0%9D%EC%9D%80-%
ED%94%8C%EB%9E%98%EC%8B%9C.html
3. 합선(단락, 쇼트)
전기 회로에서 각각 음극과 양극을 띈 두 가닥의 전기선이 절연체 없이 직접 연결되는 것을 합선이
라 한다.
합선은 전기 회로에서 서로 다른 극을 가지는 두 노드의 접촉에 의해 유발되며, 이상적인 회로 관점
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단락 회로에서 저항이 없는 연결을 의미한다. 이는 노드 사이가 끊어져 있는
무한저항 상태의 개방회로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항이 없으므로 전압 강하가 발생하지 않
는 연결이다. 일반적으로 전기 장치에서의 합선은 전선이 파괴되거나 외부의 전도성 물질이 도입되
어 의도하지 않은 경로로 과전류가 흐르며 그 에너지에 의해 유발된 발화나 폭발 등을 수반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1. 단락 회로 (좌)와 개방 회로 (우) (출처: 한국물리학회)
일반적인 회로를 구성하는 전선의 경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로 구성된 피복이 도선 바깥을 감싸
며, 외부환경으로부터 도선을 차단해주며 나아가 전위차가 있는 도선끼리의 전기적 접촉을 막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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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습기 및 부식 내성이 좋은 플라스틱 수지를 주로 이용하며, 외부환경에 따라 내열특성
이 더 뛰어난 유리섬유나 세라믹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복의 노후화 등의 문제로 도선부분이 외부로 직접 노출된 상황에서 상극의 도선이 직접 접
촉하거나 전도체를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될 경우, 그림 2와 같이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저항을 무시
하고 저항이 매우 낮은 수준의 접점을 통해서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 고정된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도선저항만 남게 되면 옴의 법칙（
) 에 의해 회로에 높은 수준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높은
전압에 수반된 과량의 전류는 줄의 법칙 (
) 에 따라 높은 열을 발생시키며 전기 아크를 유발
하고, 높은 온도는 금속을 미세한 미립자 형태로 방출시키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변 물질을 태우는
발화의 원인이 된다. 또한 과전류가 배터리에 직접 유입되었을 경우 배터리의 과부하에 의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수소 가스 및 전해액 등을 방출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림 2. 합선 시 전류 흐름도 (출처: 한국물리학회)
회로에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인 도선의 경우 토머스 에디슨 (Tomas A. Edison,
1847-1931)에 의해 발명된 퓨즈 (Fuse)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의 퓨즈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주
는 요소로, 녹는점이 낮은 합금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장치는 합선 상태에서 흐를 수 있는 과전류가
야기하는 열에 의해 녹도록 설계가 되어있어 2차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발전된 형태의 배선용 차단기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가 합선을 방지하는 역
할을 한다. 일반적인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바이메탈 (Bimetal)의 원리를 이용한다. 바이메탈은 열팽
창률이 다른 두 금속을 접합시켜놓은 것으로, 과전류에 의해 열이 발생할 경우 열팽창률이 작은 금
속 쪽으로 휘어져 전선을 물리적으로 끊어 놓을 수 있게 한다. 이는 가역적인 반응이므로 퓨즈와 달
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합선 [Short] (물리학백과)

4.전기화재: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08551&cid=42380&categoryId=42380
4. 전기 화재의 원인과 발화 형태
연소(불)는 물질이 산소와 급격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내는 강력한 산화 반응이 발생
하는 현상이다. 가연물(연료), 공기(산소), 점화원(열)을 연소의 3요소라고 한다.
전기 화재는 자연적인 열화 및 절연파괴뿐만 아니라 시공자,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열화 및 절연
파괴로 발생된다. 발화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락(Electric Short): 전선에 가해진 외력으로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동선 상호간 직접 접촉되는
경우, 접촉 불량 등 국부적인 절연열화에 의해 단락되는 경우, 화재열 등 외부열에 의해 절연이 파괴
되어 단락되는 경우가 있다.

(2) 누전(Leakage Current): 전류가 외부적인 이유로 전선 이외의 곳으로 흐르는 현상이다. 즉, 누
전화재라 함은 “전류가 통로로 설계된 부분에서 새서 건물 및 부대설비 또는 공작물의 일부가 발열
해 발생되는 화재”라고 정의한다. 누전화재에는 전류가 흘러들어 오는 누전점(Leakage Point), 과열개
소인 출화점(Fire Point), 접지물로 전기가 흘러들어 오는 접지점(Grounding Point)의 3요소가 있다.

(3) 과부하(Overload): 전기 설비의 허용전류 및 정격전압•전류•시간 등의 값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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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전선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주된 원인은사용 부하 전류의 합이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금속 및 도체 상호의 접촉저항은 보통 약 0.1Ω이하이지만 도체 접속부의 불완전한 접속
상태, 외견상의 접촉면적의 감소, 접촉 압력의 저하 및 산화 피막의 형성 등에 의해 접촉저항은 증가
하게 된다. 이렇게 접촉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비례하여 줄열ㄹ(Joule Heat)도 커지고 접촉부의 국부
적인 발열을 가져온다.

(4) 절연파괴(Breakdown): 전기적으로 절연된 물질 상호간에 전기 저항이 감소하여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절연파괴의 원인으로는 기계성질의 저하, 취급불량에서 발생하는 절연피
복의 손상 및 절연재료의 파손, 이상 전압에 의한 절연파괴, 허용전류를 넘는 과전류에 의한 열적열
화, 시간 경과에 따른 절연성의 열화 등이 있다.

(5) 방전(Discharge): 기체는 보통 절연체이지만 전자 및 이온이 약간 존재하며 이것이 전계(Electric
Fild)에 의해 이동되어 전류가 흐른다. 전극 사이의 전압을 올리면 전류도 점점 증가하지만 전압이
어떤 값 이상이 되면 전류가 일정해지는 영역이 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전압을 더 공급하면 다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며, 더욱 높은 전압을 공급하면 전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격렬한 소리와
불꽃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불꽃 방전(Spark Discharge)이라 한다.

(6)반단선(Disconnected Wire): 전선이 절연 피복 내부에서 단선되고 그 부분에서 단선과 이어짐
을 되풀이하는 상태 또는 완전히 단선되지 않을 정도로 심선(또는 소선)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흑연화 현상(Graphite Phenomenon): 유기절연물의 전기불꽃(누전회로 중에 발생하는 스파크,
전기회로의 스위치, 릴레이 등의 접점이 개폐될 때 발생하는 불꽃 등)에 장시간 노출되면 절연체 표
면에 작은 탄화 도전로가 생성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줄열(Joule Heat)을 발생시켜 고온
이 되고 인접 부분이 열로 흑연화 되어 전류 통로가 형성된다. 이것이 점점 입체적으로 확대됨으로
넓은 범위로 발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8) 트래킹(Tracking): 전압이 인가된 도체 간의 고체 절연물 표면에 수분을 많이 함유한 먼지 등
전해질의 미소불질, 전해질을 함유하는 액체의 증기 또는 금속 가루 등의 도체가 부착되면 절연물
표면의 부착물 간에 미소 방전이 발생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표면에 도전성의 통로(Track)가 형성되
는데 이 현상을 트레킹이라 한다.

5. 복합적인 인과 관계를 가진 전기화재 예방 매커니즘
전기화재의 원인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발생이 아니라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 정확히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만약 과전류에 의한 절연손상이 일어나면 전기합선, 단락, 누전, 지락 등
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스파크, 열, 아크가 발생되게 된다. 주거시설 및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
서 접목시킬 수 있는 예방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을 한다면 충분히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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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 안전 관련 픽토그램과 캠페인 포스터
(1)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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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안전관련 포스터

7. 콘센트와 플러그 주변 청소(화재 영상)
_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244344_28983.html
<출처> 격월간 엘세이프
https://el-safe.or.kr/entry/%EC%A0%84%EA%B8%B0%ED%99%94%EC%9E%AC%EC%9D%9
자료출처

8-%EC%9B%90%EC%9D%B8-%EB%B0%8F-%EC%98%88%EB%B0%A9
미리내 웹툰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escomiri&logNo=221824384767&parentCate
goryNo=&categoryNo=16&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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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9/17

[학생 활동 결과물]

[교사대상 개발자료 발표 및 공유]

[교사용 참고자료]
1) 폴리우레탄이 부풀어 오르는 원리
실험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은 열경화성플라스틱의 하나로, 일종의 고분자화합물이다. 고
분자화합물은 분자량이 대략 1만 이상인 화합물을 말하며 고중합체(高重合體)라고도 한다.
고분자화합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녹말, 섬유소, 단백질, 고무 등 천연으로
존재하는 이런 물질들도 일종의 고분자화합물이다. 이외에도 합성 고무, 나일론·테트론 등
의 합성섬유, 베이클라이트·폴리염화비닐(PVC)·폴리에틸렌·스티로폼 등의 합성수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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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공물질도 대표적인 고분자화합물이다.
실험에서 폴리우레탄폼 P용액과 폴리우레탄폼 M용액을 섞고 잠시 기다리면 컵 속의 용
액이 점점 부풀어 올라 컵 밖으로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용액이 섞이면서 이산
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거품과 함께 원래 부피의 20~100배까지 커진다. 용액이 컵 밖
으로 넘쳐흐르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점성이 있는 용액은 흘러내리기 전에 굳기 시
작해 반응이 끝난 뒤 단단해진다.
단단해지기 전에 장식물을 끼워야 하기 때문에 두 용액을 섞은 뒤 거품이 컵의 절반가량
부풀어 올랐을 때 빨대를 끼운다. 너무 늦게 끼울 경우 용액이 딱딱하게 굳어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색깔이 있는 모형을 만들고 싶다면 두 용액을 섞은 뒤 색소
를 몇 방울 넣고 저어주면 된다.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컵 주변에 손을 가져가 보면(반응 중인 용액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
것!)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두 용액의 반응이 열을 발생하는 발열반응이기 때문이다

2) 우레탄폼이 쓰이는 다양한 예
반응이 완전히 끝난 뒤 표면을 살짝 만져보면 딱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폴리우레탄
폼 중에서도 단단하고 굳은 성질을 갖는 경질폴리우레탄폼으로 단열성, 경량성, 완충성이
뛰어나 단열재나 방음재로 사용된다.
경질 폴리우레탄폼은 열전도율이 매우 낮아 현재 단열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료다. 섭씨 150도의 고온영역에서부터 인공위성 발사로켓의 연료탱크(영하 230도)의 극저
온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일한 단열재이기도 하다.
반면 폴리우레탄폼 중 말랑말랑한 성질을 가진 연질폴리우레탄폼은 쿠션성과 통기성이 뛰
어나 운송, 가구 등의 포장재, 자동차 내부(쿠션, 바닥의 매트 등), 의류, 신발 등에 주로 사
용된다.
폴리우레탄폼은 이런 특징 때문에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액체 상태의
용액을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좁은 틈새를 채울 때 유용하게 사용
된다. 또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거품(기포)은 열의 이동과 소음을 막고 충격 흡수
에 효과적이어서 건축 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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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용도

차량 사륜

연질

자동차, 건축, 기계, 철도 차량 등의 쿠션, 커버, 완충재, 마루
천정등 흡음, 제진재

이륜

셔틀, 에어필터, 오일필터, 헬멧 내장재, 라이더 쿠션

기기

각종 흡음제, 공조용 필터, 방음 바닥재

가구

의자, 방석, 쇼파, 쿠션

침구

매트리스, 요, 베게, 침대패드

인테리어
일용잡화
의료용
그외
가정용품

각종쿠션, 카페트 , 매트류
키친클리너, 구두클리너, 세차용클리너, 봉제인형 등 충전재,
화장용 퍼프
어깨나 브래지어 등의 패드, 방한재료 라이너
원예용, 수경재배용 자재, 펜스충격 흡수벽, 운동용 착지매트,
놀이도구, 볼 음향실흡음재, 보온 단열재
가정과 상업용 냉장고, 냉동고 및 온수 탱크의 단열재
벽과 지붕의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패널)

건축산업

단열과 밀봉을 위한 스프레이 폼

경질
산업용단열

반경질

지붕, 벽, 천장 및 바닥의 연질 외장재와 단열보드
컨테이너, 파이프, 지역난방 파이프, 산업용 냉장창고 및
탱크의 단열

자동차산업

레일을 포함한 컨테이너와 냉동 차량의 단열

차량 그 외

계기판, 썬바이저, 헤드레스트, 핸들, 항공기용쿠션, 백

- 68 -

3) 폴리우레탄 폼의 장점
- 수분이나 습기로부터 상품을 보호한다.(농수축산물 상자. 각종 식품포장, 운반용 등)
- 보온과 단열이 우수한 포장. 보온 보냉 효과 우수(건축자재, 에어컨, 냉온정수기 등의 단
열재)
- 충격 흡수성이 뛰어나며 우수한 완충성이 있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한다.
- 모향 변형이 쉬워 어떠한 장소나 형태에서도 시공이 용이하다.
- 소음을 막아준ㄴ 역할-공기 막을 형성하여 외부의 소음을 막아주고 내부의 소음을 흡수
하여 방음 및 방습효과가 높아 아늑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

4) 폴리우레탄 폼의 단점
- 땅에 묻으면 잘 썩지 않는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5) 폴리 우레탄폼 생성 반응에서 생기는 기포
- 폼을 생성하기 위해서 폴리우레탄 폴리머는 기포 또는 기체의 발생으로 팽창하거나 발포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체를 발생시키는 근원으로는 물과 이소시아네이트가 반응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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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12/17

1. 온라인 모둠 활동: 픽토그램 모둠 스토리 구성을 ZOOM 의 소회의실에서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
는 각자의 활동 내용을 모둠 대표가 위두랑에 댓글로 작성함.

2. 개인별 픽토그램 작품: 모둠에서 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픽토그램 작품을 스케치하여 위두
랑
에 자신의 작품을 사진으로 올림.

3. 학생 활동 사진: 개인별 색상 시트지, 우드락 등 재료 등을 받고, 모둠이 정한 사람의 움직임에 맞
게 이동하는 길을 확인하며 개인별 픽토그램을 만드는 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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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발표 사진 : 모둠의 픽토그램 스토리를 소개하고, 사람 모형을 현관, 욕실, 부엌 등 작품 순서
에 맞게 이동하면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으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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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3~14/17

1. 활동 시 유의사항
가.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장점으로 살리면서 미래에 필요할 것 같은 새로운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준다.
나. 모둠원들이 선정한 직업이 새로운 직업인지 기존에 있었던 직업인지를 평가해 준다.
다. 나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직업의 평가도 받고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2. 평가 시 유의점
가. 다각도의 관점에서 해결방법을 생각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오도록 한다.
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현실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 학생이 선택한 직업이 새로운 직업인지 기존에 있었던 직업인지 평가한다.
3.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가. 브레인스토밍 기법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제시한 아이디어 목록을 통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나. 만다라트 기법
다. 스캠퍼 기법
어떤 현상을 개선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대체하기, 결합하기, 적용가ㅣ, 수정하기(변경, 확대,
축소), 다르게 사용하기, 제거하기, 순서 바꾸기 등의 일곱 가지 질문에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4. 창직 계획서 작성 요령
창직분야
창직목적
직업명칭
직무개요
수행직무
요구역량
작업 시 필요한
것
기타

창직하고 싶은 새로운 직업을 기술한다
예비 창직자가 추진하는 창직 직업에서 어떤일을 하고 어떤 지식, 기술, 능력이
필요한지 그동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해당되는 직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적는다
-직업명을 보고 그 직업이 수행하는 일이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는다
직무 담당자가 수행하는 직무를 한두 줄 정도 간략하게 기술한다.
직무 담당자가 직무의 목적을 오나수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업 내용
을 직업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제시한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 장비, 도구, 방법 등을 제시한다.
해당 직업이 필요한 배경이나 기존 유사 직업과의 차별성, 현재 시장 상황이나
향후 전망 등을 기술한다.

5. 창직 6 계명
-참신해야 한다.
-직업이 세계를 이해하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
-시대보다 반 박자만 앞서가라
-도움을 구하라
-실패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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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결과물]

모둠별 만다라트를 활용한 분야별 아이디어 창출하기

만다라트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창직아이템 구상하기

자료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 2015

차시

15-17/17

[학생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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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그린 학교 건축 디자인 디자인 발표하기

프로토타입 입체 조형물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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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2/17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여 내용을 통일성 있게 구성하고 청
중이 알기 쉽도록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여 발표할 수 있다.

중

핵심적인 정보가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청중이 알기
쉽도록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하

발표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수집하여 발표할 수 있다.

상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종류를 말하고, 바이러스의 구조적
인 특징으로 예방과 치료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며, 바이러
스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한 수칙을 정하여 실천할 수 있다.

중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종류를 말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안
전한 생활을 위한 수칙을 정하여 실천할 수 있다.

하

재해･재난에 대한 일반적, 일상적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상

전기안전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원리를 설명하고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2 가지 이상 제안하였다.

중

전기안전과 관련하여 원리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
안하였다.

하

전기안전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해결책이 미흡하다.

3~4/17

5~6/17

우레탄 폼의 생성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메모꽂
이를 제작하였다. 비율을 달리한 우레탄폼의 특성
상
을 알고, 단열효과를 위한 창의적인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7~9/17

우레탄 폼의 생성원리를 이해하고 메모꽂이를 제작
중 하였다. 비율을 달리한 우레탄폼의 특성을 알고, 단
열효과를 위한 실험설계에서 종속변인을 잘 찾았다.
하

우레탄 폼의 생성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비율을
달리한 우레탄 폼의 특성을 알고 있다.

상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중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하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10~12/
17

평가방법

평가도구

모둠별 토의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산출물평가
(우레탄폼
메모꽂이)
보고서평가

동료평가
교사의 관찰평가
탐구보고서

프로젝트 평가

자기평가지
동료평가지

포트폴리오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프로젝트 형가

자기 평가지
동료평가지

상 창의적인 아이템인가?
13~14/
17

중 모둠원들의 개인 특성에 맞게 잘 배정되었는가?
하 현실성있게 계획서가 작성되었는가?
상 건축물 설계가 목적에 맞게 타당하고 창의적인가?

15~17/
17

중 건축물 설계가 목적에 맞고 완성도가 높은가?
하 건축물 설계가 목적에 맞는가?

- 76 -

가. 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동료평가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모둠 간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동료평가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나. 관찰평가지(3~4차시)

번호

이름

지식
바이러스의 특징을
세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상
중
하

태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한 수칙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상
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다. 자기/동료평가지(5~6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동료평가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모둠 간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동료평가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라. 관찰 평가지(5~6차시)
지식
모둠

모둠원

전기안전 사례
상
중
하

태도

전기안전해결방안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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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발표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라. 보고서 및 산출물 평가(7~9차시)
평가방법

보고서
평가

산출물
평가
교사
관찰평가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상

평가
중

하

우레탄 폼의 단열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설계가 타당한가?
비율을 달리한 우레탄 폼을 3가지 이상 제작하였나?
제작한 우레탄 폼의 특징을 잘 정리하였나?
화재 위험이 있는 우레탄폼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단열재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레탄 폼 메모꽂이가 창의적인 형태로 제작되었나?
우레탄 폼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단열재의 기능을 하기 위한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가?
모둠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가?

마. 자기/동료평가지(10~12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픽토그램의 의미는 이해하였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움직이는 픽토그램을 만들고, 의미를 잘 전달하였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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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포트폴리오 평가지(13~15차시)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평가항목

5

4

3

2

1

주제선정
자료수집
모둠별
평가
(25)

자료정리
발표
모둠별 협동
합계
모둠원(번호)

15

17

20

상

중

상

21

개별 자기평가점수(5)
평가 동료평가점수(10)
(25) 체크리스트(10)

종합
평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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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과학 1)

상

자기 주도적 탐구 능력과 과제 해결력이 우수함. 전류와 저항의 관계 실
험을 전기 안전과 연관지어 정확하게 설명함. 전기 안전 수칙 제작 발표
활동에서 전기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기 안전 포스터를 제
작 발표하여 친구들의 큰 호응을 받음.

중

여러 가지 전기 화재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에서 모둠원과 인터
넷을 활용하여 전기 안전의 다양한 원인을 찾아내고 이미지와 영상 자
료를 모았으며 분류 분석하는 작업을 함. 전기 안전 수칙 제작 발표 활
동에서 모둠에서 찾아낸 원인을 활용하여 전기 안전 포스터를 제작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발표함.

하

전기 안전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 활동에서 모둠원과 인터넷을 활용하
여 전기 안전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었고 전기 안전 수칙 제작 활동에
참여함

교과학습발달
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 스토리가 있는 픽토그램 활동에서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찾고 예방할 수 있는 픽토그램을 제작에 참여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찾아보고, 그중 부엌에서의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스
레인지에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으로 표현함. 모둠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계단,

- 79 -

현관,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한 개별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줌. 작품에서 주
인공이 'ㄷ'자 모양으로 움직이며, 하나의 이야기로 끼임, 감전 등의 4 가지 사고
를 예방할 수 있는 픽토그램을 창의적으로 제작함.
(진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하여 생활
속 필요한 직업을 모둠활동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특히 바이러스와 관련된 직
업을 창직하기 위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 결과 바이러스 차단 의류회사
를 설립하기 위한 사업구상을 계획서로 작성함.
(과학 2) 우레탄폼의 두께 변인을 달리하여 건축물의 단열효과 실험 설계가 우수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탐구실험을 진행해 가는 등 과학적인 문제해결력이
보이는 학생임.
(미술 1) 환경에 대한 존중과 공존에 대한 고민과 탐색으로 그린 에너지 학교 건
축을 설계함. 2 층 테라스에 연못과 정원을 기획하고 학교 건축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발상을 적용한 우수한 건축물을 제작함.
(미술 2) 그린 에너지 학교 건축물 디자인에서 학교 건물의 형태를 왜곡시켜 변
화의 발상을 적용한 예술 학교를 디자인하여 제작함. 아이디어를 내고 표현 과
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함. 개성있고 창의적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는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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