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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3. 연구 수행 내용

본교 교사연구회에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의 문제해결력

◦ STEAM 프로그램 연구

을 배양하는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동기를 일깨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

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교사연구

에 대한 위기가 우려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감소하고 고령화까지 겹쳐

회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활!-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 만들기’는

농수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세계 인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식량 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에 대

족이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입맛에 맞춘

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과 GMO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대에 동식

GMO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대에, 동식물의 본래 모습을 지키고

물의 본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인지하여 이를 실생활에 접목시

자 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인지하여 이를 실생활에 접목시킬 활동을 기획한다.

킬 수 있는 활동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농업과 접목시킨 스마트 팜(Smart

-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드론, 가상현실(AR) 등의 기술이 주도하는 4

Farm)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스마트 팜을 만들

차 산업 혁명을 농업과 접목시킨 ‘스마트 팜(Smart Farm)’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 보고, 4차 산업 기술을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
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스마트 팜을 직접 설계⸱제작하여 식물을 기른 후 자
신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
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및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스마트 팜’을 만들어 본다.
- ‘스마트 팜(Smart Farm)’이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 정
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뜻한다. 쉽게 말해 스마트
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이나 가축, 수
산물 등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원
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생산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시스템이
다. 스마트 팜을 통해 노동이나 에너지와 같은 투입 요소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2. 서론

있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작업의 시간적·공간

◦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농업인의 여유 시간도 늘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 효

◦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수업을 설계

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고 적용하여 교실 수업 개선에 이바지한다.
◦ 학문이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
여 학습동기를 일깨운다.

- 아두이노와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 보호를 실천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
할 수 있는 ‘미니 스마트 팜’을 직접 설계· 제작하여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
하고, 이를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록한다.

◦ 즐거운 학습,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의 자세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 활동 과정 및 결과물을 소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의사
소통능력을 함양하고, 4차 산업 기술을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스마트 팜 설계 및 제작, 식물 기르기 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
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다.
- 결과물 발표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해결할 문제점을 찾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며 문제 인식 및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 수집·분석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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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등을 신장할 수 있다.

구활동과 더불어 감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소감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

-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본질 이해를 통하
여 개념ㆍ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명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활! -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 만들기

선행
해당없음
프로그램명

◦ STEAM 프로그램 적용

학교급

- 본 프로그램은 1, 2, 3학년(150명)을 대상으로 총 8차시에 걸쳐 과학 캠프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중심과목
통합과학
중심과목 과학탐구실험 성취기준
영역

형식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해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대면 수업의 경우 학생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결과 정리 및 공유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였다.
- 대상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시기는 6. 8.(월) ~ 11. 13.(금)로 계획하였
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9. 1.(화) ~ 11. 10.(화) 동안 진행되었다. 컴퓨터 실습

STEAM
프로그램
구분
연계과목

실과 도서관,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을 이용하여 교내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전자회로
프로그래밍
국어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1~8

통합과학(2)+전자회로(3)+프로그래밍(2)+국어(1)

대면 교육은 1회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 간 충분한
거리 두기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대면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 전학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계획하면서 1,2,3학년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
록 조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각 학년별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각 학년별로 조를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전학년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
경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
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
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전자회로] 기초적인 회로를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순차, 선택, 반복의 제어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
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중첩 제어 구조를 이해하고 중첩 제어 구조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값을 반환하는 프로
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10국01-05]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5]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
게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른다.

개발결과

적용 결과 ※ 2020. 11. 20. 기준, 8차시 중 8차시 개발 및 8차시 적용 완료

-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료 조사 활동과 탐구ㆍ실험ㆍ실습ㆍ토의ㆍ발표 활동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

◦STEAM 프로그램 수행 결과

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통해 제시한 아이디어의 타당성 여부는 토의를 통해

- 본교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을 9. 1.(화) ~ 11. 13.(금) 기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는다.

동안 총 8차시의 수업을 계획하였다.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9. 1.(화) ~ 9.

- 학생들이 본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겪은 활동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고, 학

11.(금) 동안 6차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과학 캠프 형식으로 먼저 진행하였다. 1,

습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한다.

2학년 학생들은 등교 수업 일정과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10. 12.(월) ~ 10.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

23.(금) 동안 6차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 학년별로 과학 캠프 형식으로 수업을

정에서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탐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 간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마스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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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장갑 사용,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생들

◦ STEAM 수업 적용 성과 조사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차시
수업 후 4주 동안 식물을 기르면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온라인으
로 6차시를 진행하고, 11. 10.(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7~8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7~8차시는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밀집도를 최소로 하고, 각 조별 발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
였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료 조사 활동과 탐구실험·실습·토의·발표 활동 위주
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

-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연계 교과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한다.
-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겪은 활동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고, 소감문
을 작성한다.
-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연계 교과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한다.

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
-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통해 제시한 아이디어의 타당성 여부는 토의를 통해

◦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도하였다.
- 학생들이 본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겪은 활동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고, 학
습 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할 예정이다.
-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보다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탐
구 활동과 더불어 감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다.
-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본질 이해를 통하
여 개념·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 본 프로그램의 개요 및 특징,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활동지나 결과물, 소감문 등을 정리한 자료집을 제작한다.
- 학생들의 본 프로그램 참여를 마무리한 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본교 교원
및 학부모, 관내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매 학기 1회(1학기-6월, 2학기-9월) STEAM 교사연구회 프로그램 및 학생
활동에 대해 홍보한다.
- 워크숍은 11. 24.(화)에 본교 도서관에서 본교 교원 및 학부모, 인근 중·고등
학교 교사 20여명을 초청하여 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결과물 전시를 통
해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탐구활동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계획하

◦ STEAM 수업 평가 방법

였다. 그런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여
- 본 프로그램에 연계된 교과의 수행평가(실험 평가 및 과제 평가)로 활용할 수

수업 자료 및 학생 활동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있고, 학생 상호 평가와 교사의 평가를 합산한다.
- 본 프로그램에 연계된 교과의 교과 특기사항 기재란에 각 교과별 학생 활동

◦STEAM 프로그램 개발 중점 사항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예시: 2020학년도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
활!(아두이노로 식물재배기 만들기)' 수업에 참여함. 애그테크, 스마트팜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의 회로 설계 및 프로그래
밍 활동에 참여함. 상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에 맞게 식물재배기를 설
정하고, 매일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IT 농업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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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와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 보호를 실천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
할 수 있는 ‘미니 스마트 팜’을 직접 설계· 제작하여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
하고, 이를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록한다.
- 활동 과정 및 결과물을 소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의사
소통능력을 함양하고, 4차 산업 기술을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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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설계 및 제작, 식물 기르기 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

5. 결론 및 제언

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다.

※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 결과물 발표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해결할 문제점을 찾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 STEAM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사물을 관찰할 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이

방안에 대해 토의하며 문제 인식 및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 수집·분석 및 해석

로 인해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실생활에서 흥미를 가지고 다가가 재미있게 공부

능력 등을 신장할 수 있다.

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학생들

- 자신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소감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제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

융합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 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장할 수 있다.

고민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많
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STEAM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보

4. 연구 수행 결과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업 계획과 적용 및 평가 단계까지 고려한 유기적인 활
동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연구 수행 결과
- 전교생(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하여 총 7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 1, 2, 3학년이 골고루 포
함된 4~5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각 학년별로 4~5명씩 조를 편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각 조별로 미니 스마트 팜을 이용해 상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에 대
해 생각해 보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 상추를 재배한 결과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 아두이노를 이용한 미니 스마트 팜을 직접 설계⸱제작해서 직접 식물을 기르고
관찰하는 활동을 통해 아두이노와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 보호를 실천하면서 안
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하였다.

※ 교사연구회의 전체 회원 사이의 협력적 활동 내용
-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프로
그램에 참여한 이후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며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으로 계획된 캠프를 여러 번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준 교사연구회 회원들 덕분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미래의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 4차 산업 기술을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
로 탐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
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학생 태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특허출원(국외, 국내)

수행 결과
총 8차시
2020. 9. 1. ~ 2020. 11. 13.
세명컴퓨터고등학교 70명(전교생 중 희망자)
9. 1. ~ 11. 2. 70명 실시 완료
11. 10. 참가자 60명 실시 완료
11. 10. 실시 완료
2020. 11. 16.(월) ~ 2020. 11. 20.(금)
‘STEAM 수업 나눔 행사’ 개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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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연구회를 통해 참여 교사들의 STEAM 수업 역량 증가 내용 및 설명 제시
- STEAM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여러 과목의 단원과 성취기준을 조사하며 보다 시야가 넓
어지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을 진행할 때 교과 내 융합 뿐 아니라 교
과 간 융합까지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다양한 교과를 지도하는 여러 교사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역량이 증대되고, 자연스럽게 수업 연구 및 수업 혁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
지게 되었다.
-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미래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
회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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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 수업 수혜 학생들의 반응(인터뷰)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 평소 접해 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명)

-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 말로만 듣던 아두이노를 실제 만져보고, 코딩을 해보면서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을 느낄 수 있었다.
- IT 기술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책을 읽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활! -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 만들기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번 차시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통합과학)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 (국어)
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5. 매체와 설득
9. 문제 해결을 위한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의사소통
(과학탐구실험)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통합과학)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
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사회)
Ⅸ. 미래와 지속 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능한 삶
(과학탐구실험)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산업용
전자기기

- 큰 부담 없이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에 대한 자료가 많이 제공되

(프로그래밍)

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1

1

2

2

※ STEAM 교사연구회와 해당 STEAM 수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 현장에서 STEAM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준비 – 실행 – 평가’의 과
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평가에 대한 지침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더 많은 교사들이 STEAM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면 STEAM 수업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 기타 사항 및 시사점
- 교사연구회 선정 시기를 보다 앞당겨 1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교사연구회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면 교과별 수업 계획이나 평가 계획에 STEAM에 대한 부분이 보다 폭 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 STEAM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사연구회 신청 및 선정을 3월 이전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
-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사연구회당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보다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5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업지도안 및 관련 자료 준비에 내실을 기하고 STEAM 프로그램
을 적용에 필요한 연구를 보다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서류를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개발

[프로그래밍] 순차, 선택, 반복의 제어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발
3~5 [프로그래밍] 중첩 제어 구조를 이해하고 중첩 제어 구조가 적용된 프
(LM1903020306_1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값을 반환하는 프로그 7v2)
학습 4. 소프트웨
램을 작성할 수 있다.
어 통합하기
(통합과학)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
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국어)
5. 매체와 설득
6~7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9.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탐구실험)
의사소통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국어)
8

[10국01-05]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5]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른다.

1-1. 교육과정 재구성표 (※ 해당할 경우 작성)
(※ 다양한 과목 간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순서 변경 등을 한 경우, 다른 선생님들께 노하우를 표와 글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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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8차시)
주제(단원)명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 주요 내용
- 학습 목표
·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미래에 다가올 식량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주요 내용
- 학습 목표
·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의 형태를 파악하고 소형 스마트팜 제작 계획을 도출해 낼 수 있다.

1/8

- 성취기준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
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10국01-05]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3~5/8

- 성취기준
[전자회로] 기초적인 회로를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순차, 선택, 반복의 제어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
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중첩 제어 구조를 이해하고 중첩 제어 구조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값을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
다.

- 애그태크(Agtech)에 대해 알아본다.
- 미래의 농업인 스마트팜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보고 소형 스마트팜 제작 계획을 도출해
본다.

-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할 식물로 상추를 선정한다.
- 상추의 원산지, 재배환경, 재배방법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팜을 이용해 상추를 재배할 환
경을 설정한다.

※ STEAM 학습 준거 표시
- Co 상황 제시: 미래의 식량 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CD 창의적 설계: ICT(정보통신기술)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 를 통해 원
격⸱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을 뜻하는 스마트팜에 대해 알아본다.
- ET 감성적 체험: 스마트팜의 개발 단계에 근거하여 소형 스마트팜을 제작하는 과정을
설계해 본다.

※ STEAM 학습 준거 표시
- Co 상황 제시: 소형 스마트팜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CD 창의적 설계: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회로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다.
- ET 감성적 체험: 토양 습도값에 따라 스스로 물을 공급하는 식물재배기를 개발해 본다.

1. 도시농부가 되어 보자! 3
주제(단원)명

주제(단원)명

- 스마트팜을 이용한 식물 재배

도시농부가 되어 보자! 1

2. 싱싱한 상추, 많이 수확하셨나요?

- 식물을 기르기 위한 조건

- 스마트팜을 이용한 식물 재배 과정 및 결과 공유하기

※ 주요 내용
- 학습 목표
· 상추의 생육조건을 이해하고 재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2/8

도시농부가 되어 보자! 2
- 아두이노로 식물재배기 만들기

- 성취기준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
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할 식물로 상추를 선정한다.
- 상추의 원산지, 재배환경, 재배방법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팜을 이용해 상추를 재배할 환
경을 설정한다.
※ STEAM 학습 준거 표시
- Co 상황 제시: 4 주 정도의 관찰 기간을 고려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
에 대해 알아본다.
- CD 창의적 설계: 상추의 재배 환경 및 재배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ET 감성적 체험: 스마트팜을 이용하여 상추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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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학습 목표
· 아두이노를 이용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설정하고, 식물 재배 조건에
따라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 식물을 재배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다.
· 스마트팜을 식물 재배에 활용했을 때의 특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6~7/8

- 성취기준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
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10국01-05]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
다.
[10국03-05]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른다.

- 직접 만든 식물재배기를 이용해 상추를 재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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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간 2~3일 간격으로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상추의 크기와 색깔, 모양, 잎의
수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관찰기록지에 기록한다.
- 아두이노를 활용한 식물재배기를 만들어보고, 이를 이용해 직접 상추를 재배해 본 소감에
대해 말해본다.
- 관찰 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며, 이를 경청한다.
※ STEAM 학습 준거 표시
- Co 상황 제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에 대해 생각해본다.
- CD 창의적 설계: 상추가 잘 자라는지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여 기록한다.
- ET 감성적 체험: 식물 재배 조건에 따른 식물의 생장 모습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이를
발표한다.
주제(단원)명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 학년]
(통합과학)
Ⅷ. 생태계와 환경
1. 생물과 환경의 관계
(과학탐구실험)
Ⅲ. 첨단과학탐구
1. 자연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꾸다

중심과목
성취기준

21세기,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지~
- [꼽사리] 스마트팜을 활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

주제(단원)명 1. 생물과 환경의 관계

※ 주요 내용
- 학습 목표
· 스마트팜을 활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실생활에서의 적
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8/8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전학년

- 성취기준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
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10국01-05]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
다.
[10국03-05]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른다.

- 식물을 기르는 다양한 목적에 대해 알아본다.
- 농업과 기술의 결합을 뜻하는 애크테크에 대해 알아보고 IT 기술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
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현재의 농업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생산성 향상과 환경 보호라는 애크테크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도시농업사회 발전을 통
하여 도심 온도 저감,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생활 확대 등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IT 농업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다.
- 8차시에 걸친 ‘아두이노를 활용한 식물재배기 만들기’ 수업에 대한 소감을 적어본다.

학습목표

차시

[10통과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
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
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
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1~8/8

-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의 형태를 파악하고 소형 스마트팜 제작 계획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상추의 생육조건을 이해하고 재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아두이노를 이용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설정하고, 식물 재배 조건에
따라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 식물을 재배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다.
- 스마트팜을 식물 재배에 활용했을 때의 특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스마트팜을 활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실생활에서의
적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어)
[고등학교 1학년]
5. 매체와 설득

연계과목

9.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전자회로)
회로설계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프로그래밍)
제어문
(산업용 전자기기 소프트웨어개발)

국어, 사회, 전자회로, 프로그래밍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LM1903020306_17v2)

※ STEAM 학습 준거 표시
- Co 상황 제시: IT 기술을 결합한 미래 농업에 대해 생각해 본다.
- CD 창의적 설계: 애크테크와 도시농업사회의 실제 사례를 통해 IT 농업의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본다.
- ET 감성적 체험: 아두이노를 활용한 식물재배기 만들기를 통해 IT 농업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수업에 참여한 소감문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학습 4. 소프트웨어 통합하기
동식물의 본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인지하여 이를 실생활에 접목시킬
S 활동을 기획한다. 아두이노를 활용한 식물재배기를 이용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
고, 이를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록한다.
STEAM
요소

T

아두이노와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 보호를 실천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미니 스마트 팜’을 직접 설계· 제작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드론, 가상현실(AR) 등의 기술이 주도하는 4 차 산업 혁명

E 을 농업과 접목시킨 ‘스마트 팜(Smart Farm)’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정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스마트 팜’을 만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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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과정 및 결과물을 소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함
A

1

1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양하고, 4차 산업 기술을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
다. 자신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소감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

주

제

일

시

2020년, 소는 누가 키워? 농사는 누가 짓지?
- 애그테크, 스마트팜이란 무엇일까

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M

적정 온도, 광, 수분, 액체 비료의 농도 및 투입 주기와 양 등 식물의 재배 환경에 따른
변인 요소를 설정하고, 생장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관련교과

- 아두이노를 활용한 식물재배기를 설계하고 제작해 본다.
개발 의도

및 단원명

- 미니 스마트팜을 이용해 직접 식물을 재배하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록한다.
- 활동 과정 및 결과물을 소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고

대 상

전학년

국어 9.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 4 차 산업혁명을 농업과 접목시킨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2020. 09. 02.(수)
2020. 10. 14.(수)
2020. 10. 21.(수)

학습목표

통합사회 Ⅸ.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1.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2.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통합과학 Ⅳ. 환경과 에너지
1. 생태계와 환경

지도교사

김진 (인)

장

소

도서관

차

시

1/8

수업방식

강의법 및 참여식

1.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의 형태를 파악하고 소형 스마트팜 제작 계획을 도출해 낼 수 있다.

4 차 산업 기술을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위기가 우려
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감소하고 고령화까지 겹쳐 농수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세계 인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식량 부족이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학습과정
(시간)

교사활동

학생활동

￭ 인사 및 출석 확인

￭ 인사한다.

￭ 동기 유발

￭ 농업과

들의 수요와 입맛에 맞춘 GMO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대에, 동식물의 본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인지하여 이를 실생활에 접목시킬 활동을 기획한다.

동기유발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움직이는 인구 피라미드

업과 접목시킨 ‘스마트 팜(Smart Farm)’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정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자료를 확인한 뒤 30년 후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를 예

형태로 우리 생활

측해보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생각해본다.

에

스마트 팜’을 만들어 본다.

- ‘애그테크(Agtech)’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 스마트 팜을 통해 노동이나 에너지와 같은 투입 요소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농업의 경쟁력

의

첨단기술 ￭ PPT

-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드론, 가상현실(AR) 등의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 혁명을 농

융합이

어떤 ￭ 사진

가까워졌는지

생각해본다.

을 높일 수 있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작업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농업인의
￭ 상황 제시 및 문제 인식

여유 시간도 늘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있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본다.

(15분

-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에서는 어떤 것
들을 소개하였는지 정리해 보고 다른 방안들도 있는지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
상 시켜 노동력을 절감하
황
면서 생산력을 높이고,
제
시 농업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한다.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창
의 회로를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한
적 다. 토양 습도 값에 따라 자동으
설 로 물을 주는 미니 스마트팜을
계
제작하여 직접 식물을 재배한다.

생각해본다.
IT 기술을 활용한 식물

감
재배의 의미와 시사점 성
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적
실생활에서의 적용 방 체
험
안을 생각해본다.

주제 소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두되는 스마트팜
을 소개한다.
￭ 스마트팜 소개

￭ 활동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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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 식량 위기의 열쇠라고 불리는 스마트팜(농업기술+정
보통신기술)의 필요성과 그 개념을 설명한다.
￭ 주제 소개

감성적 체험

￭ 활동지

- 미래의 식량 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도입
)

상황 제시

￭ 영상

(04:30)

4차 산업 기술을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자신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소감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리

￭ 활동지 작성

- ‘미래 식량 위기-신(新)식량을 찾다!’ 영상 시청

- 활동 과정 및 결과물을 소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고,

￭ PPT

-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key는 바로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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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학습과정
(시간)

교사활동

학생활동

각 차시별 학습 주제를 소개하며 소형 스마트팜 제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학습과정
(시간)

교사활동

학생활동

- 네덜란드(세계 농식품수출 2위)
비넬달 로봇 목장, 노르트홀란드주 Agriport A7(첨

작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단유리온실 단지)
￭ 학습목표 제시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보

￭ 스마트팜 개발 단계

고 소형 스마트팜 제작 계획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1단계: 문제 발견 -> 2단계: 모델(주제) 도출 ￭ 스마트팜

사례를

->

참고하여

스마트

팜

단계를

￭ 스마트팜의 정의

￭ 스마트팜의

정의 ￭ PPT

- ICT(정보통신기술)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

와 그 형태를 확

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인한다.

3단계: 생산성 향상 방법 -> 4단계: 필요한 기술
구현

개발

확인한다.

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
￭ 내가 만약 미래의
￭ 스마트팜의 형태

￭ 소형 스마트팜 제작을 한다면?

농부가 된다면 어 ￭ PPT

- ① 문제 제시 -> ② 주제 도출 ->

떤 형태의 스마트 ￭ 활동지

③ 생산성 향상 방법 -> ④ 기술적 필요 조건

팜을

제작해보고

싶은지, 소형 스마
-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생각을 공유해
본다.

트팜

제작

계획

순서에 따라 자유

￭ 스마트팜의 개념과 유형 정리

롭게 작성해본다.
￭ 앞서 학습한 내용 ￭ PPT
을 정리하며 학습 ￭ 활동지
을 전이한다.

전개
(30분)

￭ 스마트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각자의 ￭ 의견을 공유한 후

탐구활동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공유함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함.

정리
및

-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사업
(경북 상주, 전북김제 거점 및 경남 밀양, 전남

께

확인하며

(5분)

국 ￭ 영상

정리 및
￭ 차시 예고

￭ 다음 차시에 학습

- 2차시에는 ‘도시농부가 되어 보자! 1 – 식물을 기르기

내외 사례를 스스 ￭ 활동지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학습함을 안내한다.

로 정리한다.

고흥)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평가 차시 예고

￭ 영상과 사진을 함 ￭ PPT

￭ 국내의 스마트팜

스스로

할 내용을 확인한
다.

- 자체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젝트 연계(경북)
- ICT농장 팜잇, 철원 목장

￭ 마무리 및 인사

- 권00효소포크
- metro farm(서울 답십리역), 상주 오이 농장, 평
택 fresh factory(농업회사법인)

-

중복되

는

주제는

간단히

￭ 자리를

- 퇴실 지도와 함께 인사한다.

인사한다.

소

￭ 해외의 스마트팜

개만으로

- 논 자동수문 장치(일본 도야마 현)

대체한다.

- 토마토 농장(일본 도치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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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2

2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주

일

도시농부가 되어 보자! 1

제

시

지도교사

- 식물을 기르기 위한 조건

2020. 09. 02.(수)
2020. 10. 14.(수)
2020. 10. 21.(수)

대 상

전학년

국어 9.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관련교과
및 단원명

학습목표

통합사회 Ⅸ.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1.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2.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통합과학 Ⅱ. 시스템과 상호작용
3. 생명시스템

서대환 (인)

장

소

도서관

차

시

2/8

수업방식

교사활동

학생활동
￭ 인사한다.

￭ 동기유발

￭ 우리나라의 쌈 문 ￭ PPT
고

기억에

자신만의 쌈 채소 ￭ 활동지1
와 곁들었던 음식

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설명.

에 대해 적고 발

◦우리나라는 삼겹살, 회무침 등 다양한 음식을 쌈
채소와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음을 설명.

동기유발

◦쌈 채소를 즐기는 다양한 음식, 다양한 방법에
대한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예시로 쌈 채소와 관
련된 에피소드를 포함한 예능 프로그램의 클립영
상을 시청.
[고교 급식왕-상추튀김], [맛있는녀석들-제육대회]
◦쌈 채소와 곁들어 먹었던 기억에 남는 음식에
대해 적고 발표하며, 전체적인 활동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
◦수업을 통해 함께 기를 식물로 쌈 채소 중 우리
에게 가장 친숙한 ‘상추’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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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사진
￭ 활동지2

￭ 상추의 분류

남는 ￭ 영상

◦참살이(Well-being)의 관심과 함께 건강한 쌈

학습자료
및 지도상
학생활동
유의점
￭ 학습목표를 숙지 ￭ PPT

￭ PPT

◦원산지- 유럽과 북아프리카 사이 지중해연안
◦기원전 4500년경년의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벽
화에 작물로 기록.
◦기원전 550년에 페르시아 왕의 식탁에 올랐다는
기록.
◦중국에는 당나라 때인 713년의 문헌에 처음 등
장하고, 고려의 상추가 질이 좋다는 기록.
◦우리나라에는 6~7세기(삼국시대)에 인도, 티베
트, 몽골, 중국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순우리말은 ‘부루’로 1676년 조선 숙종때 박세
당이 지은 ‘색경’에도 기록됨.

화에 대해 생각하 ￭ 사진

표한다.

(10분)

￭ 상추의 원산지 및 내력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 인사 및 출석 확인

◦삼겹살과 회의 사진을 제시하고 공통점을 찾으
며 쌈 채소에 대한 관심을 유도.

도입

◦상추의 생육조건을 이해하고 재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강의법 및 조별 토의

교수 - 학습 활동

교사활동
￭ 학습목표 제시

상추의 생육조건을 이해하고 재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단계
학습과정
(시간)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학습과정
(시간)

전개
(30분)

탐구활동

◦보통 6가지로 분류하며, 결구상추, 버터헤드상
추, 코스 또는 로메인상추, 잎상추, 줄기상추, 라틴
상추가 있다.
◦잎은 녹색과 적색을 띠고 부드러우며 비타민
A,B,C,E 및 철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영양이
풍부하다. 생식용으로 적합한 샐러드, 쌈으로 이용
되며, 국내에서는 잎상추, 로메인상추, 결구상추가
주로 재배되고 있다.
￭ 상추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쌈 채소의 제왕, 상추’ 시청(6′39″)
￭ PPT

￭ 상추의 재배환경

￭ 영상

◦온도
-호냉성으로 서늘한 기후
-최적조건은 15℃~25℃
◦광
-상추의 생육에 중요한 영향
-적색광에서 발아가 촉진
-오전에 1일 총 광합성 중 70~80%가 진행
◦수분
-다습
-충분한 수분
◦토양
-미리 소독된 보수력과 배수가 양호한 모래참흙
-거름으로는 질소질비료, 인산, 알칼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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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학습과정
(시간)

교사활동

학생활동

￭ 상추의 재배방법

3

3~5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주

제

일

시

1. 재배일정
-봄, 가을이 적절
2. 밭 만들기
-보수와 배수를 고려하고, 미리 비료를 분포한다.
3. 종자 준비
-날씨와 생육 장소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종자

￭ 상추의

재배방법 ￭ 활동지3

과 재배환경을 숙

를 준비

지하고, 모둠 별

4. 파종
-홀 1개 당 3립씩 넣고 가급적 얕게 흙을 덮어

로

파종
-파종 후 잎이 5~6장 되었을 때 15cm 내외의 간
격으로 가급적 얕은 깊이로 심기

및 단원명

기를

학습목표

다양한 환경 조성
에

5. 심기

상추를
대해

관련교과

도시농부가 되어 보자! 2
-아두이노로 식물재배기 만들기

2020. 09. 03.(목)
2020. 10. 15.(목)
2020. 10. 22.(목)

대 상

전학년

산업용 전자기기 소프트웨어개발

지도교사

정 힘 찬 (인)

장

소

실습실

차

시

3~5/8

응용소프트웨어 개발(LM1903020306_17v2)

수업방식

학습 4. 소프트웨어 통합하기

강의 및 실습

1.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2.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결정한

다.
단계
(시간)

-모정의 경우 옮겨심기 전에 물을 흠뻑 뿌려주고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교사활동

2~3시간 그늘에 두었다가 심기

￭ 인사 및 출석 확인

6. 가꾸기
-상추를 가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
분관리와 거름

￭ 전시학습 확인

7. 수확하기

- 4차 산업혁명이란?

학생활동
￭ 인사 및 집중

- 식물을 잘 기르기 위한 조건은?

-밭에 심은 후 25~30일경부터 수확
￭ 상추의 재배환경(적정 온도, 광, 수분, 액체비료 농

도입
(10분)

도 및 투입 주기와 양)을 설정하고 서로 다른 두 곳

￭ 영상물
동기유발

의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목표를
한다.

￭ 학습목표 제시

◦변인 요소

￭ PPT
￭ 활동지

- 스마트팜의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
확인

-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회로를

- 물과 액체비료의 비율(권장 기준치 1000:1)

설계할 수 있다.

- 재배장소

-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프로그램을

및

개발할 수 있다.

￭ 모둠별로 결정한 재배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도한다. ￭ 활동을 통해 느낀 ￭ 흙, 액체

정리

점

정리 및

차시 예고 ￭ 차시 예고: ‘도시농부가 되어보자! 2 – 아두이노로
식물재배기 만들기’
(10분)
평가

또는

기대되는

앞으로

비료
#1 요구 분석

결과에 ￭ 활동지4

대해 적는다.

￭ 요구 분석을 파악

토양습도 값에 따라 스스로 물을 공급하는
식물재배기 개발.
전개
(1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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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설명

#2 구성 결정
￭ 사용할 장치
- 아두이노 소개
- 아두이노 보드 설명
- 아두이노 IDE 다운로드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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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분석에 따라
사용할

장치와

부품을 파악

￭ PPT
￭ 활동지

단계
(시간)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교사활동

학생활동

￭ 사용할 부품
- 사용할 부품을 소개하고 역할을 설명
#3 회로 설계 및 제작
- Fritzing 소개
- Fritzing 다운로드 및 설치

#3
#4
-

실습

회로 설계 및 제작
Fritzing를 활용하여 회로 및 설계 방법 설명
Fritzing를 활용하여 회로 설계
회로 설계를 바탕으로 아두이노 보드 제작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알고리즘을 통한 프로그램 설계방법 설명
아두이노 IDE를 사용법 설명
프로그램 소스 설명 및 작성

#5 업로드 및 디버깅
- 작성한 소스를 업로드하는 방법과 오류 발생시
디버깅 할 수 있도록 지도
- 업로드 후 동작이 안될 시 회로를 점검
#6 테스트 및 완료
- 준비된 화분을 조별로 나눠주고 완성품을 이
용해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도

4

6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주

제

일

시

￭ 회로 설계에 필요
한 프로그램을 확

관련교과

인하고 설치

및 단원명

￭ Fritzing 프로그램

학습목표

에 대한 설명과 회

도시농부가 되어 보자! 3
- 스마트팜을 이용한 식물 재배

2020. 9. 03.(목)
~ 2020. 11. 09.(월)

교내

과학 Ⅷ. 생태계와 환경
차
시
1. 생물과 환경의 관계
과학탐구실험 Ⅲ. 첨단과학탐구
수업방식
1. 자연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꾸다

6/8

장

실험⸱실습

아두이노를 이용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설정하고, 식물 재배 조
건에 따라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로 설계 방법을 익
혀 회로 설계
￭ 설계를 바탕으로 아
두이노 보드를 설계
￭ 아두이노IDE

교사활동

학생활동

사용

법을 듣고 프로그램
소스를 작성
￭ 작성한 소스를 업

￭ 인사 및 출석 확인
￭ PPT
￭ 활동지

￭ 식물이

로드하고 오류발생
시 디버깅
￭ 프로그램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학습과정
(시간)

업로드

회로를 점검
도입

￭ 완성품을 이용하여
조별로 화분을 활

(5분)

동기유발

잘

있는

자랄 ￭ 활동지

￭ 식물 재배 조건 고려

수

-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다.

대해 생각해 본다.

￭ 학습목표 제시

후 동작이 안될 시

￭ 학습목표를

식물 재배 조건에 따라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
고 기록한다.

환경에

확인

한다.

￭ 식물의 특징 조사하기
- 재배하고자 하는 식물의 특징을 조사해 본다.

￭ 상추 식재 및 변인 조성
- 각 조에서 설정한 대로 상추의 식재 환경을 조

￭ 화분,
흙, 상
추모종

성하여 상추를 심는다. (조당 2개의 화분)
- 각 조에서 설정한 변인(습도, 토양, 장소 등)을

￭ 식물 재배 조건 설정
-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
조건을 아두이노를 통해 제어한다.

반영하여 설치한다.

- 토양에 첨가하는 영양 물질이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 학습내용 정리

￭ 학습내용을

-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
정리 및
차시
예고

전학년

장 은 희 (인)

소

용하여 테스트

정리
및
평가
(15분)

대 상

지도교사

￭ 다음 차시 학습내

- 오늘 제작한 식물재배기의 관찰일지를 어떻게 작
성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 식물이 자라는 모 ￭ 활동지

한다.

받는다.
￭ 차시 예고

본다.

정리

용을 확인한다.

￭ PPT
￭ 활동지

전개
(42분)

￭ 식물 재배하기

습을 관찰하고 기

- 직접 만든 식물 재배기를 이용해 상추를 재배한다.

록한다.

탐구활동
￭ 식물 관찰하기
- 2 ~ 3일 간격으로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사
진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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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학습 활동

단계
학습과정
(시간)

교사활동

학생활동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 상추의 크기와 색깔, 모양, 잎의 수 등을 자세히 관찰
하여 관찰기록지에 기록한다.
- 관찰 일시(날짜, 시각)와 환경 조건(온도, 습도) 등을 함
께 기록한다.

5

7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주

제

일

시

관련교과
및 단원명

￭ 상추 수확하기
- 상추가 자라 손바닥 정도의 크기가 되면 잎을 따 준다.

학습목표

- 상추를 수확한 일시와 양을 기록한다.

싱싱한 상추, 많이 수확하셨나요?
- 스마트팜을 이용한 식물 재배 과정 및 결과 공유하기

2020. 11. 10.(화)

대 상

전학년

지도교사
장

장 은 희 (인)

소

과학 Ⅷ. 생태계와 환경
차
시
1. 생물과 환경의 관계
과학탐구실험 Ⅲ. 첨단과학탐구
수업방식
1. 자연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꾸다
- 식물을 재배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다.

도서관
7/8
발표⸱토의

- 스마트팜을 식물 재배에 활용했을 때의 특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학습과정
(시간)

교사활동

학생활동

￭ 인사 및 출석 확인

￭ 활동지

￭ 식물 재배 소감 말하기
￭ 식물을 재배해 본
- 아두이노를 이용해 직접 식물을 재배해 본 소감에 대해 소감을 말한다.
말한다.

* 수확한 상추는 요리에 활용한다.
- 세척: 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

￭ 학습목표 제시

어준다. 식초를 한 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한 번 더 헹
도입

궈주면 더욱 좋다.

(3분)

- 보관: 구입 후 즉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씻기 전

동기유발

- 식물을 재배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

￭ 학습목표를
한다.

확인

표한다.

이라면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냉장 보관한다. 씻어

- 스마트팜을 식물 재배에 활용했을 때의 특징과

낸 상추는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용기나 비닐 팩에 담는

유의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등 공기를 차단하여 냉장 보관한다. 밀봉하여 보관할 경
우 줄기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넣어 보관하면 더욱 오래

￭ 식물 관찰 기록지 확인
- 각자 작성한 식물 관찰 기록지를 확인하며 식물의 생장
모습을 정리한다.
￭ 조별 발표
￭ 경청하고 평가 내 ￭ 활동지
- 식물 재배 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용을 활동지에 기
- 다른 조의 활동 결과를 경청하고 정리한다.
록한다.

보관할 수 있다.
- 상추를 이용한 요리: 비빔밥, 덮밥, 비빔면의 재료나 쌈
채소, 겉절이, 각종 샐러드, 햄버거나 샌드위치의 속 재
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관찰 기록지를 정 ￭ 활동지
정리
및
평가
(3분)

￭ 학습내용 정리

리하고, 발표 내용

전개

- 식물 관찰 기록지를 정리한다.

을 요약한다.

(44분)

정리

탐구활동 ￭ 활동소감문 작성하고 발표하기
- 관찰 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 발표 내용 정리
- 식물 재배 조건에 따른 식물의 생장 모습을 분석하여
정리
및
평가
(3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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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IT 기술을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 학습내용 정리
￭ 7차시에 걸친 수 ￭ 활동지
- 1~7차시 내용을 간단히 되돌아본다.
업 내용을 총정리
￭ 인사
한다.
￭ 인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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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주

제

일

시

관련교과
및 단원명
학습목표

단계
학습과정
(시간)

21세기,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지~

지도교사

- [꼽사리] 스마트팜을 활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

2020. 11. 10.(화)

대 상

전학년

국어 9.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조 은 영 (인)

장

소

도서관

차

시

8/8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수업방식

 아이언 옥스(Iron Ox)의 수경 농장
참고동영상 https://ironox.com/

강의법 및 조별 토의

교사활동

학생활동

￭ 인사 및 출석 확인

￭ 인사한다.

￭ [생각 열기] 다양한 목적의 식물 기르기

￭ 자신의 경험과 관 ￭ PPT
련하여 생각해 본 ￭ 활동지

- 정서적 기능: 반려식물 기르기( 마리모 키우기)

다.

다.

 루트AI의 토마토 수확 로봇, 버고1
idxno=17448
-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대신하여 토마토를 수확(노동력
절감 및 상품성 유지)
￭ IT농업의 효과1: 생산성 향상
- 토지 조건, 날씨 등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 식량 생산의 목적: 농업

전개

-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 만들기의 과정 소개

￭ 1~7차시의

수업

을 돌아본다.

(30분)

탐구활동

￭ 생산성 향상의 측 ￭ PPT

- 노동력 절감
- 농장 하나하나를 개별 기업화하여 특색 있는 농산
물 생산

￭ IT기술과

- 농업과 기술의 결합: 애그테크
농업을 의미하는 ‘agriculture’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 첨단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
용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머신러닝, 드론, 로봇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농산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하는
것

결합한

https://tv.naver.com/v/11179113/list/537292

을 이해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23220

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 살충제 없이 식물 재배(환경 오염 요인 최소화)
￭ IT농업의 효과2: 환경 보호
- 살충제, 물 사용량 최소화

￭ 환경 보호의 측면

탄소발자국 : 사람이 활동하거나 상품을 생산ㆍ소

애그테크의 ￭ PPT
의미를 정리해 보 ￭ 활동지

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

며,

소의 총량

직면한 식량 산업

- 로컬푸드 이용, 탄소발자국 낮추기 및 환경오염 축소

￭ 학습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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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우리 사회가

- 사막화, 물 부족 등의 환경 극복 가능

이는 현재의 농업

· IT기술을 활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실생활에서의 적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모의 정원(Nemo’s Garden)의 해저농원

농업의 현재 모습

- IT기술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

￭ 학습목표 제시

애그테크 ￭ 활동지

직면한 식량 산업

확보)

￭ IT농업의 현 모습 제시

면에서

의 의미를 정리해

- 일정한 환경 조성을 통해 일정한 품질 유지(상품성

(1~7차시)

동기유발

해하고 정리해 본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

- 심미적 기능(아름다움을 느낌)

￭ [전시 학습 제시] IT기술을 활용한 농업

미치는 영향을 이

- 노동력 절감

기르기( 콩나물 재배), 학습의 목적으로 기르기 등

(10분)

크가 우리 생활엔

- 푸드 마일리지와 물 사용량 최소화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 실용적 기능: 공기정화식물 기르기, 식용(食用) 식물

도입

https://tv.naver.com/v/11179113

- 일정한 품질을 유지
교수 - 학습 활동

의 버고 로봇 사 ￭ 활동지
례를 통해 애그테

- 단위 면적당 생산 효율 30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 농장과 루트AI ￭ PPT

https://www.zoominlife.com/1286
- 날씨, 환경,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음.

스마트팜을 활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실생활에서의 적용

단계
학습과정
(시간)

학습자료
및 지도상
교사활동
학생활동
유의점
￭ IT농업, 애그테크의 효과: 생산성 향상과 환경 보호 ￭ 아이언 옥스의 수 ￭ 영상
교수 - 학습 활동

앞으로의

통해
학습내

용을 유추해 본다.

- 각종 먹거리 생산 및 소비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 문제

에서

과

우리

식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의 심각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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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짚어본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학습과정
(시간)

교사활동

학생활동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 필요 시 추가 가능)

 환경단체의 국가별 식습관 분석: "한국처럼 먹으면
지구 못 버틴다" 환경단체 식습관 분석결과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0905
00009

출처: 연합뉴스

￭ IT농업의 미래: 도시농업사회 발전을 통하여 도심
온도 저감,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

￭ 애그테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
해본다.

체 생활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IT농업의 효과

￭ 수업 내용을 다시 ￭ PPT

￭ 오늘 수업에서 느낀 점 정리하기

￭ 소감을

한번 정리한다.
정리
및

정리 및

평가
(10분)

차시
예고

- 정리 및 발표

￭ 활동지

작성하고

발표한다.

￭ 8차시에 걸친 ‘아두이노를 활용한 식물재배기 만들 ￭ 소감을 작성한다.
기’ 수업에 대한 소감 적어보기
- 정리

<참고자료>
1. 농사도 스마트하게 짓는다! 애그테크( Agricultural Technology)
[출처] 농사도 스마트하게 짓는다! 애그테크( Agricultural Technology)|작성자 푸드뉴비
https://blog.naver.com/foodnewbie/221648845374
2. 알리바바 징둥... 중국 유명 IT기업들 돼지 기르기 ‘꿀잼’에 빠진 이유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52647&memberNo=36080930&vType=VERTICAL
- 농사 짓는 인공지능 로봇(엔비디아) https://cafe.naver.com/likeusstock/56364
-농사에 IT기술을 합친 애그테크 시장 각광 팜와이즈-제초용 로봇 10명분의 일
3. [주말PICK] 8m 바닷속에 농작물 자란다…놀라운 '애그테크’
4. 탄소발자국 줄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1779

https://metro9.co.kr/webzine/1302/sub01_05.html

5. 탄소발자국과 저녁메뉴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ecoprumy&logNo=22075329050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
com%2F
6. 미래 도시농업

https://news.hmgjournal.com/TALK/reissue-urban-agriculture

7. 대전, 세종의 실험적 미래 농업, 한국 농업 충격 세 가지
미래 도시농업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525

http://blog.daum.net/mandorisun/1751821

8. 식물 공장 http://www.farm8.co.kr/16870
9. 팜에잇
"한국처럼 먹으면 지구 못 버틴다" 환경단체 식습관 분석결과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0905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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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2020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활]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에 대하여

[탐구하기]
1. 스마트팜의 정의 및 유형

2020년, 소는 누가 키워? 농사는 누가 짓지?

주제

학년

- 애그테크, 스마트팜이란 무엇일까

날짜

년

월

일

요일

반

번

이름 :

① 정의
분야

목표

내용

1.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의 형태를 파악하고 소형 스마트팜 제작 계획을 도출해 낼 수 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도와 습도, CO2등을
모니터링하고 원격 및 자동으로 냉난방, 영양분 공급 등을

[생각열기]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형태

1. SGIS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자료를 참고하여 30년 후의 변화를 확인해봅시다.
2020

년

② 유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도와 습도, 기상 상황 등을

___________년

모니터링하고 원격 및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형태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도와 습도 등 축사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료 및 물 공급 시기와 양(量), 온도 습도 등을 원격 및 자동으로
제어하는 형태

2. 실제 국내외 존재하는 다양한 스마트팜 자료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을 정리해보세요.
특징:

사례1

특징

사례2

특징

문제점:

2. 함께 시청한 영상에서는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소개하였나요?
미래에 식량이 부족해지는 원인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유

이유

개발 단계

->

->

->
3단계

3. 만약 내가 미래의 도시 농부가 된다면?
1단계

읽기 자료

미래의 유망 직업 – 스마트팜 개발자

ü 정의: 농업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해 키우는 동식물의 상태나 생육 환경 등을 스마트 기기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개발, 보급하는 직업(고용노동부 미래 직업 선정)
ü 역할: 스마트 농장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일 (농작물 재배 시설에서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모인
데이터를 농민들이 알기 쉽게 가공해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포함)

4단계
2단계

ü 필요 소양: 창의력, 분석력, 기획력, 관찰력, 통찰력
ü 관련 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농기계과, 컴퓨터공학과, 원예학과, 전자공학과, 농업경영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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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학년

- 식물을 기르기 위한 조건

날짜

년

월

일

[정리하기]
1. 변인 요소에 대한 결정 이유와 기대 결과를 적어주세요.

도시농부가 되어 보자! 1

주제

목표

[2020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활] 상추의 생육조건에 대하여

반

번

이름 :

요일

상추의 생육조건을 이해하고 재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생각열기]
1. 쌈 채소와 곁들어 먹었던 기억에 남는 음식에 대해 적어보세요.

2.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또는 기대되는 점을 적어주세요.

[탐구하기]
1. 상추에 대한 질문에 답하세요.

읽기자료

1) 상추의 원산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쌈 채소가 바로 상추다. 또한 전 세계에서 상추를 가장 많이 섭

2) 상추의 순우리말은?

취하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라고 한다. 상추는 머리를 맑게 해주며 정력증가에 좋은 몸의 독소를 제거

3) 상추의 종류는?

해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순기능을 한다. 유튜브채널 ‘하루비타민’이 소개하는 ‘국민채소’ 상추의

①

②

③

11가지 놀라운 효능을 알아보기로 한다.

④

⑤

⑥

1.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받을 때 상추쌈을 먹으면 왠지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신경 안정시
키는 알칼로이드성분이 있어 짜증, 우울감을 완화시켜준다.

2. 통증 완화

2. 상추의 4가지 재배환경과 최적의 재배 장소를 적어보고, 실제로 상추를 재배할 때 적용할 변인을 결정
하여 보세요.

3. 피로회복
4. 눈 건강

상추 잎을 뜯을 때 나오는 흰 즙이 락투세린과 락투신 성분인데 통증 완화를 해준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눈 신경을 보호하고 건강해주는 루테인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브로콜리 등 다
른 녹색식물에도 많다.

1) 적정 온도

5. 몸 속 독소 제거
6. 피부 건강

2) 광
3) 수분(물과 액체비료의 비율)

①

②

4) 토양
5) 재배장소

결정 변인
[

]

7. 숙취해소

간 기능 돕고 피를 맑게 해줘 과음에 따른 두통이나 불쾌감을 해소해준다.

8. 이뇨작용

수분과 미네랄 풍부해 신장기능을 도와 체내 쌓인 노폐물 제거해준다.

9. 변비 완화

섬유소가 풍부해 장 및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10. 불면증 예방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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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오염과 노폐물을 제거해 피를 맑게 해주고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A와 B가 함유돼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부의 노화와 트라블을 막는다.

11. 빈혈 예방

상추 줄기에 포함된 알칼로이드 성분이 신경안정작용을 통해 숙면작용을 해준다.
철분과 필수 아미노산 풍부해 조혈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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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마음건강길

3-5차시

[2020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활] 아두이노로 식물재배기 만들기

( 5V, (+) 빨간색, GND, (-) 검정색으로 표시 )

도시농부가 되어 보자! 2

주제

학년

- 아두이노로 식물재배기 만들기

날짜
목표

년

월

3.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 만들기의 회로 설계의 전원 라인을 완성하시오.

일

반

번

이름 :

요일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의 회로 및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활동하기]
1.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 만들기의 요구 사항을 적어보세요.
1.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적으시오.

2. 어떤 동작을 수행할 것인지 적으시오.

2.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 만들기의 구성 결정사항을 적어보세요.
1. 사용할 장치: 아두이노 UNO
- 특징:

2. 사용할 부품 및 특징
부품

특징

릴레이 모듈
토양습도 센서 모듈
온습도 센서 모듈
커패시터
3. 사용할 프로그램: Fritzing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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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 만들기의 프로그램을 괄호(

)를 채워 완성하시오.

6차시

조건 : 토양 습도 체크 800보다 낮으면 모터 동작 시켜 물공급 아니면 정지
#include "DHT.h"
#include <DigitShield.h>
#define DHTPIN (

)

#define DHTTYPE DHT11

도시농부가 되어 보자! 3

주제

void loop( ) {

float t = dht.readTemperature();

목표

DHT dht(DHTPIN, DHTTYPE);

학년

- 스마트팜을 이용한 식물 재배

날짜

float h = dht.readHumidity();

[2020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활] 스마트팜을 이용한 식물 재배

년

월

일

요일

)

(

) // water 변수 선언

delay(500);

1. 식물재배기를 이용해 재배할 식물의 특징을 조사해 보자.

delay(500);

1) 식물 종류:

{
DigitShield.begin();

water=analogRead(

dht.begin();

DigitShield.setValue(water);

);

2) 특징:

pinMode(motor,OUTPUT);
}

if (

)

{
digitalWrite(

);

}
else

{

digitalWrite(

);

2.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에 대해 말해 보자.

}
}

1) 온도:
2) 습도:

[정리하기] 오늘 활동의 결과와 소감(또는 기대되는 점)을 적어주세요.

3) 기타 조건:

 결과

3. 아두이노에서 설정한 환경 조건을 기록해 보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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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2. 식물재배기를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식물의 생장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생각열기]

DigitShield.setValue(t);
void setup( )

번

1.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말할 수 있다.

DigitShield.setValue(h);
int motor = (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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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기록지 작성하기]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자세히 기록해 보자.
* 2~3일에 한 번씩 관찰하기
순번

순번

* 수확조건: 상추가 손바닥 정도의 크기로 자랐을 때

관찰일시

환경 조건

관찰 내용 및 소감

(날짜, 시각)

(온도, 습도 등)

(식물의 크기나 색깔, 모양 등)

관찰일시

환경 조건

관찰 내용 및 소감

(날짜, 시각)

(온도, 습도 등)

(식물의 크기나 색깔, 모양 등)

수확량

6

1

7
2

8
3

9

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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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

[정리하기]
1.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 재배기를 만들어 직접 식물을 재배한 소감을 작성해 보자.

[상추 고르는 법]
상추는 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잎은 연하면서도 도톰하고 손바닥 정도의 크기가 적
당하다. 줄기 부분을 잘랐을 때 우윳빛 액즙이 나오는 것이 신선하며 축 처진 것 혹은 가장자리가 변
색된 것은 장기간 보관했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세척된 것을 구매할 경우, 냉
장 보관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상추 손질법]
잔털과 주름이 많은 상추는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척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울퉁불퉁한 뒷면까지 꼼꼼하게 씻으면 잔류 농약이 70% 이상 제거된
다. 이후 식초를 넣은 물에 다시 한 번 헹구면 더욱 좋다.

2. IT 기술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상추 보관법]
상추는 구입 후 바로 소비하는 것이 좋다. 보관해야 할 때는 씻기 전이라면 흙이나 이물질
을 제거한 후 냉장 보관하며, 씻어 낸 상추는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 용기나 비닐 팩에 담는
등 공기를 차단하여 1～5 ℃에서 냉장 보관한다. 밀봉하여 보관할 경우 줄기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넣어 보관하면 더욱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상추가 시들었을 때는 설탕 1스푼과 식초
2～3 방울을 섞은 물에 상추를 10～20 분 정도 담그면 설탕의 삼투 현상에 의해 상추에 물이
공급되어 싱싱해진다.

[상추를 이용한 요리]
비빔밥, 덮밥, 비빔면의 재료, 쌈 채소, 겉절이, 각종 샐러드, 햄버거나 샌드위치의 속재료 등

읽기자료
[상추 종류를 알아보자!]
상추는 수확 방법에 따라 포기 상추, 치마 상추로 나뉘고 잎 색으로 적, 청, 꽃상추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치마
상추보다 포기 상추가 맛이 좋은 편이고 청상추보다 적상추가 맛이 좋다.
[적상추]

[청상추]

[꽃상추]

￭ 비타민 A, B1, B2, C 등 비타민류와

￭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빈혈 환자

￭ 좁고 꼬불꼬불하고 가장자리가 숲처

마그네슘, 철, 인, 구리 등 미네랄이 많

에게 좋으며 줄기에서 나오는 우윳빛

럼 너풀너풀한 꽃상추는 연녹색에서 라

이 들어 있어 불면증 해소나 피로 회복

즙에는 락투세린, 락투신이 들어 있어

임 녹색에 이르는 빽빽한 잎의 한가운

에 좋으며 혈액을 맑게 하고 빈혈, 냉

진통과 최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때

데는 노란색과 하얀색이다. 이전에는 석

증, 거친 살결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문에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잠이 온다고

쇠에 익힌 야채와 고기 요리의 장식으

고 한다.

한다.

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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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농산물도매법인 ㈜효성청과 블로그(https://blog.naver.com/diligent119/2215254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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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2020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활] 스마트팜을 이용한 식물 재배 과정 및 결과 공유하기

싱싱한 상추, 많이 수확하셨나요?

주제
날짜
목표

학년

스마트팜을 이용한 식물 재배 과정 및 결과 공유하기

년

월

일

요일

반

번

[발표하기 및 경청하기]
모둠

환경 조건

식물 생장 과정

발표내용 요약

이름 :
1

1. 식물을 재배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다.
2. IT 기술을 식물 재배에 활용했을 때의 특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2

[생각열기]
1. 식물 관찰 기록을 간단히 정리하여 발표 내용을 작성해 보자.
1) 설정한 환경 조건:

3

2) 식물 생장 과정:

4

3) 잘 된 점:
5

6

4) 개선할 점:

7

2. IT 기술을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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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8차시

21세기,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지~

주제

학년

- [꼽사리] IT기술을 활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

날짜
목표

[2020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활-꼽사리] IT기술을 활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

년

월

일

요일

반

번

이름 :

· IT기술을 활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실생활에서의
적용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열기]
1. 식물을 기르는 다양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읽기자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자란 ‘우주 상추’ 섭취 기준 합격점!
지구 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ISS) 안에서 키운 ‘우주 상추’가 섭취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
인됐다.
과학저널 ‘프론티어스 인 플랜트 사이언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
(NASA·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의 생물학자 크리스티나 코다다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ISS에서 재배
한 적색 로메인 상추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멸균 처리된 씨앗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관수시설(작물 생육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
는 시설)을 갖춘 ISS 내 채소 생산시스템에 심어 싹을 틔워 한 달에서 두 달간 키운 뒤 냉동해 지구로
가져왔다.

[사진출처] 블로그 ‘취미원예, 꽃, 여행 낭만 싱글벙글 메로구이’, 네이버스토어 ‘세남자바스켓’, 블로그 ‘안나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육아’, 블로그 ‘꿀토네 하우
스, 사부작 제주’, 블로그 ‘파파토종다래농원’ 등

국제우주정거장(ISS) 채소 생산 시스템에서 재배한 상추를 들고 있는 우주비행사(좌)와 우주에서
재배한 상추를 먹고 있는 우주비행사들(우). (NASA 제공)

이 상추를 지구에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키운 상추와 비교했더니 영양 성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2. ‘아두이노를 활용한 식물 재배기 만들기’의 전 과정을 살펴봅시다.

오히려 비타민과 칼륨, 나트륨, 인, 황, 아연 등의 성분은 더 높게 나타났다. 항암, 항바이러스, 항염
물질인 ‘페놀릭’ 수치도 더 높게 측정됐다. 잎과 뿌리에 있는 박테리아 등 미생물도 모두 지구에서 재
배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병원성 세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1차시
2차시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냉동 건조식품을 주로 섭취해야 하는 우주비행사들이 화성 탐사 같은 장거
리 유인탐사에 필요한 신선한 채소 등을 자급자족(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공급해 충당함)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5차시
6차시

[출처] 어린이 과학동아(2020. 03. 08.)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00308145119743876&psub=search&gbn)

- 46 -

7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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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농업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례2]

루트AI의 토마토 수확 로봇, 버고1

애그테크란?

4. 이번 시간의 학습목표를 살펴봅시다.
· IT기술을 활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실생활에서의 적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버고 1 로봇은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된 자율 주행 로봇으로 과일을 수확하는데 사용되는 로봇입니다. 인공지
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어느 토마토가 충분히 익었는지 가려내고, 로봇 팔을 이용해 상처를 내지 않고 수확합
니다. 또한 온보드 조명이 있어 밤낮 구분 없이 대규모 상업용 온실을 다니며 어느 토마토가 수확할 만큼 충분
히 익었는지 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온 모듈(system-on-module)’은 버고의 AI 소프트웨어 두뇌를

[생각해보기]
1. 두 가지 사례를 통해 IT농업, 애그테크의 효용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로봇 팔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덩굴을
뜯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토마토만 따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로봇의 '손가락'은 음식물 안전 플라스틱으로 만

[사례1]

아이언 옥스(Iron Ox)의 수경농장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 샌카를로스에 있
는 벤처기업 아이언 옥스(Iron Ox)의 수경 농장. 743㎡
크기의 실내 농장에 농부와 농기구는 보이지 않는다. 다

들어졌는데, 이 플라스틱은 신용카드만큼 유연하고 청소가 간단합니다. 버고 1의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새
로운 AI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다른 작물을 처리하기 위해 센서나 그립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버고 1은 어번던트 로보틱스의 사과 수확기, 애그로봇의 딸기 수확기, 스위퍼의 고추 수확기 등 특정 작물
을 위한 수확기를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출처] 농사도 스마트하게 짓는다! 애그테크( Agricultural Technology)|작성자 푸드뉴비
[사진출처] https://www.cnbc.com/2019/05/11/root-ai-unveils-its-tomato-picking-robot-virgo.html

만 로봇 2대가 농장 안을 돌아다니며 로봇 팔을 이용해
해충 피해를 입은 잎을 골라내고, 많이 자란 작물은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긴다. 인공지능(AI)은 로봇을 조정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이용해 채광·온도·습도를
조절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든다. 아이언 옥스는 이런
아이언 옥스의 실내 수경농장. [사진: 아이언 옥스]

식으로 상추·바질·수영 등의 채소를 인근 식료품점에 공
급한다.

2.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 애그테크의 가치를 정리해 봅시다.

이 회사 브랜든 알렉산더 공동창업자는 더버즈·쿼츠 등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반을 쌓아 올려 재배하므
로 기존 농장의 30분의 1의 면적만 필요하다”며 “한번 사용한 물도 재활용할 수 있어 물 소비도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최근 1300만 달러(약 15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중앙일보 [주말PICK] 8m 바닷속에 농작물 자란다…놀라운 '애그테크', 기사입력2019.07.12. 오전 11:51, 최종수정2019.07.12.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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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애그테크의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정리하기]
1. 오늘 수업을 통해 생각한 점이나 느낀 점을 적어 주세요.

4. IT농업의 미래, IT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2. 8시간 동안 ‘아두이노를 활용한 식물 재배기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소감을 적어 주세요.

[건의하기] 더 나은 수업을 위해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세요.

[자료출처] 서울도시농업 https://cityfarmer.seoul.go.kr/content.do?key=1905107326228

STEAM 수업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명컴퓨터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
남송옥 ․ 장은희 ․ 김동기 ․ 조은영 ․ 김진 ․ 서대환 ․ 정힘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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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창업한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Greenlight Biosciences)는 특정 해충을 잡

읽기자료

는 생물 살충제를 개발해 주목받았다. 예컨대 딱정벌레를 죽이는 생물 살충제는 딱정벌레 이외의 다른

[이형석의 미러링과 모델링]

곤충이나 동물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기술은 해충의 RNA가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간

코로나19 사태로 더 주목받는 ‘애그테크’

섭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회사는 이 기술로 최근 50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스위스의 무트랄(Mootral)은 가축의 폐기물과 메탄 배출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소위 인간의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KB국민은행 경영자문역 (sisa@sisajournal.com)

실제로 소, 염소, 양, 사슴 등 반추동물이 뿜어내는 메탄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빌 게

농작물 재배 기술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빌 게이츠 등 유명인도 투자 나서
지난 1992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민간 사업자가 포인트 일기예보를 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주로 낚시나 골프, 서핑 등 레저산업에 이 포인트 일기예보가 적용됐다. 당시 우리나라의 날씨
정보는 기상청이 독점하고 있었다. 1997년부터 민간에서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스타트업엔 여
전히 접근이 어려운 분야였다. 최근 기상청이 기상정보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경제의 80%는 직간접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이 직접적으
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날씨 정보는 농업, 어업, 스포츠 등 일부 산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됐으
나, 오늘날에는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츠가 “소가 한 국가라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온실가스(GHG) 배출량 3위다”고 말할 정도다. 이 때문에
무트랄의 프로그램은 기후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으며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 인증을 받았
다. 카본 트러스트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를 사명으로 탄소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보스턴에 본사를 둔 루트AI(Root AI)는 실내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로봇을 개발하
고 있다. 세계적으로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다. 충분한 식량을 계속 생산하려면 농촌뿐 아니라 도시
에서도 재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 회사의 창업자는 생각했다. 현재는 토마토 온실재배에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농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개발 중이다. 이런 생각은 로컬푸드를 지향하는
소비 추세와도 맞아 향후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스테이블(Stable)은 농민들이 상품 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
록 보험 플랫폼을 개발했다. 농부가 작물 변동성 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

GDP의 10% 날씨에 직접적 영향
일례로 스웨덴 스타트업인 이그니티아(Ignitia)는 현재 기후에 민감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에게
국지적 일기예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개발 기관
이나 NGO, 농업 입력 사업 및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와 제휴해 소작농을 위한 맞춤형 일기예보
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 일기예보 범위
를 반경 3㎢까지 좁혀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업에 기술을 더해 생산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애그리푸드(AgriFood)라 한다.
애그리푸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농
작물 재배와 관련된 기술 기반이면 업스트림
(Upstream) 혹은 애그테크(agtech)라 한다. 소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농업회사 팜
에이트와 협력해 ‘메트로팜(Metro Farm)’을 개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
합뉴스

소화제 같은 것이다.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채용하면 동물의 폐기물과 메탄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비자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기술이 적용되면 이
를

다운스트림(Downstream)

혹은

푸드테크

(foodtech)고 부른다.

이다. 농산물 가격은 매년 20~30% 변동해 농민들에게 중대한 위협 요인이 돼 왔다. 이 프로그램은 농부
뿐 아니라 사전에 계약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되므로 상호 안전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
농업 선진화 통한 ‘농업굴기’ 필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어필사이언스(Apeel Sciences)는 과일과 채소의 부패를 유발하는 산화 및 수분
손실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농산물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기술로 빌 게이츠의 후원을 받고 있다. 또 다
른 스타트업 플렌티(Plenty)는 기계학습, 인공지능 및 작물 과학을 활용해 수확량을 최적화하고 최적의
신선함과 맛을 얻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생산하는 실내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글로벌 시대에 국경은 그다지 의미
가 없다고 그동안 생각했다. 하지만 국가 간 이동이 통제되자 원자재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생존을 스스
로 해결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을 확보
하기 위해 국가 간 혈투를 벌였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이는 경제의 기본 단위가 여전히 국가라는 점을 강렬하게 일깨워 줬다. 농산물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 가운데 애그테크에 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고자 한다. 애그테크는 농업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가

이해할 수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과 육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를 분석한 후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

류, 채소, 과일 중 38%만이 국내에서 생산됐다. 나머지 62%는 수입품이었다. 비상시를 대비해 애그테크

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농업생명공학 기술, 정밀농업, 대체식품, 식품 전자상거래 등이 포함된다.

를 통해 농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테네에 본사를 둔 아우그멘타(Augmenta)는 농산물의 성장 과정 중 가장 적절한 시점에 비료를 주

저작권자 © 시사저널 [출처]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971

거나 추수하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작물 수확량을 최대 12%까지 높일 수 있
고, 작물 품질을 20% 향상시키며 비료 사용도 15%가량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된 기술은 위성에서
사용되는 e2b센서와 다중분광이 가능한 고해상 영상기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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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 학생활동지 해설, 교사참고자료 등 / 필요 시 추가 가능)

읽기자료

[6차시]

[상추 종류를 알아보자!]

읽기자료

[1차시]

상추는 수확 방법에 따라 포기 상추, 치마 상추로 나뉘고 잎 색으로 적, 청, 꽃상추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치마
상추보다 포기 상추가 맛이 좋은 편이고 청상추보다 적상추가 맛이 좋다.

미래의 유망 직업 – 스마트팜 개발자

[적상추]

[청상추]

[꽃상추]

￭ 비타민 A, B1, B2, C 등 비타민류와

￭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빈혈 환자

￭ 좁고 꼬불꼬불하고 가장자리가 숲처

마그네슘, 철, 인, 구리 등 미네랄이 많

에게 좋으며 줄기에서 나오는 우윳빛

럼 너풀너풀한 꽃상추는 연녹색에서 라

이 들어 있어 불면증 해소나 피로 회복

즙에는 락투세린, 락투신이 들어 있어

임 녹색에 이르는 빽빽한 잎의 한가운

에 좋으며 혈액을 맑게 하고 빈혈, 냉

진통과 최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때

데는 노란색과 하얀색이다. 이전에는 석

증, 거친 살결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문에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잠이 온다고

쇠에 익힌 야채와 고기 요리의 장식으

고 한다.

한다.

로 쓰였다.

ü 정의: 농업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해 키우는 동식물의 상태나 생육 환경 등을 스마트 기기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개발, 보급하는 직업(고용노동부 미래 직업 선정)
ü 역할: 스마트 농장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일 (농작물 재배 시설에서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모인
데이터를 농민들이 알기 쉽게 가공해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포함)
ü 필요 소양: 창의력, 분석력, 기획력, 관찰력, 통찰력
ü 관련 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농기계과, 컴퓨터공학과, 원예학과, 전자공학과, 농업경영과 등

[상추 고르는 법]

읽기자료

상추는 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잎은 연하면서도 도톰하고 손바닥 정도의 크기가 적

[2차시]

당하다. 줄기 부분을 잘랐을 때 우윳빛 액즙이 나오는 것이 신선하며 축 처진 것 혹은 가장자리가 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쌈 채소가 바로 상추다. 또한 전 세계에서 상추를 가장 많이 섭
취하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라고 한다. 상추는 머리를 맑게 해주며 정력증가에 좋은 몸의 독소를 제거
해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순기능을 한다. 유튜브채널 ‘하루비타민’이 소개하는 ‘국민채소’ 상추의
11가지 놀라운 효능을 알아보기로 한다.

색된 것은 장기간 보관했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세척된 것을 구매할 경우, 냉
장 보관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상추 손질법]
잔털과 주름이 많은 상추는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척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울퉁불퉁한 뒷면까지 꼼꼼하게 씻으면 잔류 농약이 70% 이상 제거된

1.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받을 때 상추쌈을 먹으면 왠지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신경 안정시

다. 이후 식초를 넣은 물에 다시 한 번 헹구면 더욱 좋다.

키는 알칼로이드성분이 있어 짜증, 우울감을 완화시켜준다.
2. 통증 완화

상추 잎을 뜯을 때 나오는 흰 즙이 락투세린과 락투신 성분인데 통증 완화를 해준다.

[상추 보관법]
상추는 구입 후 바로 소비하는 것이 좋다. 보관해야 할 때는 씻기 전이라면 흙이나 이물질

3. 피로회복

비타민 B군이 풍부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4. 눈 건강

눈 신경을 보호하고 건강해주는 루테인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브로콜리 등 다

을 제거한 후 냉장 보관하며, 씻어 낸 상추는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 용기나 비닐 팩에 담는

른 녹색식물에도 많다.

등 공기를 차단하여 1～5 ℃에서 냉장 보관한다. 밀봉하여 보관할 경우 줄기 부분이 아래로

5. 몸 속 독소 제거
6. 피부 건강

각종 오염과 노폐물을 제거해 피를 맑게 해주고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A와 B가 함유돼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부의 노화와 트라블을 막는다.

7. 숙취해소

간 기능 돕고 피를 맑게 해줘 과음에 따른 두통이나 불쾌감을 해소해준다.

8. 이뇨작용

수분과 미네랄 풍부해 신장기능을 도와 체내 쌓인 노폐물 제거해준다.

9. 변비 완화

11. 빈혈 예방

상추 줄기에 포함된 알칼로이드 성분이 신경안정작용을 통해 숙면작용을 해준다.
철분과 필수 아미노산 풍부해 조혈 작용을 한다.

2～3 방울을 섞은 물에 상추를 10～20 분 정도 담그면 설탕의 삼투 현상에 의해 상추에 물이
공급되어 싱싱해진다.
[상추를 이용한 요리]

섬유소가 풍부해 장 및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10. 불면증 예방

향하게 넣어 보관하면 더욱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상추가 시들었을 때는 설탕 1스푼과 식초

비빔밥, 덮밥, 비빔면의 재료, 쌈 채소, 겉절이, 각종 샐러드, 햄버거나 샌드위치의 속재료 등

[출처] 조선일보 마음건강길

[출처] 대구농산물도매법인 ㈜효성청과 블로그(https://blog.naver.com/diligent119/2215254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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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읽기자료

[7차시]

[8차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자란 ‘우주 상추’ 섭취 기준 합격점!
[이형석의 미러링과 모델링]

코로나19 사태로 더 주목받는 ‘애그테크’

지구 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ISS) 안에서 키운 ‘우주 상추’가 섭취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
인됐다.
과학저널 ‘프론티어스 인 플랜트 사이언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KB국민은행 경영자문역 (sisa@sisajournal.com)

(NASA·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의 생물학자 크리스티나 코다다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ISS에서 재배
한 적색 로메인 상추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농작물 재배 기술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빌 게이츠 등 유명인도 투자 나서

연구진은 멸균 처리된 씨앗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관수시설(작물 생육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

지난 1992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민간 사업자가 포인트 일기예보를 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는 시설)을 갖춘 ISS 내 채소 생산시스템에 심어 싹을 틔워 한 달에서 두 달간 키운 뒤 냉동해 지구로

받았다. 주로 낚시나 골프, 서핑 등 레저산업에 이 포인트 일기예보가 적용됐다. 당시 우리나라의 날씨

가져왔다.

정보는 기상청이 독점하고 있었다. 1997년부터 민간에서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스타트업엔 여
전히 접근이 어려운 분야였다. 최근 기상청이 기상정보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경제의 80%는 직간접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이 직접적으
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날씨 정보는 농업, 어업, 스포츠 등 일부 산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됐으
나, 오늘날에는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GDP의 10% 날씨에 직접적 영향
일례로 스웨덴 스타트업인 이그니티아(Ignitia)
는 현재 기후에 민감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
국제우주정거장(ISS) 채소 생산 시스템에서 재배한 상추를 들고 있는 우주비행사(좌)와 우주에서

들에게 국지적 일기예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개

재배한 상추를 먹고 있는 우주비행사들(우). (NASA 제공)

발 기관이나 NGO, 농업 입력 사업 및 모바일 네
트워크 사업자와 제휴해 소작농을 위한 맞춤형
이 상추를 지구에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키운 상추와 비교했더니 영양 성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일기예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 일기

오히려 비타민과 칼륨, 나트륨, 인, 황, 아연 등의 성분은 더 높게 나타났다. 항암, 항바이러스, 항염

예보 범위를 반경 3㎢까지 좁혀 서비스하고 있기

물질인 ‘페놀릭’ 수치도 더 높게 측정됐다. 잎과 뿌리에 있는 박테리아 등 미생물도 모두 지구에서 재

때문이다.
이처럼 농업에 기술을 더해 생산성을 높이는

배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병원성 세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비즈니스 모델을 애그리푸드(AgriFood)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냉동 건조식품을 주로 섭취해야 하는 우주비행사들이 화성 탐사 같은 장거
리 유인탐사에 필요한 신선한 채소 등을 자급자족(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공급해 충당함)할 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농업회사 팜
에이트와 협력해 ‘메트로팜(Metro Farm)’을 개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합뉴스

애그리푸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농
작물 재배와 관련된 기술 기반이면 업스트림

(Upstream) 혹은 애그테크(agtech)라 한다. 소비자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기술이 적용되면 이를 다운스
[출처] 어린이 과학동아(2020. 03. 08.)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00308145119743876&psub=search&gbn)

트림(Downstream) 혹은 푸드테크(foodtech)고 부른다.
이 가운데 애그테크에 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고자 한다. 애그테크는 농업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를 분석한 후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
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농업생명공학 기술, 정밀농업, 대체식품, 식품 전자상거래 등이 포함된다.
아테네에 본사를 둔 아우그멘타(Augmenta)는 농산물의 성장 과정 중 가장 적절한 시점에 비료를 주
거나 추수하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작물 수확량을 최대 12%까지 높일 수 있
고, 작물 품질을 20% 향상시키며 비료 사용도 15%가량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된 기술은 위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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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e2b센서와 다중분광이 가능한 고해상 영상기기 등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창업한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Greenlight Biosciences)는 특정 해충을 잡
는 생물 살충제를 개발해 주목받았다. 예컨대 딱정벌레를 죽이는 생물 살충제는 딱정벌레 이외의 다른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섭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회사는 이 기술로 최근 50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1/8

소화제 같은 것이다.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채용하면 동물의 폐기물과 메탄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중

실제로 소, 염소, 양, 사슴 등 반추동물이 뿜어내는 메탄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빌 게
무트랄의 프로그램은 기후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으며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 인증을 받았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의 형태 및 제작 단계를 설
명할 수 있다.

관찰 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 및
산출물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 및
산출물평가지

포트폴리오 평가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미니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할 수 있는 식물로 상
상 추를 선정하고, 상추의 생육조건을 이해하여 재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다. 카본 트러스트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를 사명으로 탄소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보스턴에 본사를 둔 루트AI(Root AI)는 실내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로봇을 개발하
2/8

중

에서도 재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 회사의 창업자는 생각했다. 현재는 토마토 온실재배에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농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개발 중이다. 이런 생각은 로컬푸드를 지향하는

상추의 생육조건을 이해하고 재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하 상추 재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소비 추세와도 맞아 향후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스테이블(Stable)은 농민들이 상품 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

상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회로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중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다.

하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록 보험 플랫폼을 개발했다. 농부가 작물 변동성 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
이다. 농산물 가격은 매년 20~30% 변동해 농민들에게 중대한 위협 요인이 돼 왔다. 이 프로그램은 농부

평가도구

하 스마트팜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이츠가 “소가 한 국가라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온실가스(GHG) 배출량 3위다”고 말할 정도다. 이 때문에

고 있다. 세계적으로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다. 충분한 식량을 계속 생산하려면 농촌뿐 아니라 도시

평가방법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
상 악하고 해결방안 중 하나로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
팜의 형태 및 제작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곤충이나 동물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기술은 해충의 RNA가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간
스위스의 무트랄(Mootral)은 가축의 폐기물과 메탄 배출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소위 인간의

평가기준(성취수준)

3~5/8

뿐 아니라 사전에 계약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되므로 상호 안전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
농업 선진화 통한 ‘농업굴기’ 필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어필사이언스(Apeel Sciences)는 과일과 채소의 부패를 유발하는 산화 및 수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설정한다. 식
상 물 재배 조건에 따라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
여 기록하고, 이를 정리한 내용을 발표한다.

손실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농산물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기술로 빌 게이츠의 후원을 받고 있다. 또 다
른 스타트업 플렌티(Plenty)는 기계학습, 인공지능 및 작물 과학을 활용해 수확량을 최적화하고 최적의
신선함과 맛을 얻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생산하는 실내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6~7/8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글로벌 시대에 국경은 그다지 의미

중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이를 정
리한 내용을 발표한다.

가 없다고 그동안 생각했다. 하지만 국가 간 이동이 통제되자 원자재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공장 가동을
하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생존을 스스
로 해결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을 확보

스마트팜을 활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와 시사점을
상 다각도로 이해하고 실생활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하기 위해 국가 간 혈투를 벌였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이는 경제의 기본 단위가 여전히 국가라는 점을 강렬하게 일깨워 줬다. 농산물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과 육

8/8

스마트팜을 이용한 식물 재배의 의미와 시사점을
중
다각도로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류, 채소, 과일 중 38%만이 국내에서 생산됐다. 나머지 62%는 수입품이었다. 비상시를 대비해 애그테크
를 통해 농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

스마트팜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말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출처]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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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찰 평가지(1차시)

번호

이름

라. 관찰 및 산출물 평가지(6~7차시)

지식
스마트팜의 개념을

태도
스마트팜의 형태 및 제작

설명할 수 있다.
상
중
하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상
중
하

지식
배움과 성장의 기록

태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식물이 자라는
번호

이름

조건을 설정한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여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의 형태 및 제작 단계
를 설명함.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의 형태
및 제작 단계를 설명함.
스마트팜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
하여 설명함.

상

중

하

상

정리하여 발표한다.
중
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
건을 설정함. 식물 재배 조건에
따라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
하여 기록하고, 이를 정리한 내용
을 발표함.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이를 정리한 내용을 발
표함.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함.

※ 평가 노하우: 학습목표를 잘 수행했는지 관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한다.

나. 관찰 평가지(2차시)

※ 평가 노하우: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둠원끼리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결

지식
번호

이름

태도
상추의 생육조건을

상추의 재배 환경을

이해하여 재배 환경을

말할 수 있다.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다.

하

상

조성하였다.
중

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관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한다.
배움과 성장의 기록

마. 포트폴리오 평가지(8차시)
모둠명

하
미니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할
수 있는 식물로 상추를 선정하
고, 상추의 생육조건을 이해하여
재배 환경을 조성함.
상추의 생육조건을 이해하고 재
배 환경을 조성함.
상추 재배 환경을 조성함.

※ 평가 노하우: 학습목표를 잘 수행했는지 관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한다.

평가
평가 영역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평가항목

5

4

3

2

1

주제선정
자료수집
모둠별
평가
(25)

자료정리
발표
모둠별 협동
합계

다. 관찰 및 산출물 평가지(3~5차시)

번호

이름

모둠원(번호)

지식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태도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회로를

식물재배기 회로를 설계하고

설계하였다.
상
중
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상
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회
로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함.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프
로그램을 개발함.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재배기 회
로를 설계함.

※ 평가 노하우: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둠원끼리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결

15

17

20

상

중

상

종합
평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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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노하우: 모둠별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여 핵심 내용을 발표하고, 활동
지에 이를 상세하게 기술하는지 판단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한다.

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관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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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별 자기평가점수(5)
평가 동료평가점수(10)
(25) 체크리스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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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6과 연계하여 학생부 기재 예시 작성)

[부록2]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과학)2020학년도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
활!(아두이노로 식물재배기 만들기)' 수업에 참여함. 애그 테크(Agtech), 스마

1. STEAM 프로그램(수업) 학생산출물

트 팜(Smart Farm)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회로 설계 및 프로그래밍 활동에 참여함. 상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활! -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 만들기]

에 맞게 식물재배기를 설정하고, 매일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IT 농업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됨. IT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보호
를 실천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함(2020.
09. 01. - 2020. 11. 13.).
‘슬기로운 자급자족 생활! - 아두이노로 식물재배기 만들기’라는 주제의 융합
인재교육(STEAM)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업에

참가함.

애그

테크(Agtech),

스마트

팜(Smart

Farm)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두이노를 이용한 식물재배기의 회로 설계
및 프로그래밍 활동에 참여함. IT 농업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 농업의 방향
에 대해 생각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함(2020.09.01.-2020.11.13.).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해당 항목 기재 예시 작성
(창체 적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창체 항목 기재 예시는 작성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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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부록3]

1)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본질 이해를 통하여
개념·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융합(STEAM)교육이 필요하다.
2)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 능력을 키우고, 탐구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제시와 조
별 토의 과정 등 협동학습을 통해 결론 도출에 이르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1차 회의록

3) 교과 내 연계, 교과 간 연계 등 효과적인 STEAM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연
구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4) 교사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교과별 수업 계획이나 평가 계획을 구

회의일시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17:00 ~ 18:00

회의목적
참석자

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수업 설계
장은희, 남송옥, 김동기, 조은영, 김진, 서대환, 정힘찬(총 7명)
1.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의 이해
-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여 수업 계획을 점검함.

5) STEAM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지침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

2.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설계

요가 있다.
6) ‘준비 – 실행 – 평가’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 차시별 주제에 따른 수업 교사를 선정함.
회의내용

다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흥미를 가지고 다가가 재미있게 공부하며 창의적인

- 차시별 주제의 적합성 여부를 논의함.
- 과목별 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가를 점검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 차시별 수업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시간 분배가 적절한지 점검함.
3.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점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품을 점검함.

7) 교사연구회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시간에 적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
를 받을 수 있도록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교사연구회 선정과 예산 교부가 마

지출내역

없음

무리되었으면 한다.

지출금액

없음

2차 회의록
회의일시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17:00 ~ 18:00

회의목적
참석자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수업 설계
장은희, 남송옥, 김동기, 조은영, 김진, 서대환, 정힘찬(총 7명)
1.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대상 학생 선정
- 학생 대의원회, 각 학급 회장, 부회장

회의내용

- 과학동아리 소속 학생
- 담임교사 추천 학생 및 희망자
2.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시기
- 2학기 시작 직후 등교 수업 일정을 고려하여 세부 일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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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역

없음

지출금액

없음

- 67 -

3차 회의록

5차 회의록

회의일시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10:00 ~ 12:00

회의일시

2020년 9월 9일 수요일 17:00 ~ 18:00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수업 설계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수업 설계

참석자

장은희, 남송옥, 김동기, 조은영, 김진, 서대환, 정힘찬(총 7명)

참석자

1.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지도안 점검
-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 필요한 자료 확인
회의내용

-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진행을 위한 자료 구성

장은희, 남송옥, 김동기, 조은영, 김진, 서대환, 정힘찬(총 7명)
1.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자료 점검
-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 진행을 위한 자료 점검

회의내용

2. 실습실 점검

2. 수업장소 점검
- 수업이 가능한 교실, 실습실 확인

- 수업이 가능한 실습실 섭외 및 점검

3.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준비를 위한 준비물 점검

3.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준비를 위한 실험 키트 및 소모품 구입
지출내역
지출내역
지출금액
지출금액

6차 회의록
4차 회의록
회의일시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10:00 ~ 12:00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회의목적
참석자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수업 설계

- 수업 진행이 잘 된 점과 보완해야 할 점 확인
2.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진행 시 어려웠던 점

-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진행을 위한 PPT 작성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수업 설계
장은희, 남송옥, 김동기, 조은영, 김진, 서대환, 정힘찬(총 7명)
1.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점검

장은희, 남송옥, 김동기, 조은영, 김진, 서대환, 정힘찬(총 7명)
1.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지도안 및 활동지 작성

회의내용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17:00 ~ 20:00

회의내용

2. 수업장소 점검

- 수업 공간 확보, 학생 발표 시간 확보
3.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진행을 위한 물품 구입 내용 점검
- 수업 재료 구입 및 참고 문헌 검토

- 수업이 가능한 교실, 실습실 섭외 및 점검

4. 수업 관련 자료 확보

3.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준비를 위한 실험 키트 및 소모품 구입

- 수업 관련 사진 및 학생 활동지 작성 지도

지출내역

지출내역

지출금액

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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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회의록

9차 회의록

회의일시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17:00 ~ 20:00

회의일시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17:00 ~ 21:00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수업 설계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수업 설계

참석자

장은희, 남송옥, 김동기, 조은영, 김진, 서대환, 정힘찬(총 7명)

참석자

1.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점검
- 수업 진행이 잘 된 점과 보완해야 할 점 확인
회의내용

- 학생 산출물 활용 방안

2.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진행 시 어려웠던 점
- 수업 공간 확보, 학생 발표 시간 확보

- 프로그램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
회의내용

3.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평가

2. 생활 속 융합인재교육(STEAM)
-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소재 발굴

- 수업에 참가한 학생 및 교사 자체 평가

지출내역

장은희, 남송옥, 김동기, 조은영, 김진, 서대환, 정힘찬(총 7명)
1. 융합인재교육(STEAM) 아이디어 회의

-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면서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주제 선택

지출내역

지출금액

지출금액

8차 회의록
회의일시

2010년 10월 22일 목요일 17:00 ~ 21:30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수업 설계

참석자

장은희, 남송옥, 김동기, 조은영, 김진, 서대환, 정힘찬(총 7명)

10차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1.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점검

- 본교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소개(2016~2019)

2.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진행 시 어려웠던 점
- 수업 공간 확보, 학생 발표 시간 확보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수업 설계
장은희, 남송옥, 김동기, 조은영, 김진, 서대환, 정힘찬(총 7명)
1. 융합인재교육(STEAM) 확산 연수 준비

- 수업 진행이 잘 된 점과 보완해야 할 점 확인
회의내용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16:00 ~ 17:00

2. 융합인재교육(STEAM) 확산 연수 진행 세부 계획
회의내용

3.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평가

-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온라인 연수로 진행
-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설계 및 적용 사례 발표

- 수업에 참가한 학생 및 교사 자체 평가

- 융합인재교육(STEAM) 소개 및 2020학년도 프로그램 결과 게시
- 질의·응답을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 설계 시 유의할 사항 점검

지출내역

지출내역

없음

지출금액

없음

지출금액

- 70 -

- 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