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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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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의록

1. 요약문
2019년 전 세계인이 Google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기후(weather)’와 연관된 단
어들이다. 2019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에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
하면서 기후와 관련된 이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인천에서
개최된 제48회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고자 하는 합의를 했던 기념적인 장소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은
큰 무게로 다가왔다.
2020년은 코로나-19(COVID-19)라는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해 사람들의 관심
이 기후변화에 크게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됐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전
염병 유행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시설이
멈추고,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대기가 깨끗해지고, 원래의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관찰 보고 속에 우리가 앞으로 지구온난화로부터 발생하는 기후변화
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에 함열여자고등학교 STEAM 교사연구회는 ‘공유’와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STEAM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능동적으로 대처하
는 역량을 기르고 나 하나뿐이라는 이기적인 생각 대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길
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공
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2차시에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기후변화’에 대한 처음 드는 생각과 기후변
화 관련 동영상 시청 후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비교하는 활동으로 문제를 인식한다. 그리
고 도서 ‘인류를 향한 경고, 기후변화’의 요약을 보며 기후변화가 ‘우리 생존의 문제’라는 부
분을 인식한 후 도서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제시하는 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를
읽고 작가가 책에 제시한 가설, 예측, 일반화 및 이에 해당하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 정리해본
다. 또한, 찾은 문장에서 반복되고, 핵심이 되는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를 쉽게 인식
할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로 제작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3~4차시에는 2015 교육과정 한국사 교육 목표에 따라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역사
적 연원과 세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학습자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공
동으로 모색’ 하고자 하였다. ‘역사 속 기후변화’의 문제 상황으로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과
‘경신 대기근’을 사례로 제시하여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발표하여 생각을 공유한다. ‘기후변화
와 가짜뉴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의 문제 상황에 다른 의견을 보이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연설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작성한다. 이때, 1~2차시에서 찾은 정보를 활
용한다.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압축하여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도록
한다. 모든 활동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여 실시간 활동 내용을 공유한다.
5~6차시에는 ‘기후변화-기온상승’과 관련된 글로만 이루어진 신문기사와 통계자료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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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신문기사를 비교하며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래프에서 데이터 왜곡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실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용되었던 자료들을 통해 올바른 통계자료를 선별하고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는 능력을 기른다. ‘12가지 기후재난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기후변
화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7~8차시에는 전차시에서 인식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한
파리기후협약을 번역하고 이와 관련된 영어기사를 읽으며 이 협약이 끼친 영향과 의의를 그
룹별로 조사하여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통하여 공유하고 협약의 중요성을 정리한다. 학
생들 스스로 능동적이며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독창적인 협약의 필요성을 말하고 개
인, 학교, 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사항들을 각 그룹마다 영어로 학생협약문을 만든
다. 영어로 작성한 학생협약문을 교실과 학교에 부착하여 전교생과 공유하며 기후변화의 위
기를 실생활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하면서 대처하고자 한다.
9~10차시에는 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후변화
소비 생활과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생활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지속 가
능한 소비 생활 방법을 모둠 활동을 통해 조사한다. 조사 내용으로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의 방법인 녹색소비, 착한 소비, 생산을 주도하는 소비, 로컬소비, 절제와 간소한 삶을 지향하
는 소비, 기부와 나눔 공유경제의 개념, 소비 방법, 사례 등이다. 조사한 지속 가능한 소비 방
법을 전체 학생들과 나눔으로써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의식있는 소비 생활에서
찾고자 한다.

2.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표
◦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새로운 환경을 다양한 정보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융합하고, 이를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르고자 한
다.
◦ 미래에 마주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과 조사를 거쳐 자료를 정리하고 과거와 현재
의 데이터 분석 및 통계를 통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 체계적인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집한 데이터를 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미래를 예측과 추
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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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자 한다.
◦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께
함양하며, 정보의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를 같
이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질을 기르고자
한다.
◦ 융합(STEAM) 활동을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를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자 한다. 또한 기술가정 교과를 중심으로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의 융합적인 이해
를 바탕으로 2015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인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
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3. 연구 수행 내용
※ 2020년 STEAM 교사연구회의 과제(➀, ➁, ➂) 수행 결과 및 내용
➀ STEAM 프로그램 연구 및 적용
1) 개발
- 주 1~2회, 연구원 5인이 연구 및 개발 회의를 통해 수업 자료를 개발함.
- 관련 도서 및 각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업 자료 개발에 활용함.
- 문해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책, 글, 사진, 도표, 영상 등)
를 제시하여 이해하는 활동을 공통으로 반영함.
-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을 제작하고 첨단 기자재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기기(탭북, 구글북,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 영상 촬영 및 보조기기(고프로, 오즈모 포켓,
오즈모 모바일), 포켓 와이파이(도시락) 등을 이용하는 수업을 개발함.
-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활동은 모둠 활동 기반으로 개발하며, 무임
승차하는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 및 상호협력적 활동을 활용함.
- ‘기후변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유’의 개념을 인지할 수 있는 문제 제시 및 해결 과정에
대한 학생 주도적인 설계와 산출물 제작 과정을 반영함.

2) 적용
- 1학년 4개 학급(전체 83명, 1학년 전체 학생 수)을 대상으로 STEAM 수업 실시
- 11월 2일(월) ~ 11월 12일(목) (2주간, 학급별 10차시, 총 40차시)
- 차시 위계를 지키며 단계별 프로그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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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STEAM 수업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문항 개발(단순 평가보다는 긍정의 요소를 부각시키는 피드백 문항)
- 학생 관찰 체크리스트 문항 개발
- 태도 사전·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개발 및 적용한 STEAM 프로그램
에 대한 성과 조사

※ 학생 태도검사 및 만족도 대상의 선정 이유
- STEAM 수업 적용 대상 학생 전원(83명)을 대상으로 태도검사 및 만족도 검사를 실시함.
- 2, 3반은 학습 의욕과 학업 성취도가 1, 4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급으로 개발한
STEAM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성을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함..

➂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 학교 전체 교직원 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본 STEAM 교사연구회의 목적, 개발 프로그램 소
개, 적용 일정 등을 공유함.
- STEAM 수업 적용 기간 중 본교 소속 교사 누구든지 수업 참관의 기회를 제공하여 확산
을 꾀함.
- 타 교사연구회와 개발 프로그램 및 적용 결과를 공유하며 피드백 실시 및 확산을 위해 개
발 프로그램을 자료집으로 인쇄해 제공.

프로그램명

‘공유’와 ‘기후변화’ STEAM 프로그램

선행
프로그램명

해당 없음

학교급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1학년
[고등학교 1~3학년] 기술가정 (3) 자원
중심과목
중심과목 기술가정
성취기준 영역 관리와 자립

STEAM
프로그램
구분
연계과목

개발결과

과학
영어
수학
역사

[고등학교 1~3학년] 과학탐구실험 (2) 생활 속의 과학 탐구

연계과목
[고등학교 1~3학년] 영어독해와 작문 (2) 쓰기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3학년] 확률과 통계 (3) 통계
[고등학교 1~3학년] 세계사 (2) 오늘날의 세계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10

기술가정(2)+과학(2)+수학(2)+한국사(2)+영어(2)

적용 결과 ※ 2020. 11. 20. 기준, 10차시 중 10차시 개발 및 10차시 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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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발 중점사항
- 최근 3개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인 ‘기후변화’와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등 SNS를 통한 전 세계의 ‘공유’를 중심 키워드로 이제는 개인, 특정 지역, 특정 나
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이자 문제로 부상한 ‘기후변화’에 대해 ‘공유’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과학’을 기반으로 과학적 방법 및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미래 사회
에서는 지금보다 어떻게 변화되었을지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주어진 자료(과거와 현재)를 ‘통계’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예측하고
데이터를 통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지구촌의 미래를 고민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한다.
- 학습활동의 각 단계에서 학생들은 모둠 활동의 과정을 Vlog의 형식으로 산출물로 제작하
게 하여 활동 과정을 공유하고 각 활동 과정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산출물을 전 세계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피드백
을 수렴하며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StarT’의 중점 과제인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습을 구성하여 교사의 주관보다는 학생들 스
스로의 생각을 중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과학, 기
술, 수학’이 유기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

StarT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자료

- 교사의 수업과 학생 활동 전반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 후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알리는 3분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한다.
- 단순 수업 내용이 아닌 프로그램 개발 목적에서 실제 수업의 사례, 학생 활동 결과, 학생
인터뷰 등을 내용에 추가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를 높여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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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수행 결과
◦ 연구 수행 결과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10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학생 태도검사
사후검사

2020. 11. 2. ~ 2020. 11. 12.
함열여자고등학교 83명(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
10월 19일, 4개 학급(83명)
11월 15일, 4개 학급(83명)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11월 15일 실시 완료
STEAM 수업 기간 내 전 수업 공개(내부 교사)
2020.10.8.~2020.10.9. ‘STEAM 워크숍’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해당 없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 STEAM 프로그램과 각 교과별 학습 방법
- STEAM과 ‘과학’ 학습 방법
과학은 학생들이 흥미를 많이 느껴 관심이 높은 교과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호불호가
명백한 교과이다. 특히, 여학교에서는 과학은 더욱 좋고 싫음이 극명하게 갈리며 성취도 또
한 평균적으로 낮은 편이다.
STEAM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
(STEAM Literacy)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도록 도입되었으며, 과학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러나 수업에 너무 전문적인 과학기술 내용이 도입되어 학생들이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면
학생들은 흥미를 잃고 말 것이다.
이에 본 STEAM 프로그램에서는 과학을 도입 부분에 배치하여 전문적인 과학기술이 아닌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자료에서 과학적 연구 방법의 요소별로 추출하여 정리
하는 활동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단순한 자료 분석이 아닌 과학적 사고를 통한 분석으로 과
학적 사고력 함양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과학이라는 것이 연구, 실험 등만이
아닌 자료를 읽고 분석할 때 사고하는 과정이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학생들이 과학
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 STEAM과 ‘역사’ 학습 방법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 등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우리는 과연 그 문제 인식을 명확히 하
고 있을까? 아직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고민에서 수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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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였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다. 역사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주제를 탐구하며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는 현재의 문제지만, 그 해결 방안은 역사적 연원을 파악하며
고민할 수 있다. STEAM 수업에서 역사 속 기후변화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자신이 지도자
라면 어떻게 해결하였을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문제해결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역사 속에는 가짜뉴스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난다. 가짜뉴스
는 지금도 ‘성행 중’이다. 따라서 ‘포노사피엔스’라 불리는 아이들이 접하는 다양한 미디어에
서 가짜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고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와인버그는 역사가
의 사고 과정을 구체화하며 ‘출처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역사 학습에서 자신이 보는
정보의 출처를 의심하며 비판적으로 보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오늘날 세계 문제 중 하나
인 기후변화와 연계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시키고자 하였
다,

- STEAM과 ‘수학’ 학습 방법
수학은 현대사회에서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학문적, 실질적 현상을 파악하고 올바
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과이다. 수학 중에서도 통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
를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STEAM 수업을 통해 수학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실제 우리 주변의 뉴스와
신문에서 누군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림, 그래프, 도표 등의 통계자료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자 한다.
이에 본 STEAM 프로그램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기후재난의 12가지’라는 주제로 자료를 찾고 분석한다. 모둠 내에서 의사소통을
해서 공통된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게 하고 개별적으로 해석한 후 함께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친 다음 모둠 간 결과물을 전시하여 심화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STEAM과 ‘영어’ 학습 방법
영어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문법과
영어 문장의 길이에 좌절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차
이가 극심한 과목이다. 이러한 영어 과목에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에 하나가 STEAM 수업이다. STEAM은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교
육이어서 단순한 영어 지문이 아닌 실제 삶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을 읽으며 그 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흥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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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STEAM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 영어를 후반부에 배치하여 앞에서 다
른 교과들이 다룬 주제와 그에 대한 문제 및 해결책을 위해서 관련 영어 기사를 읽고 직접
해결방안을 동료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영어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
렵게만 느껴졌던 영어를 급우들과 함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읽고 사용하면서 흥
미를 붙이고자 설계했다.

- STEAM과 ‘기술·가정’ 학습 방법
기술·가정은 실천 교과의 성격을 가진 교과로서 학생들의 생활을 교과에서 다룬다. 학생들
이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
는데 중점을 둔다. STEAM 수업을 통한 기술·가정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 방안은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직면한 환경 문제를 자신들의 소비 생활과 연관지어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하
고 직접 실천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탐색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천해보는 경험은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한 방법을 삶에 적용하여 변화를 만들어보는 의의
를 가진다. 또 실천 경험은 학생들이 수업과 삶의 연관성을 발견하여 학습 동기 향상의 효
과도 기대할 수 있다.

◦ STEAM 사전·사후 태도 검사 결과
<표 1. STEAM 태도 검사 사전·사후 비교표>

수학흥미

과학흥미

수학배려

과학배려

수학소통

과학소통

수학유용성

과학유용성

시기

N

평균

표준화 편차

1차

69

2.0928

0.76357

2차

39

2.4256

0.63937

1차

69

2.3971

0.79149

2차

39

2.6615

0.61070

1차

69

3.0386

0.61180

2차

39

3.1026

0.74596

1차

69

3.2174

0.52651

2차

39

3.3419

0.59965

1차

69

2.5652

0.67954

2차

39

2.8205

0.72486

1차

69

2.8019

0.66006

2차

39

3.0684

0.64969

1차

69

2.8889

0.62274

2차

39

2.9231

0.82526

1차

69

3.0628

0.60842

2차

39

3.1111

0.5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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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퍼센트)

-2.419

0.018

-0.33289

-1.937

0.056

-0.26444

-0.481

0.631

-0.06392

-1.122

0.264

-0.12449

-1.831

0.070

-0.25530

-2.026

0.045

-0.26644

-0.243

0.808

-0.03419

-0.403

0.688

-0.04831

수학자아개념

과학자아개념

수학자아효능감

과학자아효능감

수학진로선택

과학진로선택

1차

69

1.8986

0.69968

2차

39

2.1410

0.78597

1차

69

2.0362

0.86313

2차

39

2.2821

0.87204

1차

69

2.2464

0.81630

2차

39

2.4744

0.72501

1차

69

2.2826

0.75964

2차

39

2.7051

0.71376

1차

69

2.4638

0.61428

2차

39

2.6410

0.72501

1차

69

2.9130

0.74733

2차

39

3.0897

0.65767

-1.654

0.101

-0.24247

-1.416

0.160

-0.24582

-1.450

0.150

-0.22798

-2.837

0.005

-0.42252

-1.349

0.180

-0.17726

-1.231

0.221

-0.17670

◦ STEAM 사전·사후 태도 검사 결과 분석
1) 흥미도
STEAM 수업 적용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수학에 대한 흥미(2.09→
2.42), 과학에 대한 흥미(2.39→2.66)는 증가하였으며 흥미도의 절대적 수치가 높진 않지만,
다른 문항에 비해 평균 상승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실생활과 밀접한 활동 내용을 보여준
과학,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학에 대한 흥미는 유의확
률이 0.018로 나와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업에서 적절한 학생 활동으로 학습 경험이 풍부해진다면, 어렵게 느끼는 수학·과학
과목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배려와 소통
수학 수업에서 배려(3.03→3.10), 과학 수업에서 배려(3.21→3.34)의 증가 폭은 저조하나, 절
대적 수치는 다른 문항에 비해 높아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의적 영역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소통 부문에서 수학 시간에서 소통(2.56→2.82), 과학 시간에서 소통(2.80→3.06)이 상승을
보이며, 특히 과학 소통은 유의확률이 0.045으로 나타나 과학 시간에 친구들과 상호 작용으
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수업에 안정적인 태도로 학습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준다.

3) 유용성
유용성 부문에서 수학 교과의 유용성(2.88→2.92), 과학 교과의 유용성(3.06→3.11)이 작지
않은 수치로 나타났지만 상승 폭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유의확률이 각각 0.808, 0.688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수학과 과학 교과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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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누락으로 인한 한계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자아 개념 부문은 수학 과목에 대한 자아개념(1.89→2.14)과 과학 과목에 대한 자아개념은
(2.03→2.28)으로 수치가 높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폭을 보이며 STEAM 수업에서 경험
한 성취감이 자아 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아 효능감 부문에서 수학 내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2.24→2.47), 과학 내용에 대한 자아
효능감은 (2.28→2.70)으로 수학보다 과학에 대한 자아 효능감이 상승 폭이 두드러진 점을
통해 STEAM 수업에서 배운 과학적 사고에 흥미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의확률이
0.005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 이공계 진로
이공계 진로에 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수학 관련 진로 선택 유의확률은
0.180이고, 과학 관련 진로 선택의 유의확률은 0.221으로 나타나 뚜렷한 결과를 찾지 못했
다. 하지만 수치가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학급의 설
문 조사 데이터가 누락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STEAM 만족도 조사 결과
<표2> STEAM 만족도 조사 결과표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1. STEAM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0

1

12

22

20

13

2. STEAM 수업은 재미있었나요?

1

0

10

23

21

11

3. STEAM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0

1

5

25

24

6

4. STEAM 수업의 내용 수준은 어떠
하다고 생각합니까?

1

13

26

11

4

40

5. 기존의 수업과 오늘 참여한
STEAM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개만 고
르세요.

① 수학, 과학, 기술 등 여러 과목을 관련지어 배울 수 있다.

21

② 학생 중심의 활동이 많고, 선생님의 설명은 많지 않다.

9

③ 친구들과 협력해서 수행하는 모둠별 활동이 많다.

19

④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해야 한다.

5

⑤ 과학, 수학 수업 시간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
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1

⑥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

⑦ 기타

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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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 STEAM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
을 한 개만 고르세요.

① 수학, 과학, 기술 등 여러 과목을 관련지어 배울 수 있다.

0

② 학생 중심의 활동이 많고, 선생님의 설명은 많지 않다.

5

③ 친구들과 협력해서 수행하는 모둠별 활동이 많다.

17

④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해야 한다.

15

⑤ 과학, 수학 수업 시간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
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10

⑥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

⑦ 기타

1
계

7. STEAM 수업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을 한 개만 고르세요.

55

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

1

② 수업 시간 동안에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

10

③ 모둠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

3

④ 조사, 실습, 만들기 등 수업 시간에 할 것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

40

⑤ 기타

1
계

55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2

5

10

21

17

38

8. 앞으로도 STEAM 수업을 지속적
으로 받고 싶습니까?

9. 여러분이 참여한 STEAM 수업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 부분에 √표 해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 항

①

②

③

④

⑤

계

(1) 나는 과학 수업이 재미있어졌다.

2

5

23

18

7

55

(2) 나는 과학·수학 학습 내용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3

5

19

24

4

55

(3) 나는 과학·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3

7

25

18

2

55

(4) 나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3

9

20

19

4

55

(5) 나는 과학 관련 책이나 글을 읽는 것이 좋아졌다.

3

12

18

17

5

55

(6)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

0

2

11

36

6

55

(7) 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끝까지 해내게 되었다.

0

2

11

34

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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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생각해보았다.

0

2

11

36

6

55

(9) 나는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연관지으려고 노력하였다.

0

3

19

29

4

55

(10) 나는 문제해결에 여러 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동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0

3

17

31

4

55

(11) 나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였다.

1

1

9

30

14

55

(12) 나는 친구들과 합리적으로 토론하였다.

0

3

14

26

12

55

(13)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표현하였다.

0

1

14

27

13

55

(14) 나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였다.

0

0

8

32

15

55

(15) 나는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

0

0

12

29

14

55

(16) 나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1

0

7

35

12

55

(17) 나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의식이 생겼
다.

1

2

20

23

9

55

(18) 나는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관심이 생
겼다.

3

5

21

20

6

55

◦ STEAM 수업 만족도 분석 결과
설문 응답 학생 55명 대상으로 수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
답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문항 1)는 긍정적인 응답이 76%(42명)
으로 부정적 응답 1%(1명)에 비해 높았다. 전반적인 흥미도(문항 2)에서 긍정적인 응답
80%(44명)과 적극적인 참여 여부(문항3)의 긍정적인 응답 89%(49명)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STEAM 수업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다만, 수업의 내용 수준(문항 4)에서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이 많은 수를 차
지한 것으로 보아 차시 별 난도의 분석과 적절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TEAM 수업이 기존의 수업과 차별성(문항 5)에 대한 응답에서는 ‘수학, 과학, 기술 등 여
러 과목을 관련지어 배울 수 있다.’는 응답이 40%(21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친구들과
협력해서 수행하는 모둠별 활동이 많다.’ 35%(10명), ‘학생 중심의 활동이 많고, 선생님의 설
명은 많지 않다.’ 16%(9명)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STEAM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문항 6)을 묻는 설문에서는 ‘ 친구들과 협력해서 수행하
는 모둠별 활동이 많다.’ 31%(17명)가 가장 높았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응
답이 27%(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과학, 수학 수업 시간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생활
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순으
로 나타나 과학 과목의 흥미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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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문항 7)에서는 ‘조사, 실습, 만들기 등 수업 시간에 할
것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가 73%(4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제의 양 조절과 적절
한 시간 배분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 동안에 해결해
야 하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응답이 18%(10명)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한 수업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STEAM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의향이 있는지(문항 8)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69%(38명)로 13%(7명)인 부정적인 응답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만 ‘보통’
18%(10명)인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 영역별 성취에 대해 질문하는 세부적인 항목(문항 9)에서 수학·과학에 대한 이해 및 지
식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자기 주도성 · 문제 해결력 ·
수업 참여도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STEAM 수업을 끝낸 후 느낀
성공 경험이 성취감 ·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친구들과의 활동에 관련한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타나 협업 능력 · 배
려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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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 결론 및 제언
기후변화는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이렇
게 나뉘는 가장 큰 이유로 기후변화는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STEAM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당장 어떠한 해결책이나
방안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여러 자료를 제시하여 스스로가 현재
상황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 나 자신,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변화되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행동의
변화를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공유하여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기후변화에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함에 있다.
과학은 학생들은 수업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정의하고 위기 상황을 인식시킨다. 그 과정에
서 과학적 방법의 의미를 배우고 연습하였다. 전문가가 제시한 가설 및 예측을 찾아보고 이
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며 자료를 읽고 분석하는 과적이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과학의 본성에 대해 어렴풋하게나마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역사는 대부분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서 충분하다. 특히, 기후는 짧게는 수십년에서 길게는 수십만년까지 과거의 기록으로
부터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오늘날의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과거의 기록과 미디
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조금이나마 함
양되었을 것이다.
수학은 비판적인 사고를 확장하게 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그래프, 도표 등의 자료
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왜곡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번 수업에서 통계를 활용하여 모둠 내 의사소통을 통해 자료를 해석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분석하는 활동을 연습하였다. 이를 통해 뉴스나 신문 등에서 제시하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향상되었을 것이다.
영어는 실생활과 연계된 지문을 읽으며 내용에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둠 토론
을 통해 의견을 모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영어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기술·가정은 사고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
로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실제 삶에 직면한 문제를 자신들의 소비
생활과 연관 지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해보았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스스로 제시한 방
법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의 경험을 토대로 변화된 삶을 미약하게라도 느꼈을 것이다.
각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학습 요소와 학습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STEAM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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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해 실생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각 수업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고 수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회 교사들이 느낀 불안 요소들도 깨끗하게
날려주며 교사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었다. 이처럼 STEAM 수업은 개발하는 교사들에
게도 적용한 학생들에게도 동반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연구회 활동을 장려해
야하는 또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1) 좋았던 점
- 다양한 의견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기기에 대해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었다.
- 각기 다른 교과에서 중점으로 생각하는 학습 요소의 차이와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 생소한 형태의 수업방식의 진행을 위해 여러 선생님들과 자주 협의를 함으로써 좋은 아이
디어를 공유하게 되었다.
- 첫 번째 수업의 미흡한 부분을 하루 만에 보완하여 두 번째 수업 때는 좀 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었다.
-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수월하였다.
-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을 개발한 입장으로써 만족스러웠다.

2) 어려웠던 점
- 2주 동안 수업이 너무 몰려 있어서 하루에 6~7시간씩 매일 수업하느라 힘들었다.
-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주제라 내용을 구체화하고 수업의 방향을 계획하는데 힘
이 들었다.

※ 교사연구회의 전체 회원 사이의 협력적 활동 내용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매주 1~2회 이상의 회의와 상시 의견을 주고받으며 수업을
개발하였다. 특히, 수업 적용 단계에서는 2주 안에 4개 반에서 10차시(총 40차시)의 수업이
진행되는 일정 속에서 공강 시간에 STEAM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번 과학실에 내려
와 다른 교사의 STEAM 수업을 참관하며 수업 진행을 돕고 수업 후 이루어지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수업 개발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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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연구회를 통해 참여 교사들의 STEAM 수업 역량 증가 내용 및 설명 제시
STEAM 수업을 개발하여 실제 적용하는 수업을 참관하면서 연구회 교사들의 열정과 역량
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우선, 기기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이번 STEAM은 StarT와 연계되어 개발하다보니 교사 산
출물에도 동영상이 있고, STEAM 수업 내용으로 학생들의 산출물에도 Vlog 제작이 들어가다
보니 영상 촬영 기기를 접해야 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ICT 융합기기로 ‘고프로, 오즈
모 포켓, 오즈모 모바일’을 대여해 미리 사용해보고 사용법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기기 사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를 이용해 영상 편집까지 역량을 확장했
다.
그다음으로 온·오프라인의 연계 활동이다. 최근 자료조사 활동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탭
등의 멀티미디어 기기를 제공하고 자료를 찾아 옮기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단
순히 온라인 자료조사만으로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업에 녹
여냈다. 산출물의 제작 활동 역시 기존의 이젤패드 등에 포스터를 직접 그려 제작하는 활동
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mentimeter, typography, 댓글 달기, 통계자료 해석하기
등을 제작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 STEAM 교사연구회와 해당 STEAM 수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올해 STEAM 교사연구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협약 체결 및 예산 집행이
늦어져 사업 시작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또한 코로나-19 속에 학교의 상황이 시시각각으
로 변해 처음 계획한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사업의 시작은 늦어졌으나 사업의
종료 시점은 처음 계획대로여서 학사 일정과 병행하며 연구회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학사 일정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연구회 소속 학교 상황을 물어본
뒤 사업 진행에 여유를 두었으면 더 좋았을 듯하다. 예기치 못한 상황속에서 매우 빡빡한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고생한 한 해라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둠 활동이 최소화되는 상황 속에서 개별 활동을 늘리고 온라
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의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STEAM
수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기타 사항 및 시사점
STEAM 프로그램을 StarT와 연계하여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한다고 생각하니 처음부터 수
업 개발에 대한 무게감이 이전과는 남달랐다. 하지만 초기의 걱정과는 달리 STEAM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나니 우리나라만의 STEAM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STEAM 교
육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지원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함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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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해외에서는 STEAM 보다는 STEM을 알고 있다. STEAM 이라고 하면 10에 9 이상은 들어
본적이 없다거나 STEM 아니냐며 반문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STEAM 교육의 차별성
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한국 학생들의 역량을 널리 떨칠 수 있는 기회의 장
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 연구회를 운영할 때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
해야 할까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 STEAM 수업 수혜 학생들의 반응(인터뷰)
◦ 정OO 학생
기존의 수업은 하나하나 따로 배우고 시험만을 목적으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지만
STEAM 수업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주제로 하고 그 주제에 대해 문제점
과 경각심을 깨우쳐 주려는 점이 좋았다. 또 학생들끼리 팀 꾸려 그 문제해결에 대해 생각
해보고 의견을 내라고 한 점과 학생들이 낸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 하는 점이 기존 수업과
달라 STEAM 수업이 즐거웠다. STEAM 수업의 장점이라 하면 위에 적은 것들도 있지만 기
존 수업에서 분할되어 있던 과목들을 융합시켜 STEAM이라는 한 과목처럼 배운 것이라 생
각한다. 분할되어 있던 과목들을 융합시켜 배우니 개별로 기존 수업을 받을 때보다 더 즐거
웠고 집중이 잘 되었다. 아마 기존 수업을 STEAM 수업처럼 융합하여 배운다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와 집중력이 오를 그것으로 생각한다.
STEAM 수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을 하나 뽑으면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그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 후 학생들이 각자 생각한 것을 단어로 명료하게 축약한 뒤 서로 공유를 하며
큰 스크린으로 한꺼번에 보았던 수업이다. 왜냐하면, 그 주제에 대해 관련 영상과 선생님의
설명을 들음으로써 알고 있던 사실도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고 몰랐던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또 이 활동을 통해 이 주제가 왜 사회적 문제
인지 심각성과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STEAM 수업을 받고 난 후 기후변화가 생각이나 냉장고를 여는 것부터 일회용품을 사용
하는 것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의식을 하다 보니 냉장고를 연 후 최대한 빨리 필요한 것
을 꺼내고 닫기 시작했고, 되도록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또 환경 단체
에서 하는 환경 운동들을 찾아보고 학생 신분인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배운 것을 공유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권유하게 되었다.

◦ 진OO(A) 학생
이전까지 해왔던 수업은 각 과목별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얘기해보고, 배우는 시간이었
다, 그리고 학생위주의 할동 시간이 많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사 중심 수업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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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에 비해 STEAM수업은 5가지 과목은 하나의 주제인 ‘기후변
화’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니 우리에겐 아직 생소해서 어색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었
겠지만 매 시간마다 기대가 생기고, 자료조사, 분석, 정리, 발표 등을 학생이 직접 함으로써
창의력, 협동심을 기르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수업보다 시간 안에 수행하거나, 해
와야 하는 과제가 조금 더 많아서 벅찰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하
다보니 부담은 줄어들고 활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STEAM수업에 사용된 큰 주
제인 환경에 대해 더 탐구해보면서 주위에 관심을 더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강해
진다.
1차시인 과학시간에 조별로 책에 나오는 키워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우선순위에 맞춰
입력했더니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타이포그래피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신기하고 간편했
다. 감자대기근과 경신대기근에 대해 배움과 동시에 우리가 통치자가 되어 문제 해결 방안
을 생각해보는 할동, 통계자료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는 활동, 기후변화
에 대한 영어기사를 해석하고 우리만의 영어 협약문을 제작하는 활동, 환경을 위한 지속 가
능한 소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발표하는 활동까지 모두 새로웠다. 우리가 한 활동들을 통
해 현재 지구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인가에 대해 더욱 깊게 깨달아서 인상 깊었
다. STEAM수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찍은 영상, 사진을 가지고 기후 위기를 알
리는 뉴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 방안 등을 엮어놓은 V-log를 제작하는 동안 친구들끼
리 협력하며 활동하면서 의견 다툼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
갈 수 있어 재미있었다.
올해에 태풍이 자주 오고, 날씨도 정말 더웠는데 이 현상들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했다. 그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설마 무슨 일 생기겠어?’ 하는 마음
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STEAM수업을 하면서 지구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과 더 이
상은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비록 기술가정 과목의 수행평가 때문이기도 했
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이것저것 융합해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실천해 볼 것 이다. 여러 가지 문제, 과제를 친구들과 해
결해보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여러 의견을 조합해 정리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져서 다
른 곳엗 적용시킬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한 친구들 앞에서 같은 조 친구들의 의견을 발표
하거나, 개념에 대해 말해보는 경험이 많아서 자신감도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었다.

◦ 진OO(B) 학생
STEAM 이후에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뉴스에서 자주 봤던 기후도 더욱 구체
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친구들과 환경보호를 더욱 실천하기 위해 에코백이나 텀블
러 등도 공동 구매를 할 계획이다. 평소에 환경위기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도 휴지나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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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주 낭비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STEAM 수업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위험성과 해마다 사
라지는 야생동물, 앞으로 10년 후면 많이 변하게 될 현재 등 잔혹한 현실을 알고 나니 나
하나만~ 하던 생각들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나부터 일상에서 작은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지
구가 하루 빨리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던 기술들의 발
전으로 미래에는 우리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평소에는 지나쳐버렸으니 뉴스
나 내 주변의 환경파괴들이 눈에 밝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이 사소한 관심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열심히 환경을 파괴해 온 만큼 더 빨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보호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현실을
자각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 권OO 학생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더 보여진 것 같다. 기존의 수업은 강의식 형태이거
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라 해도 수업의 일부분만 그렇게 진행되었던 모습
이었는데, STEAM 수업은 거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활동해서 그 점이 기존
수업과의 차이점인 것 같다. 이런 수업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직접
문제를 탐구해야 하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도 기존 수업과 대비되는 모습 같다.
2가지 활동이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 활동은 영어수업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을 직접
탐구해보는 활동이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한국사 시간에 지도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
을 내리는 활동이다. 첫 번째 활동은 각 팀에서 영어로 된 글을 하나씩 담당하고 내용을 파
악한 뒤 그 내용을 다른 팀과 공유하는 활동이었는데, 우리 팀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면
모두가 잘못된 내용을 알게 된 수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고, 시간 안에 활동을
마쳤어야 해서 되게 집중해서 활동을 끝낸 기억이 있어서 기억에 남고, 두 번째 활동은 주
어진 해결방안을 듣는게 아니고 내가 지도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고민
해보니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업에서 주어진 문제 외에도 유사한 상황을 찾아보
거나 직접 문제 상황을 더 조사해보는 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그런 태도로 수업을
참여했던게 인상 깊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많다 보니 기존 수업에서 무기력하게 수업을 임하는 태도가
바뀐 것 같다. 기존 수업들이 강의식 형태였다 보니 수업을 따라가기에만 급급하고, 활동이
없다 보니 무기력하게 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모든 수업이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
다 보니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리
고 활동수업이다 보니 조를 이루고 친구들과 같이 수업에 참여했는데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써 움직여야해서 서로 맞춰가고 상호보완해주며 활동했더니 어떻게 팀으로 활동을 하는지와
협력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알게 돼서 개인이 아니라 함께할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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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공유’와 ‘기후변화’

STEAM 프로그램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2

2

3~4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미술)
[10 과탐 02-06]
[고등학교1학년]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2. 표현
(한국사)
[12 세사 06-02]세계화와 과학･기술 혁명이 가져온 현대 사회의 변화 [고등학교1~3학년]
5.조선의 정치운영
를 파악하고,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과 세계관의 변화

3

4

5

(수학)
[중학교 1~3학년]
(6) 통계

5~6

[12 확통 03-07]
모평균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7~8

(영어)
[10 영 02-02]
[고등학교 1학년]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중심 내용을 (5)Our Earth,
Our Future,
말할 수 있다.
Our choice

9~10

[12 기가 03-03]
(통합사회)
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고등학교1학년]
9. 지속 가능한 삶
가능한 소비 생활을 실천한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0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2
/10

Co
CD

ET

‘기후변화’에 대한 초기 생각과 영상 시청 후 생각을 비교해본다.
자료 분석을 통해 ‘12 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에 대해 이해하고 핵심 키워드를 이
용하여 타이포그래피를 제작한다.
각 모둠에서 제작한 타이포그래피를 공유하며 기후변화의 위기를 인식한다.

주제(단원)명
Co

3~4
/10

CD
Co
Co

ET

5~6
/10

2050, 우리가 알던 기후가 아니다

역사와 기후변화, 공유

기후변화로 세계 역사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문제 상황을 당시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해결하였을지 모둠원끼리 토론하며 작성한다.
가짜뉴스로 발생한 역사 속 다양한 사건을 제시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짜뉴스로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연설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활동을 한다.
작성한 댓글을 발표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본다.

주제(단원)명

‘기후변화’ 관련 통계자료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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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CD

ET

차트나 그래프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고 통계자료의 필
요성을 깨닫는다.
가상의 사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며 데이터 왜곡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실제 뉴스나
신문 등 우리 주위에서 발생했던 데이터 자료의 모습에서 왜곡된 부분을 함께 토론하
며 통계자료를 바라보는 비판적 안목을 기른다.
‘12 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를 기반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한 통계자료
(표, 그림, 그래프 등)를 공통으로 찾아 분석하고 글로 표현해본다.

주제(단원)명
Co

7~8
/10

CD

ET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협약들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협약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본다.
모의 회의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파리기후협약과 관련된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그룹별로 토론하며 학생 기후협약문을 작성한다.
학생 기후 협약을 작성하고 작성한 협약문을 전체 학생과 공유하며 우수한 협약문은
학교에 전시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볼 수 있게 한다.

주제(단원)명
ET

9~10
/10

CD

ET

‘파리기후협약’ 관련 영어기사 번역 및 협약문 작성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소비 생활
에 관해 이야기해본 후 소비 생활과 기후변화와 위기와 관련성을 찾아본다.
개인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방법을 조사하여 탐구한다.
탐구한 지속 가능한 소비 방법 실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실
제 실천한 후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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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기술가정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3) 자원 관리와 자립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3.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차시

고등학교/1 학년
[12 기가 03-03] 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실천한
다.
9-10/10

-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를 국내 정치 운영과 국제 질서의 변동 속에서 탐구할 수 있다.
- 모평균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중심 내용을 말할 수 있다.
- 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을 실천할 수 있다.
-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인식 및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 세계 시민의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과학
영어
수학
역사

연계과목

STEAM
요소

[고등학교 1~3학년]
속의 과학 탐구
연계과목
[고등학교 1~3학년]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S

기후, 기후변화, 이상기후

T

영상 촬영, 편집, 미디어, 인터넷

E

영상 기기(고프로, 오즈모 포켓, 오즈모 모바일)

A

파리 기후 협약, 사회(소비 생활), 인문(지속 가능한 소비)

M

통계적 추정

개발 의도

과학탐구실험 (2) 생활
영어독해와 작문 (2) 쓰기
확률과 통계 (3) 통계
세계사 (2) 오늘날의 세계

최근 가속화된 기후변화로 인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 전 세계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공유의 시각을 접목시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와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고 나 하나뿐이라는 이기적인 생각
대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길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융합적인 사고와 창
의적인 사고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2차시에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기후변화’에 대한 처음 드는 생각과 기후변화
관련 동영상 시청 후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비교하는 활동으로 문제를 인식한다. 그리고 도
서 ‘인류를 향한 경고, 기후변화’의 요약을 보며 기후변화가 ‘우리 생존의 문제’라는 부분을 인
식한 후 도서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제시하는 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를 읽고 작가
가 책에 제시한 가설, 예측, 일반화 및 이에 해당하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 정리해본다. 또한, 찾
은 문장에서 반복되고, 핵심이 되는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타
이포그래피(Typography)로 제작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3~4차시에는 2015 교육과정 한국사 교육 목표에 따라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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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과 세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학습자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하고자 하였다. ‘역사 속 기후변화’의 문제 상황으로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과 ‘경신 대기
근’을 사례로 제시하여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발표하여 생각을 공유한다. ‘기후변화와 가짜뉴
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의 문제 상황에 다른 의견을 보이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연설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작성한다. 이때, 1~2차시에서 찾은 정보를 활용한다. 자
신의 생각과 정보를 압축하여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도록 한다. 모든
활동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여 실시간 활동 내용을 공유한다.
5~6차시에는 ‘기후변화-기온상승’과 관련된 글로만 이루어진 신문기사와 통계자료가 함께 제
시된 신문기사를 비교하며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상의 사
례를 통해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래프에서 데이터 왜곡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실
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용되었던 자료들을 통해 올바른 통계자료를 선별하고 주제에 맞는 자
료를 찾는 능력을 기른다. ‘12가지 기후재난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7~8차시에는 전차시에서 인식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한 파
리기후협약을 번역하고 이와 관련된 영어기사를 읽으며 이 협약이 끼친 영향과 의의를 그룹별
로 조사하여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통하여 공유하고 협약의 중요성을 정리한다. 학생들
스스로 능동적이며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독창적인 협약의 필요성을 말하고 개인, 학교,
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사항들을 각 그룹마다 영어로 학생협약문을 만든다. 영어로 작
성한 학생협약문을 교실과 학교에 부착하여 전교생과 공유하며 기후변화의 위기를 실생활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하면서 대처하고자 한다.
9~10차시에는 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후변화 소
비 생활과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생활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지속 가능
한 소비 생활 방법을 모둠 활동을 통해 조사한다. 조사 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의 방
법인 녹색소비, 착한 소비, 생산을 주도하는 소비, 로컬소비, 절제와 간소한 삶을 지향하는 소
비, 기부와 나눔 공유경제의 개념, 소비 방법, 사례를 모둠원들과 조사한다. 조사한 지속 가능한
소비 방법을 전체 학생들과 나눔으로써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의식있는 소비 생활
에서 찾고자 한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기후변화’에 대한 초기
생각과 기후변화 관련 영
상 시청 후 생각 비교
-기후변화로 세계 역사에
서 나타난 문제 상황 제
시
-가짜뉴스로 발생한 역사
속 다양한 사건 제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짜

창의적 설계
창
의
적
설
계

-자료 분석을 통해 ‘12 가지 기후재
난의 실제와 미래’에 대해 이해하고
핵심 키워드를 이용하여 타이포그래
피 제작
-문제 상황을 당시 지도자였다면 어
떻게 해결하였을지 모둠원끼리 토론
하며 작성
-가상의 사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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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둠에서 제작한 타
이포그래피를 공유하며
기후변화의 위기 공감
-작성한 댓글을 발표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
함
-‘12 가지 기후재난의 실
제와 미래’를 기반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감
성
적
체
험

뉴스로 기후변화를 ‘사기’
라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연설이 담긴 영상 시청
-차트나 그래프가 직관적
으로 정보를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고 통
계자료의 필요성 인식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
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협약 찾기

며 데이터 왜곡 과정을 살펴보고, 실
제 뉴스나 신문 등 우리 주위에서
발생했던 데이터 자료의 모습에서
왜곡된 부분을 함께 토론하며 통계
자료를 바라보는 비판적 안목을 기
름
-모의 회의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파리기후협약
과 관련된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그
룹별로 토론하며 학생 기후협약문
작성
-개인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
속 가능한 소비 생활 방법 조사 및
탐구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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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통계자료(표, 그
림, 그래프 등)를 공통으
로 찾아 분석하고 글로
표현함
-학생 기후협약문을 작성
하고 작성한 협약문을 전
체 학생과 공유하며 우수
한 협약문은 학교에 전시
하여 다른 학생들과 공유
함
-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신
의 소비 생활에 관해 이
야기해본 후 소비 생활과
기후 변화와 위기와 관련
성 탐색
-탐구한 지속 가능한 소
비 방법 실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계획서
를 바탕으로 실제 실천한
후 인증

[1~2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STEAM 프로그램의 주제인 ‘공유’와 ‘기후변화’에 대해 제시하며 STEAM 프로

그램의 목적에 대해 소개한다.
Tip!

구글클래스룸은 수업 전에 개설한 후 학생들을 일괄 초대하여 수업 시작과

함께 학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Co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해 사전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mentimeter’를 이용

해 처음 떠오르는 단어를 적게 한다.
Tip!

mentimeter 는 웹기반 실시간 키워드를 수집하여 창에 띄우는 모듈이므로

TV 또는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내용을 공유한다.
Tip!

멀티미디어 기기(스마트폰, 탭, 탭북, 크롬북, 아이패드, 노트북 등)의 수량 여

유가 있으면 1 인 1 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입
(20 분)

PPT,
멀티미디어
기기,

ET

동영상(‘KBS 다큐세상 인류의한계 온도 1.5 도씨’)을 시청하며 배경지식을 넓힌

다. (12 분 17 초)
Tip!

TV or
빔프로젝터

학생들 집단의 학습 수준 및 참여도에 따라 다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

록 한다.
- 추가 동영상_1 - ‘[기상청 날씨공부] 29 강 어떻게 지구가 변하니 기후변화’ (4
분 30 초)
- 추가 동영상_2 -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부정하는 10 년 후 팩
트’ (8 분 45 초)
Co

동영상 시청 후 학생들이 떠오르는 키워드를 ‘mentimeter’에 다시 적게 한 후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한다.
Co

기후변화 관련 도서(‘인류를 향한 경고, 기후변화’)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학

생들에게 소개하며 위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Co

21 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도서 ‘2050 거주불능 지구’)에 대해 요약하여 학생

들에게 설명한다.
Tip!

수업 전 학생들이 읽고 올 수 있도록 지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PPT,

전개 CD 모둠 활동 - 학생들에게 ‘12 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 중 모둠별로 1 개
(60 분) 영역씩 지정해 주고 자료의 내용에서 가설 또는 예측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고, 이
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Tip!

개인당 1 개씩 자료를 제본하여 사전에 나누어 주고 지정된 1 개 영역을 사

전에 읽어 올 수 있도록 지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Tip!

모둠별 내용 정리 활동은 구글 문서를 이용해 동시 작업을 진행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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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기기,
TV or
빔프로젝터

CD

모둠에서 정리한 가설 또는 예측 및 과학적 근거에서 반복되고, 핵심적인 키

워드를 찾아 정리하고,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를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Tip!

Tagxedo.com 은 Internet explorer 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윈도우 10 을 사용

하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ip!

사전에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를 제작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효과적이다.
Tip!

단순히 단어만 업로드하여 제작하지 않고, 이미지 형태에도 모둠의 생각을

넣어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ip!

완성한 모둠은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제출하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여 공유하면 발표 활동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T

각 모둠에서 발표자 1 명이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제작한 타이포그래피를

정리 소개하며 ‘12 가시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의 담당 영역에 대한 요약을 공유한다.
(20 분) Tip! 수업 후 다른 학급과의 공유를 위해 출력해서 게시하면 효과적으로 내용 및
활동을 공유할 수 있다.

PPT,
멀티미디어
기기,
TV or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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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기후변화로 세계 역사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문제 상황 1: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 기후변화로 나타난 감자 마름병으로 아일랜드에 기근이 온 점을 설명한다. 당시
그림을 소개하며 피해 상황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한다.
Tip!

영국과 아일랜드의 역사적 관계를 배경 지식으로 설명한다. 당시 아일랜드

도입
식량이 영국으로 반출된 사료를 제시하여 아일랜드가 극심한 빈곤에 빠지게 됨을
(10 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림자료,
PPT,
유튜브

문제 상황 2: 경신 대기근
- 경신 대기근을 설명한 EBS 동영상을 보여주고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
선왕조실록을 보여주며 당시 상황의 실제성을 느끼도록 한다.
Tip!
CD

유튜브 EBS 역사채널 e 경신대기근(2015.9.17. 업로드)를 참고한다.
앞에서 본 문제 상황을 당시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해결하였을지 모둠원끼리

토론하며 작성한다.
Tip!

활동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여 모둠 내, 모둠 간 작성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으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Tip!

사례는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난 기후변화이지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에서 역사적 탐구력을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Tip!

Co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해본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가짜뉴스로 발생한 역사 속 다양한 사건을 제시한다.

- 미디어 리터러시 ‘역사 속 가짜뉴스’
Tip! 해당 부분은 ‘기후변화와 가짜뉴스’ 주제로 들어가기 전 가짜뉴스가 미치는
전개
(70 분)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시키는 단계이다.
Co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짜뉴스로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연

설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활동을 한다.
Tip!

‘댓글’은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압축하여 작성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Tip!

연설에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할 때는 1-2 차시에서 배운 과학적 근거를 활

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ip!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구성·제작·비

평하며, 능동적이고 혁신적으로 이용 및 참여를 행하는 역량(교육부)
Tip!

활동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여 개인 간 작성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으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20 분)

ET
Tip!

작성한 댓글을 발표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본다.
문제 의식을 형성하여 자기표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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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PPT,
동영상

[5~6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통계 자료는 TV 속 뉴스나 프로그램, SNS 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설문조사 등

Co

에서 쉽게 접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자료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Tip!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료의 분포상태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도입
래프로 인한 착시가 일어나서 자료가 왜곡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료를 그래프로
(10 분)
나타내거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왜곡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을 알게 한다.
Tip!

PPT

‘내가 영어 과외선생님이라면’ 이라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과외를 계속 맡

기 위해 학생의 성적 향상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를 어떻게 왜곡되어 사용하고 있
는지 그래프를 조작하는 방법 4 가지를 소개한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했던 데이터 왜곡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시각화의 함정,

CD

그래프의 수평, 수직축에서 나타나는 인위적인 조작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났는지
토론하며 ‘통계의 거짓말’ 활동지 1 을 작성한다.
Tip!

개인 활동지(활동지 1)에 먼저 작성 후 서로 의견을 나누고 모둠별 발표를

통해 다양한 조작방법을 공유하며 활동지 1 을 완성하도록 한다.
PPT
’2050 거주불능 지구‘의 12 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에 관련된 다양한 정

ET

보 중에서 모둠별 소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올바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해석한 후 ’통계 자료 해석하기‘ 활동지 2 를 작성한다.
전개
(80 분)

개인
태블릿

① 주제 설정하기
: 모둠별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연구하고 싶은 것을 주제로 정한다.

‘2050
거주불능

② 주제에 맞는 통계 자료 수집하기
: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를 통해 주제를 탐구하기에 적절한 자료를 수집한다.

지구‘ 도서

③ 통계 자료 분석하기
: 수집한 자료들 중 표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된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고 자료
를 분석한다.
④ 통계 자료 해석하기
: 분석한 자료를 해석하여 글로 표현한다. 이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전달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Tip!

Co

개인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모둠별 해석한 통계 자료를 서로 비교하며 상대방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며 자료를 공유한다.

PPT

Tip!

정해진 시간 내에 하지 못한 학생은 추후 확인하여 모든 학생이 완성된 결
정리
(10 분) 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Tip!

표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된 자료를 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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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태블릿

[7~8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전 차시에 학습한 기후 위기를 파리기후협약의 내용과 시행효과를 바탕으로

Co

‘학생 기후협약’을 제작한다. 학생들에게 아래의 상황을 제시한 후 동영상을 보여

청소년 국제 un모의회의에서 21세기의 기후와 환경보호를 주제로 학생기후협
약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파리기후협약의 내용과 시행효과’를 시청하고 이
와 관련된 영어 기사를 읽은 후에 기후변화에 대처가 필요한 이유를 협약문
으로 만들어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CD

동영상
https://ww

준다.

도입
(10 분)

학습자료
및 유의점

w.youtube.
com/watch
?v=3tnDjC
A4peY

<1 단계> : 그룹별 파리기후협약 기사 번역 [소그룹활동]

- 2021 년 청소년 국제 모의 un 회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파리기후협약의 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해서 “importance, article, political relation, prospect” 4 가지의 소주
제로 나눠 주어진 기사문을 그룹별로 번역하고 각 기사에 있는 질문지에 답을 한
다. 각 그룹은 직소 형태의 전문가 집단 형태로 형성한다.
Tip!

- 5 명이 하나의 전문가 집단이 되어 파리기후협약의 importance, political

relation ,article, prospect 중 한 카테고리의 기사를 읽고 기사에 대한 내용 질문에
대한 답을 협의를 통해서 영작한다.
- 교사는 각 그룹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며 그룹 리딩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2 단계> : 각 전문가 집단이 다른 그룹의 대표자들 순서대로 이해시키기
- 각 그룹에서 대표자 1 명이 다른 3 개 그룹을 차례로 순회하면서 각 기사에 대
한 내용을 이해하고 각 그룹은 방문한 대표자를 자신들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PPT,

전개 설명해주고 이해시킨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내용을 전달하는지 들으
읽기 자료,
(80 분) 면서 잘못 전달되는 부분은 짚어주며 올바른 내용 이해가 전달되게 도와준다.
태블릿 pc

Tip!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설명 및 이해를 돕는다

- 각 기사의 카테고리별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서 다른 그룹의 대표 전문가에게
전달한다.
- 기사가 포함하고 있는 핵심 용어 및 주제가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도 그룹의
대표에게 알려주면서 본인의 조에 가서 다른 조원들에게도 전달하게 한다.
<3 단계> :전문가 집단으로 돌아와서 다른 그룹 기사내용 설명하기
- 각 그룹의 대표자들은 다른 전문가 집단이 설명해준 내용을 자신의 조원들에게
설명한다.
- 각 그룹의 대표자들은 다른 전문가 집단이 기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은 것들
을 자신의 조원들에게 설명한다.
<4 단계> : 학생 기후협약문 작성
- 각 전문가 집단은 다른 그룹이 알려준 기사 내용과 자신들의 기사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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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후협약’을 작성한다.
Tip!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을 안내한다.

- 읽기 자료의 문어체를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쓰도록 지도한다.
- 협약문의 형식에 맞게 문장을 간결하게 적도록 지도한다.
- agree to-v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ET

조별

조별 협약문 발표 및 평가 활동

정리
- 각 조의 완성된 협약문을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각 그룹은 최우수 조에
(10 분)
대해서 평가하며 선정된 협약문은 교실에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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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협약문,
평가지

[9~10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산다’는 것과 소비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민운동가 플로렌스 켈리의

Co

말을 보고 소비 행동이 가지는 환경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한
다.
도입
(10 분)

Tip!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대해 가지는 책임에 대해 이야기한 시민운동가의 말

PPT

을 제시한다.
Tip!

학생들이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정리해본 뒤, 모둠
안에서 의견을 나누고 전체 학급에서 나누어 학습 주제에 대해 인식하게 한
다.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방안 탐색하기 (활동지 1)

CD

: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방법 (절제와 간소한 삶을 지향하는 소비, 기부와 나
눔/공유경제, 녹색 소비, 착한(윤리적)소비, 생산을 주도하는 소비, 로컬 소
비) 중에서 하나 소비 방안을 선정하고 방법을 탐색한다.
: 모둠에서 탐색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방법을 전체 학급과 나눈다.
: 각 모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방법에 대한 활동지 1 을
채워서 완성한다.
PPT
Tip!

전개
(80 분)

Tip!

모둠별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방법 한 가지를 선정하고, 선정한 소비 방

활동지 1

법의 개념, 방법, 구체적인 사례, 의의를 알아본다.

활동지 2

활동지 1 에서 선정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방법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
내용을 메모 패드에 작성하여 발표 포스터를 만든다.

ET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계획하기 (활동지 2)
: 탐색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방안에서, 개인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방안을 선정하고 실천 계획서를 작성한다.

Tip!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계획서에는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생활, 선정
이유, 실천 계획, 소비 방법의 기대 효과, 실천 인증 방법을 포함한다.

Tip!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계획서는 학생이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
적이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ET

정리
( 10 분)

수업 시간에 다룬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방안을 전체 학급에서 정리하
고, 계획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실행하도록 한다.

Tip!

학생들이 계획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방안을 실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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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패드
사인펜
노트북
및
태블릿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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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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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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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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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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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6/10
학번
이름

통계의 거짓말

자료 1) 박사와 치즈의 상관관계

자료 2) 국가별 공휴일 현황

자료 3)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4) 지지도 그래프

자료 5) 클린턴 시기 주가 상승률

자료 6) 스포츠카 소유 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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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6/10

통계 자료 해석하기
통계 자료 선택하기 – 아래 칸에 이미지 삽입

선택한 자료를 분석하여 글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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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이름

차시

7~8/10

History of the Paris Agreement
Hammered out over two weeks in Paris during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s (UNFCCC) 21st Conference of Parties
(COP21) and adopted on December 12, 2015, the Paris Agreement marked an
historic turning point for global climate action, as world leaders
representing 195 nations came to a consensus on an accord that has
commitments from all countries aimed at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adapting
to its impacts.
President Obama was able to formally enter the United States into the
agreement under international law through executive action, since it imposed no
new legal obligations on the country. The United States has a number of tools
already on the books, under laws already passed by Congress, to cut carbon
pollution. The country formally joined the agreement in September 2016 after
submitting its proposal for participation. The Paris Agreement could not take
effect until at least 55 nations representing at least 55 percent of global
emissions had formally joined. This happened on October 5, 2016, and the
agreement went into force 30 days later on November 4, 2016.

•Q1.

What

difference

does

Paris

Agreement

have

compared

consensus?

•Q2. What are two reasons why global carbon emissions increase?

- 40 -

to

other

차시

7~8/10

The Paris Agreement and Trump
Following through on a campaign promise, Trump—a climate denier who has
claimed climate change is a “hoax” perpetrated by China—announced in June
2017 his intent to withdraw the United States from the Paris Agreement. Yet
notwithstanding the president’s declaration from the Rose Garden that “We’re
getting out,” it’s not quite that easy. The process for withdrawing requires that
the agreement be in force for three years before any country can formally
announce its intention to drop out. Then it has to wait a year before actually
leaving the pact. This means the earliest the United States could officially exit
is November 4, 2020—a da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Even a formal
withdrawal wouldn’t necessarily be permanent, experts say; a future president
could rejoin in as short as a month’s time.
Since Trump’s announcement, U.S. envoys have continued to participate—as
mandated—in U.N. climate negotiations to solidify details of the agreement.
Meanwhile, thousands of leaders nationwide have stepped in to fill the void
created by the lack of federal climate leadership, reflecting the will of the
vast majority of Americans who support the Paris Agreement. Among city and
state officials, businesses leaders, universities, and private citizens, there has
been a groundswell of participation in initiatives such as America’s Pledge,
the 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 We Are Still In, and the American Cities
Climate Challenge. The complementary and sometimes overlapping movements
aim to deepen and accelerate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at the loc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Each of these efforts is focused on keeping the
United States working toward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despite the
attempts by Trump to take the country in the opposite direction.

•Q1. Why does not trump recognize climate change is serious problem? And why
does he think like that?
•Q2. Why U.S can’t drop out Paris Agreement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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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8/10

Provide a framework for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the achievement of
more ambitious targets.
The Paris Agreement includes a series of mandatory measures for the monitoring, verification,
and public reporting of progress toward a country’s emissions-reduction targets. The enhanced
transparency rules apply common frameworks for all countries, with accommodations and
support provided for nations that currently lack the capacity to enable them to strengthen their
systems over time.
Among other requirements, countries must report their greenhouse gas inventories and progress
relative to their targets, allowing outside experts to evaluate their success. Countries are also
expected to revisit their pledges by 2020 and put forward new targets every five years, with
the goal of further driving down emissions. They must participate in a “global stocktake” to
measure collective efforts toward meeting the Paris Agreement’s long-term goals as well.
Meanwhile, developed countries also have to estimate how much financial assistance they’ll
allocate to developing nations to help them reduce emissions and adapt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s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provisions are similar to those in the frameworks of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While the system doesn’t include financial penalties, the
requirements are aimed at making the progress of individual nations easy to track and fostering
a sense of global peer pressure.

•Q1. How can Paris Agreement keep its transparency?

•Q2. According to Paris Agreement, what is requirement for each countries’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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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8/10

Why Is the Paris Agreement Important?
Rarely is there consensus among nearly all nations on a single topic. But with the Paris accord,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collectively agreed that climate change is driven by human
behavior, that it’s a threat to the environment and all of humanity, and that global action is
needed to stop it. It also created a clear framework for all countries to make emissions
reduction commitments and strengthen those actions over time. Here are some key reasons
why the agreement is so important:

Human-generated emissions cause global warming.
Carbon dioxide, nitrous oxide, and methane are gases that collect in the atmosphere and
prevent heat from radiating from earth’s surface into space, creating what’s known as
the greenhouse effect. According to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the
leading international scientific body studying the subject, the concentration of these
heat-trapping gases has increased substantially since preindustrial times to levels not seen in
at least 800,000 years. Carbon dioxide (the chief contributor to climate change) is up by 40
percent, nitrous oxide by 20 percent, and methane by a whopping 150 percent since 1750—
mainly from the burning of dirty fossil fuels. The IPCC says it’s “extremely likely” that these
emissions are mostly to blame for the rise in global temperatures since the 1950s.
Meanwhile,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have contributed their fair share of global
carbon emissions as well.

•Q1. What difference does Paris Agreement have compared to other consensus?
•Q2. What are two reasons why global carbon emissions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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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8/10

Climate change endangers human health.
As climate change fuels temperature increases and extreme weather events, it jeopardizes our
air, water, and food; spreads disease; and imperils our homes and safety. We are confronting
a growing public health crisis.
• Extreme heat contributes directly to cardiovascular deaths and respiratory disease. In
the Indian city of Ahmedabad, for example, more than 1,300 excess deaths were
recorded during a heat wave in May 2010. High temperatures also reduce air
quality by creating more smog, pollen, and other air-borne allergens—all of which
can trigger asthma, which afflicts 235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Extreme heat
can also exacerbate drought, leading to malnutrition and famine.
• Changing weather patterns can impact sources of fresh water and food. While
drought creates water scarcity, floods can contaminate drinking water supplies,
increasing the risk of water-borne diseases and illnesses spread by disease-carrying
insects, such as mosquitoes. Unpredictable weather patterns and water supplies can
also wreak havoc on agriculture and food supplies, particularly in regions of the
world that are less climate-resilient and where staple food crops are critical for
survival.
• Extreme weather and rising seas can destroy homes, public infrastructure, and entire
ways of life—forcing people to move or migrate, displacing whole populations, and
increasing
the threat
of
civil
unrest.
Indeed,
the
World
Economic
Forum ranks extreme weather, natural disasters, and our collective failure to mitigat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as among the greatest threats facing humanity in the
coming decade. We’re already experiencing some of those dangers. In the United
States, six recent natural disasters equated to tens of thousands of hospitalizations
and ER and doctor visits, as well as more than 1,600 premature deaths. In 2017
alone, 16 extreme weather–related disasters cost the country a record-breaking $306
billion in damages.
The countries hardest hit by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will be low-lying nations uniquely
vulnerable to sea level rise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lack the resources to adapt to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changes. But wealthy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re
increasingly vulnerable as well. Indeed, many millions of Americans—particularly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impoverished—are already suffering climate change’s wrath.

•Q1. Which country is vulnerabl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why?
•Q2. What effects does extreme heat have on disease?
•Q3. What will happen if the sea rises?

source: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what-is-the-paris-agree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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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0/10

활동지 1 : “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방법 탐색하기 ”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1. 절제와 간소한 삶을 지향하는 소비
개념
소비생활방법
구체적인사례
소비생활의의
2. 기부와 나눔, 공유 경제
개념
소비생활방법
구체적인사례
소비생활의의
3. 녹색 소비
개념
소비생활방법
구체적인사례
소비생활의의
4. 착한(윤리적) 소비
개념
소비생활방법
구체적인사례
소비생활의의
5. 생산을 주도하는 소비
개념
소비생활방법
구체적인사례
소비생활의의
6. 로컬소비
개념
소비생활방법
구체적인사례
소비생활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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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0/10

활동지 2 :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계획서

[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계획서 ]
학년

반

번호

이름

-> 절제와 간소한 삶을 지향하는 소비/기부와 나눔, 공유경제/녹색 소비/착한(윤리적)소비/
생산주도 소비/ 로컬소비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생활
- 왜 이 방법이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작성, 최대한 자세히
선정

작성할 것

이유

실천 계획

- 기대 효과 적어도 2가지를 작성하세요. (번호로 작성 or 첫째, 둘째로 작성)
소비 방법의
기대 효과
ex) 일상 브이로그(완성도 보다는 인증이 포인트), 사진, 영수증 첨부, 구매 내역
실천 인증

인쇄 등

방법

① 주제 적합성 : 수업에서 탐색한 소비 생활 중 선정하였는가?
② 논리성 :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과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자신이 선정한 이유
가 논리적인가?
조사한 소비 방법의 기대 효과를 잘 파악하였는가?
평가 기준

③ 실천 계획
Œ 실현 가능성 : 선정한 소비 생활이 실제 삶에 적용 가능한가?
 독창성 : 선정한 소비 생활을 직접 실천할 때 실천 방법이 뻔하지 않은가?
Ž 지속성 : 일회성 노력이 아닌 꾸준한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였는가?
본인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없다면 선정한 방법의 홍보노력 계획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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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1. 교사자료_1 [수업 PPT]
차시

1~2/10

- 47 -

차시

1~2/10

- 48 -

차시

1~2/10

- 49 -

차시

1~2/10

- 50 -

차시

1~2/10

- 51 -

차시

1~2/10

- 52 -

차시

1~2/10

- 53 -

차시

1~2/10

- 54 -

차시

1~2/10

- 55 -

차시

1~2/10

- 56 -

차시

1~2/10

- 57 -

차시

1~2/10

동영상 - KBS 다큐세상인류의한계온도1.5도씨

자료출처

뉴스 이미지 – KBS & JTBC news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 Google search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제작 방법 - https://starton.tistory.com/265

- 58 -

차시

3~4/10

- 59 -

차시

3~4/10

- 60 -

차시

3~4/10

- 61 -

차시

3~4/10

- 62 -

차시

3~4/10

- 63 -

차시

3~4/10

- 64 -

차시

3~4/10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 http://newsbusan.com/skin/news/basic/view_pop.php?v_idx=1383
언제, 어디서, 누구? - https://www.youtube.com/watch?v=uctKv2dMSRk
경신대기근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자료출처

역사 속 가짜뉴스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PW14QHF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7600#modal
http://www.fair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9
미디어 리터러시 사례 - https://www.youtube.com/watch?v=PJnqQ4ORRqI

- 65 -

차시

5~6/10

- 66 -

차시

5~6/10

- 67 -

차시

5~6/10

- 68 -

차시

5~6/10

- 69 -

차시

5~6/10

- 70 -

차시

5~6/10

- 71 -

차시

5~6/10

- 72 -

차시

5~6/10

- 73 -

차시

5~6/10

- 74 -

차시

5~6/10

- 75 -

차시

5~6/10

- 76 -

차시

5~6/10

- 77 -

차시

5~6/10

박사와 치즈의 상관관계 –
자료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23119&memberNo=39735
121&vType=VERTICAL
그 외 - https://blog.naver.com/businessinsight/221918586252

- 78 -

차시

7~8/10

- 79 -

차시

7~8/10

- 80 -

차시

7~8/10

- 81 -

차시

7~8/10

- 82 -

차시

7~8/10

- 83 -

차시

7~8/10

자료출처

- 84 -

차시

9~10/10

- 85 -

차시

9~10/10

- 86 -

차시

9~10/10

- 87 -

차시

9~10/10

- 88 -

차시

9~10/10

- 89 -

차시

자료출처

9~10/10

1. 고등 기술가정 동아 ppt
2. 고등 기술가정 비상 ppt

- 90 -

5_2. 교사자료_2 [교사 참고자료]
차시

1~2/10

[참고 도서]

- 91 -

차시

3~4/10

[참고 도서]

- 92 -

차시

5~6/10

[수업 ppt 설명 자료]
분석 결과를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형태로 제시해 의사결정자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며 다양한 시각화 솔루션 및 툴을 사용하는 분석들이 늘고 있다. 차트나 그래프
가 가장 보편적인 시각화 방법으로 양적 수치를 시각적으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래프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 할 때 가장 많은 데이터 왜곡이 발
생한다. 시각화의 함정, 그래프 수직과 수평축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왜곡 등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
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프의 왜곡을 걸러내는 비판적 안목을 기르는 역량이 중요하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그래프가 어떻게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1) 앞으로 계속 과외를 맡기 위해 학생의 성적 향상 정도를 좀 더 커 보이게끔 만들고 싶다면 어
떻게 해야 할까?
그림2)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아랫부분을 잘라보자. 그러면 밑 부분이 잘려 나갔기 때문에 성적 곡선
이 그래프 전체 높이에서 볼 때 3분의 1이나 상승하고 있다. 약간의 상승도 시각적으로는 큰 상승세처
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림3) 좀 더 속임수를 써보자. 고액의 과외비를 받기 위해 학생의 향상을 훨씬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
려면 그래프의 수직축 눈금 자체를 변화시키면 된다. 수직축 눈금이 75점에서 85점만을 나타내도록 바
꾸었더니 성적 상승, 즉 과외의 효과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과외 덕분에 학생 성적이 10점이나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는 수평축을 조작해보자.
그림4) 학생의 18회 이후 시험 성적이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면 17회까지의 수평축을 모두 생략해버리
고 그 이후부터만 나타내 성적이 안정적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
그림5) 뿐만 아니라 수평축의 눈금을 촘촘하게 할 때는 변화가 상하로 심하다는 인상을, 반대로 눈금
간격이 듬성듬성할 땐 완만하게 변화가 진행된다는 느낌을 준다. 이를 이용하여 학생의 성적이 오르고
는 있지만 성적의 기복이 심해 추가적으로 과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식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수평축을 약간 좁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상의 사례를 통해 보편적으로 쓰이는 선 그래프에서 데이터 왜곡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발생했던 데이터 왜곡의 실제 예
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실제 신문이나 뉴스에 사용되었던 6개의 자료들이다.
그래프를 보며 어디에서 데이터가 왜곡되었는지 올바른 통계자료가 맞는지를 생각해 본 후 모둠별로
토론해 보자. (활동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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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6/10

자료 1) 박사와 치즈의 상관관계
- 허위 상관관계

자료 2) 국가별 공휴일 현황 그래프
- 나라별 수직 축 눈금이 제각각이어서 같은 수치이지
만 높이가 다르게 표현되었다.

자료 3) 외환 보유액 추이
- 그래프 수직 축의 밑 부분을 생략해 10 월의 외화
보유액이 2 월에 비해 거의 3 배 증가한 것처럼 보
인다.

자료 4) 지지도 그래프
- 막대그래프마다 눈금의 기준이 달라 특정 정당
후보가 실제 지지도보다 높은 지지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자료 5) 클린턴 시기의 주가 상승률
- 그래프의 시작을 화살표의 밑 부분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소폭 증가임에도 엄청난 증가처럼 부풀려
표현하였다. 경제 부흥 공약을 내걸었던 클린턴이
공약대로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자료 6) 스포츠카 소유 대 수
- 스포츠카의 소유 대수가 2 배 증가 했다는 결과를
그림 도표로 표현하면서 높이뿐만 아니라 폭도 2 배로
만들면서 면적은 4 배, ,부피로는 8 배 증가한 것처럼
왜곡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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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6/10

그래프는 가공하는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뜻하는 바와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 그래프란 간단하고 정확하게 데이터
의 진실을 말해주는 그래프다.
도서 ‘2050 거주 불능 지구’ 2장.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에서 12가지의 주제와 관련된 세부 내
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찾아 해석하도록 한다. (활동지2)
1) 주제선정: 모둠별 선정된 주제를 기반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 선정하기
2) 자료찾기: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은 통계 자료 모둠별로 한가지 찾기( 표, 그림, 그래프 등)
3) 해석하기: 찾은 통계 자료(표, 그림, 그래프)를 보며 그래프 해석하기
4) 모둠별로 해석한 내용 비교하기
활동을 통해 올바른 통계자료를 선별하고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는 능력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
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료의 검색을 통해 기후변화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활동을 마무리 한다.

박사와 치즈의 상관관계 –
자료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23119&memberNo=39735
121&vType=VERTICAL
그 외 - https://blog.naver.com/businessinsight/22191858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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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0/10

활동 1 안내서
활동 1 : “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방법 탐색하기 ”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 모둠 활동 유의 사항
- 모둠 조사 활동 후 발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모둠 활동 시작 전에 각자 역할을 나눠서 진행합니다.
나눈 역할은 활동지 메모 패드 위에 적어주세요.
ex) 발표자, 조사 내용 메모 패드 제작, 내용 조사자 ( 어떤 내용 조사했는지
쓰기 )
- 내 역할을 충실히 또 서로 협력하여 모둠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
1. 활동 내용
① 모둠이 선정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방법을 조사합니다.
② 조사한 내용을 전체 학급과 발표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전체 공유합니다.
2. 조사 내용
① 선정한 소비 생활 방법의 개념 정의 ( 키워드 선정해서 조사 내용 발표 때
강조 )
② 선정한 소비 생활 방법 안내 ( 번호를 붙여서 정리 – 적어도 2개 발표 )
③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 (선정한 소비 생활 방법의 사례 조사하기 – 적어도 1
개 )
- 사례 조사 대상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합니다.
(익산 신문, 익산시 사이트 검색 이용)
-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합니다.
-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합니다.
④ 선정한 소비 생활 방법의 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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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2
/10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제시된 자료를 읽고 가설, 예측, 과학적 근거를 올
바르게 찾고, 핵심 키워드를 나타낼 수 있다.

중

제시된 자료를 읽고 가설 또는 예측을 찾고, 핵심
키워드를 나타낼 수 있다.

하

제시된 자료를 읽고 가설 또는 예측을 찾을 수 있
다.

상
3~4
/10

중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현대 세계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대 세계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역사적인 모둠별 토론평가

동료평가지

연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있다.

하 현대 세계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5~6
/10

상 올바른 통계자료를 찾아 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다.
중 주제에 적합하며 올바른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자기/동료평가

자기/동료
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 평가

관찰평가지

하 통계자료를 보고 왜곡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듣거나
상 읽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문장
으로 기록하고 말 할 수 있다.

7~8
/10

일상생활에서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듣거나
중 읽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문장
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듣거나
하 읽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단어
로 나타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방법을 탐색하고
상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

9~10/
10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방법을 탐색하고
중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방법을 탐색하고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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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찰평가지(1~2차시)

모둠

모둠원

지식
제시된
자료를
읽고 가설, 예측,
과학적
근거를
올바르게 찾고,
핵심
키워드를
나타낼 수 있다.
상
중
하

태도
모둠 안에서 협
력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과제를

배움과 성장의 기록

작성하였다.
상

중

하

나. 동료평가지(3~4차시)
모둠

모둠원 생각

점수 근거

내가 준 점수

지식 활용

내용의 창의성

다. 자기/동료평가지(5~6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상

평가
중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는가?
올바른 통계자료를 찾고 분석하여 글로 잘 표현 했는가?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는가?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통계자료 중 하나의 자료를 잘 선정했는가?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발표했는가?
표, 그림, 그래프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찾은 자료를 글로 잘 표

현했는가?
(새롭게 알게 된 점, 수업을 하며 느낀 점, 앞으로의 다짐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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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라. 관찰평가지(7~8차시)

모둠

모둠원

지식
일반적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
고 대상이나 상
황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를 문
장으로
기록할
수 있다.
상
중
하

태도

모둠 안에서 협
력하여

과제를

배움과 성장의 기록

작성하였다.

상

중

하

마. 관찰평가지(9~10차시)

모둠

모둠원

지식
지속 가능한 소

태도
모둠 안에서 협

비 생활 실천 방

력하여 조사하였

법을 탐색하였다.
상
중
하

다.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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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성장의 기록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과학탐구실험) ‘기후변화’와 ‘공유’ STEAM 수업에서 제시된 상황을 빠르게 이
해하여 능동적으로 모둠활동에 참여함.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라는 자료를
읽고 가설 또는 예측을 찾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 제시함. 또
한 분석 자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단어를 추출하여 타이포그래
피로 제작하여 발표함. 자신의 언어로 쉽게 잘 설명하여 다른 학생들이 가설,
예측을 비교하고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는데 크기 기여함.
(한국사) ‘기후변화와 공유’를 주제로 한 STEAM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역
사 속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는 모둠 활동에서 17 세기
조선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세금 면제 정책 등을 제시하였음. 친구가 작
성한 외교적 해결방안에 ‘청나라에 농작물 반출을 제한’ 등 구체적으로 보완해
주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 ‘기후변화와 가짜뉴스’에서 기후변화를 부정하
는 동영상을 보고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닌 과학 시간에 배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여 반박하는 글을 쓰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수학) ‘기후변화’와 ‘공유‘를 주제로 한 수학 수업 시간에 학생의 영어 성적
그래프를 조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그래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4
가지로 정리함. 실제 신문과 뉴스에 이용되는 통계자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
며 왜곡된 부분을 스스로 잘 찾고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하여 동료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또한, 모둠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래프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해석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영어)

‘기후변화위기’와 ‘공유 및 해결’을 주제로 하는 STEAM 영어차시에서

기후 변화위기라는 문제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
리기후협약에 대한 영어기사를 읽으면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맡은
부분을 이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해줌. 설명을 해주면서 적극적이고 능
동적으로 수업과정에 참여함. 기사를 읽은 후에 인식한 기후문제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토
의하여 영어로 ‘학생 기후협약문’을 작성하여 발표함.
(기술가정) ‘기후변화와 공유’를 주제로 한 STEAM 수업에서 소비 생활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함. 주제 토의를 통해 소비 생활이 환경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착한 소비 방법

의 개념, 방법, 사례를 조사함.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착한 소비 포스터를
제작함. 포스터 제작에서 착한 소비의 사례인 공정무역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
려넣어 포스터를 완성함. 포스터 제작 후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에서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착한 소비 사례를 소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

끌어냄.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계획서에 착한 소비 방법, 실천 계획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함.직접 친환경 샴푸를 구입해 사용함을 인
증하고, 착한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 가족들에게도 홍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을 찍어, 수업에서의 배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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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1. STEAM 프로그램 수업 활동사진

[그림 1. STEAM 수업 소개]

[그림 2. 기기 활용 안내]

[그림 3. 1-2차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공유]

[그림 4. 1-2차시 기후변화 관련 영상 시청]

[그림 5. 1-2차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하기]

[그림 6. 1-2차시 타이포그래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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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3-4차시 역사 속 기후변화]

[그림 9. 3-4차시 역사 속 가짜뉴스]

[그림 8. 3-4차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상황의
해결방안 모색]

[그림 10. 3-4차시 기후변화의 가짜뉴스에 댓글
달기]

[그림 11. 5-6차시 수학 수업 차시 안내]

[그림 12. 5-6차시 수학 수업 차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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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5-6차시 통계자료 해석하기 ]

[그림 14. 5-6차시 통계자료 해석하기

]

[그림 15. 7-8차시 학생 기후협약문 제작하기]

[그림 16. 7-8차시 영어기사 번역하기 및 토의]

[그림 17. 7-8차시 학생 기후협약문 제작하기]

[그림 18. 7-8차시 영어기사 번역하기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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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방법
탐색하기]

[그림 20.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방법
포스터 제작하기]

[그림 21.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방법
포스터 제작하기]

[그림 22.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방법
포스터 제작하기]

[그림 23.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방법 발표
준비하기]

[그림 24.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방법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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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산출물

[그림 25. 1-2차시 Mentimeter 산출물]

[그림 26. 1-2차시 Mentimeter 산출물]

[그림 27. 1-2차시 Mentimeter 산출물]

[그림 28. 1-2차시 Mentimeter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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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2차시 타이포그래피 제작물]

[그림 30. 1-2차시 타이포그래피 제작물]

[그림 31. 1-2차시 타이포그래피 제작물]

[그림 32. 1-2차시 타이포그래피 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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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3-4차시 역사 속 문제해결]

[그림 34. 3-4차시 역사 속 문제해결]

[그림 35. 3-4차시 역사 속 문제해결]

[그림 36. 3-4차시 역사 속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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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3-4차시 기후 변화에 대한
영상 시청 후 댓글 달기 ]

[그림 38. 3-4차시 기후 변화에 대한
영상 시청 후 댓글 달기]

[그림 39. 3-4차시 기후 변화에 대한
영상 시청 후 댓글 달기]

[그림 40. 3-4차시 기후 변화에 대한
영상 시청 후 댓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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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5-6차시 통계자료 해석하기]

[그림 42. 5-6차시 통계자료 해석하기]

[그림 43. 5-6차시 통계자료 해석하기]

[그림 44. 5-6차시 통계자료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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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5-6차시 통계자료 해석하기]

[그림 46. 7-8차시 협약문 작성하기]

[그림 47. 7-8차시 협약문 작성하기]

[그림 48. 7-8차시 협약문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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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7-8차시 협약문 작성하기]

[그림 50. 7-8차시 협약문 작성하기]

[그림 51. 7-8차시 협약문 작성하기]

[그림 52. 7-8차시 협약문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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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탐색하기]

[그림 54.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탐색하기]

[그림 55.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탐색하기]

[그림 56.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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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탐색하기]

[그림 58. 9-10차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탐색하기]

[그림 59. Vlog 산출물]

[그림 60. Vlog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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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Vlog 산출물]

[그림 62. Vlog 산출물]

[그림 63. Vlog 산출물]

[그림 64. Vlog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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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의견 및 자체 평가
◦ 교사 류민우
매년 STEAM 교사연구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교사연구회를
구성하기 위해 선생님들께 STEAM을 홍보하여 알리고 같이 해보자고 설득하는 일이다. 둘째,
어떤 수업(주제)을 구성하여 어떤 역량을 학생들이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셋째, 어렵게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에
서 블록 수업 등을 시간표가 바뀌게 될 때 다른 선생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학교 및 교사는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정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기후변화’와 ‘공유’라는 주제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생활과 직결된 문
제이자 미래를 살아가는 주역인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의 해결책을 창의
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또한, 올해 STEAM 교사연구회는 StarT 분야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 요소를 반영하였다.
1~2차시를 맡게 되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쉽고 재밌게 접근하여
다음 수업에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mentimert,
Typography’와 같이 온라인 플렛폼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산출물을 얻을 수 있
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수업을 흥미와 난이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과학
교과 영역에 해당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고력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 속에 들어 있는 ‘과학적 방법’의 요소인 ‘가설, 예측’을 찾
아 정리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찾도록 하여 자료 분석 과정에
서도 과학의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단순히 고차원적인 ‘과학 기술’을 소개하고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의 방법을 익히고자 하였다.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도 및 수업 후 학생들의 반응에서 이번 STEAM 프로그램의 성과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며 특히, 다른 수업에서 항상 혼자서만
별도로 하려던 어떤 학생이 이번 STEAM 수업에서는 매 차시 모둠 활동에 모둠에 참여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엿보기도 하였다.

◦ 교사 한진영
시작은 STEAM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라는 고민이었다. 초반에는 아이
들이 배웠으면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그럴듯한 산출물
을 만들 것인가로 흘러버릴 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거창한 학습 목표가 아닌 학생
들의 학습 경험에 초점을 맞출 때 수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교사연구회
로 꾸준한 수업 나눔과 생각 공유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다.
아이패드, 크롬북 등 다양한 형태의 기자재를 활용하다 보니 기기 오작동, 작동 미숙 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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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동료 선생님의 도움으로 원활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혼자서라면
시도해보지 못할 형태의 수업을 하며 기존과 다른 수업에 아이들 역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다.
1학년 #반에는 ‘3인방’이라고 별칭이 붙여진 친구들이 있다. 명성에 걸맞게 수업 시간에 얼
굴을 한번 보여주지 않는다. 학생 활동 중심으로 2시간씩 연속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과연 참여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업을 시작하며 이것이 기우임을 알았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둠 활동, 다양한 기자재 사용, 교사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아이들은 활동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려고 하였다.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맨 앞으로 나와 영상의 내용에 집중하는 아이
에게서 늘 교실 뒷자리를 차지하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 교사 문미소
STEAM 수업에 처음 참여해본 교사로서 STEAM 수업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STEAM 수업을 몇 년째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책임자 선생님의 제안과 동료 선생님들의 경험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 STEAM 수업이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기
에 동료 선생님들과 각 교과목을 선정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지속적인 교사연구회를 통해 어떤 주제를 선정하면 좋을지, 각 교과목의 내용은 어
떻게 엮어 나아갈 수 있을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수업 개발이라는 교과 연구
적 측면의 경험도 도움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STEAM 수업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왜 이 주제를 선정하였고,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과 생각의 변화를 어떻게 산출물로 표현할 수 있을
지 고민하는 것이었다. 개별 수업을 설계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은 STEAM 교사연구회에 함께
한 선생님들의 수업 설계를 어깨너머로 배워 내 수업을 구성해 보는 경험이었다. 교직 경력이
많지 않은 나에게 동료 선생님의 수업 설계 과정과 수업을 지켜보는 경험은 곁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참고서이자 자극제였다.
STEAM 수업 진행에서 다소 우려되었던 점은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은 기자재를 익혀 학생들
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나도 낯선 기계이다 보니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나에게 부담이기도 했지만, 나의 역량을 기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STEAM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지게 된 새로운 시각은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이건 낮은 학생
이건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설계된 수업이라면 학생들은 참여할 동기를 표현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참여하는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활동의 의의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시하면 학생들은 반응했다.
STEAM 수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서와 계획서 그리고 수업 설계까지 많은 서류 작
업과 수업 개발 문서 작업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학생들과 함께한 내 수업 시간과 다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도우미로 참여했던 수업은 평생 기억에 남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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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하고 토닥이며 STEAM 수업을 잘 설계하게 도와주신 동료 모든 선생님과 우리의 기
대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교사 양혜미
혼자서는 생각해내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모이니 다양한 의견으로 STEAM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동안은 종이를 이용한 수업 활동과 과제를 하기 마련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에 관한 관심이 생겨 이번 STEAM 수업 또한 학생들이 개인별 태
블릿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다.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계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선생님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도라 의미 있는 시간이
었다.
‘기후변화’와 ‘공유’를 주제로 한 수업을 디자인하기 위해 자료를 검색하며 찾아보던 중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 검색이 필수고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올바른 자료를 찾아내고 해석해
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었다.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찾고 여러 해석을 비교해보며 자신이 작성한 글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학생들에게는 통계의 왜곡된 점을 찾는 활동이 더 재
미있고 기억에 남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프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 다음 활동을 하
기 위한 것이었는데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으면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는 학생들이
작성한 통계자료 해석하기를 컬러로 인쇄하고 부착해놓으니 서로의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었다. 자신의 것이 전시되어 있는 것만으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는
나 또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교사 이건희
STEAM 수업을 하기 전에 가장 걱정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과목
을 융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간 혼란을 주고 수업 자체와 각 차시의 과제들
에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았다.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시간이 날 때마다 회의하며 어떻게 차
시별로 학생들에게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인식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 수 있을
지 고민하는 과정도 결코 녹록치 않았다.
기존의 교사 중심의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에서 학생 위주의 참여수업과 동시에 그룹 과제를
수행하도록 만들면서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수행평가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과
정중심평가가 지향하는 ‘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
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산출물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평가가 끝난 후에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가지고 STEAM 수업에서 인식시킨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단,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다. 태블릿 PC, 오즈모, 고프로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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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으로 활용하여 수업의 과정과 결과 역시 우수한 그룹이 있었던 반면 열심히 하지만 성과
가 나오지 않는 그룹도 있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실행했지만 보완해
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 STEAM 수업에는 이러한 에러 사항들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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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의록
회의 일시

5월 19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참석인원

5명

참석인원

5명

・STEAM 수업 큰 주제정하기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5. 성 평등 보장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회의 내용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육상생계 보전
16. 인권, 정의, 평화
17. 지구촌 협력확대
・고등 기술가정 교과서 및 지도서 공유

회의록
회의 일시

5월 25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2020 융합인재교육(STEAM) 초중고 교사 입문과정 직무연수 신청 안내
・개인별 의견 말하기
-이: K-방역, 포스트코로나
1) 과학: 코로나 원인 파악, 미중 갈등
회의 내용

2) 영어: 인터뷰, 토론
3) 수학: 환자 통계
4) 국어: 과학윤리
5) 역사: 전염병의 역사, 극복방안
6) 과학: 백신 신약 개발 (진단키트)
-류: 1) 우리가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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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시의 위계성 존재한가?
3) 세계적인 핫 이슈는 무엇인가?
4) 수업을 통해 어떤 사고를 길러 줄 것인가?
-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환경, 구체적인 정책과 시장원리, 소비 패턴을
통계적 측면으로 바라보기, 폐기물에 관련된 수치적 해석
-문: 1) 소비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매체 에너지, 탄소, 역사적 변화, 실생활에서 변화, 정책적 변
화, 캠페인, 태양열-경제적 효과, 변화하는 소비생활
3) 공유
4) 한국의 빨리문화
-류:지속가능한 공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 진로계획을 못세우는 아이들을
위한 미래 상황 예측, 아마존, 구글을 이용한 공유, 개념 먼저 세우기, 학교와 수업 공
유, 공유의 문제점, 기후변화, 전기차, 수소차
・개인별 주제 선정 후 함께 모여 토의한 결과 ‘기후변화’와 ‘공유’를 키워드로 하여 기
술가정의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에 대한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디자인하기로 확정

회의록
회의 일시

9월 9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참석인원

5명

・수업 오티에 사용할 영상 찾아보기
회의 내용

・파리협정 의의 및 특징 상세보기, 기후변화협상 내용 파악
・majormap 소개
・교과별 실제 수업 할 내용 디자인하기

회의록
회의 일시

9월 14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참석인원

5명

참석인원

5명

・star-T 일정 안내 공유 및 신청
회의 내용

・star-T 프로그램 등록 매뉴얼 살펴보기
・영상기기 작동법 정리하기 기기 활용하기

회의록
회의 일시

회의 내용

9월 22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과목별 지도안, 활동지 작성
・중간보고서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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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의 목표에 대해 생각
・결과물 시상(대회)논의
・영상 형식 안내-예) 30초 내외 동영상
・수업 시작 전 기자재 안내 계획
・수업의 결과는 항상 실천과 이어지도록하기
・생활의 변화, 실제 구체화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
・수업 순서 정하기: 과학-역사-수학-기술가정-영어
・문제제기-통계-실천-번역
・결과물의 질 높이는 방법 고안
・수업을 위한 학생 도서 선정
- 인류를 향한 경고, 기후변화(차우준)
- 2050 거주불능 지구(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수업 준비를 위한 교사 도서 신청
- 통계의 거짓말(게르트 보스바흐, 옌스위르겐 코르프)
・10월 워크샵 계획 수립하기
- 일시: 10월 8~9일
- 장소: 부여 롯데리조트

회의록
회의 일시

9월 24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참석인원

5명

・(1~2차시) 사전에 시청하게 함. 온라인클래스에 올린 후 들었는지 확인
-(시상계획) 미정. 각 반당 1팀씩 상? / 활동 전체내용 시상 / 모둠별로 차이두고 시
상?
-방법1 모둠별 이상 기후 사례 정하기
-해결책도 과학적으로 제시한다.
-이상 기후에 따른 현상을 과학적 원인 조사, 해결책까지. 공유 자료를
-시간 배분 수정 가능 1시간 1~2시간
・(3~4차시)
회의 내용

-미디어리터러시 / 가짜 뉴스 분석.
-다른 방향 범주를 다르게 될 것 같다. 수정 要
・(5~6차시)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타당한 것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해석을 글로 하도록
- (추가활동)글만 가지고 통계 자료를 비교해서 – 수정?
- 최종에 다가갈 수 있는 내용.
(의사소통) 글로 넣는 것.
- 해석해보기까지,

어떤게 옳은 자료인가.?

- 도서 “통계의 거짓말” 통계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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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차시)
- 중요 능력 말하기.
- 연설문 작성,
- 자막 영어로 달기.
- 영어 활동을 앞으로 하는 것은?
- 영어자료 분석, 해석 자료 찾기 세계인을 설득
- 국가별 환경 예산 설정 (제시)
・(9~10차시)
- 실천 문제를 인식 깨달은 바를, 작은 움직임으로 실천하는 것.
- 소비랑 연결.
- 자원을 많이 쓴다거나 너무 빨리 바꾸거나
- 예) 패스트패션패션
- 소비와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 환경을 지키면서 소비해야,
- 교과서(녹색소비,아끼면서 소비, 착한소비)
- 실천 계획서 작성, 보고서 작성.
- 실천 브이로그 찍기. 본인의 인식 변화.
- 실천의 작은 생각의 변화를 공유하겠다..
- 삶의 변화를 공유하겠다.
・(종합)
-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 문제인식은 최대 4차시
- 상황파악으로는? (정보획득)
-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
- 창의적 설계에 해결책을 생각하는 시간 없오.
- 다같이 동참하자
- 보고서 보고 지속적으로 바뀌는 거 체크하는 애들, (?)
-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지 설계(생각하는 시간)
- 산출물이 중요 강조하기도

회의록
회의 일시

10월 8~9일

회의 장소

부여
롯데리조트

・아이디어 내기
-탄소발자국 제품 소개하기
회의 내용

-녹색소비
-탄소사업 찬성 및 반대
・1차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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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인원

5명

-툰베리 영상 또는 도서 요약 영상 또는 환경부 기사 영상 시청하기
-영상보며 빈칸 넣기 활동지
・2차시 수업
-선정 도서 12가지 기후변화 주제 구체적 근거 찾기
-모둠별 토의, 토론하며 협의록 작성하기
-세부주제내용 정리하고 내용 파악하며 전체적으로 공유
-다양하고 심화된 내용 공유하도록 안내
-모둠별 발표 동영상 제작하기
・ 3차시 수업
-옛 국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과정
-관련 자료 제시
・ 4차시 수업
- 가짜뉴스 파헤치기
・ 5차시 수업
- 통계의 거짓말
- 그래프 해석하기 활동
・ 7차시 수업
-파리기후협약 읽기
-함열 협약문 영어로 작문하기
・ 8차시 수업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천하기
・산출물
-포스터, 광고 만들기, 해시태그 참여. 연설문, 캠페인, 교무실 변화프로젝트, 워킹 갤
러리, 브이로그 등을 이용하여 반별로 다른 작품 전시

회의록
회의 일시

10월 15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주제관련 특강 진행 고려
・영상자막 일정 공유 및 조정
・수업할 때 필요한 준비물
회의 내용

-와이 파이 도시락 대여
-고프로 대여
-개인별 태블릿 사용 및 대여
-전자기기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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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인원

5명

회의록
회의 일시

10월 20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참석인원

5명

참석인원

5명

참석인원

5명

・대여 물품 개수 확인 및 구성품 정리
・수업 준비를 위한 구글 학생 계정관리
・수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회의 내용

-펜 종류
-접착식 메모보드
-색연필, 네임펜, 유성매직 등
・수업 시간표 변경 및 공유

회의록
회의 일시

10월 28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수업 참여 과정 촬영 후 영상 제작하기(학생)
회의 내용

・원본 및 편집본 제출
・산출물 형태 및 기한 정하기
・참여시 보상 계획하기

회의록
회의 일시

11월 10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STEAM 영상 제작 보고서 작성 안내 문구 정하기
・결과보고서
-20(금) 제출
회의 내용

-작성할 것: 총괄표, 지도안, PPT, 참고자료, 학생 활동지 전/후,
수업 사진, 설문조사 분석)태도, 만족도 전후) 등 18일 수요일까지 공유
・영상제작 기한 안내: 16일(월)
・산출물 공유: 1반-수요일, 2,~4반-화요일
・STEAM 설문조사 실시 일정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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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회의 일시

11월 12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참석인원

5명

참석인원

5명

참석인원

5명

참석인원

5명

・기기대여 장부 정리
・교과별 수업 피드백
・영상 제작 위한 역할 나누기
회의 내용

-류: 결과보고서 전담
-한: 학생 브이로그 영상 편집
-문: 영상제작 계획서 작성 및 영상 편집
-양: 영상제작 위한 PPT 만들기
-이: 학생 소감문 및 산출물 정리

회의록
회의 일시

11월 17일

회의 장소

교내 과학실

- 학생 산출물 확인 및 피드백
- 학생 시상에 대한 논의
회의 내용

- 결과보고서 작성 점검
- 동영상 제작 진행 상황 점검
- 학생 시상

회의록
회의 일시

11월 18일

회의 장소

교외 회의실

- 결과보고서 제작
회의 내용

- 수업 지도안 수정
- 수업 사진 및 학생 산출물 사진 정리

회의록
회의 일시

11월 19일

회의 장소

교외 회의실

- 결과보고서 제작 및 점검
회의 내용

- 수업 지도안 및 각 내용 점검
- 동영상 제작
- 연구 일지 및 연구 활동 요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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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회의 일시

11월 20일

회의 장소

교외 회의실

- 결과보고서 제작 및 점검
회의 내용

- 수업 지도안 및 각 내용 점검
- 동영상 제작
- 연구 일지 및 연구 활동 요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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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인원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