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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부록2. STEAM 활동 결과물
부록3. 회의록

1. 요약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STEAM에 대한 중요성을 인
식하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감성적 체험을 바탕으로
과학 지식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창조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지닌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21
세기 핵심역량(competencies for 21st century)을 갖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기 초에 STEAM 교사연구회를 조직하여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고2 물리를 기반으로 수학 및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STEAM 활동 자료를
만들었고, 물리 교과의 ‘역학과 에너지’ 단원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고2 수학 및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STEAM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물리 과목과 접목하여 진해여고와
김해여고 2학년 이과 계열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수업에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자신
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알아보고, 마라톤 코스를 설계하였다. 모든 활동의 결과물
은 모둠원들과 공유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모둠 활동을 통해 서로의 다
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배려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 21세기 핵심역량 및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2015개정
교육과정의 실제 수업 적용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 교과에 대한 흥미와 전이 가능한 지식 및 과학기술 기반의 창의적 사고력과 심리적
감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 교과 융합 프로그램 개발의 요구
-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와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한 STEAM 프로그램 실천 과제의 개발
나. 연구의 목적
-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과학적 문제해결력 증진
-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가진 창의∙융합
형 인재 양성
- 서로 다른 교과 간 융합을 바탕으로 현장 적합성 높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 연구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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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내용
본 연구는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을 신
장시키고자 연구과제 3가지를 수립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연구과제 1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과제 2

STEAM 연구 활동 전개

연구과제 3

산출물 제작 및 연구보고서 작성

<연구과제 1.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본교는 예술적 감성교육이 강조된 융합인재교육, 즉 STEAM을 실천하고자 물리적 및
인적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융·복합 교수학습활동 및 학생
자율 융합 연구 등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2020년 2월까지 연구실 환경을 점검하
고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다. 성공적인 연구실행을 위하여 물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교
사 연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원 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위
원들의 집중 연수와 교사들의 요구와 필요를 기반으로 한 융합인재교육 인적 인프라
환경 구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나.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운영의 두 번째 과제는 STEAM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었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지침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내용 타당도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지침 등을 아래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1) 개발 목적
가) 본교의 강점과 물리적·인적 인프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을 실천하기 위함
나) 창의와 인성,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융합적 감성 사고력을
신장시킴
다)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고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인재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함
2) 개발 세부 지침
가) 과학을 수학, 공학, 기술, 예술 등과 접목시켜 실생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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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감성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한다.
다) 학생이 문제해결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한 후,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라) 학생이 스스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협력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마) 학습 결과물이 포트폴리오 형태로 산출되어 학생들의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되
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3) 개발 내용
가) 융합적 감성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융·복합형 연구의 순차적 전략 및 방법
나) 예술적 감성을 발달시키는 융합과학교육을 실행하는 체험 중심 활동
다)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자연친화적 연구 산출물 제작 방법
라) STEAM 교사용 도움 자료
마) STEAM 교수·학습 과정안
바) STEAM 교육의 계획과 실천을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
4) 개발 방법
교과별 전공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따라 연구 주제를 학생들과 함께
구안하였다. 4월 초에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 활동은 2학년 150명, 교사 4명이
2020년 5월부터 시작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검토는 자문 및 협력 기관과
연계하여 연구팀별로 탄력적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이 개발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2학년 학생 대상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의 주제 선정 및 실태조사 분석
나) 동일 분야별 학생 선택과목 구성 및 전공에 따른 지도교사 배치
다) STEAM 기획 분과, 교사연구회, 학생연구동아리, 자문 협력 기관과의 소통으로 프로
그램 개발의 세부 지침과 개발해야 할 내용 등 확정
라) STEAM 프로그램 개발 실행
구분
문헌 및 자료 조사

활동 내용
- 융합교육의 이해 및 연구회 추진방향 설명회
- 융합교육 관련 전문 도서 자료 조사
-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성취기준 분석

연수 및 협의회

-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안 구안 협의회
- STEAM 교수‧학습 방법 및 모형 탐색

프로그램 개발

- 교과별 STEAM 수업지도안 제작 및 사례 나눔
- 교과연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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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2. STEAM 연구 활동 전개>
STEAM교육 프로그램은 교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자율연구 동아리, R&E,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되었으며 연구 내용에 따라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연구 수행이 원활하도록 연구 분야별로 전공 교
사가 도움을 주었다.
가. STEAM 연구수행 내용
프로그램명

STEAM
프로그램
구분

(1) 힘과 운동, 진해 지역 마라톤 코스 만들기

학교급

고등학교

중심과목

물리

연계과목

수학
사회

대상 학년(군)

2학년

목표 수혜학생 수

150명

중심과목 성취기준
[고등학교 2학년] (1) 역학과 에너지
영역
[고등학교 2학년] (3)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2학년] (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고등학교 2학년] (3) 문화와 일상 생활

개발계획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2

물리(1) + 수학(1)

2

2

물리(1) + 사회(1)

3

3

수학(1) + 물리(1) + 사회(1)

나. 연구 일정
일 정
수행내용

추
3월

연구착수

○

STEAM 프로그램 연구

○

전국 워크숍 참석
태도검사(사전)

진

일

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

○

○

○

○

○

○

○

○

11월

○
○

중간보고서 제출

○

STEAM 프로그램 적용

○

STEAM 행사 개최

○

태도검사(사후)

○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발표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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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다. STEAM 교수학습계획
학습 주제

교과

학습 내용

수업

소요

방법

시간

• [기본] 서울역에서 종묘까지 가는 길 검색
- 다양한 경로의 이동거리 계산하여 비교
- 서울역에서 종묘까지 직선거리 비교

■ 도입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길 찾기

물리
수학

- 물체의 운동에 필요한 요소 찾기
• [심화]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토의
발표

2

- 이동거리와 변위 이해하기
- 놀이기구들의 운동 분류하기
- 가속도와 물체의 운동 관계 설명하기
• 마라톤 코스 이해하기

■ 전개
마라톤 코스 이해하기

물리

- 마라톤 코스를 조사하여 구간별 거리 측정

토의

사회

-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 찾기

발표

2

- 마라톤 코스의 과학적‧사회적‧문화적 특징 알아보기
• 우리 지역 마라톤 코스 설계하기
- 마라톤 코스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적용

물리

우리 지역 마라톤 코스 수학
만들기

사회

-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 만들기

탐구

- 새로운 마라톤 코스에서 선수들의 예상 기록 예측

토의

• 마라톤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 찾기

3

발표

- 마라톤 코스 제작 시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를 안
내하는 신문 제작

라.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주제
연번

차시

성취기준 영역

2015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

• [12기하03-05] 좌표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
할 수 있다.
• [12물리Ⅰ01-01]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3)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역학과 에너지
• [12물리Ⅰ01-02]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12물리Ⅰ01-01]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고등학교 2학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역학과 에너지
• [12한지01-03] 다양한 지리 정보의 수집･분석･표현 방법
(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을 이해하고, 지역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답사 계획을
수립한다.
• [12기하03-05] 좌표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 [12물리Ⅰ01-01]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3)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1) 역학과 에너지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 [12여지03-02] 종교, 건축, 음식, 예술 등 다양한 문화
(3) 문화와 일상 생활
로 널리 알려진 지역을 사례로 각 문화의 형성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관광적 매력을 끄는 이유를 탐구한다.

[고등학교 2학년]

1

2

2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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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차시별 학생 평가 기준 및 방법
차시

교수학습활동

∎ 지도응용

프로그램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지도 응용 프로그램으로 집으로 가는 다양한 경로
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변위와 속
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가속도의 운동 개념을
이해하였다.

중

지도 응용 프로그램으로 집으로 가는 경로를 알아 자기/동료평가
보고,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변위와 속도를 이 산출물 평가
용하여 설명하고, 물체의 운동을 운동 방향의 변 관찰 평가
화로 분류하였다.

하

지도 응용 프로그램으로 집으로 가는 경로를 알아
보고,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변위와 속도를 이
용하여 설명하였다.

상

지도 검색 프로그램으로 마라톤 대회 코스 지도를
찾아 구간 거리를 재고 기록한 후, 고도 차이를
비교해본다.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보고, 5km 구간별 공략법을 모색한다.

이용하여 길찾기
1~2
/7

∎ 여러가지 물체의 운동
∎ 가속도와 물체의 운동

∎ 마라톤 코스 구간
거리 측정 및 기록
3~4
/7 ∎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중
주소 요소 알아보기

지도 검색 프로그램으로 마라톤 대회 코스 지도를 관찰 평가
찾아 구간 거리를 재고 기록한다. 마라톤 코스에 산출물 평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정리해본다.

하

지도 검색 프로그램으로 마라톤 대회 코스 지도를
찾아 구간 거리를 재고 기록한다.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본다.

상

구글 어스를 실행하여 원하는 지역의 마라톤 코스
경로를 그리고,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
는지 그 근거를 제시한다. 새로운 마라톤 코스에서
선수들의 예상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기록 단축을 위해 구현한 코스의 특징을 설명한다.

중

구글 어스를 실행하여 원하는 지역의 마라톤 코스
경로를 그리고,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
는지 설명한다. 마라톤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의
과학적·사회적·문화적 특징을 설명한다.

하

구글 어스를 실행하여 원하는 지역의 마라톤 코스
경로를 그리고, 중점을 둔 요소를 설명한다. 마라톤
코스 제작시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를 안내한다.

∎ 마라톤코스 설계
5~7 ∎ 마라톤 코스 장점 및
중점 요소 근거 제시
/7

평가방법

∎ 코스별 특징

자기/동료평가
관찰 평가
산출물평가

연구 활동의 산출물과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었으며, 연구팀별로 상호 공유하며 협
력하도록 하였다. 연구 주제별로 이루어진 내용은 아래 제시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STEAM 연구 활동의 특성상 주제별로 연구 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었다. 연구보고서는 정형화된 형식에서 벗어나 연구 주제
와 내용,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 6 -

<연구과제 3. 산출물 제작 및 연구 보고서 작성>
연구 산출물을 제작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7차시)
차시

주 요 내 용
주제(단원)명

1~2/7

‣ 수학 과목의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에서 이동거리와 직선거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물리학Ⅰ
과목의 역학과 에너지에서 물체의 운동을 사례를 찾아 운동 현상을 정성적으로 설명함
Co [탐색] 지도 응용 프로그램으로 집으로 가는 다양한 경로 알아보기
CD
ET

[탐구] 놀이 기구 운동 분류하기
[토의] 가속도와 물체의 운동 설명

주제(단원)명

3~4/7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길 찾기

마라톤 코스 이해하기

‣ 물리학Ⅰ 과목의 역학과 에너지에서 마라톤 코스의 구간 거리를 측정하고, 코스 지도를
이용하여 전체 길이, 평균 기울기, 회전수 등을 구하고, 마라톤 코스의 과학적‧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알아봄
Co
CD
ET

[탐색] 마라톤 코스 측정 방법 알아보기
[탐구] 마라톤 코스 구간 거리와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 찾기
[토의]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알아보기

주제(단원)명

우리 지역 마라톤 코스 만들기

‣ 물리학Ⅰ 과목의 역학과 에너지, 사회 과목의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문화와 일상생활,
수학 과목의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에서 우리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마라톤 코스를 설계
하고,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를 찾아 마라톤 코스를 안내하는 신문을 제작함
5~7/7
Co
CD

ET

[탐색] 마라톤 코스 설계하기 위한 지역 조사하기
[탐구] 우리지역 마라톤 코스 설계
- 마라톤 코스의 과학적‧사회적‧문화적 특징 알아보기
-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 안내하는 신문 제작
[토의] 새로운 마라톤 코스의 장점과 코스의 특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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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물리학Ⅰ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 학년

[고 2] (1) 역학과 에너지

주제(단원)명 진해 지역 마라톤 코스 만들기

학습목표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12물리Ⅰ01-01]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
를 찾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
라 분류할 수 있다.
1~7 차시/7 차시

1. 마라톤 코스를 조사하고, 구간별 거리 등을 측정하여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를 설계하고, 선수들의 기록을 예상할 수 있다.
3. 마라톤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를 안내하는 정보를 만들 수 있다.

[고 2] (3)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연계과목

물리, 수학, 사회

연계과목
[고 2] (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성취기준 영역

[고 2] (3) 문화와 일상 생활

STEAM
요소

S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이동거리와 변위를 설명한다.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을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이해한다.

A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를 설계하고,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를 안내하는 신문을 제작한다.

M

실제 이동거리와 직선 거리를 비교한다.
마라톤 코스 고도 지도로부터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찾아 그 차이를 구한다.

개발 의도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고 물체의 운동에 필요한 요소를 찾아서 우리 지역의
마라톤 코스를 제작하여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를 안내하는 신문을 만들어 이들의 관계를
STEAM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지도 응용 프로그램으로 서울역에서 종묘까지 가는 길을 검색하여 다양한 경로의 직선거리를 비교한
다. 놀이 기구의 운동으로 가속도와 물체의 운동 관계를 설명하고, 마라톤 코스의 구간별 거리와 코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 과학적‧사회적‧문화적 특징을 알아본다. 마라톤 코스 설계에서 고려
해야 할 점을 알아보고 우리 지역의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를 만들어 선수들의 예상 기록을 예측해보
고,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를 안내하는 신문을 제작하는 수업을 설계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지도 응용프로그램
-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경로 찾기
‣ 물체의 운동 설명
‣ 마라톤 코스 이해
-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
찾기

창 ‣ 마라톤 코스 설계하기
의 - 우리 지역 마라톤 코스 설계
적 - 마라톤 코스의 특징 조사
설 -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를
안내하는 신문 제작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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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
특징 알아보기
-과학적‧사회적‧문화
적 특징
‣ 선수를 위해 고려할
사항
- 전략, 경기 패턴,
여분 시간의 활용

감
성
적
체
험

4. 연구 수행 결과
운영 결과에 대하여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를 병행하였다. 궁극적으로 연구 결과의 검증 목적은 설문 조사 데이터 및 검사 리커트
척도 문항(1~40번)의 구인별 t 검정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본교 학생들의 융합적 감성 사
고력이 신장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융합적 감성 사고력의 개념 구
인이 복합적이고 관련 능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측정 항목은 폭넓게 선정하였다.

가. 연구 수행 내용
구분

수행 내용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7차시

수업 적용 일정

2020. 8. 10. ~ 2020. 10. 31.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학생 태도검사

김해여고, 진해여고 150명(고등학교 2학년)

사전검사

9월 7일, 3개 학급(74명)

사후검사

10월 31일, 3개 학급(73명)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10월 31일
2020. 11. 4. 5교시(13:40~14:30) 공개수업
2021. 1. ‘STEAM 자료 전시’ 예정

나. 검증 내용 및 방법
학생들의 연구 활동 수행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 결과와 산출물 포트폴리오를 평가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되 설문조사와 학생태도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였다.
간결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제시된 항목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는 리커르트 5평가 척
도로 양적 변환하였다. 이 중에서 긍정과 매우 긍정 응답 평균값은 사전·사후 비교 분석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구분

세부 내용

대상

OO고등학교 2학년 학생 74명

기간

2020. 9. ~ 2020. 11.
▸ 사전·사후 STEAM 태도 검사지(학생 응답형)

검증

▸ STEAM 학생 만족도 검사지

도구

▸ STEAM 교사 만족도 검사지
▸ STEAM 교사 학교기반환경과 실행수준 검사지

조사 및 검증자

연구 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3인(총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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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증 결과
STEAM(융합인재교육)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사전･사후 검사지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는 아래 <표> 와 같다.
<표> STEAM(융합인재교육) 태도 검사지

N=72
항목

설문내용

1

수학흥미

2

과학흥미

3

수학배려

4

과학배려

5

수학소통

6

과학소통

7

수학유용성

8

과학유용성

9

수학자아개념

10

과학자아개념

11

수학자아효능감

12

과학자아효능감

13

수학진로선택

14

과학진로선택

시기

M

SD

사전

2.58

0.62

사후

2.76

0.79

사전
사후

2.97
3.03

0.56
0.53

사전

3.22

0.46

사후

3.28

0.47

사전
사후

3.32
3.36

0.46
0.44

사전

2.94

0.54

사후

3.08

0.56

사전
사후

3.12
3.25

0.52
0.51

사전

2.97

0.60

사후

3.06

0.59

사전
사후

3.20
3.29

0.48
0.46

사전

2.45

0.73

사후

2.55

0.74

사전
사후

2.76
2.83

1.36
1.09

사전

2.63

0.64

사후

2.74

0.67

사전
사후

2.79
2.91

0.68
0.64

사전

2.86

0.62

사후

2.92

0.59

사전
사후

3.19
3.34

0.57
1.34

F검정

유의확률

0.671

0.414

0.001

0.977

0.429

0.513

0.247

0.620

0.397

0.529

0.031

0.860

0.115

0.735

0.083

0.774

0.223

0.637

0.243

0.623

0.789

0.375

0.656

0.419

0.671

0.414

0.554

0.458

95%신뢰구간(상한)
0.068
0.051
0.090
0.067
0.067
0.092
0.094
0.020
0.018
0.020
0.018
0.018
0.020
0.078
0.079
0.050
0.117
0.116
0.269
0.297
0.083
0.081
0.064
0.068
0.112
0.115
0.179
0.109

총 14문항의 태도 검사지 평가 척도표를 토대로 수업 전과 후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STEAM 수
업 후에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나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다
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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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진해지역 마라톤 코스 만들기’ 라는 주제로 2020년 6월부터 현재(2020년 11월)까지
한국창의재단 STEAM 교사연구회 활동을 수행하였다. 2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하
여 연구 과제 3가지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과제 해결을 하였다. 교사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달성된 결과 논의와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 결론
첫째, ‘STEAM 교육프로그램’은 창의력과 인성을 기초로 하여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사회적 협력과 공감 속에서 실행되는 감성적 융합과학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회 교육과정 전반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STEAM 교육프로그램’은 학
생들의 융합적 감성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형화되고 탄력적이지 못한 학교 운영에서 벗어나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학교
의 특색을 살려서 특성화한 STEAM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이는 고
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실화에 기여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
였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 운영의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계획 수립시 연구회의 진행 방향을 동
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학생자율연구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과학 전문가적 연구력
을 향상시켰다. 학교 운영 체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학문간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융합 학습 여건과 개방적 연구 시스템으로 구축·
제공되어야 한다. 단기적이고 단발성의 연구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과학자와 같은
방법으로 소집단 단위의 장기 연구를 강화하는 지도 전략이 현재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
는 문제점들을 보완·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나. 제언
연구회 운영은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STEAM형 융합인재교육 사
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이며 예술적 감
성 표현을 강조한 융합인재교육의 새로운 형태를 연구보고서 형태로 상세히 제시했다는
점도 교사연구회 운영의 가치를 높인다. 여기에 교사연구회 운영을 마치며 몇 가지 향후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이나 장소, 학문적 경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학생자율연구 지원시스템이 행·재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정형화된 연
구회 운영 방식을 따르도록 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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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방적 연구 풍토 조성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생 연구비 지원도 적극
이루어지길 바란다.
둘째, 고등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특성,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교
육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회 운영 결과의 일반화보다
는 새롭고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교육적 시도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학교 운영 풍토를 조
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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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1) 힘과 운동, 진해 지역 마라톤 코스 만들기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2기하03-05] 좌표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

1~2/7

(물리)
[고등학교 2학년]
[12물리Ⅰ01-01]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속력의 변화와
(1) 역학과 에너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수학)
[고등학교 2학년]
[12물리Ⅰ01-02]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3)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12물리Ⅰ01-02]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물리)
[고등학교 2학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3~4/7

(1) 역학과 에너지
(사회)
[12한지01-03] 다양한 지리 정보의 수집･분석･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고등학교 2학년]
지역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답사 계획을 수립한다. (1)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12기하03-05] 좌표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

[12물리Ⅰ01-01]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속력의 변화와 [고등학교 2학년]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3) 공간도형과 공간 좌표
(물리)

3

5~7/7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 [고등학교 2학년]
(1) 역학과 에너지
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사회)
[12여지03-02] 종교, 건축, 음식, 예술 등 다양한 문화로 널리 알려진 [고등학교 2학년]
(3) 문화와 일상생활

지역을 사례로 각 문화의 형성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관광적 매력을 끄는 이유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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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프로그램 차시발 수업지도안
◇ 1~2차시.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도입
(15 분)

[들어가기]
• 마라톤 코스 알아보기
- 마라톤 코스의 다양한 형태 알아보기
- 편도 코스, 왕복 코스, 순환 코스, 방사 코스 등
-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다양한 경로를 알아보고 발표하기
• [측정] 마라톤 코스 계측
- 마라톤 코스 측정 방법 알아보기
- 수동식 굴렁쇠, 강철자, GPS 측정 방법에 대해 모둠별 토의하기
- 마라톤 코스 계측은 누가 언제 하나?
•

Co

Tip!

마라톤 코스
준비

목적지를 찾아갈 때 실제 이동거리와 직선거리 비교

• [탐구]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길 찾기
- 지도 응용 프로그램으로 서울역에서 종묘까지 가는 길 찾기
- 지도 응용 프로그램에서 길이 재기 자를 이용하여 서울역에서 종묘까지 직선거리 측정

[학습지 1]
PC 또는
스마트폰

- 심화. 물체 운동을 나타내기 위해 이동거리 외에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전개
(75 분)

[학습지 2]

- 이동거리와 변위 설명
- 물체의 속력과 속도 설명

• [탐구] 놀이 기구들의 운동 분류하기
-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 기구의 운동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
Tip!

물체 운동
설명시 용어
구분을
정확하게 함

• [개념 넓히기] 가속도와 물체의 운동
- 가속도 운동을 속도와 가속도 방향 이해

정리
(10 분)

• [결과 정리] 물체의 운동을 설명한다.
• [개념 이해] 1. 이동거리와 직선거리를 비교한다.
2. 물체의 운동을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해본다.
• [창의・융합] 고속 철도에서는 일반 철도와 달리 역을 만들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 [차시예고] 마라톤 코스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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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차시. 마라톤 코스 이해하기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들어가기] 마라톤 코스 조사

도입
• 마라톤 코스 특징 알아보기
(10 분) -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생각해보고, 모둠 구성원과 토의한다.

Tip!

자료 조사

- 인터넷으로 마라톤 경기 장면을 찾아보고, 선수들의 운동 특징 기록하기
• 마라톤 코스 조사
- 마라톤 대회 코스 지도를 찾아 마라톤 코스 구간 거리를 재고 기록한다.
- 웹브라우저에 지도 검색 프로그램을 띄우고, ‘거리재기’ 기능을 이용하여 마라톤 코스의
구간 거리를 재고 기록하기

PC 또는
스마트폰

전개
(80 분)

[출처: 구글지도 거리측정 방법 참고

[ 출처:
http://www.chuncheonmarathon.com/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jroy

[학습지 3]

al&logNo=221099906134 ]

•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아본다.
- 마라톤 코스 고도 지도로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찾아 그 차이를 구한다.

Tip!

- 마라톤 코스 지도를 이용하여 전체 길이, 상승 및 하강, 평균 기울기 및 회전 수 등을 마라톤 코스

조사

살펴본다.

[출처: http://www.chuncheonmarathon.com/course/course_image.php ]
- 마라톤 코스의 5km 구간별 공략법을 찾아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정리 및 토의]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본다.
• [결과 정리]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개념 이해] 1. 마라톤 코스 고도 차이를 비교해본다.

정리
(10 분)

2.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본다.
• [창의･융합] 지도 프로그램으로 측정한 마라톤 코스의 거리가 42.195km 를 만족하는가? 만족
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 [차시예고] 진해 지역 마라톤 코스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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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차시.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 설계하기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들어가기]

도입
•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를 설계하기 위한 지역을 모둠 구성원과 토의한다.
(10 분) - 새로운 마라톤 코스가 기존의 코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Tip!

지역 검색

- 구글어스를 실행시킨 다음, 마라톤 코스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한다.
•

CD

-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 설계하기

ET

마라톤 코스 설계에서 선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전체 코스에 대한 전략, 경기 패턴, 여분 시간의 활용)

- 구글 어스를 실행하여 진해 지역 검색하여 줌인한다.
- 원하는 마라톤 코스 경로를 그린다.

Tip!

전개
(110 분)

마라톤 코스
경로 검색
[출처: http://www.google.com/intl/ko/earth/download/ge/agree.html ]
•

CD

마라톤 코스는 국제 경기 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 등 다양한 코스 장면을 유튜브

(www.youtube.com)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경우 코스별로 유적지나 명

[학습지 4]

소를 안내한 정보가 있어 사용에 유용하다.
- 마라톤 코스 경기 장면을 보고 마라톤 코스의 과학적‧사회적‧문화적 특징을 알아본다.

[학습지 5]

- 진해 지역 마라톤 코스 제작시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를 안내하는 신문을 제작한다.
• [정리 및 토의]
- 모둠별로 설계한 진해 지역 마라톤 코스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한다.
- 새로운 마라톤 코스에서 선수들의 예상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기록 단축을
위해 구현한 코스의 특징을 설명한다.
[결과 정리]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를 설계하고,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정리 [개념 이해] 1. 마라톤 코스를 설계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요소를 알아본다.
(30 분)
2. 마라톤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의 과학적‧사회적‧문화적 특징을 파악한다.
[창의･융합] 다른 모둠의 발표를 통해 최적의 마라톤 코스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 Science 과학,  : Technology 기술,  : Engineering 공학,  : Art 예술,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
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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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학습지1

1~2/7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학습목표] 목적지를 찾아갈 때 실제 이동거리와 직선거리를 비교할 수 있다.
∎ [탐구]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길 찾기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알 수 있다.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찾아갈 때, 여러 경로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역에서 종묘까지 가는 길을 검색해 보자.
∎ 지도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길이 재기 자를 이용하여 서울역에서 종묘까지 직선 거리를
측정해 보자.

- 경로 1과 경로 2를 따라 이동했을 때의 이동 거리는 각각 얼마인가?

- 서울역에서 종묘까지 직선거리는 얼마인가?

- 경로 1, 경로 2, 직선거리를 비교했을 때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은 어느 것인가?

[심화]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알 수 있다.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려면 이동 거리 외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2가지 이상 설명하여 보자.

[출처: 천재교육 물리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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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7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학습지2

∎ [학습목표] 물체의 위치를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할 때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물체의 위치는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낸다. 정지한 물체는 시간이 지나도 위치의
변화가 없고,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변한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물체가 운동한다고 한다.
가. 물체가 운동하면 위치가 변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이동 거리와 변위를 설명하시오.

나. 물체의

빠르기는

달라지는데,

이동

물체의

거리와

속력과

이동하는

속도를

데

설명하고,

걸린

시간에

자동차

따라

계기판의

속도계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하시오.

∎ [탐구] 놀이 기구들의 운동 분류하기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 기구의 운동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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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학습지2

가. 다음 표에 (가)~(마)의 놀이 기구를 탄 사람의 운동을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해보자.
구분

속력 일정

속력 변함

운동 방향 일정
운동 방향 변함

나. (가)~(마)의 놀이 기구 외에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놀이 기구들의 운동을 설명해보자.
대관람차
회전목마
바이킹

∎ [개념 넓히기] 가속도와 물체의 운동
정지한 자동차가 출발할 때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달리던 자동차가 멈출 때는 속도가 점점 감소
한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 열차를 나타낸 것인데 그림 (가)와 (나)의 운동을 속도와 가
속도의 방향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천재교육 물리학Ⅰ]

- 19 -

차시

3~4/7

학습지3

마라톤 코스 이해하기

∎ [학습목표] 마라톤 코스를 조사하고, 구간별 거리 등을 측정하여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

Co

[들어가기] 마라톤 코스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 인터넷으로 마라톤 경기 장면을 찾아보고, 선수들의 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록해보자.

∎

Co

[탐구] 마라톤 코스 이해

가. 탐구목표
마라톤 코스들을 조사하고, 구간별 거리 등을 측정하여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다.
나. 유의사항
- 코스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가급적 지도를 확대한 후 도로의 굴곡을 고려하여 도로의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측정이 되도록 한다.
- 편도, 왕복, 순환 코스 등 다양한 마라톤 코스의 고도를 나타낸 자료로부터 중요 요소들을
찾아내도록 한다.
다. 지도 시 유의사항
- 인터넷 검색 시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여 각종 마라톤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찾도록 한다.
-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구글 지도 등 인터넷 지도 사이트를 사용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라. 탐구 방법
- 마라톤 코스 조사와 측정
1) 인터넷으로 각종 마라톤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코스 지도를 찾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다.
(예: 2019 춘천 마라톤)
출처: http://www.chuncheonmarathon.com/
인터넷에서 다양한 마라톤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
보면, 마라톤 코스에 대한 정보가 있다. 구간별 거리와 급수
대 등을 표시한 코스맵이 약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를 이용하면 마라톤 전체 코스를 알 수 있다. 실제 네이버 지
도에서 ‘거리 재기’ 기능을 이용하면, 구간별 거리와 도보 시
간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라톤 코스명:
마라톤 코스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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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코스 경로:

2) 웹브라우저에 지도검색 프로그램을 띄우고, ‘거
리재기’ 기능을 이용하여 마라톤 코스의 구간
거리를 재고, 기록한다.
[출처: 구글지도 거리측정 방법 참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jroy
al&logNo=221099906134 ]
구간 거리:

-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 찾기

3) 인터넷으로 각종 마라톤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라톤 코스의 고도지도를 찾는다.
[출처: http://www.chuncheonmarathon.com/course/course_image.php]

4) 고도지도로부터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구한다.
고도지도로부터 가장 놓은 지점:
고도지도로부터 가장 낮은 지점:

5) 마라톤 코스 지도와 고도지도로부터 전체 길이, 상승 및 하강, 평균 기울기 및 회전 수 등을 찾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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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에서 마라톤 코스의 5km구간별 공략법을 찾아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본다.
[출처: http://marathon.chosun.com/course/index03.php]

인터넷에서 여러 대회의 마라톤 코스를 찾아보면, 대부분 구간별 고도를 표시한다. 아울러 반환점 등 여러
회전 지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편도, 왕복, 순환, 방사 코스 등 다양한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실제
마라톤 코스로부터 다양한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

ET

마라톤 코스 경기 장면을 보고, 마라톤 코스의 과학적‧사회적‧문화적 특징을 알아본다.

마라톤 코스는 국제 경기 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 등 다양한 코스 장면을 유튜브(www.youtube.com)를 통해 찾
아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경우 코스별로 유적지나 명소를 안내한 정보가 있어 사용에 유용하다.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 22 -

차시

학습지4

5~7/7

우리 지역 마라톤 코스 만들기

∎ [탐구] 마라톤 코스 설계에서 선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 다음은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마라톤
코스 설계시 선수들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반드시 ①, ②, ③을
고려하여 설명하여야 함.)
① 전체 코스에 대한 전략(중간 지점으로부터 힘든 구간 결정)

② 경기 패턴 (한계점의 위치와 그 이후의 속력 변화 )

③ 여분 시간의 활용 (식음료 섭취 시간 간격)

[출처: https://42.195km.net/e/race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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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7/7

학습지5

우리 지역 마라톤 코스 만들기

∎ [학습목표]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를 만들고, 선수들의 기록을 예상할 수 있다.
∎

CD

ET

[탐구] 우리 지역 마라톤 코스 만들기

가. 지도 시 유의사항
- 모둠별로 만든 새로운 마라톤 코스가 기존의 코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마라톤 코스는 과학적‧사회적‧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구글어스는 가급적 한글 버전을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출처: http://www.google.com/intl/ko/earth/download/ge/agree.html ]

나. 탐구방법

1. 구글어스를 실행시킨 다음, 마라톤 코스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해서 줌인한다.

2. 상단 탭 메뉴에서 ‘추가’를 클릭한 후 ‘경로’
를 클릭한다. 메뉴창이 뜨면 마라톤대회 이
름을 붙인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름을 정
한 다음 메뉴 창을 ‘확인’을 누르지 않고
화면의 한쪽으로 밀어놓는 것이다.
마라톤 코스명:
마라톤 코스 장소:

3. 지도화면을 우측의 버튼들을 이용하여 축
소하거나 확대하면서 원하는 마라톤 코스
경로를 그려준다. 경로를 그려준 다음 왼쪽
하단에 밀어놓았던 메뉴창을 화면 가운데
로 옮긴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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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왼쪽 ‘장소’ 메뉴 창에 마라톤대회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고, 이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
면 고도 프로필을 표시할 수 있
다. 마우스를 움직여 지도 위의
화살표와 고도표의 화살표가 연동
되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5. 주메뉴의 ‘파일’을 선택하여 ‘저장’
‘장소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OO마라톤.kmz’ 파일이 형성됨을
확인한다. 이 파일만 있으면 구글
어스가 설치된 다른 컴퓨터에서
열어 볼 수 있다.

다. 탐구결과 및 정리
• ① 전체 코스에 대한 전략, ② 경기 패턴, ③ 여분 시간의 활용 등을 이용하여 마라톤 코스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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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마라톤 코스의 장점과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어 작성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 새로운 마라톤 코스에서 선수들의 예상 기록을 예측해보고, 기록 단축을 위해 구현한 코스의 특
징을 설명하시오.

• 새로운 마라톤 코스의 과학적‧사회적‧문화적 특징을 설명하시오.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를 설명하는 신문을 제작하시오. (단, 위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설명함)

라. 토의
• 다른 모둠의 발표를 통해 최적의 마라톤 코스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
하시오.
모둠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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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자료
차시

3~4/7

∎ 마라톤 코스의 측정
① 마라톤 코스의 형태
마라톤 코스의 형태는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편도코스 : 출발지 점과 결승지점이 각기 다른 코스
- 왕복코스 : 출발지점에서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
- 순환코스 : 출발지점에서 출발하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
- 방사코스 : 어떤 중심지점을 정하고, 출발하여 어느 지점까지 다녀와서 다른 어느 지점까지 다녀
오는 코스로, 출발지점과 결승지점이 같다.
② 마라톤 코스의 계측
마라톤 코스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측기로는 수동식 굴렁쇠에서부터 강철자, 위성을 이
용한 GP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다. 하지만 대한육상경기연맹을 비롯한 국제육상경기
연맹의 경기 규칙에 보면 풀코스 마라톤을 포함, 포장된 도로에서 실시되는 ‘로드 레이스’의 경우,
‘경기 중 선수가 사용 가능한 로드 중 최단거리 코스(shortest possible route)를 따라 계측한다’고 명
시되어 있으며, 코스 측정법은 ‘자전거 회전 측정기법(Calibrated Bicycle Method)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경기용 자전거의 앞바퀴에 ‘존스 카운터’라는 측정 기계를 부착하고 마라톤 코스를 달려
회전한 바퀴의 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존슨카운터를 부착한 자전거를 타고 4회 이상 측정
하며, 그 평균을 구한다.

[출처: http://riverregionrunners.org/html/gps_accuracy_article.html]
마라톤 코스의 거리 측정 위치는 경기장 안에 출발점과 결승점을 설치할 경우, 트랙의 바깥쪽 30cm
지점을 계측하며, 원주를 벗어나거나 들어올 때도 모두 30cm지점을 분기점으로 한다. 도로가 인도
및 차도로 구별된 경우 그 경계선부터 차도안의 30cm의 지점을, 구별이 안 된 경우는 도로의 가장
자리로부터 30cm내측의 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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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및 차도의 경계에 도랑이 있을 경우에는 도랑의 차도 쪽 끝에서부터 차도내의 30cm지점을, 급
곡선 도로 또는 꺽인 도로에서는 그 급곡선 부분 또는 꺽인 부분의 안쪽 정점에서부터 30cm 인 지
점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로터리 또는 도로에 수목이나 화단 등이 있는 곳에서는 돌출물의 끝부터
61cm 떨어진 장소(지점)로 하며, 기타 어떠한 경우이건 경기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계측한다. 그리
고 도로의 양방향을 사용하거나 일방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측정하는 방법에 차
이가 있다.

코스 길이는 공식 거리보다 짧아서는 안 되지만 0.1% 내에서 넘어서는 오차는 허용된다. 즉,
42.195km보다 42m 긴 코스까지는 허용된다.
③ 마라톤 코스 계측은 누가 언제하나?
마라톤 코스의 측정은 측정자의 체중과 측정 당시의 온도 등의 수치를 입력,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번 측정 후 다시 온도 등 변수를 넣어 재측정한 후 평균 수치를 뽑아낸다. 이때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으로부터 측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반드시 측정을 해야 한다.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의 코스를
계측할 수 있는 A급, 아시아대회 등 대륙별 대회까지 측정할 수 있는 B급, 국내 레이스만 측정하는 C급으
로 구분된다. 국내에는 현재 B급 측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명 있으며, 대부분의 대회에서 이들이 측정에
나선다. 규모가 큰 국제대회의 경우 IAAF에서 파견된 A급 측정자가 파견되어 코스를 직접 측정한 뒤 코스
를 공인한다.
마라톤 코스 계측은 새벽 무렵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잡아서 실시하며, 국내의 국제 코스의 경우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부분 교통 통제에 의해 측정한다. 그리고 자전거의 타이어 펑크 등의 사고를 대비해 3명
정도가 세로로 일렬로 달리면서 측정한다. 대부분 대회 실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측정하며, 코스가
바뀌지 않더라도 5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코스를 측정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먼저 와이어 등으로
계측해 국내 공인 코스로 신청한 후, 경기 당일 선수가 스타트하기 3분 정도 전에 자전거로 출발하여
국제 공인코스의 조건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 [2012년 런던올림픽 마라톤 코스의 특징]
① 영화 속에도 등장한다.
한국영화 ‘페이스 메이커(2012)’에 등장하는 마라톤 코스가 바로 런던올림픽 마라톤 코스와 일치한다.
영화를 보면, 좀 더 감동적으로 마라톤 코스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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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라톤 코스 42.195km는 영국에서 만들었다.
오늘날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마라톤의 거리는 42.195km이다. 이 거리는 전설적인 마라톤의 유
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 거리는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최초로 채택되었다. 당시 영국 왕 에드
워드 7세가 마라톤의 출발과 결승 장면을 편안히 보기 위하여 윈저 성의 동쪽 베란다에서 마라톤이
시작되어 화이트 시티(White city) 운동장에서 끝을 마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종래의 마라톤 거리 40km 235m보다 약 2km가 긴 마라톤 코스가 정해졌다. 마라톤 코스는 올림픽
대회 개최지역에 따라 다소 거리의 차이가 있었으나, 1920년 제7 회 안트워프 올림픽대회부터, 1908
년 제4회 런던 올림픽대회에서 실시했던 거리인 42.195km(26마일 385야드)를 정식거리로 규정하였
다.
③ 마라톤 코스는 주최국의 문화와 경제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웨스민스터 사원

세인트 폴 대성당

런던탑

런던 마라톤 코스는 순환형으로 조성되었다. 출발점은 영국 왕실이 있는 버킹엄 궁전의 뜰이다. 출발
하자마자 3.57㎞의 시내 중심을 돈 뒤 템즈강을 따라 펼쳐진 13㎞의 코스를 세 번 왕복한다. 이 마
라톤 코스는 유서 깊은 각종 기념물들과 영국 역사의 상징인 템즈강을 배경으로 한다. 국회의사당,
빅벤 시계탑, 그리고 고딕양식 교회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웨스트민스터사원을 지나친다.
그리고 주변 풍경으로 템즈강 건너편 높이 135m의 회전 관람차인 런던 아이(Eye)가 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를 돌아 출발점을 거치면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된다. 런던 관광의 시작점인 트래펄가 광
장을 왼쪽으로 하고, 트라팔가르 해전의 승리를 기념해 세운 55m 높이의 넬슨 제독 기념 기둥과 나
폴레옹의 프랑스 해군 함정에서 노획한 대포를 녹여 만든 네 마리의 대형 사자상이 있다. 코스는 템
즈강을 오른쪽에 두고 강변 아스팔트를 질주하게 된다. 워털루 다리를 지나 약간 오르막을 지난 후
왼쪽으로 꺾어 동쪽 시내의 좁은 길로 들어선다. 그러면 르네상스풍 건물인 세인트 폴 대성당을 마
주하게 된다. 이 교회는 1666년 런던 대화재로 잿더미가 되자, 당시 최고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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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에 걸쳐 완성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54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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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7/7

∎ [마라톤 코스 규정]
마라톤 코스에 관한 규정은 국제육상경기연맹(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IAAF); http://www.iaaf.org)에서 정한 경기 규칙(COMPETITION RULES)의 Rule 240에 명시되어 있다.
(http://www.iaaf.org/download/download?filename=7c4c7e46-8979-453d-a355-a736fdac2281.pdf&url
slug=Competition%20Rules%202012-13)
1. 마라톤 경기의 규칙
마라톤 경기는 예선전 없이 주경기장에서 신호총의 신호에 의해 출발하며 코스를 이탈해서는 안 되
고 반드시 자력으로 완주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아래 실시된다. 따라서 공식 코스를 벗어나 지름
길을 택하는 등의 행위는 실격 처리되며 또한 경기 도중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유여하를 막론
하고 실격으로 처리된다.
42.195km의 정규코스 경로 상에는 5km지점마다, 관문을 설치하여 선수들에게 통과지점 의 거리를
알려주고, 코스를 안내하며 통과시간을 기록한다. 이와 함께 마라톤은 엄청난 체력의 소모를 요하는
경기인 만큼 선수는 경기 이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중이라 하더라도 공식 의무원의
중지명령을 받았을 때는 즉시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 선수들의 에너지를 보충해 주기 위해 출발
5Km지점부터 매 5Km마다 음식물 공급소를 설치해 두고 선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게 되는데 마라
톤 선수는 주최 측이 지정한 음식물 공급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먹었을 경우에도 실격이며, 경기 도
중 경기임원이나 타인이 물을 뿌려줘도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된다. 결승 지점까
지 나머지 5km, 4km, 3km, 2km, 1km의 표시판을 설치한다. 그리고 마라톤 출발선과 골인지점까지
직선거리가 전체 코스의 50% (21.075㎞)를 넘지 않아야 하며 풀코스 경사 차이가 42.195ｍ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마라톤 경기 시뮬레이션

[출처 : www.thekmz.co.uk/2009/0/race-simulator-redux-at-racemyracecom]

- 31 -

스타트(직전, 직후) 목표주파시간(이하 1km 4분 15초의 이븐 페이스의 경우)
POINT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정확한 모션으로 스타트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먼저 주의해야 할 일은, 평상심을 갖는 것이다. 주위를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쓴다든지, 친구를 찾아 두리번거린다든지 하지 말고, 손에 써넣은(혹은 종이에 써 말아 쥔) 오늘의 페
이스 표를, 스타트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스톨이 울린 후에도 절대 당황하지 말 것,
좋은 위치를 잡으려고 다투어 앞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발을 밟힌다든지, 구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면서, 안정된 스타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스톨이 울린 후 서둘러 출발하다 보면, 평상시와 다
른 모션을 취하게 되고 만다. 문제는 처음 50~100m가 벗어난 것만으로도 몸은 제 페이스를 잃어버
리므로 요주의!
5km → 21분 15초
POINT 주파시간보다, 페이스 유지에 중점을 둔다
안정된 상태에서 스타트 할 수 있으면, 먼저 자신의 주행을 확인한다. 근육 하나하나를 제대로 사용
하고 있는지 여부, 다리가 정확히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여부, 팔의 움직임, 릴렉스한 상태로 달리고
있는지 여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며 체크해 간다. 첫 거리표지에서 주파시간을 체크하는데, 지나친
오차가 나지 않는 이상 신경 쓰지 말 것(5km에서 20분 30초), 22분 가까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 없
음), 타임상 조금 오차가 있다고 해도, 불안해하며 속도를 높이거나, 떨어뜨리지 말고, 먼저 자신의
페이스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에만 집중한다.
10km → 42분 30초
POINT 몸이 따뜻해지고, 움직임이 원활해지는 것을 확인한다.
10km 정도의 단계에 다다르면, 몸이 충분히 달아올라 움직임도 원활해지는, 이른바 페이스를 타는
상태가 된다. 이 시점에선 아직 몸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무거움은 없다. 10km에서 다시 한번 타임을
확인, 5km의 오차가 자연히 수정된 상태가 되면 베스트라 하겠다. 주의, 움직임을 바뀌어 초조해하며
속도를 올리는 것은 금물!
15km → 1시간 03분 45초
POINT 조금 피치를 바꾸어, 페이스 콘트롤을 실시한다.
아직 전반전으로 심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안정된 상태에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둘 것! 15km 정도
까지 와서, 혹 목표 타임보다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면, 15km~20km의 5km에서 10초 정도 만회하
면 된다. 포인트는 보폭을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피치를 올리는 것! 어디까지나, 여기에서는
스피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피치의 속도로 컨트롤한다. 약간 피치를 빨
리한다는 의식 하에, 5km에서 30초 정도는 빨라진다.
20km → 1시간 25분 00초
POINT 몸에 힘이 빠지진 않았는지 체크한다.
20km 정도에서, 거의 목표타임으로 통과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조금 피로를 느끼게 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복부 근육부에 힘이 빠지는 것이다. 다리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면, 손으로 복부 근육을
만져 본다든지 해, 몸체 부분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한다.
중간점 → 1시간 29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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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m → 1시간 46분 15초
POINT 주행 중, 다시 한번 동작을 바꾼다.
전반을 잘 달렸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분기점이다. 좋은 상태라면, 피로를 느끼기보다는, 오
히려 페이스를 타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좀 피로감이 있다면, 주행 중 움직임을 바꾸는 [동작]을 채
택한다. 주로 어깨가 올라가지는 않는지, 견갑골을 사용하여 팔을 흔들고 있진 않는지, 복부근육이나
둔부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 등, 손으로 만져보거나 움직여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급수 시
가능한 한 서브 리멘트와 같은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음료를 선택한다. 힘들더라도 절대 버둥대
서는 안 된다. 기본의 움직임을 기억하여, 리듬에 맞춰 달리도록 한다.
30km → 2시간 07분 30초
POINT 초조해하며 [분발]하기엔 아직 이르다.
전반부분을 잘 달렸을 경우, 30km를 통과한 시점에서도 그다지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 상태가 좋
다면, 의식적으로 조금 속도를 올려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피로감을 느껴 약간 스피드를 다운했을
경우에도, 아직 초조해 할 필요 없이 어디까지나 정확한 움직임을 유지한다. 남은 12km는, [분발해]
달리기에는 아직 길이 멀다.
35km → 2시간 28분 45초
POINT 힘겨움에는 주기가 있으므로, 참아낸다.
힘겨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빨라도 25km 시점부터이다. 그러나 늦는 경우는(잘 달렸을 경우),
37km~38km시점에 찾아온다. 이 힘겨움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편안해지는 시점이 있다. 정확히 제 페이스대로 달리면, 페이스 다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
다. 중요한 것은, 절대 힘을 준다든지, 버둥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 속도가 떨어져도 무턱대고 달리는
것은 역효과가 난다. 버둥대면 버둥댈수록 상체에 힘이 들어가 허리의 회전이 나빠지기 때문에, 점점
보폭이 좁아져 버린다.
40km → 2시간 50분 00초
POINT 주파시간을 확인하고, 마지막 혼신을 다한다.
남은 거리는 2.195km, 40km 주파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것.
주파시간이 목표대로 2시간 50분이었다면, 거의 틀림없이 달성가능! 자신을 갖고 당당히 피니쉬를
끊기를 바란다. 주파시간이 혹 목표시간에 미치지 못 할 경우, [분발]하여 달릴 것. 남은 2.195km는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린다.
감동의 피니쉬

서브스리(3시간이내 들어오는 아마추어 그룹) 달성 (2시간 59분 20초)
[출처 : cafe.daum.net/jangyumarathon]

∎ 마라톤 예상 기록 산출법
미국의 피터 리겔(Pete Riegel)이 창안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     
여기서 T1은 현재의 기록을, D1은 그 기록의 거리를, D2는 앞으로 뛰고자 목표한 거리를, T2는 거리에
대한 예상시간을 나타낸다. 이 공식은 수영, 싸이클, 경보 등의 다른 대회에도 원용되었으며, "선수기
록과 인간의 지구력"이라는 제목으로 1981년 ‘American Scientist’5-6월호에 게재되었다.
[출처 : marathon.pe.kr/pds/racetime_calc.html]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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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교수학습활동

∎ 지도응용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상

지도 응용 프로그램으로 집으로 가는 다양한 경로
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변위와 속
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가속도의 운동 개념을
이해하였다.

중

지도 응용 프로그램으로 집으로 가는 경로를 알아 자기/동료평가
보고,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변위와 속도를 이 산출물 평가
용하여 설명하고, 물체의 운동을 운동 방향의 변 관찰 평가
화로 분류하였다.

하

지도 응용 프로그램으로 집으로 가는 경로를 알아
보고,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변위와 속도를 이
용하여 설명하였다.

상

지도 검색 프로그램으로 마라톤 대회 코스 지도를
찾아 구간 거리를 재고 기록한 후, 고도 차이를
비교해본다.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보고, 5km 구간별 공략법을 모색한다.

중

지도 검색 프로그램으로 마라톤 대회 코스 지도를 관찰 평가
찾아 구간 거리를 재고 기록한다. 마라톤 코스에 산출물 평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정리해본다.

하

지도 검색 프로그램으로 마라톤 대회 코스 지도를
찾아 구간 거리를 재고 기록한다.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본다.

상

구글 어스를 실행하여 원하는 지역의 마라톤 코스
경로를 그리고,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
는지 그 근거를 제시한다. 새로운 마라톤 코스에서
선수들의 예상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기록 단축을 위해 구현한 코스의 특징을 설명한다.

중

구글 어스를 실행하여 원하는 지역의 마라톤 코스
경로를 그리고,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
는지 설명한다. 마라톤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의
과학적·사회적·문화적 특징을 설명한다.

하

구글 어스를 실행하여 원하는 지역의 마라톤 코스
경로를 그리고, 중점을 둔 요소를 설명한다. 마라톤
코스 제작시 코스별 유적지나 명소를 안내한다.

프로그램

이용하여 길찾기
1~2/7 ∎ 여러가지 물체의 운동
∎ 가속도와 물체의 운동

∎ 마라톤 코스 구간
거리 측정 및 기록
3~4/7
∎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소 요소 알아보기

∎ 마라톤코스 설계
5~7/7

∎ 마라톤 코스 장점 및
중점 요소 근거 제시
∎ 코스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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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동료평가
관찰 평가
산출물평가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부 기재 예시
(물리) 물체의 위치를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내고,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할 때 물체의 운동을 설명함. 마라톤 코스를 조사하여 구간별 거리
와 코스 고도를 나타낸 자료로부터 중요 요소들을 찾고, 인터넷으로 마라톤
경기 장면을 찾아 선수들의 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사함. 마라톤 경기
에 참여하는 선수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전체 코스에 대한 전략, 경기 패턴,
여분 시간의 활용 그래프를 바탕으로 코스 설계시 선수들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봄. 우리 지역의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를 만들어 보
고, 마라톤 코스의 장점과 중점 요소, 선수들의 예상 기록을 예측해봄.
(사회) 웹브라우저에 있는 지도검색 프로그램을 띄워 ‘거리 재기’ 기능을 이용
하여 마라톤 코스의 구간 거리를 측정함. 국내·외 대회의 다양한 코스 장면을
보고 마라톤 코스의 과학적·사회적·문화적 특징을 알아봄.
(수학) 코스의 고도 지도로부터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의 차이를
구하고, 전체 길이, 상승 및 하강, 평균 기울기 및 회전수 등을 이용하여 마라
톤 코스의 5km 구간별 공략법을 찾아 마라톤 코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
엇인지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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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STEAM활동 결과물

1. 활동 결과물 및 사진
프로그램명

진해 지역 마라톤 코스 만들기

대상

차시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계획

차시별

1~2차시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지도계획

3~4차시

마라톤 코스 이해하기

5~7차시

창의적인 마라톤 코스 설계하기

STEAM
활동 결과물

마라톤 코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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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마라톤 홍보
신문 제작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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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의록1
회의일시

2020년 8월 12일(수)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운영 계획 논의

참석자

17:30 ~ 19:30

강은희, 이미경, 윤은정
<융합인재교육 교사연구회 계획>
∎ STEAM 프로그램 연구 및 적용
- 물리, 융합과학, 수학, 사회 교과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회의내용

- 각 프로그램을 2학년 3개반에 적용(74명)
∎ STEAM 수업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 각 과목별 평가 방법 제시
-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 조사 계획

회의록2
회의일시

2020년 8월 14일(금) 12:40 ~ 14:00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중점 사항 논의

참석자

정숙임, 윤은정
∎ 문헌 및 자료 조사

회의내용

- STEAM 융합교육 이해 및 연구회 추진방향 설명
- 융합교육 관련 전문 도서 자료 조사

회의록3
회의일시

2020년 8월 15일(토) 17:30 ~ 18:50

회의목적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성취기준 분석

참석자

이미경, 정숙임, 윤은정
∎ 2015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안 구안 협의

회의내용

- STEAM 교수학습방법 및 모형 탐색
- STEAM 융합인재교육에 맞게 교육과정 재구성
- 각 교과별 성취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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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4
회의일시

2020년 8월 16일(일) 17:30 ~ 19:40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참석자

강은희, 이미경, 정숙임, 윤은정
∎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 고2 대상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의 주제 선정

회의내용

-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
- 학습 결과물이 포트폴리오 형태로 산출되어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구성
- 과학을 수학, 공학, 기술, 사회 과목과 접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연구 주제 선정

회의록5
회의일시

2020년 9월 19일(토) 19:00 ~ 20:30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수정‧보완

참석자

강은희, 이미경, 정숙임, 윤은정
∎ 프로그램 수정‧보완/ 활동지 개발
- 교과간 연계 주제 발굴을 위한 활동지 개발

회의내용

- 학생 활동지 및 교사 참고자료 개발
- STEAM 수업 역량 증가 내용 및 설명 제시
- 5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정
-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감성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

회의록6
회의일시

2020년 9월 23일(수) 18:00 ~ 19:30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적용 및 수업방법 협의

참석자

이미경, 정숙임, 윤은정
∎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적용
- 모둠학습 및 협동학습으로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회의내용

- 과정중심평가와 연계하여 배움과 수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수업 분위기 조성
-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여 1:1 피트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수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사항은 5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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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7
회의일시

2020년 10월 7일(수) 16:40 ~ 20:00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공개수업 협의

참석자

강은희, 이미경, 정숙임, 윤은정
∎ 융합인재교육(STEAM) 공개수업 협의
- 학습목표와 학습 동기 유발이 잘 이루어졌음

회의내용

-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 학습 내용 구성이 적절하였고, 학습자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됨
- 적절한 비유와 예시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움

회의록8
회의일시

2020년 10월 31일(토) 19:00 ~ 20:20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평가_1차

참석자

이미경, 정숙임, 윤은정
∎ STEAM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점

회의내용

- 시수 확보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진행의 어려움
∎ STEAM 프로그램 적용 시 좋았던 점
- 학생들의 열정적 참여,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모습 발견

회의록9
회의일시

2020년 11월 1일(일) 13:00 ~ 15:00

회의목적

융합인재교육(STEAM) 평가_2차

참석자

이미경, 강은희
∎ STEAM 프로그램 2차 평가

회의내용

- 교과 융합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함양
- 코로나19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사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연구회
활동을 순조롭게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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