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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

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2020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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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요약문
1. 연구 주제: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시민과학탐구) 프로그램을통한미래사회감수성신장시키기
2. 연구 목적

첫째,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시민과학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미래 기술 체험 및 비대면 수업 등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코로나 19를 교육 소재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며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시민과학탐구)
프로그램 자료 및 수업 사례를 현장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확산시킨다.
셋째,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시민과학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19를
전문가처럼 스스로 찾아보고 탐구해보는 과정을 경험해보며 미래 인재로서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사회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3. 연구 대상: 율현초등학교 포함 5개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132명
4. 연구 시기: 2020. 9. 25. ~ 2020. 11. 30.
5. 개발 프로그램: 학습 지도안 15차시, 학생용 학습지 및 교사용 참고자료 15차시
차시
1~3
4~6
7~9
10~12
13~15

소주제
코로나와 우리사회
코로나와 비대면사회
코로나와 과학발명
코로나와 빅데이터
코로나와 미래마을

융합 교과
S, E, A
T, E, A
S, T, E, A
T, E, M
S, T, E, A

6. 프로그램 적용
적용대상
학생수
지도교사

수원 율현초

안산 석호초

수원 팔달초

안양 호성초

수원 연무초

4학년
29명
이성호

6학년
29명
정홍교

3학년
24명
표혜빈

4학년
28명
전재욱

5학년
22명
금상현

7. 연구 결론
첫째 본 프로그램의 STEAM 태도 검사도구는 5단계 Likert 척도로서 프로그램 적용 사전과 사후에 평균 값
의 변화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음. 그 결과 과학흥미, 수학⦁과학 진로 선택 항목에 있어서 태도 점
수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둘째 본 프로그램 적용 후 본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 검사도구는 5단계 척도로 구성
된 검사도구이며, 만점은 5점임. 항목 분석 결과 만족(4.35점), 재미(4.23점), 참여(4.29점) 영역에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셋째) 본 프로그램 적용 결과 교사 만족도 검사도구는 5단계 척도로 구성된 검사도구이며, 만점은 5점임.
항목 분석 결과 필요성(4.75점), 만족도(4.5점), 효과(4.4점) 영역에서 5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보
였음. 이로써 STEAM 연구회의 교사 모두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
한 만족도와 효과가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1 -

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감염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
으며 경제적 피해는 계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그러나 신체적, 경제적 피
해보다 우리를 더 괴롭힌 것은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고 불리는 정신적 피해였
다.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지 못했으며 집에 갇혀 원격 수업
을 들어야 했다.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교육에도 뉴노멀의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참고하여 본 연구회는 2020년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를 교육적 소재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
된 미래형 STEAM 수업을 설계하고 개발 적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19는 비대면 온라
인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배송용 드론, AI 로봇 등 미래 기술 발달의 가속화를
이끌어내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시민과학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사회의 다양한 기술과 변화를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자
세로 받아들이고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 즉 미래사회 감수성
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나. 연구 목표
첫째,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시민과학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미래 기술 체험 및 비대면 수업 등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코로나 19를 교육 소재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며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시민과학탐구)
프로그램 자료 및 수업 사례를 현장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확산시킨다.
셋째,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시민과학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19를
전문가처럼 스스로 찾아보고 탐구해보는 과정을 경험해보며 미래 인재로서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사회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다. 용어의 정의(CSI 프로그램)
시민과학(Citizen Science)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ʻʻ일반시민의 참여로 수행되는
과학연구로, 종종 전문 과학자와 전문기관과의 협력이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의 총칭ʼʼ이다(옥스포드 영어사전, 2014).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확진자 동선 애플리케이션, 초기 자가진단 애플
리케이션 등이 바로 시민 과학의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와 다양한 발명품이 코로나 19 확산방지
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학생들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적응하고 헤쳐 나
갈 수 있도록 자율적, 적극적 조사 및 탐구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본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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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내용
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사회 감수성 신장시키기

프로그램명
선행
프로그램명
학교급

초등

중심과목

과학

연계과목

사회, 실과,
국어, 수학,
미술

STEAM
프로그램
구분

해당 없음

주제 연번
개발계획

1
2
3
4
5

대상 학년(군)
3~6학년
중심과목
[과학 5~6학년] 생물과 환경
성취기준 영역
[사회 5~6학년]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사회 5~6학년] 지구촌 평화와 발전
연계과목
[실과 5~6학년] 가정생활과 안전
성취기준 영역
[국어 5~6학년] 듣기‧말하기
[수학 5~6학년] 자료와 가능성
[미술 5~6학년] 표현
차시
과목 연계
(시수)
3
3
3
3
3

과학(2)
과학(2)
과학(2)
과학(2)
과학(2)

+
+
+
+
+

사회(0.5)
실과(0.5)
사회(0.5)
실과(0.5)
미술(0.5)

+
+
+
+
+

국어(0.5)
미술(0.5)
실과(0.5)
수학(0.5)
국어(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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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STEAM 프로그램 수업모델 구분 개요
연
번

차시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

1~3/15

[6과 05-01] 생태계가 생물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2

4~6/15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3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7~9/15
중요성을 이해한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사회 5~6학년]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과학 5~6학년]
생물과 환경

[과학 5~6학년]
생물과 환경
[미술 5-6학년]
(2)표현
[수학 5~6학년]
자료와 가능성
[실과5~6학년]
기술활용

4

10~12/15

[6수05-04]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5

13~15/15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과학 5~6학년]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생물과 환경

[표2] STEAM 프로그램 성취기준 반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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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코로나와 우리 사회

본 차시는 코로나 19 를 교육 소재로 활용한 본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주제로 코로나 19 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과학 교과의 생물 단원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사회 단원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서 국회 입법 과정과 융합하여 학생들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의 입법 활동을 체험하며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Co

1~3
/15

- 역사상 유명했던 바이러스와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상황을 통하여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의식과 수업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발
CD

창의적 설계

-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통해 작은 생물에 대한 학습과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학습을 연계
감성적 체험

ET

- 간이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으로 사회 문제에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성장한다.
주제(단원)명

코로나와 비대면 사회

두 번째 대주제는 코로나 19 상황 악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 사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비대면 사회에서 핵심이 되는 드론을 살펴보고 체험하는 활동을
실과 소프트웨어 교육 단원과 연계하여 계획하였으며 비대면 기술인 QR 코드 만들기를
4~6
/15

체험하고 비대면 사회를 예측해보는 토의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Co

- 코로나 전과 후의 상황, 기술의 발전을 살펴보며 비대면 사회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CD

창의적 설계

- 비대면 사회의 적용 사례를 보고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사회를 구상해본다.
감성적 체험

ET

- 드론 활동법을 공유하는 QR 코드를 직접 만드는 체험을 통해 미래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주제(단원)명

코로나와 과학발명

세 번째 대주제는 실과의 발명 단원과 연계하여 구성하였다. 과거에 극복했던 감염병 사례를
살펴보고 코로나 19 를 예방하기 위해 제일 필요했던 진단키트 발명 사례와 원리를 살펴본다.
인류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발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습하며 마스크와
관련된 발명품을 3D 펜을 통하여 고안해보는 MAKER 수업으로 자기관리 역량을 신장시키고
7~9
/15

자신감을 쌓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상황 제시

Co

- 진단키트가 없는 상황과 진단키트의 원리를 설명하고 발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각해본다.
CD

창의적 설계

- 진단키트 등 발명품이 가지는 공통적인 원리를 학습하며 나만의 발명품을 계획한다.
ET

감성적 체험

- 3D 펜을 통하여 발명품을 직접 만들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래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주제(단원)명
10~12
/15

코로나와 빅데이터

네 번째 대주제는 수학의 통계 단원과 연계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체험하는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우리는 확진자 수, 마스크 값 등 각종 통계 자료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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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여 빅데이터로 나타내주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체험해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인공지능) 학습까지 계획하였다.
AI 의 기본 원리를 학습하며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정보처리역량 신장을 목표로 한다.
상황 제시

Co

-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19 상황 자료통계를 접하며 통계에 의미를 부여한 빅데이터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에 대하여 생각한다.
CD

창의적 설계

- 빅데이터 및 AI 의 사례를 조사해보고 빅데이터와 AI 기본 원리를 학습한다.
감성적 체험

ET

- AI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통하여 AI 의 원리를 직접 체험해보며 미래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주제(단원)명

코로나와 미래마을

마지막 대주제는 앞서 배운 과정을 종합하며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설계하고 VR 로 체험해보는
과정을 미술의 표현 단원을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감염병에 대비하여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미래 집을 가상현실로 설계해보고 이를 3D 안경을 만들어 관찰 및 공유하고 더불어 미래
교통시스템을 구상하고 모형으로 만드는 MAKER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심미적 감성 역량을 신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13~15
/15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Co

-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변했던 도시의 역사를 관찰하며 미래 도시에 대해 생각한다.
CD

창의적 설계

- 감염병 예방과 미래형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며 가상현실 App 을 통하여
주택을 설계하고 3D 안경을 제작하고 미래 교통시스템을 모형으로 만든다.
ET

감성적 체험

- 3D 안경을 통해 미래형 주택 가상현실을 체험해보고 교통시스템을 구현해보며 다양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하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인재로 성장한다.

[표3] CSI STEAM 수업모델 프로그램 개요

나.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이론적 배경 및 중점사항
1)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를 교육적 소재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융합
(STEAM)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으며 ‘확진자 동선 App, 드라이브 스루’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코로나 19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시민 과학’의 가치를 반영하였음
2) 코로나 19 상황에서 ‘입법 활동’, ‘과학 발명’, ‘데이터 분석’, ‘마을 설계’ 등 전문가가 하는 일을 경험

해보고 일반 학생들이 교과서에 없는 생소한 과학적 개념을 스스로 분석하고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역량과 태도를 신장하고자 하였음
3) 코로나 19 상황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드론, 빅데이터, QR코드 등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체험해보고 3D펜, VR 등 자신만의 발명품을 만드는 MAKER 교육과 연계하였음
4) ‘시민과학’과 ‘MAKER 운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이 분석하고 발견한 과학적 개념과 아이디

어를 사회에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본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학생
들이 작은 것이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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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조사

1) 운영대상 및 시기

가) 운영대상 : 율현초등학교 등 5개교 3~6학년 132명 대상
나) 운영시기 : 2020. 9. 25. ~ 2020. 11. 30.(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2) 학생 태도검사 대상의 선정 이유
- 코로나 19 상황은 전 학년에 걸쳐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전 학년에 유의미한 학습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의 폭넓은 적용 및 성과 조사를 위하여 5학급, 3~6학년 대상 132명의 학생에게 태도검사를 실시하였음
3) 적용 성과 조사 방법
사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9. 7.(월) ~ 9. 11.(금)
11. 9.(월) ~ 11. 13.(금)
11. 9.(월) ~ 11. 15.(화)

학생 태도검사

[표4] STEAM 연구회 성과 조사 시기

다.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운영 내용
1. 연구 협의체 구성

대상
경기도교육청 6개 학교
교원 6명으로 구성

연구회 교원 6명 및

4. STEAM 공개 수업
5.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및 홍보

신규 개발된 STEAM 프로그램 자문
및 수정⦁보완하여 적용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융합인재교육 전공 교수 1명

3. STEAM 세미나 운영

연구를 위한 협의체 구성(5월) 및
개발된 프로그램 적용(9~11월)

경기도교육청 6개 학교
2. 협력연구 강화

운영 방법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2020. 9월 1차, 11월 2차 총 2회)
개발 적용된 STEAM 프로그램 성과 공유 및

연구회 교원 6명 및
STEAM 관심 교원 20명

반성, STEAM 프로그램 책자 나눔 및 홍보
(2020. 11. 13.(금) 15:20 ~ 16:40)
STEAM 수업 촬영 및 연구회 활동 시

연구회 교원 6명

수업 반성 및 공유

연구회 교원 6명 및

(네이버 밴드 활용, 수시)
개발 자료 홍보 및 교육과정 반영

6개교 관심 교원

(각 학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수 시)

[표5] STEAM 연구회 운영 내용

연구회 협의체 구성

연구회 자료집 발간

수업 영상 공유(밴드)

[표6 STEAM 연구회 운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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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세미나

라. 연구 수행 결과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학생 태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수행 결과
15차시
2020. 9. 25. ~ 2020. 11.30.
율현초등학교 외 5개교(132명)
9. 7.(월) ~ 9. 11.(금)
11. 9.(월) ~ 11. 13.(금)
11. 9.(월) ~ 11. 15.(화)
2020. 11. 13.(금) 15:20~16:20

알밤 STEAM 행사 개최

‘STEAM 세미나 행사’ 개최 완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논문 또는 학술대회
특허출원(국외, 국내)

[표7] CSI STEAM 프로그램 수행 결과
1) 본 프로그램의 적용 사전⦁사후에 걸쳐서 STEAM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음

가) 본 프로그램의 STEAM 태도 검사도구는 5단계 Likert 척도로서 프로그램 적용 사전과 사후에
평균 값의 변화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음. 그 결과 과학흥미, 수학⦁과학 진로 선택 항목에
있어서 태도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태도 요인

사전

사후

변화량

비고(t검정)

수학흥미

2.58

2.74

0.16▲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과학흥미

2.69

2.92

0.23▲

t=-2.462, p(0.015)<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수학배려

3.24

3.18

0.06▼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과학배려

3.28

3.19

0.09▼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수학소통

2.95

3.03

0.08▲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과학소통

3.02

3.10

0.08▲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수학유용성

3.38

3.30

0.08▼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과학유용성

3.24

3.23

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수학자아개념

2.60

2.80

0.20▲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과학자아개념

2.69

2.82

0.13▲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수학자아효능감

2.93

2.97

0.04▲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과학자아효능감

2.81

2.94

0.13▲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수학진로선택

2.66

2.86

0.20▲

t=-2.073, p(0.039)<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과학진로선택

2.79

2.99

0.20▲

t=-2.198, p(0.029)<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표8] STEAM 태도 사전⦁사후검사 변화량

나) 본 프로그램 적용 후 본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 검사도구는 5단계 척도로
구성된 검사도구이며, 만점은 5점임. 항목 분석 결과 만족(4.35점), 재미(4.23점), 참여(4.29점) 영역에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다) 본 프로그램 적용 결과 교사 만족도 검사도구는 5단계 척도로 구성된 검사도구이며, 만점은 5점임.
항목 분석 결과 필요성(4.75점), 만족도(4.5점), 효과(4.4점) 영역에서 5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보
였음. 이로써

STEAM

연구회의 교사 모두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가 높았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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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당초 계획대비 변경된 사항
1) 거리두기 2단계 지속으로 오프라인을 활용한 대면 수업을 대부분 비대면 수업 방식(ZOOM 등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음
2) 거리두기 2단계 지속 및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연구회의 대면 협의 회의를 웹캠을 활용

한 비대면(ZOOM등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음
3) 학회 및 타 STEAM 연구회 세미나 참석 등 대면이 중점이 되는 당초 계획을 취소하였음

4. 결론 및 제언
가. 교사 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어려웠던 점
1)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온라인 수업 지속으로 교육과정 내 수업 운영이 콘텐츠 위주로 학급별이 아닌 학년별로 이루

어지다 보니 STEAM 프로그램 투입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것이 힘들었음.
3)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인한 등교 중지로 대면 설문 조사(STEAM 태도검사지)가 불가능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5개교 5개반에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 및 완료하였으나
재차 온라인 설문 조사(1,2차)를 진행하여 혼란이 있었음
나. 교사 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
1) 코로나 19 상황을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6개 학교의 선생님이 모여

다양한 협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초기에 STEAM 교육에 생소한 선생님들이 대다수였으나
연간 연구회 활동 결과 STEAM 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의 성과를 거둠
2) 본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온⦁오프라인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었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이 향상되었음
3) 본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으로 학생들이 전문가처럼 코로나 19에 관련된 법안 제정, 발명, 빅

데이터 분석, 미래마을 설계 등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래사회를 상상해보고 준비
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 즉 미래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음
다. 교사연구회의 전체 회원 사이의 협력적 활동 내용
1) 본 연구회는 6개의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ZOOM 온라인 화상 회의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구성을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온⦁
오프라인 수업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음
2)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며 학급 교육과정이 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되었으며, 학급에

서 적용한 CSI STEAM 프로그램을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과정을 통해 학년과 공유할 수 있었음
3) 본 연구회의 회원 중 2명이 대학원의 융합인재교육 석사과정을 전공하고 있으며 융합인재교육 전

공의 교수님 도움을 받아 STEAM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보완의 과정을 통해서 6명의 회원 모두 STEAM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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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TEAM

수업 수혜 학생들의 반응

1) AI 체험을 하면서 AI가 더 똑똑해지고 발전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줄 것 같다. 하지만 AI가 너

무 똑똑해지고 발전하면 인간이 하는 일을 다 지배할 것 같다. 앞으로 스팀수업이나 코딩수업 같
은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한OO)
2) 3D 펜을 할 때 재미가 있어서 더 하고 싶었다. 하지만 제한 시간이 있어서 시간에 불만이 많았

지만 그래도 백점 만점에 100점이다. 다음에는 시간 내서 더 많이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서 팔짝 뛰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윤OO)
3) 학교에서 스팀 수업을 할 때 정말 재미있었다. 나는 많은 수업 중에 3D펜 수업이 가장 재미있

었다. 주제는 3D펜으로 코로나 관련 발명품 만들기였는데 나는 손소독제를 만들었다 3D펜이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조OO)
4) 3D펜이 처음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선생님 말을 귀 기울여 들으

니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해서 즐거웠고 다음에 또 싶어졌다.(강OO)

[그림] 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마.

STEAM

교사연구회와 해당 STEAM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1) 본 프로그램은 3~6학년에서 각 학년의 교육 수준에 맞게 적용하였으나 성취기준 및 수준이 5~6

학년에 적절하며 저⦁중학년(1~4학년)의 폭넓은 적용을 위해 프로그램 수준의 세분화가 요구됨
2) 본 프로그램의 폭넓은 적용을 위해 3D펜, 드론 등 수업 교구 및 각종 온라인 공유 플랫폼의 사

용법을 교사가 미리 익혀야 하며 학습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3) 학생,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 적용 시 난이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도 필요하겠음

바. 기타사항 및 시사점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 한해 교육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콘텐츠 중심의 원격학습에서 쌍
방향 중심의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시도
가 있었다.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시민과학탐구) 프로그램도 이러한 교육 현
장의 흐름에 맞춰 운영되었으나 등교일 수의 감소, 교육과정 변동 등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적용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 적응될 때까지 학생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
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직관적이고 쉬운 형태의 플랫폼 사용과
함께 다양한 학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본 STEAM 프로그램의 수준별 개발⦁활용이 요구된다.

5. 참고문헌
박진희(2016). 한국 시민 과학의 현황과 과제.
2015 개정교육과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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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CSI(시민 과학 조사)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감수성 신장시키기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번

차시

1

1~3/15

[6과 05-01] 생태계가 생물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2

4~6/15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사회 5~6학년]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과학 5~6학년]
생물과 환경

[과학 5~6학년]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
을 이해한다.

3

7~9/15

4

10~12/15

[6수05-04]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5

13~15/15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생물과 환경
[미술 5-6학년]
(2)표현
[수학 5~6학년]
자료와 가능성
[실과5~6학년]
기술활용

[과학 5~6학년]
생물과 환경

1-1. 교육과정 재구성표
연번

차시

재구성 내용

1~3/15

- 과학 생물 단원에서 미생물과 생태계에서 배우는 개념 내용을 확장하여 세균과는 다른
바이러스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였음.
- 사회 입법 과정을 코로나 19가 적용되는 현 상황에 맞춰 직접 체험해보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음.

2

4~6/15

- 기초적인 코딩 등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정규교과 교육과정을 확장하여, 비대면 사회에서
로봇과 드론의 기본 움직임 원리을 배울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음.
- 드론의 설명을 QR코드로 변환하여 직접 QR코드를 제작하는 활동을 구성하여, 비대면 사회의
다양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음.

3

7~9/15

4

10~12/15

5

13~15/15

1

-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을 실제로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해보는 과정으로 재구성하여,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메이커형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통계 자료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계 자료에 의미를 더하는 과정인 빅데이터
과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체험하는 수업으로 재구성하였음.

-스마트 도시를 디자인하는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의 대주제를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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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5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코로나와 우리사회

본 차시는 코로나 19 를 교육소재로 활용한 본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주제로 코로나 19 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과학 교과의 생물 단원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사회 단원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서 국회 입법 과정과 융합하여 학생들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의 입법 활동을 체험하며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1~3

Co

/15

- 역사상 유명했던 바이러스와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상황을 통하여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의식과 수업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발
CD

창의적 설계

-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통해 작은 생물에 대한 학습과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학습을 연계
감성적 체험

ET

- 간이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으로 사회 문제에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성장한다.
주제(단원)명

코로나와 비대면사회

두 번째 대주제는 코로나 19 상황 악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 사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비대면 사회에서 핵심이 되는 드론을 살펴보고 체험하는 활동을
실과 소프트웨어 교육 단원과 연계하여 계획하였으며 비대면 기술인 QR 코드 만들기를
4~6
/15

체험하고 비대면 사회를 예측해보는 토의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Co

- 코로나 전과 후의 상황, 기술의 발전을 살펴보며 비대면 사회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CD

창의적 설계

- 비대면 사회의 적용 사례를 보고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사회를 구상해본다.
감성적 체험

ET

- 드론 활동법을 공유하는 QR 코드를 직접 만드는 체험을 통해 미래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주제(단원)명

코로나와 과학발명

세 번째 대주제는 실과의 발명 단원과 연계하여 구성하였다. 과거에 극복했던 감염병 사례를
살펴보고 코로나 19 를 예방하기 위해 제일 필요했던 진단키트 발명 사례와 원리를 살펴본다.
인류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발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습하며 마스크와
7~9
/15

관련된 발명품을 3D 펜을 통하여 고안해보는 MAKER 수업으로 자기관리 역량을 신장시키고
자신감을 쌓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상황 제시

Co

- 진단키트가 없는 상황과 진단키트의 원리를 설명하고 발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각해본다.
CD

창의적 설계

- 진단키트 등 발명품이 가지는 공통적인 원리를 학습하며 나만의 발명품을 계획한다.
ET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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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펜을 통하여 발명품을 직접 만들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래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주제(단원)명

코로나와 빅데이터

네 번째 대주제는 수학의 통계 단원과 연계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체험하는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우리는 확진자 수, 마스크 값 등 각종 통계 자료를 매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여 빅데이터로 나타내주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체험해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인공지능) 학습까지 계획하였다.
AI 의 기본 원리를 학습하며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정보처리역량 신장을
10~12
/15

목표로 한다.
상황 제시

Co

-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19 상황 자료통계를 접하며 통계에 의미를 부여한 빅데이터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에 대하여 생각한다.
CD

창의적 설계

- 빅데이터 및 AI 의 사례를 조사해보고 빅데이터와 AI 기본 원리를 학습한다.
감성적 체험

ET

- AI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통하여 AI 의 원리를 직접 체험해보며 미래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주제(단원)명

코로나와 미래마을

마지막 대주제는 앞서 배운 과정을 종합하며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설계하고 VR 로 체험해보는
과정을 미술의 표현 단원을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감염병에 대비하여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미래 집을 가상현실로 설계해보고 이를 3D 안경을 만들어 관찰해보고 공유하는 MAKER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심미적 감성 역량을 신장시키고 미래를
13~15
/15

준비하는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Co

-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변했던 도시의 역사를 관찰하며 미래 도시에 대해 생각한다.
CD

창의적 설계

- 감염병 예방과 미래형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며 가상현실 App 을 통하여
주택을 설계하고 3D 안경을 제작한다.
ET

감성적 체험

- 3D 안경을 통해 미래형 주택 가상현실을 체험해보고 다양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하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인재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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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코로나와 우리사회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3~6 학년

[6과05-01] 생태계가 생물요소와 비생물 요소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5~6 학년] 과학(생명)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코로나와 우리사회

차시

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
할 수 있다.
[6과05-02] 비생물 환경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환경과 생물 사이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다.
[6과04-03] 우리 생활에 첨단 생명 과학이 이
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1~3/15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변화된 사회 모습을 살펴보고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토의 토론할 수 있다.
학습목표 ○포스트(Post) 코로나 19 시대에 필요한 법을 입법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여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미래사회 감염병 사태를 예상하고 대처
방법을 토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사회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다.
연계과목
[초등학교 6학년] 사회(일반사회)
연계과목
사회, 국어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6학년] 국어(듣기 말하기)
S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 가설 검증,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 조사
T
STEAM
E
생명 공학
요소
A
입법 과정 경험
M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역사상 유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
로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자세하게 알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꼬마 국회의원이
개발 의도
되어 사회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입법 과정에 참여해보며 미래를 이끌어가는 시민으로
서의 역량인 공동체 역량을 자연스럽게 내재화시키고자 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과 생김새를 조사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
CSI 프로그램 해 사회/과학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학습 태도를 기른다.
특징
비전문가인 학생들이 토의 토론을 통해 사회/과학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사회 통찰능력을 함양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역사상 유래 없는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 인류
를 괴롭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을 자세하게 알고 여기에 발맞추어 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차시에는 학생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탐구해봄으로써 세균과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게 한다. 다음 2 차시에는 이러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회는 어떤 노
력을 할 수 있을지 토의를 통해 해결책을 세워본다. 마지막 3 차시는 2 차시에서 생각한 해결책을 직
접 법제화 시키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TEAM
상황
학습
제시
준거

코로나 19 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 사회
모습 알기

창
의
적
설
계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알아보기
코로나 19 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입법 과정을 학습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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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꼬마 국회의원을
체험하며 사회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공동체 역량 신장

감
성
적
체
험

1차시-원격수업

소주제
과목
(단원 내용)

교육과정

학습목표
학습과정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하는 우리사회
(지피지기 백전백승)

수업차시

1/3

초등학교 6학년 과학, 사회
생물과 환경,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6과05-01] 생태계가 생물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6과05-02] 비생물 환경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환경과 생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6사08-06]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 조사할 수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생김새를 조사할 수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자료(○) 및
교수 ‧ 학습 활동
유의점(■)
[생각열기]
-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야기를 나눈다
- (미래사회 감수성 신장을 신장한다)
- 인류 역사상 유명했던 바이러스, 세균성 질환에 대한 영상 시청
[영상1]

○ 다양한 바이
러스가 인류 안
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
○ 인류 역사상
치명적이었던
전염병 소개 영
상
■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환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도

도입
(10분)

㉠https://www.youtube.com/watch?v=8Uxr0KQP9uM
(▶ ‘YTN 사이언스 투데이’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인류위협 어떻게?)

㉠

- 코로나 19 바이러스 말고 알고 있는 다른 전염병에 대해 이야기 마
인드 맵으로 나타내보기
[영상2]

㉡ https://www.youtube.com/watch?v=nBWEUVDYE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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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도록

(▶ ‘YTN 사이언스’ 최악의 전염병은 무엇이었을까?)
- 바이러스와 세균은 똑같은지 다른지 내 생각 배움 공책에 써보기
○ 코로나 19

[활동]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아보고 생김새를 파악하고 기록한다.
- 인터넷을 활용하여
1)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 기록
2) 생김새 그리기
3) 바이러스, 세균의 차이 조사하여 써보기(코로나 19 바이러스 백신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도 모둠별 생각 써보기)
[영상1]

바이러스 특징
및

생김새

YTN 영상

○ 세균과 바
이러스

차이

영상
○ 스마트폰
■학생들이 스
스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한다.

학습활동
(25분)
㉢ https://www.youtube.com/watch?v=5EfFSIhsLYE
(▶ ‘YTN 사이언스’ 코로나 19 바이러스 특징 및 생김새)

㉢

[영상2]

㉣

㉣ https://www.youtube.com/watch?v=lWAUUwelUJE
(▶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윤상선 교수’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 코
로나 치료제가 아직 없는 이유는?)
모둠별
발표

[탐구 결과 정리]
마무리
(5분)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 코로나 19 바이러스 특징을 고려
하여 모둠별로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기
-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실시
[차시 예고]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제도와 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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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바이러스에 대
비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발문하
며 자연스럽게
‘사람들끼리 약
속을 통해 바
이러스를 이겨
내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이끌어냄

2차시-원격수업
변화하는 우리사회
소주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바뀌는 사회에

수업차시

2/3

필요한 법,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과목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국어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단원)

교육과정

[6과05-02] 비생물 환경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환경과 생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6과04-03] 우리 생활에 첨단 생명 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6과04-01]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6국02-03]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6국01-03]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6사08-06]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학습목표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변화된 사회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토의 토론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자료(○) 및
유의점(■)

[지난 시간 복습하기]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 이야기 나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 발표하기
(백신이 만들어지기 힘든 까닭, 전파력, 치사율 등)

○필요 영상

[생각열기]
-영상 시청 후 생각 나누기
[영상]

도입
(10분)
㉠

㉠https://www.youtube.com/watch?v=K1KsxNZSPtk
(▶‘연합뉴스’ 집 밖은 위험해"…코로나 19가 바꾼 일상 '비대면;비대면 사회')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변화된 우리 주변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16 -

[활동1]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법 또는 제도 생각해보기
-코로나 19 시대를 통해 생각해 본 미래사회에 필요한 법 또는 제도 쓰기(‘의
견 쪽지’에 쓰고 그 법 또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꼭 쓰기)
[활동2] 1차 토의하기
-의견 쪽지를 모둠단위로 모으고 토의하여 모둠에서 발의할 대표 법(제도)을
정한다
학습활동
(25분)

<모둠토의 방법>
1. 모둠원 순서대로 자신의 ‘의견 쪽지’에 쓴 내용을 발표하고 기록한
종이를 토의판에 붙인다
2. 모둠원 발표가 끝나면 판단 기준에 따라 우리 모둠이 발의할 법을

■의견쪽지에는
주제와 관련 있
는 법과 제도
쓰기, 알맞은 근
거가 꼭 들어가
있기, 실천할 수
있는 것 쓸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
다.
■또 다른 전염
병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생
각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연스
러운 발문이 필
요

결정한다
3. 우리 모둠에서 정한 대표 법을 법률 제안서에 작성한다
4. 모둠에서 발의할 대표 법을 교실 앞 칠판에 기록한다
[활동3] 2차 토의하기
- 각 모둠에서 결정된 대표 법안을 모둠에서 1명씩 나와 미래 시대에 꼭 필
요한 법임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다
- 모둠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정리하기]
- 오늘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는지 자기평가 실시
마무리
(5분)

- 오늘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모둠 또는 친구 이야기하기
-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이야기하기
[차시예고]

원격
수업 Tip

-다음 시간에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제 역할극을 통해 경험해보기
○다양한 법들이 나올 수 있게 교사의 적절한 유도가 필요하다
※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 모둠에서 발의할 대표 법 토의 과정을 ‘줌’ 플랫
폼 중 ‘소회의’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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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토의에서
각 모둠에서 제
시한 법들의 장
점이 부각되도
록 한다.
○법률제안서
양식
■법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복
습해서 올 수
있도록 교사가
피드백을 준다.

3차시-대면수업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하는 우리사회
소주제

(꼬마 국회의원이 되어 코로나 19 특별 법

수업차시

3/3

안을 만들어보자!)
과목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국어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연극 단원

(단원)

교육과정

학습목표

학습과정

[6과05-02] 비생물 환경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환경과 생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6과04-03] 우리 생활에 첨단 생명 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6과04-01]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6국05-04]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6국01-01]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6사05-06] 국회, 행정부, 법원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
례를 통해 탐구한다.
[6사02-05]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한다.
[6사08-06]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방식 확산, 빈곤과 기
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포스트(Post) 코로나 19시대 사회에 필요한 법을 입법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입법 과정
을 알 수 있다.
○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자료(○) 및
교수 ‧ 학습 활동
유의점(■)
[지난 시간 복습하기]
-지난 시간 우리 반에서 발의된 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누기
- 각 법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되면 어떠할지 생각해보기
[생각열기]
-영상 시청 후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영상]

도입
(10분)

㉠

㉠https://www.youtube.com/watch?v=E6akmX4H9t4
(▶‘YouTube 소소한 법’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활동1] ‘모의국회’ 놀이를 통해 직접 법 만들어보기
학습활동
(20분)

<모의국회 놀이 방법>
1. 교실 내 학생들은 국회의원이 된다.
2. 전 차시 반에서 발의된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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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둠에서
저번
차시에
대표
발의한
법을
개정할
것이
있는지

법을 준비한 ppt에 기록한 후 교사의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인다.

이야기 나누기

3. 고칠 내용이 있는 법안은 수정한다.
4. 본회의를 진행한다.
5. 통과된 법 발표한다.
[PPT 예시]
■ 내 생각을
배움공책에 먼
저 정리하기
■변화될 사회
에 대해 자유
로운 분위기속
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다.

(▶‘여기는 국회의사당’ 파워포인트 자료)
[활동2] 변화‘될’ 우리 사회 모습 생각해보기
- 꼬마 국회의원이 되어 만든 법들이 앞으로 미래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대
해 생각해보기
- 이러한 법과 제도로 변화될 우리 미래사회 모습 의견 나누기
[활동 정리하기]
- 오늘 직접 국회의원이 된 소감 발표하기
마무리
(10분)

-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학생으로서 다짐 쪽지에 적어 교실 앞 칠판에 붙인다.
- 모둠별 상호 평가

쪽지

[차시예고]
코로나 19가 가져올 ‘비대면 사회’에 간단한 소개
※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 ‘모의 국회 놀이’를 ‘줌’ 플랫폼에서 모둠별 대표
원격 수업
Tip

○생각 나누기

가 모둠 법을 발의하게 하고 학생들이 이에 동의하는지 화상 회의로 의
견 수렴하여 법을 통과시킨다
※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학생으로서 다짐을 생각 나누기 쪽지가 아닌 ‘줌’발
표로 대체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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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비대면 사회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실과

학교급/학년(군)

[초등 5~6 학년 실과] 기술과 활용

중심과목
성취기준

초등/ 3~6 학년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비대면 사회의 도래
차시
드론과 QR 코드를 중심으로
○ 현재와 미래의 비대면 기술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4~6/15

○ 다양한 비대면 사례와 드론을 통해 미래의 비대면을 상상하여 말할 수 있다.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S
T
E
A
M

○ 자신의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제작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자신의 정보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여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
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미래사회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연계과목
국어(쓰기)
국어, 수학, 미술
성취기준 영역
수학(자료와 가능성)
QR 코드를 만들어 정보 공유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드론 활용법 생각하기
미래의 드론 활용법 그리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개발되고 있지

개발 의도

않은 상황이다. 학생들이 비대면 사례를 탐구하여 필요성을 느끼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자신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비대면 기술을 실제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CSI 프로그램 자신이 스스로 조사, 디자인하여 정리한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공유한다. 비대면 사회로의
특징

변화 속에서 학생 스스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현재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대면 사례를 제시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비대면이 주는 전염 가능성의 감소와 현대인들의 비대면을 선호하는 태도를 탐구하여
미래의 비대면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실현된 최첨단 비대면 사례를 제시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비대면과 드론의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드론을 활용한 자신만의 비대면 드론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QR 코드가 무엇이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활동으로 드론에 대한
정보를 자신만의 QR 코드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코로나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STEAM
상황
비대면을 제시하여
학습
제시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준거
비대면의 확장 필요성을
느끼도록 함.

창
의
적
설
계

사회의 비대면과 드론 활용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드론 활용법을 고안한다. 그리고
고안한 활용법을 QR 코드 안에
정보로 담는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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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QR 코드와
친구들의 QR 코드를
직접 스캔해 보면서
실생활에서 이를 적용이
가능함을 깨닫고
활용하려는 동기를 갖게
됨.

감
성
적
체
험

1차시-대면수업
소주제
과목
(단원 내용)
교육과정

학습목표
학습과정

비대면(무인화, 비대면)의 필요성

수업차시
4/15
실과, 사회, 국어
(소프트웨어와 생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6사06-01] 다양한 경제활동 사례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파악하고,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탐색한다.
[6국02-03]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 현재와 미래의 비대면 기술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자료(○) 및

교수 ‧ 학습 활동
[생각열기]
실생활의 다양한 변화(비대면 사례)들의 과거와 현재 사진의
통점을 찾아본다
1. 현재 수업 - 원격 수업
2. 계산 줄 - 셀프계산대
3. 맥도날드 주문 - 맥도날드 키오스크
4. 배달 주문 전단지 - 배달의 민족
5. 은행 업무 - 앱을 이용한 은행 업무
6. 극장 또는 버스,열차 매표 - 앱을 사용한 업무

유의점(■)

보고 공
○PPT

도입
(5분)
차이점과 비대면 사례를 살펴보기
- 코로나 19로 인해 가속화된 비대면 사회가 무엇인지, 사례 보여주기 영상
- 지난 차시 영상으로 복습 및 비대면 사회 찾아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K1KsxNZSPtk
(언택트가 무엇인지 배움 공책에 적기)
[학습목표 제시]
-현재와 미래의 언택트 기술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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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코로나 이전의 하루 접촉자 수와 코로나 이후의 하루 접촉자
수 비교해보기.( 온라인 수업과 vs 원격 수업 시)

○ PPT
->캡쳐 or 그
림
○ 활동지

학습활동
(30분)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9/2020021902582
.html (조선일보 헬스분야 ---- 내용 출처)
* 활동지로 진행하며 비대면 수업 시 e학습터 게시판 / 밴드 소통방
등 온라인 과제 공유방에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한다.
[활동 2] 사회 변화로 인한 언택트 기술의 필요성 알기
<선호도 게임하기> / 선호도 이상형 월드컵
1. 맥도날드, KFC 키오스크 vs 대면 주문하기
2. 은행 직접 가서 업무보기 vs 핸드폰 앱으로 업무보기
3. 열차표 앱으로 예약하기 vs 역 가서 표 사기
4. 영화관 가서 예매하기 vs 핸드폰 앱으로 예매하기

○ PPT

비대면 선호도 자료 제시하기

○ 줌 소모임
활동

㉡

㉡https://www.youtube.com/watch?v=atWIGOb6oPw 인간 vs 기계 일자리 전쟁 | 보통 사람들의 전쟁
(0~41초까지)

마무리
(5분)

[탐구 결과 정리]
-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대면, 언택트의 필요성과 코로나 이후에도 이
어질 언택트 기술의 필요성 정리하기
[차시예고] 언택트 기술의 대표 드론 상상하기
※대면 수업이 어려울 경우 ‘줌’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업한다. 수업 전

원격 수업

에 학생들이 ‘줌 채팅’링크를 통해 동영상을 보는 등의 훈련이 필요

Tip

하다. 각 반에 알맞은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배움을 정리한
다.(패들릿, e학습터 게시판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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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대면수업

소주제
과목
(단원 내용)
교육과정

학습목표
학습과정

다양한 비대면 사례와 드론을 통한
미래의 비대면 사회를 상상하기

수업차시

5/15

실과, 국어
(소프트웨어와 생활)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
을 이해한다.

[6국03-03]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알맞은 형식과 자료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 다양한 비대면 사례와 드론을 통해 미래의 비대면 사회를 상상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활동
[생각열기] 비대면 사회 풍경
[영상]Introducing Amazon Go and the world’s most advanced
shopping technology

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

도입
(분)

㉠https://www.youtube.com/watch?v=NrmMk1Myrxc
[학습 목표 제시]
다양한 비대면 사례와 드론을 통해 미래의 드론 활용을 상상할 수 있다.
○PPT
[활동1] 현재의 다양한 비대면 사례 제시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적용사례 총정리! / 미래예보 Season 3

㉡

학습활동
(분)

○줌 소회의실
㉢

㉡https://www.youtube.com/watch?v=DCd3Y3-zjyI
비대면 여행 & 이동, 원격 근무, 원격 수업, 가상 사교 공간
첨단 홈트레이닝, 비대면 쇼핑 –라이브 커머스, 비대면 식사, No Cash
드라이브 스루 등
[활동2] 드론 탐색하기
-영상 송출이 되는 드론 보여주기(대면 학습일 경우)
농사일부터 고속 촬영까지...드론 활용 '무한대'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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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CWaR_ndlrzg
[미래 랭킹쇼] 이색 드론 활용 BEST 5 (미래예보 on tomatoTV)

㉣https://www.youtube.com/watch?v=C7-MwIhcwmA&t=77s
[활동3]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방법 표현하기
글, 그림으로 표현 후 사진이나 소개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메일로
보내놓기
- 다음 시간 예고하기 및 과제제출
○QR코드
사진
㉤

마무리
(분)

㉤https://www.youtube.com/watch?v=jrV09_FB7hQ
(e학습터에 QR코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자기의 언어로 정리하기)
※ 대면 수업이 어려울 경우 ‘줌’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업한다. 수업 전
원격 수업

에 학생들이 ‘줌 채팅’링크를 통해 동영상을 보는 등의 훈련이 필요

Tip

하다. 각 반에 알맞은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배움을 정리한
다.(패들릿, e학습터 게시판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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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대면수업
소주제
과목
(단원 내용)
교육과정

학습목표
학습과정

도입
(3분)

비대면 기술 체험하기

수업차시

6/15

실과
(소프트웨어와 생활)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6실04-09]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한다.

○ QR코드를 활용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PPT
㉠

[생각열기] QR코드를 찍는 생활 모습과 변화된 일상
기사 - 코로나 19 고위험 시설 들어갈 땐 QR코드 찍으세요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32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 19 고위험 시설 들어갈 땐 QR코드 찍으세요)
기사 - 식당 테이블서 QR코드 찰칵…비대면 주문·결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4/384011/
(▶MK 뉴스, 식당 테이블서 QR코드 찰칵, 비대면 주문•결제)
[학습 목표 제시]
QR코드를 활용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PPT
[활동1] QR코드에 담을 수 있는 정보 알아보기.
-넣을 수 있는 정보는 링크/ 소개글/ 이미지/ 동영상/지도/ 연락처 등
네이버 QR코드 생성을 활용하여 나만의 드론 QR코드 이해하기
학습활동
(35분)

[활동 2] 나만의 드론QR코드 만들기

○웹 화면
■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
도록

차근차

근 알려준다.
- QR코드에 자신의 미래 드론 정보 담아 QR코드 만들기
- https://qr.naver.com/
(자신이 만든 QR코드 Padlet 게시판에 올리기)
[활동3] 친구들의 QR코드 감상하고 소감나누기(의사소통 역량)
패들렛을 통하여 QR코드 감상 및 소감 나누기
마무리
(2분)

- 탐구 결과 정리 및 소감나누기
- 자기 평가하기
※대면 수업이 어려울 경우 ‘줌’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업한다. 수업 전
에 학생들이 ‘줌 채팅’링크를 통해 동영상을 보는 등의 훈련이 필요

원격 수업
Tip

하다. 각 반에 알맞은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배움을 정리한
다.(패들릿, e학습터 게시판 등 활용)
QR코드를 선생님 메일로 보내는 것보다 모두가 모아서 볼 수 있는
패들릿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25 -

코로나와 과학발명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S
T
E
A
M

개발 의도

실과

학교급/학년(군)

[초등 5~6 학년] 기술 활용

중심과목
성취기준

3~6 학년
[6실05-03]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
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진단키트 - 감염병 예방 및
차시
7~9/15
확산방지를 위한 발명가 되기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발명품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발명품을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발전시켜 구체화시킬 수 있다.
○ 자신이 직접 발명품을 기획하고 제작해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연계과목
[초등 5-6학년 ] 표현
미술, 과학
성취기준 영역
[초등 5~6학년] 생물과 환경
진단 키트의 원리 탐구하기
코딩으로써 진단키트의 원리를 이해하기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발명품을 만들기
다양한 재료로 자신의 아이디어 구체화 하기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이제껏 인류사회에 없던 새로운 위협의 하나로 퍼져가고 있다.
그 위협을 해쳐나가는 것 또한 이제껏 인류 사회에 없던 '발명'으로서 가능하다.
이에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한 발명품인 진단키트의 원리를 미래 기술의 기초가
되는 코딩 메커니즘을 통해 이해하고 인류의 위협을 헤쳐나가기 위한 발명의 기본
원리를 탐색 및 실제로 경험해봄으로써 미래 감수성과 자기관리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CSI 프로그램 학생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과 물품들을 살펴보고,
특징
발명기법을 활용하여 제품을 기획하고 제작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CSI 역량을 함양한다.
K-방역의 방점은 빠른 진단과 이를 통한 역학조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빨리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왜 감염병 확산과 예방에 기여하는지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인류의
발명품인 진단키트의 원리를 미래 기술의 기초가 되는 코딩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인류를 발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발명’임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발명의 원리들을 활용해 자신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발명품을 제작해봄으로써, 미래 감수성을 함양하고 성공의 경험을 통해 자기관리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본 수업을 설계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K-방역의 리더- 진단키트>
한국의 진단키트가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 제시

창
의
적
설
계

진단키트의 원리를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보고 발명의 중요성을 탐색 후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발명품을 스스로 설계해보고
구체화시켜본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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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발명에 대한 내적동기를
함양한다. 발명을 직접
해봄으로써 성공의
경험을 기르고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감
성
적
체
험

1차시-원격수업
각광받는 진단키트의 원리
‘어렵지 않아요’ - 과학발명

소주제
과목

학습목표
학습과정

7/16차시

초등학교 6학년 실과, 미술

(단원)
교육과정

수업차시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 진단키트의 원리를 코딩을 통해 이해하고 코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열쇠, 자물쇠,
바이러스
그림책
도입
(7분)

㉠https://www.youtube.com/watch?v=NOz2Mj2cBrc

㉠

(▶ JTBC News, '국산 코로나 19진단키트, 60만개 미국 수출')
-코로나 19 진단키트 열풍 영상 시청
-진단 키트의 필요성과 진단키트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열쇠-자물쇠‘를 보고 진단키트의 원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지 생각해보기
1. 활동 1. 코딩으로 진단키트의 원리 설명하기
-진단키트의 원리를 쉽게 알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

-코딩프로그램을 통해 진단키트의 원리 탐구해보기
-선생님이 시범으로 보여주고, 학생들 스스로 코딩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서 진단
키트의 원리를 생각해보기
-진단키트의 원리가 ’열쇠-자물쇠‘와 무슨 연관이 있을지 코딩프로그램을 통해 설
명해보기
-코딩 과정을 설명해주는 영상 시청
학습활동
(25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정보기기
㉡
㉡ https://www.youtube.com/watch?v=I5cq54MFQCo
(▶ SBS다큐, '내 아이가 살아갈 로봇세상‘ 中 샌드위치 만들기 코딩)
-샌드위치 만들기로 코딩이란 무엇인지 느껴보기
-코딩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기

마무리
(8분)
원격 수업
Tip

[정리]
- 코딩이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실생활 속에 어떤 코딩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 코딩이 무엇인지 간략히 이해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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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원격수업
소주제

각광받는 진단키트의 원리
‘어렵지 않아요’ - 과학발명

과목

학습목표
학습과정

8/16차시

초등학교 6학년 실과, 미술

(단원)
교육과정

수업차시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3]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미02-02]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발명기법을 적용하여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하기
-인간의 발명품이 질병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보기
- 르완다의 휴대용 세면대 사진 살펴보기
-ppt

도입
(5분)

- 공중화장실 및 수도시설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와 같은 발명품은 어떤 도움을 주
었을지 생각해보고 발표해보기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이러한 발명품들은 어떤 기법으로
나올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기

-발명기법
(활동지)
㉠ https://www.youtube.com/watch?v=7XYPB7Ib5CA
학습활동
(30분)

(▶ 발함발TV, '발명을 쉽게 하는 방법')
- 발명기법 8가지 알려주는 영상 시청 및 정리하기
「더하기(어떤 기능이 더 있으면 좋을까?- 연필지우개)
빼기(어떤 기능을 빼 볼까?-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크기 바꾸기(특정 부분의 크기를 바꾸어볼까?-우산,파라솔)
아이디어 빌리기(자연 속에서 힌트를 얻어 볼까?-오리발)
모양 바꾸기(모양을 바꾸어 볼까?-구부린 빨대)
용도 바꾸기(다른 곳에 써볼까? - 패러글라이딩)
재료 바꾸기( 재료를 바꾸어보자 – 종이컵, 녹말이쑤시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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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많은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을 생각해보고, 감염병 예방이 필요한 곳 제시하기
예) 손세정 사용,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용, 급식실 이용, 마스크 올리고 내릴 때,
교실 문 열고 닫을 때, 정수기 사용 시 등
<상황 선택하기>
-발명에 앞서 학생들이 개선하고 싶은 상황을 선택하기
<필요한 기능 및 물건 생각하기>
-각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물건들 생각해보기

발명 활동지

<발명기법 선택하고 적용하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발명기법을 선택하고 적용해보기
< 구상도로 표현하기>
-구상도에 학생들이 생각한 아이디어 물품들을 간략하게 그려보기

마무리
(5분)

원격 수업
Tip

<다음 차시 예고 및 3D펜 소개하기>
-3D펜 소개 및 3D펜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생각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 볼 것임
을 예고한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이 필요한 상황을 직접 제시하여 준다.
3D펜의 사용법과 작동법을 간략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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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펜

3차시-대면수업
각광받는 진단키트의 원리
‘어렵지 않아요’ - 과학발명

소주제
과목

수업차시

9/16차시

초등학교 6학년 실과, 미술

(단원)

교육과정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4]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4미02-06]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6미02-02]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6미02-03]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학습목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재료 및 3D펜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도입
(5분)

준비물

-지난시간 마무리 활동을 보여주었던 3D펜의 작동 법을 알려준다.
-학생들이 구상해보았던 아이디어들을 3D펜을 활용하여 구체화 시키는 활동임을
알린다.

3D펜
다양한 재료

<3D펜 작동법 익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앞서, 안전 교육 및 3D펜의 작동 법을 활동지를 통해 익
히기

3D펜
활동지

-일반 펜과의 차이점을 설명해보기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학습활동
(30분)

-지난 시간에 생각해보았던 각 상황 속에서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었는지 떠올리기
-구상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 및 3D펜을 활용하여 구체화 ·실체화하기
<자신의 발명품 설명하기>
-모둠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발명품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점이 감
염병 확산 및 예방에 효과를 내는 지 이야기해보기
-활동지에 친구의 발명품 이름과 좋은 점 등을 적어보기

마무리
(5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는 것과 다양한 재료 및 3D펜으로 직접 표현하여 설명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활동 소감 발표하기

발표
활동지

-

- 3D펜 안전교육을 미리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발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을 미리 준비하여 모방하여 제작해보
원격 수업
Tip

도록 한다.
※ 본 차시를 원격수업으로 대체 시 3D펜은 안전하지 못할 수 있으니 사용을 지양하고, 필요한 기
초 준비물을 꾸러미를 통해 배부하도록 한다. 개인별 부가 재료와 함께 줌을 활용한 쌍방향 제
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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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빅데이터
중심과목

수학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성취기준

[초등학교 6 학년] 자료와 가능성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시민 과학 조사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체험하기

중심과목
성취기준

3~6 학년
[6 수 05-04]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차시

10~12/15

○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사회 기술을 체험하고 우리생활과 연결 지어 사고하여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나아가 미래사회 감수성을 함양한다.

연계과목

STEAM
요소

연계과목

실과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6 학년] 기술활용

S

-

T

게임활동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원리 이해하기

E

기초적인 인공지능 학습원리 체험하기

A

-

M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그래프로 표현하고 해석하기

개발 의도

CSI 프로그램
특징

4 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과학기술들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산업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보다 체험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현상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였다.
점차 정보가 넘쳐나는 과학기술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우리 사회문제와 결부시켜 고민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꼬마 시민 과학자의 역할을 간접 수행해보며 기초적인 미래사회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컨택트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의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4 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기술의 한 분야인
빅데이터를 통하여 코로나 19 현상을 분석해보고 이와 관련된 인공지능의 원리를 시뮬레이션 체험을 통하여
미래사회 감수성 및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고자 한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빅데이터란 무엇일까. 창
우리 사회를

황

빅데이터(인공지능)를

제

통하여 바라보고

시

이해하는 코로나 19

의

창의적 설계
감

구글 트렌드를 통해 나타는 코로나
19 현상을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할

인공지능 및

성

미래기술의 체험과

적

적

수 있을까. 팬데믹 확산에 따라

설

미래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과학적 사고력의 함양 체

펜더믹 분석활동을 제시 계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 작동할까?

험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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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원격수업
시민 과학 조사단

소주제

수업차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체험하기

과목

10/15

6학년 수학 및 실과

(단원)

[6수05-04]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과정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학습목표

○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빅데이터가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자료(○) 및
유의점(■)

- 빅데이터를 들어본 적 있는지 생각해본다.
도입

- 다음 뉴스를 보고 빅데이터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본다.

(5분)

https://www.fnnews.com/news/202007071016226096

○pc 등 전
자기기

▶ 파이낸셜뉴스 ‘빅데이터로 감염병 대응하고 경제도 살린다.’
[활동1] Co 빅데이터 알아보기
- 빅데이터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시청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X4hMFym0-uo
▶ 세계미래포럼 ‘빅데이터(Big data)’
- 빅데이터의 유용성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빅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본다.

㉠

학습활동
(25분)

[활동2] 빅데이터의 개념 정리하기
- 읽기자료를 읽고 빅데이터의 개념을 정리해본다.
- 크기, 속도, 다양성의 측면을 인식시킨다.
㉡https://www.oracle.com/kr/big-data/what-is-big-data.html

○개인공책
㉡

▶ 오라클(Oracle.com) ‘빅데이터란?’
[활동3]

CD

ET

빅데이터 활용사례 조사하고 발표하기

- 인터넷 기사를 통해 빅데이터가 활용된 사례를 조사해본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점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각자 조사한 내용을 e학습방에 게시한다.
- 과제물 중 활용도 높은 기사를 추후학습 간 학생에게 안내, 홍보한다.
마무리
(5분)
원격 수업
Tip

[정리]

-

-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돌아본다.

○ 빅데이터와 관련없는 기사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색방법, 핵심개념 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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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대면수업
소주제
과목
(단원)
교육과정

학습목표

시민 과학 조사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체험하기

수업차시

11/15

6학년 수학 및 실과
[6수05-04]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구글 트렌드를 통해 코로나 19 현상에 따른 데이터(검색량)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도입

- 나는 어떨 때 인터넷 검색을 하는지 이야기해본다.

(5분)

- 빅데이터의 개념을 상기한다. 빅데이터란? _____________이다.
[활동1]

Co

구글트렌드 프로그램 알아보기

- 트렌드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자료(○) 및
유의점(■)
○pc 등 전자
기기

-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진자’를 검색해본다.
㉠

㉠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
▶ 구글 트렌드 ‘검색어 또는 주제입력’
- 시간에 따른 데이터량(관심도)를 확인한다.

㉡

- 코로나 19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뉴스를 확인하며 데이터를 비교해본다.
학습활동
(35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8532&plink=ORI&cooper=NAVER

▶ SBS News ‘中’ 원인불명 폐렴 속출
- 구글트렌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본다.
[활동2]

CD

ET

검색어 입력하고 그래프로 표현해보기

- 4개의 단어(환진자, 마스크, 호텔, 여행) 중 같은 성격의 단어를 묶어본다.
- 단어를 검색해보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 관심도를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해본다.
-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본다.
- 관련된 뉴스기사를 제시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2727.html?utm_sour
ce =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ChosunBiz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미국 경제 5% 살아나’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139900009?input=1195m

원격 수업
Tip

○학생활동지

▶ 연합뉴스 ‘아시아에 이어 미국, 유럽도 확산세 주춤’
○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실제 사회현상과 비교하여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 각자 단어를 검색해보고 간략히 흐름을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채널(e학습방 등)을 활용하여 결과를 게시하고 생각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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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대면수업
시민 과학 조사단

소주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체험하기

과목

수업차시

12/15

6학년 수학 및 실과

(단원)

[6수05-04]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학습목표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활동1]

CD

ET

작성한 그래프 분석하고 의견 공유하기

자료(○) 및
유의점(■)

○학생활동지

- 모둠별로 발표하여 생각을 비교해본다.
- 다음 달부터 확진자가 감소하면? 백신개발이 완료되면?
확진자가 급증하면? 상황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지 고민해본다.
[활동2]

ET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학습원리 체험하기

- 구글트렌드(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 여러 가지 작동원리 중 하나인 머신러닝의 원리를 체험해봅시다.

○pc 등 전자
기기

㉠

학습활동
(35분)

㉠https://www.youtube.com/watch?v=Ym3IM9y4U5U

㉡

▶ Code.org ‘What is machine learning?’ ☞ 게임링크㉡https://code.org/oceans
- 물고기와 쓰레기의 모양을 구분하는 하나하나의 데이터들과 이를 학습하
는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으로 우리는 바다 속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을 정리해본다.
[활동3]

ET

세상을 변화시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선정해보기

- 씽킹보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개발될 수 있을 새로운
기술을 문장으로 간략히 표현해본다.(기술이름, 활용분야, 장점)

○씽킹보드,
포스트잇 등

- 상상의 기술을 칠판에 게시하고 최고의 유망기술에 투표를 해본다.

마무리
(5분)
원격 수업
Tip

- 선정된 최고의 기술 구상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기술을 설명한다.
[정리]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확인해본다.

-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확인한다.
○ 학습원리경험 시 단순한 체험활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 패들렛, e학습터 등을 활용하여 상호 의견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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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와 미래마을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미술

학교급/학년(군)

3~6 학년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
[초등학교 6 학년] 미술
(체험, 표현)

중심과목
성취기준

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
체화할 수 있다.

[6미02-05]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
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S
T
E
A
M

개발 의도

CSI 프로그램
특징

미래 마을 설계로 미래 감수성

차시
13~15/15
신장하기
○ 전염병과 도시 발달의 관련성을 알고 코로나 19 로 바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 코로나 19 로 바뀔 미래 도시 모습1. 주거 공간의 변화 방향 알고 미래 주거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 코로나 19 로 바뀔 미래 도시 모습 2. 교통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알고 모형으로 만들 수 있다.
○ 전염병과 도시 발달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역사 탐구 과정을 통해 앞으로 미래
도시의 발달 방향을 예측하고 직접 설계해 봄으로써 미래도시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미래사회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연계과목
[초등학교 6학년] 과학(생물과 환경)
과학, 실과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6학년] 실과(기술활용)
전염병과 도시의 관련성 탐구하기
VR 체험
미래 주거 공간 설계
도로 모형 만들기
도시는 역사적으로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스마트하게 발달해왔다. 미래 도시도
감염병으로 인해 해체되기보다는 더욱 체계적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미래 도시의
발달 방향은 현재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본 수업에서는
도시 공간의 대표격인 주택과 교통을 중심으로 미래 도시를 설계하고 직접 구상해보며
이를 통해 미래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 역량 및 심미적 감성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도시는 곧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의견, 정보들이 모여 하나의 담론이 형성되어
그 결과가 비로소 직접적인 생활공간에 적용된다. 이러한 과정을 본 프로그램에 녹여
감염병으로 인한 생활공간 변화의 필요성과 요구 사례들을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도록 한다. 또한 직접 조사한 필요성과 요구 사례들로 직접 생활공간
및 도시 모습을 설계하는 경험을 갖게 하여 생활공간 및 도시 모습의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도시는 지금까지 감염병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발달해왔다. 앞으로도 도시는 체계적이고
스마트하게 발달할 것이다. 본 차시는 도시 발달과 감염병의 관계를 역사와 현재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미래에는 어떻게 발달할 것인지 예상하고 구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창

STEAM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의
상황
미래 도시는 어떻게
적
학습
제시
변화하게 될까?
설
준거
계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과거와 지금, 도시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어떻게 발달해왔을까?
·앞으로 도시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어떤 방향으로 발달하게 될까?
·감염병에 대비한 미래 주택과
교통시스템을 설계해 보자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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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시 공간 설계로
미래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 및 심미성 감성
역량 신장

감
성
적
체
험

1차시-원격수업

소주제

미래 마을 설계로 미래 감수성 신장하기
-주택과 교통시스템을 중심으로

과목

수업차시

13/15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실과, 과학

(단원 내용)

[6과05-02] 비생물 환경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환경과 생물 사이의 관계
를 설명할 수 있다.
교육과정

[6실05-03]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미01-05]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전염병과 도시 발달의 관련성을 알고 코로나 19로 바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도입

[생각열기]
- 역사부터 지금까지 도시의 발전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
- 다음 제시된 문장에 들어갈 낱말 추측해보기

(5분)

자료(○) 및
유의점(■)

문장1. “도시의 발전은 [ㅈㅇㅂ]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로
발전한다.”
문장2.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한 도시의 비밀은 [ㄱㅎ]와 사람
과 물류들의 [ㅇㄷ] 방식에 있다.”
- 답 확인: 전염병, 기후, 이동
[학습목표 제시]
-전염병과 도시 발달의 관련성을 알고 코로나 19로 바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예상해 봅시다.
○ 지도

[활동1] 전염병과 문명 발상지의 관련성 탐구하기
- 지도보고 A~E 중 고대 문명지 두 곳 찾아보기(A: 이집트지역, B: 메
소포타미아지역, C: 러시아지역, D: 북미지역, E: 유럽지역)
- A, B지역이 인류 고대 문명지가 될 수 있었던 공통점 추측하기(바로
전염병이 퍼지기 어려운 건조한 기후 덕분)

D

E

C
■

도입에서

제시했던 키워
드를 활용하여

학습활동
(30분)

B
A

[활동2] 전염병과 도시 발달의 관련성 탐구하기
-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시는 계속 발전하고 거대해지고 있음. 도시 공
간의 구조는 전염병에 강해지는 시스템 개발의 역사.
-사진자료 보며 1세기 로마가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병으로부터 살
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추측하기(깨끗한 물을 들여오는 상수도 덕분)
-사진자료 보며 18세기 파리가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추측하기(더러운 물을 인간의 생활과 분리시
킨 하수도 덕분)
>>이렇게 문명과 도시의 발달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염병을 예방하
기 위한 구조로 발달해감을 알 수 있다.
[활동3] 미래 도시의 모습 추측해보기
-코로나 19로부터 전염병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 달라진
생활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학교-온라인 학습 실시, 회사-재택근무
실시, 물건 구입과 배달 음식 등 배송 시스템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자제, 온라인 예배 등 비대면 생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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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하도록 한
다.
○ 사진자료

-달라진 생활 모습을 정리하면
①주로 생활하는 공간=주거 공간 ②도로 상황=사람 이동보다는 물류
이동 증가 ③비대면 서비스↑
-감염병으로 인해 현재 달라진 생활 모습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어떨
것 같은지 생각해보기(예: 계속 한 공간에만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 관
계를 맺을 기회에 줄어들어 답답하고 불편할 것 같다. 집 앞 배송 시
스템은 편리할 것 같다 등)
-답답함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미래 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편리한 배송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하게 될까?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e학습터 댓글 달기 > 친구들 댓글 확인하며 공
유하기

○ 활동지

마무리
(5분)

[수업 마무리]
-도시발전과 감염병의 역사 정리,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점 정리하기
[다음 차시 예고]
-답답함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주거 공간의
변화’와 ‘도시 구조의 변화’로 알아보기

2차시-원격수업

소주제
과목
(단원 내용)

미래 마을 설계로 미래 감수성 신장하기
-주택과 교통시스템을 중심으로

수업차시

14/15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실과, 과학

[6미01-05]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

[6미02-03]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6미02-05]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6실05-04]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학습목표

○ 코로나로 바뀔 미래 도시 모습1. 주거 공간의 변화 방향을 알고 주거 공간 설계할 수 있
다.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도입

[전시학습상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기
①코로나 19로 인해 달라진 생활 모습은?(주생활공간=주택, 도로 상황
=물류이동증가, 비대면서비스 증가 등)
②코로나 19로 인해 이러한 생활이 계속된다면? > 답답할 것 같다. 불
편할 것 같다 등
[생각열기]
-공부, 회사일 등 모든 일과가 주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생활, 주
택을 바꾸어 불편함과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학습목표 제시]
-코로나도 바뀔 미래 도시 모습 하나. ‘주거 공간’의 변화 방향을 알고
주거 공간을 설계해 봅시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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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학습활동
(30분)

[활동1] 미래 주택 모습 상상하기
-계속 주택 공간에서만 한정된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점이 불편하고 답
답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외부로 나갈 수 없다, 자연을 만끽하기가 어렵다, 수업이나 일하는 데
한 곳에만 계속 있어야 해서 좁고 답답하다 등)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생각해
보기
(주거 공간의 면적 확대, 자연과 만나고 외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테
라스 공간 확대, 분리/격리된 방 구조가 아닌 원룸 형태의 거실 중심
구조 개조, 신조어 ‘홈캉스’처럼 집 안에서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대 등)
※참고:

㉠https://youtu.be/RVuyjRF0aFU
▶포스트人│포스트 코로나시대 도시공간 재구성│도시와 전염병의 관
계│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건축사 유현준
[활동2] 앱 이용해 주택 설계하기
-앱 ‘코비하우스’ 사용 방법 익히기(유튜브 동영상 참고)

■앱

사용이

어려울

경우

컴퓨터를 활용
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코
비하우스

앱

설치

㉠

㉡

마무리
(5분)

㉡https://youtu.be/40W-E8da6RE
▶[코비하우스-꾸미기] 간단 사용법 안내!
-앱을 이용하여 3D로 감염병 대비 맞춤형 주택 설계하기
[수업 마무리]
-내가 설계한 주택 점검하기

○구글 카드보
드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해 3D로 내가 만든 주택 감상하기
[다음 차시 예고]
-도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시스템. 미래 도시에서의 도로
이용의 변화 방향을 알고 MAKER활동으로 체험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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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대면수업

소주제
과목
(단원 내용)

미래 마을 설계로 미래 감수성 신장하기
-주택과 교통시스템을 중심으로

수업차시

15/15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실과, 과학

[6미01-05]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

[6미02-03]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6미02-05]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6실05-04]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학습목표

학습과정

도입
(5분)

학습활동
(30분)

○ 코로나로 바뀔 미래 도시 모습2. 교통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알고 모형으로 만들 수 있
다.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전시학습상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기
①코로나 19로 인해 달라진 생활 모습은?(주생활공간=주택, 도로 상황
=물류이동증가, 비대면서비스 증가 등)
②앞으로 달라질 주거 공간의 모습은?
(면적 확대, 테라스 공간 확장, 분리된 공간이 아닌 통합된 공간 등)
[생각열기]
-역사적으로 도시는 발달함에 따라 교통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
서 이에 따라 더욱 집약적으로 흘러감. 흩어질수록 생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병 상황이 또 오더라도 절대 도시는 해체되지 않을 것. 그
렇다면 도시 발달에 중요한 교통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학습목표 제시]
-코로나도 바뀔 미래 도시 모습 둘. ‘도로 이용’의 변화 방향을 알고 주
거 공간을 설계해 봅시다.
[활동1] 미래 도시의 도로 모습 상상하기
-코로나 19상황에서 변화된 도로 이동 모습 생각해보기
①사람의 이동량이 현저하게 줄었다.
②대중교통은 늘어났지만 자차 이용은 비교적 늘어났다.
③사람들이 배달, 배송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류 이동량이
대폭 늘었다.
>>앞으로도 물류 이동량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물류의 이동은 신속하고 편리하
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보기
※참고:

㉠

㉡

㉠https://youtu.be/mGYCgG4yK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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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30분 배송 드론'…아파트용도 개발중"

○카드보드지

㉡https://youtu.be/Nlb3TjcL0RA
▶기술력 높이고 도입비용 낮춘 ‘자율주행 물류로봇’_산업뉴스[산업방
송 채널i]
(지금 지하에서 이용되고 있는 교통시스템=지하철 >> 미래에는 지하
로 다니는 물류 전용 자율 주행 로봇이 제작될 가능성↑)
-왜 하늘 이동이 아닌 지하를 통한 교통시스템이 개발될지 생각해보기
[활동2] 물류 이동을 위한 드론 전용 지하도 만들어보기
-지하도 조건
1. 지하도의 높이는 50cm 이하일 것.

■모둠별 또는
개인별 활동이
가능하므로 상
황에 따라 조
정하도록 한다.

2. 지하도의 길이는 최소 3m가 되게 할 것.
3. 지하도의 가로면적은 드론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알맞은 길이로 설계
할 것.
4. 지하도 위인 지상은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
릴 것.
5. 다른 모둠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지하도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창의
적으로 꾸밀 것.
-지하도의 조건에 따라 지하도 만들어보기
-지하도 내부에 드론이 이동할 수 있는지 체험해보기
[수업 마무리]
마무리
(5분)

원격 수업
Tip

○배움공책

-지하로 다니는 물류 전용 자율 주행 로봇을 사용했을 때 좋은점 생각
해보기
-교통시스템 외에 또 앞으로 달라질 미래의 도시 모습은 어떤 것이 있

*원격

을지 생각해보기

수업 한 내용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 새롭게 알게된 점, 흥미로웠던 점, 더 알

을 기록한 공

고 싶은 점 등을 배움공책에 정리하도록 한다.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

책

1.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배부하고 교사가 직접 지하도 모형을 만드
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한다.
2. 본 차시를 ‘줌’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서로의 메이커
과정을 관찰하며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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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이 원격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15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아봅시다.
(

)학년 (

)반 (

)번 이름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생김새를 그려봅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을 쓰세요.
1)
2)
3)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세요.
공통점

차이점

◎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왜 백신 만들기가 어려운지 내 생각을 서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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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

2/15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법/제도 토의하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법/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쓰세요.
내 의견

그렇게 생각한 까닭

◎우리 모둠 친구들 의견 나누기
의견 나누기

이름

의견

의견 모으기
그렇게 생각한
까닭

◎우리 모둠에서 발의할 대표 법(제도)
의견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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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수용된 의견

차시

3/15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을 방지를 위한 우리 모둠 법률안
(

)학년 (

)반 (

)번 이름 :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한
(

의 안
번 호

)법률안

발의연월일 : 2020.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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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

제

호
(

)법률안

제 1 조

1항

2항

3항

제 2 조

1항

2항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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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15

비대면 사회의 도래
드론과 QR 코드를
중심으로

등교수업 vs 원격수업

(

)학년 (

이름:(

접촉자의 수는?

)반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할 때의 접촉자 수를 비교해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1. 등교수업을 할 때의 접촉자 수
등교수업을 할 때 기본적인 시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시간에 몇 명과 접촉하는
지 생각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집 -> 학교

수업 시간

총 몇 명과 접촉하나요? (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학교 -> 집

) 명

2. 원격수업을 할 때의 접촉자 수
여러분이 원격수업할 때의 이동하는 곳과 접촉자 수를 써보도록 합시다.
공간

집

집

접촉자 수

총 몇 명과 접촉하나요? (

) 명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등교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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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비대면 사회의 도래
드론과 QR 코드를
중심으로

5/15
비대면을 적용한 나만의 드론

이름:(

만들기!

1. 자신이 어떻게 드론을 활용하고 싶은지 적어 보세요.

드론 이름
드론 활용법
2. 드론 디자인, 설명

(

)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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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

)반
)

차시

7/15

진단키트의 원리를 코딩을 통해 이해해보고 코딩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학년 (

)반 (

)번 이름 :

.

◎진단키트의 원리를 설명하는 코딩을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진단키트의 원리를 설명해봅시다.

◎진단키트의 원리를 코딩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코
딩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정리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코딩이란?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코딩이란?

공통점:
◎ 실생활에서 코딩은 어떠한 형태로 사용될까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코딩
이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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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8/15

나만의 발명을 통해 코로나 19를 극복해내자
(

)학년 (

)반 (

)번 이름 :

.

◎영상과 함께 발명기법 8가지를 알아봅시다.
기법
더하기

핵심질문
어떤 기능이 더 있으면

예

기법
모양

좋을까?

바꾸기
용도

빼기

어떤 기능을 빼 볼까?

크기

특정 부분의 크기를

바꾸기
재료

바꾸기
아이디어

바꾸어볼까?
자연 속에서 힌트를

바꾸기
반대로

빌리기

얻어볼까?

생각하기

핵심질문

예

모양을 바꾸어볼까?
다른 곳에 써볼까?
재료를 바꾸어볼까?
반대로 생각해볼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사람들간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다음은 실생활에서 사
람의 손이 많이 접촉되는 상황들입니다.
손세정 사용할 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때, 문 열고 닫을때, 급식실 이용할 때,
마스크 올리고 내릴 때, 정수기 사용할 때
◎ 아래 표를 완성해가며 나만의 발명품을 준비해 봅시다.
발명에 앞서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싶은 상황을 위에서 선택해봅시다.
내가 선택한 상황
내가 선택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써봅시다.
필요한

필요한 물건

기능

(물건의 부분도 가능)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발명기법을 선택하고 적용해봅시다.

내가

적용

선택한

방안

발명

(그림

기법

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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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5

3D펜 사용법 익히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

◎선그리기 연습

◎면그리기 연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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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15
1

구글 트렌드 프로그램 알아보기
▶ 구글 트렌드 사이트 (https://trends.google.co.kr/trends/) 검색 및 접속

·트렌드란 무엇인가 생각해보기
·화면에 보이는 항목 이야기해보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알아보기
·관심 검색어 입력해보고 변화보기

https://trends.google.co.kr ▶ 구글 트렌드 ‘검색어 입력 및 분석’

2

코로나 19로 관련 단어 검색해보기

확진자, 마스크

·검색했을 때 관심도 예상해보기

호텔, 여행

·검색하고 데이터의 변화 확인하기

단어

시간에 따른 데이터(관심도) 정리(기간 : 2019.7.~2020.6.)
‘19.7.

‘19.8.

‘19.9.

‘19.10.

‘19.11.

‘19.12.

‘20.1.

‘20.2.

‘20.3.

‘20.4.

‘20.5.

‘20.6.

‘19.7.

‘19.8.

‘19.9.

‘19.10.

‘19.11.

‘19.12.

‘20.1.

‘20.2.

‘20.3.

‘20.4.

‘20.5.

‘20.6.

‘19.7.

‘19.8.

‘19.9.

‘19.10.

‘19.11.

‘19.12.

‘20.1.

‘20.2.

‘20.3.

‘20.4.

‘20.5.

‘20.6.

‘19.7.

‘19.8.

‘19.9.

‘19.10.

‘19.11.

‘19.12.

‘20.1.

‘20.2.

‘20.3.

‘20.4.

‘20.5.

‘20.6.

확진자

마스크

호텔

여행

참고자료(뉴스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2727.html?utm_source =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ChosunBiz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미국 경제 5% 살아나’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139900009?input=1195m
▶ 연합뉴스 ‘아시아에 이어 미국, 유럽도 확산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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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

11/15

활동 2의 데이터를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해보기

‘19.7.

‘19.8.

‘19.9.

‘19.10.

‘19.11.

‘19.12.

‘20.1.

‘20.2.

‘20.3.

‘20.4.

‘20.5.

‘20.6.

1. 시간에 따른 관심도의 변화가 비슷한 단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여행을 갈 때 호텔을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
2.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확진자와 마스크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여행이나 호텔을 검색하는 수는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3. 확진자가 급증하면? 또는 성능좋은 백신이 개발되면 그래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코로나 19가 계속 확산되면 지금과 비슷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감염병이 사라지면서 여행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여행을 많이 검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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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15

들어가기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동영상 시청 후 질문에 답해봅시다.

1.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이 명시되지 않아도 패턴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2. 머신러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동영상을 시청한 후 머신러닝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편향된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컴퓨터도 편향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AI 와 머신러닝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무인자동차들은 AI를 이용해서 주변을 파악합니다.

1

AI for Oceans 이용해 보기

https://code.org/oceans 접속 후 메인화면의 ‘지금 해보기’를 클릭한 후 체험을 시작해봅시다.

· 제시되는 그림이 '물고기' 인지 아닌
지 학습 시키고, AI가 제대로

구별해

내는지 알아보기

· 더 나아가 '이것은 바닷속에 있는 생
물이 맞습니까?'를 추가로 학습시키고
AI 가 바닷속에 있으면 안되는 물건들
을 구별해내는지 알아보기

· AI가 어떤 종류의 물고리를 찾아내길
위하는지 선택한 후 실행해봅니다.

· AI에게 좀 더 분명한 단어를 학습시킨
후 실행해봅니다.

https://code.org/oceans ▶ Code.org ‘Al for O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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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3/15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감수성 신장시키기

미래 마을 설계로 미래 감수성

(

)학년 (

)반

이름:(

신장하기

)

전염병과 도시 발달의 관련성을 알고 코로나 19로 바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예상해 봅시다.
◎탐구 과제1. 전염병과 문명 발상지의 관련성 탐구하기
학습주제

·지도에 나타난 A~E지역 중 고대 문명지를 찾아봅시다.

D
E
A

B

C

1. A~E 중 고대문명지는 어디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두 곳을 써보세요.(

,

2. 왜 두 곳을 골랐나요?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3. 답을 정리하고, 고대문명지의 공통점(특징)을 정리하여 적어봅시다.

◎탐구 과제2. 전염병과 도시 발달의 관련성 탐구하기
·도시 두 곳(로마, 파리)이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로마의 수로 모습

로마의 다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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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마가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설명과
힌트를 듣고 나름대로 추측하여 자기 생각을 써보세요.

파리의 도시 모습

파리의 지하 모습

2. 파리가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설명과
힌트를 듣고 나름대로 추측하여 자기 생각을 써보세요.

3. 정리하기

이렇게 문명과 도시의 발달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
위한 구조로 발달해감을 알 수 있다.

)을 예방하기

◎탐구 과제3.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미래 도시 발달 방향 예상하기
1. 코로나 19로부터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하고있는 노력이나 달라진
생활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4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2. 만약 앞으로 자신이 위와 같은 생활 모습이 계속된다면 어떨 것 같은지 느낌, 생각을
적어보세요.

3. [e학습터 댓글 달기 과제] 여러분이 느끼는 2번의 생활 모습을 개선하려면 우리 미래
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내 생각을 e학습터 댓글로 달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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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감수성 신장시키기

14/15
미래 마을 설계로 미래 감수성
신장하기

(

)학년 (

이름:(

)반
)

코로나로 바뀔 미래 도시 모습1. 주거 공간의 변화 방향을 알고 주거 공간
설계해 봅시다.
◎공간 설계 1단계. 미래 주택 모습 상상하기
학습주제

1. [생각해보기] 계속 주택 공간에서만 한정된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점이 불편하고 답답할
까요? 왜 답답하고 불편함을 느끼나요?

2. 만약 내가 건축가라면?! 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어떻게 주택을 바꿀 것인지 써 보세요.

◎공간 설계 2단계. 앱을 이용해 내가 생각한 주택의 모습을 설계해보자!
1. ‘코비하우스’앱의 튜토리얼을 시청하며 앱의 사용법을 익혀봅시다.
2. [주택 설계 전] 앱을 사용하기 전에 주택의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상하여 그려
봅시다.
<구상 그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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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5/15

CSI(Citizen Science
Investigation)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감수성 신장시키기

미래 마을 설계로 미래 감수성
신장하기

(

)학년 (

)반

이름:(

)

코로나로 바뀔 미래 도시 모습2. 교통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알고 모형으로
만들어봅시다.
◎공간 설계 1단계. 미래 교통시스템의 모습 상상하기
학습주제

1. 현재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도로 이동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2. 앞으로는 어떻게 도로 이동의 모습이 변화될 것 같은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

◎공간 설계 2단계. 미래 교통시스템 구상하고 모형 만들기
1.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물류의 이동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 낱말에 힌트를 얻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상하여 적어봅시다.

로마의 상수도, 파리의 하수도, 드론, 로봇, 자율 주행

2.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에 맞도록 알맞은 미래 교통시스템을 구상하여 그리고 설명해
봅시다.
<구상 그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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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1/15

<교사용 참고 자료>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 인가?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사람과 일부 동물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큰 리보핵산
바이러스군에 속하는 것으로써,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침습해서, 호흡기계통, 소화기계통,
신경계통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2002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심하지 않은 상기도 질병 인자로 간주되어 있었으나, 2002 년 말에
급성호흡기증후군, 일명 "사스"를 발생시키면서부터, 위험한 바이러스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일사슬의 리보핵산
바이러스로써, 코로나바이러스군, 베타코로나바이러스 계통에 속하며, 겉막이 있고,
모양이 원형, 또는 타원형 등 다양하고, 직경은 60 에서 140 나노미터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 지난 2 월 11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공식
명칭을 정했다. 기구는 이 병을 지난해 말에 발생했으며, 근원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COVID 19 로 명명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와 정체불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재결합되어 생겨난 바이러스로 추측되고 있으며, 천산갑이라는
동물에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중간숙주라고 한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 일 내지는 7 일이며, 최고 24 일
정도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징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학적 징후들이 있는데 있다고 한다.
즉, 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고, 근육통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감염된 순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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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에서 8 일째 되는 날에는, 매우 힘든 호흡곤란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미열, 두통, 객혈, 설사, 메스꺼움, 구토, 부정맥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일부 환자들 속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도, 특별한 이상
증상 없이, 정상 상태를 보이는 경우이며,
또 일부 감염자들 속에서 검사 시
처음에는 음성으로 나오다가, 병세가
악화되어서야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다.
일부 나이가 젊은 환자들 속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후 강한 면역력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서, 생명에 위험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의 몸에 병원체가 들어와, 폭발적으로 증식하면,
면역체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면역물질을 내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면역체가 병원체 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료
어느 한 나라의 바이러스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 1918 년, 세계를
휩쓸어 50,000,000 명의 사망자를 냈던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에볼라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매우 강한,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목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2 차, 3 차로 전파되는 과정에 변이되면서, 현재보다는 병원성이 낮은 일반 감기로
진화되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사람 체내에서 계속 공존하는 기생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모두 4 종이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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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면, 5 번째 감기 바이러스로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일부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한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대체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25%에서 70%가 감염된다고 한다.
치사율도 0.1% 정도인 계절성 독감보다 5 배에서 10 배 가량 높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계절성 독감으로 미국에서 6 만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전파될 경우, 사망자는 수백만까지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자료출처

[출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여러 자료와 감염 원인, 그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vvs9auav/221988869480
▶포항시 공식 누리집
https://www.pohang.go.kr/pohang/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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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2/15

<교사용 참고 자료> 코로나 19 로 인한 비대면 사회 속 다양한 변화



[EBS 스토리 기자단 기획기사]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속 다양한 변화
무인 편의점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자율
주행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온라인 메신저
로 동료와 대화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점심
시간에 키오스크로 주문해 로봇 바리스타
가 서빙한 커피를 마십니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배달받아 저녁을
해먹고 웹툰 보고 e-book 보고 운동 영상을 보며 홈-트레이닝을 하고 새벽배송 배
달 서비스를 주문하고 잠드는 하루... 우리는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살
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비대면
세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언택트(비대면)란 무엇일까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반
대를 뜻하는 언(un)을 붙인 신조어로 사람과 대면 없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뒤 우리가 마주하게 된 뉴 노멀
(New Nomal : 새로운 사회현상) 시대에
산업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우리가 일하
고 공부하고 노는 문화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리적, 사회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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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두기를 실행하다 보니 ‘비대면 언택트(untact)'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
한 특단의 조치로 휴교령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세계
188개국에서 15억 7,600만
명의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으로 대체되었죠.
코로나 19 이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합하는 블렌디드 교육과 플립 교
육이 혁신 모델로 부각되었고 캠퍼스 없는 대학 미네르바 스쿨이나 무크 등의 대학
온라인 수업도 존재했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 원격교육 시스템이 안착되지 않았
던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기존 인터넷 강의가 이제 정규 교과목 영역에까지 도입되었으니 학교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의료계는 어떨까요. 환자가 병원을 찾아 의사를 대면하고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것이 당연했던 우리나라마저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고도 전화 상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격진료의 실효성
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던 의료계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곳
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
택근무를 활발히 도입 중입니다. 재택근무
솔루션을 통하여 원격 화상회의를 실시하
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입
니다.
채용에 있어서도 비대면 채용(비대면 채
용) 방식을 채택하여 필기시험을 치르고
AI면접을 실시하거나 화상면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키오스크(무인 자동화 단말기)를 활용한 주
문결제 시스템이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업에서도 모바일 터치로 계좌
- 61 -

를 개설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무인은행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언택트(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에도 우리는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계가
편리한 세대는 이와 같은 언택트 서비스가
훨씬 더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 접
촉이나 시간 소요, 불통으로 인한 오해 등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기계가 친숙하지 않은 장년 이상의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은 세심한 대면 서비스
가 필요한데도 언택트 시스템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ivide)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약자가
발생할 우려 또한 큽니다. 비대면 원격수업의
효과는 미지수이기도 하고 온라인 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어떻게 양
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임을 꺼리게 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실내 생활
과 소비패턴은 완전히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나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
어나 대인관계가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한편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온택트 문화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외부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활동
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서로 멀어진
거리만큼 협력, 연대, 공감 등은 우리에게
더없이 필요하니까요. 
비록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
화에도 꽤 잘 적응해 나갈 겁니다.
자료출처

[출처]
▶‘EBS 스토리’ 최현정 기자 기사문
https://blog.naver.com/ebsstory/22197886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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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15

<교사용 참고 자료> 비대면의 필요성과
[IT 트렌드 바로읽기] 유통가의 새 바람! 비대면
지금 유통가에서는 ‘비대면 마케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대면란 접촉(contact)을 뜻하는 콘택트에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계로
메뉴를 주문하는 키오스크나 VR(가상현실) 쇼핑, 챗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판매 직원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맥도날드나 KFC나 극장 티켓, 버스 매표 및 열차 매표의 키오스크는 이미 훌륭히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마케팅은 1인 가구 급증 등 인구, 세대 구조가 변화하면서 점차 대면 관계를
꺼리는 소비자의 태도 변화가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최지혜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통 신사 사용 행태를
보면 직접 통화보다 메시지, 데이터 소비를 통한 간접 접촉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은 점차 직접 대면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낮은 연령대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소비하는 습관이 고착화되고 여기에 비대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통가를 비롯해 전 산업이
적극 반영하면서 트렌드로 굳어졌다고 분석된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대면 마케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로 판단된다.
특히 오프라인 망 중심의 유통회사들이 판매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선명하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로 제반 환경 변화와 맞춤형 직원을 구하기 힘든 것이 원인이
아닐까 예상된다. 비대면 인프라가 미흡해도 인사관리 비용보다 낮다면 일단 현장에 적용부터
시키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미 이런 현상은 데이터 소비를 즐기 고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20대가 많은
대학가는 더욱 그렇다. <구글, 어디서 받았는지>
대학 내 카페에 사람 팔처럼 생긴 로봇이 고객을 반기고 있다. 로봇의 정체는 바리스타 역할인데,
아메리카노를 포함해 총 7가지 음료를 만든다. 로봇 옆에 위치한 키오스크로 라떼를 주문하면
2분이 채 안 돼 음료가 완성돼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인 대학생들을 잡기 위한 무인화 경쟁이 뜨겁다. 업계는 ‘무인카페
자체가 밀레니엄 세대인 대학생들의 정서와 잘 맞는다’며 ‘다른 대학교에서도 문의가 와서
(무인카페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처럼 무인 편의점, 로봇 바리스타, 무인 스터디카페 등.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20대가 ‘비대면 문화’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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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현대캐피탈에서 지난 2년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가맹점 15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곳의 매출은 2017년 1월 약 67억 원에서 지난 5월 359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는
결론이다.
이 중 20대의 결제금액 비중은 28.4%에 달했으며 20대의 소득수준이 기성세대에 비해 낮은 걸 감안하면
비대면 문화를 주도하는 20대의 특성을 여실히 알 수 있는 수치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가 2017년 발표한 ‘무인화 추세를 앞당기는 키오스크’ 보고서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키오스크가 직원(사람)보다 편리하다’는 응답이 74%였고, 이 중 30대 이하는
87%가 기계를 더 편하다고 답을 하고 있다. 키오스크가 더 편리한 이유(중복응답)로는 ‘대기시간이
짧아서’(87%), ‘처리 시간이 짧아서’(60%), ‘직원과 대면하지 않을 수 있어서’(28%) 등이 거론됐다.
편리함과 비대면이라는 장점이 20대를 비대면 문화의 주 소비층으로 이끌고 있다는 말이다. 즉
20대는 사람보다 기계를 더 편리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 문화 확산에는 ‘소통의 감소’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기계를 통해서만 소비가 이뤄지다 보니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 20대의 소통 단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려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미 일부 청소년들과 20대들의 소통 부재로 인한 적잖은
일탈을 보면 지속적인 비대면 소비만을 고집하는 경우 이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에 대한
인내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데 일견 수긍이 가기도 한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요즘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접촉만을 하고 싶어 한다. 반면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사회로 내재될
기술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나이 든 사람의 경우에는 기계보다 사람을
좋아하지만 젊은 세대는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과 같이 모든 것에 신경 쓰여
한다.”면서 이는 “사람과의 관계 기술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비대면 마케팅이 그저 트렌드라고만 하기보다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마케터에게는 있는듯하다. 아마도 그들이 사회 주류가 되었을 때, 이해집단끼리의 갈등도 많아질
것이고 그걸 시스템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염려와 함께 말이다.
그러나 이는 염려와 우려에 만 그칠 뿐, 마케팅 활동은 진화되고 있다. 업계가 이러한 기회를
제품 매출에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최근 5G의 통신회사는이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의 비대면 마케팅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KT는 국내 최초로 ‘홈쇼핑 VR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쇼핑에서 실시간 방송 중인 의류
상품을 리모컨 조작만으로 3D 모델과 아바타를 통해 가상으로 피팅 할 수 있는 실감형
T-커머스(T-Commerce)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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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형 VR극장도 있다. 또한 2017년부터 VR 생중계를 통한 ‘360도 VR’과 ‘인터랙티브
타임슬라이스’와 같은 실감형 미디어를 소개해왔는데,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8에서도 KT의
독자적 무선 VR 전송 기술인 VR 워크 스루 기술을 접목하여 세계 최초의 멀티플레이 VR 게임
‘스페셜포스 VR: UNIVERSAL WAR’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일체형 HMD를 포함한 개인형
VR극장 서비스 ‘GiGA Live TV’를 출시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비대면 문화를 느끼게 하고 있다.
독자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소비 행태와 사람과의 만남 대신 기기를 통해 소비를 하는 ‘비대면 기술’이 바로 여러
사례에서 본격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비대면 기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무인
서비스를 함축하는 이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무인화를 기본으로 하는 키오스크(무인
안내 단말기), 챗봇, 드론 배송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말한다.
비대면 기술과 같은 IT 기술이 발달하는 배경에는, 젊은 세대들은 직접 대면을 통한 상호작용보다
디지털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더 익숙하며, 메신저나 문자 소통에 익숙해 전화 통화를
기피하는 ‘콜포비아(call phobia; 통화공포증, 전화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늘면서 생겨난 전화
통화 기피증)’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들어간 상점에서 직원이 말을 걸어오면 긴장을 하기도 하고,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점원과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대면 소비가 더욱 각광을 받는다는 것인데, 대면 소통의 구조를 가진 인간 정체성에
대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지지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마케팅의 컨셉트 결정에 소비자의 감성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다.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80%다. 선진 OECD
국가의 경우 90%가 넘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분명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기존의
모바일 노트북 등 IT 기기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은 보다 편리해지고, 윤택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이 늘면서 인간은 이곳저곳이 아프다. 기억력은 퇴화하고 계산
능력은 저하된다. 디지털 기술 의존에 따른 기억력 감퇴, 이른바 디지털 치매라고도 불린다.
스마트폰이 주변에 없으면 불안감을 호소하는 노모포비아(No mobile-phone phobia)도 많다.
(재인용: 가장 멍청한 세대, ‘디지털 단식’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자세 때문에 생기는 손목터널 증후군, 거북목증후군 등의 질병은 이젠 현대인에게 흔해졌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넋이 빠진 듯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을 일컬어
‘스마트폰 좀비’, ‘스몸비’ 족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스로들 세상과 단절을
선택하는 디지털 디톡스에 돌입하는, 디지털 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스스로 디지털
기술을 피한다는 뜻으로 디지털 문물, 온라인 세상에 지친 이들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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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담은 것이다. 여하튼 이렇게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기계 혹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비대면 마케팅’에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 대한 피로감의
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사람들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도심을 떠나 시골의
공기와 함께 자연을 느끼고 싶어 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 살거나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비대면 문화의 일환 일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1년 살아보기’와 같은 문화와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도 한다.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대형마트 혹은 편의점의 계산원과 대면하거나
매장 직원과 불필요한 접촉을 할 필요 없이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고르면서 잠시나마인간 관계를 떠나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 연결성을 강조해 왔었지만, 여러 플랫폼으로 연결돼 막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인과의 연결, 접촉을 중시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를
피곤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커진 셈이다. 여기에 1인 가구의 증가와 세대 간의 갈등, 특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거나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사회 내 시스템 또한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로부터의 차단과는 다른 이 비대면
문화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나올 때마다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의 한 단면이라 문명의
이기(利器)가 가진 양면성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또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오프라인 산업 현장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편리 또한 거부할 수도 없다. 아마도 향후 비대면 마케팅은 대면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의 정서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서 시작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현재는 상품의 결제 및 추천 정도가 가장 보편적이나
미래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해결하는 첨단 방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비대면 마케팅의 열쇠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점점 고객의 디지털 기기 활용 범위와 여정이 확대되고 있고, 디지털
기기로 인해 쌓여가는 데이터 등 마케팅 전략의 도구와 마켓의 판도가 바뀌는 시점인 지금, 미래
시장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마케터로서는 당연하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해외 유통
업체인 알리바바(Alibaba)의 무인 편의점 ‘타오 카페’, 계산대와 직원이 없는 아마존(Amazon)의
무인 매장 ‘아마존 고’에 이어, 여러 유형의 비대면 기술은 점점 더 진화할 것이다.
자료출처

https://www.mobiinside.co.kr/2019/07/23/it-untact/
(▶모비인사이드, 유통가의 새 바람! 언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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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15

<교사용 참고 자료> 비대면의 활용
1. 다양한 비대면 활용

1) 리모트 관광
스마트 폰을 이용해 실제 사람을 움직여 자신이 가
고 싶은 여행지를 사람의 머리에 달린 캠을 활용하여
여행다. 미술관, 농장 체험에도 도입할 수 있다.

2) 미래적 원격 근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줌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과 만나 회의하고 활동함. 가상
공간의 아바타는 내가 못하는 기능(번역 등)이 들어갈
수 있다.

3) 가상 사교 공간
코로나 상황 등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동물의 숲, 네이버 제페토 공간과 같은 가상 공
간이 나타나고 있다.

4) 첨단 홈 트레이닝
집에서 운동을 다양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발전하고 있음.
VR 피트니스 앱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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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대면 쇼핑
라이브 커머스와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상품을
소개하며 바로 판매를 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존에서는 물건을 배송 받은 뒤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반송하고 있다.(배송비
는 무료)
가상으로 상품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AR시착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6) 현금없는 사회로의 가속
무인화의 기본 조건이다.
아마존고와 같은 곳에서는 물건을 집고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함.
얼굴인식, 지문인식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이 발전
하고 있다.

7) 라이브 쓰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
다.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검사, 프렌차이즈 음식점,
조문까지 여러 가지에 적용이 되고 있다.

2. 다양한 드론 활용
드론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드론 하면 바로 생각나는 무인 배송시스템, 축구 중계뿐 아
니라 아래에 나올 다양한 드론 활용법 외에도 굉장히 많은 드론 활용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 꿀벌의 멸종은 식량난의 위기, 꿀벌 드론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은 세계 식량 자원 90% 이상을 차
지하는 100여 종 작물 중 70%의 작물을 열매가 맺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즉,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꿀벌의 멸종 위기에 대비하여 꽃가루를
옮겨주는 드론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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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호스를 장착,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드론

산불이나 대형 화재가 나면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하지만 헬리콥터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이 커져서 최근엔 드론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드론은 대부분 발화지점 확인이나
불길을 예측하는 용도로 활용되었지만, 드론 제조사 에어로 네스(Aeones)는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
압하는 드론을 개발하였다.
3)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드론

미국 해양보전센터에 따르면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간다. 최근 세계적
환경 이슈로 떠오른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치우는 드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로의 포트홀 복구를 위한 드론

지난달 부산에서는 포트홀이 16곳이나 잇따라 발생하며 지나던 차량 7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포트홀은 길에 움푹 팬 구멍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보수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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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버스나 공공교통수단을 통해 포트홀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 위치의 GPS 값
을 드론이 위치한 센터에 전달한다. 위치 정보를 전달받은 드론은 해당 지역으로 비행하여 파손
범위를 확인하고, 3D프린터를 통해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드론의 활용법은 -가로등 없는 어두운 밤에 호출할 수 있는 조명 드론- , -행사에서 조
명을 활용하여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행사용 조명 드론- , -하늘에서 사람들을 관찰하여 용
의자나 범인을 찾는 드론- 등 무궁무진하다.

자료출처

ttps://www.youtube.com/watch?v=DCd3Y3-zjyI
(▶미래채널 MyF 유투브 채널, 언택트 적용사례 총정리)
https://news.samsungdisplay.com/19056
(▶삼성드스플레이 뉴스룸, 드론 어디까지 가능할까? 드론의 다양한 변신)
https://www.youtube.com/watch?v=C7-MwIhcwmA&t=77s
(▶토마토TV, 미래채널 MyF, 이색 드론 활용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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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6/15

<교사용 참고 자료> QR 코드란?
1. QR 코드란?
QR 코드는 사각형모양의 격자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구성형식의 코드이다.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 QR 코드는 1994년 일본의 덴소웨이브라는 회사가 개발하였다.

2. QR코드의 장점
1) 정보의 양
우리가 기존에 보던 바코드는 왼쪽과 같은 모양인데, 이러한 1차원적인 바코드는 최대 20여자의
숫자 정보만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QR 코드는 가로, 세로를 모두 활용하여 숫자는 최대 7089자, 문자는 최대 4296자, 한자는
최대 1817자를 넣을 수 있다. 또한 QR 코드 안에는 사진, 동영상, 지도, 명함, 인터넷 주소와 같은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다. 2차원 구성형식의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많고
풍부한 정보를 조그마한 코드 안에 녹여낼 수 있다. 이는 기존 바코드에 비해 많은 정보를
담으면서 코드 크기는 바코드에 비해 작은 것이다.
2) 쉬운 복원
오류정정코드를 구현해 놔서 심한 손상이 아닌 어느 정도 코드의 일부분이 손상되거나 오염되어도
데이터를 쉽게 복원할 수 있다.
3) 빠른 인식
또한 코드 모향이 정사각형이라는 점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읽어도 QR 코드가 정확히 인식된다.
4) 무료 사용
QR 코드를 개발한 덴소웨이브사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3. 단점
1)악용 가능성
QR 코드는 기존의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만큼 그 속에 악성코드나 유해 사이트
주소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QR 코드는 함부로
열어보지 않는 게 좋다.

자료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ungmusoft&logNo=220456383040&pr
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네이버 블로그, QR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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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6/15

<교사용 참고 자료> 나만의 QR 코드 만드는 법
1. 네이버 QR 코드 만드는 법

네이버 에서는 나만의 QR 코드를 만들 수 있다.
1) 우선 네이버 QR 코드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s://qr.naver.com/
2) ‘나만의 QR 코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3) 그리고 코드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코드 제목, 코드의 스타일, 추가옵션(로고, 설명,
이미지 등), QR 코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고
‘다음단계’버튼을 누른다.

4) 다음으로 추가정보를 입력한다.
추가 정보 입력은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1. 원하는 정보 담기
2. 링크로 바로 이동
위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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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하는 정보를 담는다.
‘원하는 정보 담기’ 화면에서는 링크, 소개글,
이미지, 동영상, 지도, 연락처와 같은 정보들을 QR
코드에 첨부할 수 있다.

6) 링크로 바로 이동할지 여부 결정
‘링크로 바로 이동’ 화면에서는 원하는 링크와 QR
코드를 1대1 매칭할 수 있다.

7) 작성완료
모든 정보를 첨부한 뒤에는 ‘작성완료’버튼을 누르면
된다.

자료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onamy&logNo=221709339203&proxyRe
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QR코드 만들기, 큐알코드 제작 쉽습니다!)

- 73 -

차시

7/15
진단키트의 원리를 코딩을 통해 이해해보고 코딩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학년 (

)반 (

)번 이름 :

.

◎진단키트의 원리를 설명하는 코딩을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진단키트의 원리를 설명해봅시다.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 구조에만 반응하는 항체를 키트에 고정 시켜서
반응을 살펴보는 원리이다.

◎진단키트의 원리를 코딩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코
딩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정리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코딩이란?

어떤 명령문들을 나열 목적을 이루는 것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코딩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의 명령문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공통점: 절차적 순서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
◎ 실생활에서 코딩은 어떠한 형태로 사용될까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코
딩이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적어봅시다.
컴퓨터, 화재경보기, 주차장에서 자리가 있으면 초록불, 없으면 빨간불 표시되는 것
로봇청소기 등

자료출처

- 74 -

차시

8/15

◎영상과 함께 발명기법 8가지를 알아봅시다.
기법
더하기

핵심질문
어떤 기능이 더 있으면

예
연필

기법
모양

좋을까?

지우개
날개없는

바꾸기
용도

선풍기

바꾸기
재료

빼기

어떤 기능을 빼 볼까?

크기

특정 부분의 크기를

바꾸기
아이디어

바꾸어볼까?
자연 속에서 힌트를

빌리기

얻어볼까?

파라솔
오리발

바꾸기
반대로
생각하기

핵심질문

예

모양을 바꾸어볼까?

빨대

다른 곳에 써볼까?
재료를 바꾸어볼까?
반대로 생각해볼까?

패러
글라이딩
녹말
이쑤시개
로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사람들간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다음은 실생활에서 사
람의 손이 많이 접촉되는 상황들입니다.
손세정 사용할 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때, 문 열고 닫을때, 급식실 이용할 때,
마스크 올리고 내릴 때, 정수기 사용할 때
◎ 아래 표를 완성해가며 나만의 발명품을 준비해 봅시다.
발명에 앞서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싶은 상황을 위에서 선택해봅시다.
내가 선택한 상황

마스크를 올리고 내릴 때

내가 선택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써봅시다.
필요한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필요한 물건

기능

내릴 수 있는 기능

(물건의 부분도 가능)

고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발명기법을 선택하고 적용해봅시다.

적용

내가
선택한
발명기법

방안
더하기

(그림
으로
표현)
고리

자료출처

고리

[발함발TV], 2019.5.13., '발명을 쉽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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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5

3D펜 사용법 익히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선그리기 연습

◎면그리기 연습

■ ● ▲ ♥
자료출처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kimkt1206/22205037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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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

10/15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빅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200 년 Gartner 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이다. 이른바
속도(Velocity), 크기(Volume), 다양성(Variety)의 3V 로 일컬어진다.
간단히 말해 빅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보다 복잡하고 거대한 데이터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세트는 그 용량이 어마어마해 기존 데이터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로는 관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전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비즈니스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빅데이터의 3V
데이터의 양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은 곧 저밀도 비정형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해야 함

크기

이다. 트위터 데이터 피드,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동향, 센서 기반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 등 알
려지지 않은 가치의 데이터를 예로 들 수 있다. 어떤 조직에게는 수십 테러바이트 크기의 데이터일 수
있고 또 어떤 조직에게는 수백 페타바이트 크기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빅데이터에서 속도란 데이터가 수신되거나 처리되는 속도를 의미한다. 보통 데이터를 디스크에 쓸 때

속도

보다 메모리에 직접 스트림 처리될 때 가장 빠른 속도를 낸다. 일부 인터넷 기반 스마트 제품의 경우
실시간, 혹은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운영되는데 이로 인해 실시간 평가 및 실시간 동작이 요구된다.
빅데이터에서 다양성이란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데이터 유

다양성

형의 경우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등
장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비정형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의 반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는 그 의미를 도출하고 메가데이터를 지원하는 데 추가적인 사전처리 작업을 요구한다.

빅데이터의 역사
빅데이터의 개념 자체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대용량 데이터세트의 기원은 최초의
데이터센터가 설립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면서 데이터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하던
1960~7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200 년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Facebook, Youtube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수많은 데이터
사용자가 생겨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바로 그 해에 Hadoop(빅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고 분석할
목적으로 생성된 오픈소스)이 등장했다. 이 시기에 NoSQL 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Hadoop 와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빅데이터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빅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보관 비용도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빅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loT(사물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점차 많은 수의 객체와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고객 사용 패턴과
제품 성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 머신러닝이 등장하면서 데이터의 양이 증가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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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사례
구

분

내

용

Netflix, P&G 등의 기업들은 고객 요구사항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

제품개발

한다. 이들은 이전 및 현재 제품, 서비스가 지닌 속성을 분류해 상업적 성공 간 관
계를 모델링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장비결함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장비 생산연도, 제조사, 모델과 같은 정형 데

예측기반
유지관리

이터 이외에도 수백만 개의 로그항목, 센서 데이터, 에러 메시지, 엔진온도 등을 아
우르는 비정형 데이터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기업들은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잠재적 문제를 암시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유지관리를 비용 효율
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부품과 장비 가동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고객유치 경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관점에서 고객 경험을

CX
(Customer
Experience)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눈, 웹 방문기록, 로그 등 다양한 소
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이탈을 줄이고 비즈니
스 관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안은 단순히 소수의 해커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전문 해커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사기행위와

대항하는 것이다. 보안 관련 정세와 컴플라이언스 요구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컴플라이언스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사기 행위를 암시하는 패턴을 식별할 수 있으며 다량의
정보를 종합하여 보다 신속하게 규제보고를 작성할 수 있다.

머신러닝

우리는 이제 기계를 프로그래밍하는 대신 직접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머신러닝 모
델을 트레이닝하는 것은 빅데이터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생산 과정과 고객 피드백, 수익 등의 다양한 요소를 분석 및

운영 효율성

평가해 문제발생을 줄이고 미래의 요구사항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
해 현재 시장수요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 인간, 기관, 기업, 그리고 프로세스 사
이의 상호 의존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분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원동력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데이터 분석정보를 활용하여 재무 및 기획 관련 의사 결정
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장동향과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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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작동방식
빅데이터는 새로운 기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가지 핵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1. 통합
빅데이터는 다양한 서로 다른 종류의 소스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종합한다. ETL(extract, transfer, load) 같은 기존의 데이터 통합 메커니즘으로는
빅데이터에 대응할 수 없으며 빅데이터 세트를 테러바이드, 심지어는 페타바이트 규모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

통합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데이터를 불러와 프로세싱을 거친 뒤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관리
빅데이터는 스토리지를 필요로 한다. 스토리지 솔루션으로는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고 혹은 두가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한
다음 필요로 하는 프로세싱 관련 요구조건과 프로세스 엔진을 데이터세트에 온디맨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터의 현재 위치에 따라 그에 맞는 스토리지
솔루션을 선택하곤 한다. 클라우드 솔루션의 경우 사용자의 현재 컴퓨팅 관련 요구사항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리소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3. 분석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활용하는 순간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가시적인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
데이터를 깊이 있게 탐색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도출된 정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로 데이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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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이란?
과거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든 많은 양의 샘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컴퓨터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의 작업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조차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지식을 구현해야 하거나
사람이 일일이 구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규칙들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난다.
이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머신러닝이다.
기계학습이라고도 불리는 머신러닝은 컴퓨터를 인간처럼 학습시킴으로써 인간의 도움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령 기계학습을 통해서 수신한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다.
기계학습의 핵심은 표현과 일반화이다. 표현이란 데이터의 평가이며 일반화란 아직 알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이다. 이는 전산학습이론 분야이기도 하다. 다양한 기계학습의
응용이 존재한다. 문자 인식은 이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분야이며 어떤 작업에 대해 꾸준한 경험을 통하여 작업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것이 주요 이슈이다.

<머신러닝 개요>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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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 자료> 도시발달과 감염병과의 관계
1. 문명 발상지와 감염병
1) 문명 발상지란?
기원 전 3,000∼4,000 년경 큰 강의 유역지대에서 발달한 최초의 인류문명 발생지. 고대문명 발상지로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 황하 유역의 중국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다. 고대에 있어서 강은 교통의 수단이 되기도 했고, 때때로
범람하여 유역의 평야를 비옥하게 하여 정착농업을 발달하게 하였으며, 음료수가 풍부하여 도시의 발달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고대문명의 발달에 중요한 이바지를 하였다.
이 4 대강 유역에 도시를 형성하게 되자, 사회적 규범 제도 기술 언어 등이 발달하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문명이 형성되었다. 특히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서구문명의 요람」이 되었다.
2)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두 곳 모두 건조기후대이기 때문이다. 건조한 기후대가 박테리아 등 전염병 등에 강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시와 감염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도시 발달과 감염병
1) 1 세기 로마의 도시 구조
(1) 로마의 도시계획
- 그리스의 도시계획에 근간을 두어 발전
- 도로의 기능, 물의 공급, 수도에 관심 ★★
- 로마의 대규모 건축의 특징은 사회 인프라 구축에
있었음.
- 특이한 구성요소로는 테르마이(Thermae)라고 부르는
공중목욕탕과 인슐라(Insula)
※테르마이: 공중목욕탕으로 수원지로 부터 물을
끌어들여 수로를 각 도시 내부로 이어서
공중목욕탕으로 물을 공급받음
※인슐라: 로마 내 특권층이 살던 특별한 건물, 혹은
거주단위
- 로마인은 가로의 배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주가로와 부가로라는 관념을 도입
- 시가를 네 부분으로 분할
-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극장이나 투기장(콜로세움) 그리고 시장이 있었음.
(2) 수도교(Aquaduct)
- 공중욕장과 함께 빠질 수 없는 로마 건축의 특성은 바로 수도교. 수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수도교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옴.
- 로마시대 A.D. 50 년 경 클라디우스 황제 시절에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로마인들이 만들었는데, 시내에서
17Km 정도 떨어진 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축조되어 지금까지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음.
(3) 다리: 수도교와 복합적으로 만든 것들이 있음 - 위로는 물이 지나가고 아래쪽으로는 사람이나 마차가
통행하는 방식으로 설계(수도와 인도를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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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마가 감염병에도 도시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전염병은 대부분 수인성
전염병이고, 상수도를 건설하여 물을 끌어오고 흐르는 곳과 인도 및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2) 18 세기 파리의 도시 구조
(1) 배경: 중세에서는 교역이 활발하게 되어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모여 살게 되었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위생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때때로 유럽에서는 패스트 등의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었다.
위생 면에서도 암흑시대로 불리게 되어 전염병 등의 방지를 위한 하수도 정비는 거의 발전되지 못한 상태로
근세를 맞이하였다.
(2) 파리의 하수도
파리의 하수도는 19 세기까지는 로마 시대의 유산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콜레라의 유행은 파리에서도
하수도 건설의 계기가 되었다. 나폴레옹 3 세하의
오스만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근거한
상하수도가 계획되었다. 파리의 하수도는 당초 분뇨를
유입시키지 않도록 계획되었으나 그 후에 물 사용량의
증대나 수세식 변소의 보급에 의해 1880 년 분뇨를
하수도에 유입시키기로 하였다. 파리의 하수도는 하수,
우수와 가로의 먼지도 제거시키며, 또한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대하수거가 건설된 것이 특징이며,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로 유명하다. 수집된 하수는 교외에 있는 넓은
농지에 관로를 통하여 보내어 관개처리 하였다. 현재는
이 용지는 활성슬러지 처리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3) 이처럼 파리도 도시를 굳건히 지키고 유럽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처럼 하수도를
건설하여 인도와 수도를 구분하여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미래 도시 발달과 전염병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달라진 생활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주로 생활하는 공간=주거 공간 ②도로 상황=사람 이동보다는 물류 이동 증가 ③비대면 서비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4990&cid=43659&categoryId=43659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 4 대 문명 발상지
[출처] https://youtu.be/RVuyjRF0aFU ▶포스트人│포스트 코로나시대 도시공간 재구성│도시와
자료출처

전염병의 관계│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건축사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kdlznzl0727&logNo=220031271473 ▶[블로그]
리틀마틴, 2014.6.14. 서양건축사-로마건축(특징)
[출처] https://cheongju.go.kr/environment/contents.do?key=659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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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4/15

<교사용 참고 자료 1> 미래 주거 공간 설계 방향
<교사용 참고 자료 2> ‘코비하우스’ 앱
1. 미래 주거 공간 설계 방향
“벌써부터 건축 의뢰하시는 분 중에 실내 공간을 키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엔 테라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잘 안듣더니 지금은 테라스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19로 집 안에만 머물러
본 경험 때문이에요.
침실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침대가 침실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전에 요와 이불로 생활할 때는 개어
놓으면 그 자리가 밥 먹는 공간이 됐잖아요. 지금은 침대라는 가구가 들어간 자리는 하루 8시간만 사용하는
죽은 공간이 됩니다.
예전에 낮에 밖에서 생활할 때는 그 공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집에만 있으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을 수 있는 침대, 가변형 침대 같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실내에서도 야외를 볼 수 있는 테라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거에요.

앞으로 미래 주거 공간은 어떻게 바뀔까? <건축가 유현준 교수 인터뷰>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집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집이 수용해야 하는 기능이 늘어났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집 면적이 1.5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즉, 면적의 형태가 증가될 것이다. 둘째, 테라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발코니, 테라스 등 사적 공간이면서 외부 공간-자연공간을 만날 수 있는 공간
들이 많이 필요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만나는 대부분의 자연 공간이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셋
째, 지금의 벽식구조에서 기둥식 구조로 바뀌어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건축구조가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2. ‘코비하우스’ 앱
코비하우스 튜토리얼: https://youtu.be/40W-E8da6RE
코비하우스 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미래 도시 공간을 설계하고 VR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 뿐 아니라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자료출처

[출처] http://naver.me/5YnOrRpi ▶ [경인일보] 김성호 민정주차장, 신지영 기자, 2020.6.24.,
[코로나 19-로컬의 재발견]건축가 유현준이 말하는 ‘도시의 재구성’
[출처] https://youtu.be/RVuyjRF0aFU ▶포스트人│포스트 코로나시대 도시공간 재구성│도시와
전염병의 관계│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건축사
[출처] https://youtu.be/MTWP-0lQ6H0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포스트코로나
심포지엄_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학 교수
[출처] https://youtu.be/40W-E8da6RE ▶[코비하우스-꾸미기] 간단 사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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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5/15

<교사용 참고 자료> 미래 교통시스템 발달 방향
1. 미래에 사용하게 배송 시스템
1) 드론 배송
제품이 필요한 고객이 온라인 주문을 하고, 30분 배
송 버튼을 누른다. 곧바로 물류센터에서 상품이 박스
에 담기고 기다리고 있던 드론이 100m가 넘는 높이
로 날아오른다. 드론이 배달 장소를 자동으로 찾아가
물건을 내려 놓으면 고객이 즉각 찾아간다.
아마존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드론을 이용
하고 있다. 다양한 기호,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여
러 가지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주변 물체와 경로를
감지에 충돌을 회피하는 기술, 착륙할 곳을 찾는 기
술 등이 적용될 것이다.
2) 자율주행 물류배송
정해진 경로를 스스로 주행하고 제어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있다. 로봇이 직접 경로를 탐색해 이동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즉시 멈추도록 한다. 심지어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인식해 따라 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동을 도와주는 큐알코드, 비콘 같은 인프
라가 전혀 필요없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 때문에
초기 도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대형 마트나 병원 등 현장에서 여러 번 실증을
거치며 사고나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
2.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말하는 미래의 교통시스템
도요타에서 만든 스마트시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우버 도시) 바로 지하 자율 주행 로봇만 다니
는 물류 터널이다. 사람이 다니는 터널이 아니어서
천정 높이가 높일 필요가 없어 낮은 공사비용이 든
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눈에 안 보이게 한다. (전선, 상
하수도, 핸드폰 키보드 등..) 그러나 아직도 눈에 보
이는 것이 바로 물류 이동이다. 새벽 배송이 효율적
인 이유는 밤 시간에 도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를 바탕으로 지하로 물류를 이동하는 터널을
만든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물류를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여유 공간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다.

자료출처

[출처] https://youtu.be/mGYCgG4yKwo ▶아마존 "'30 분 배송 드론'…아파트용도 개발중"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Nlb3TjcL0RA&feature=youtu.be ▶ 기술력 높이고
도입비용 낮춘 ‘자율주행 물류로봇’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 i]
[출처] https://youtu.be/RVuyjRF0aFU ▶포스트人│포스트 코로나시대 도시공간 재구성│도시와
전염병의 관계│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건축사
[출처] https://youtu.be/MTWP-0lQ6H0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포스트코로나
심포지엄_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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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잘함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
으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감수성을 신장하였다.

보통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바이
러스를 막기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3
/15

노력요함

잘함

비대면 사회와 드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QR
코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원리를
설명 할 수 있고 미래감수성을 신장하였다.

보통

비대면 사회와 드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QR
코드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노력요함

비대면 사회와 드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잘함

진단키트의 원리와 발명의 기본 원리를 이해
하며 자신만의 발명품을 계획하고 사회에 공
유하며 창작할 수 있으며 미래감수성을 신장
하였다.

보통

진단키트의 원리와 발명의 기본 원리를 이해
하며 자신만의 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

노력요함

진단키트의 원리와 발명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잘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체험을 통해 기본 원
리를 이해하며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미래
감수성을 신장하였다.

보통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기본 원리
를 이해할 수 있다.

6~9
/15

10~12
/15

노력요함

/15

잘함

보통

과거 도시의 변천사를 이해하며 미래 스마트
도시를 상상할 수 있다.

노력요함

자기/동료평가

자기/동료평가지

자기/동료평가

QR 코드,
동료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
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활동결과물

관찰평가

동료평가지

포트폴리오 및
산출물 평가

활동지
산출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과거 도시의 변천사를 이해하고 미래 스마트
도시를 창의적으로 상상해보고 계획할 수 있으
며 미래감수성을 신장하였다.

13~15

평가도구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4~5
/15

평가방법

미래 스마트 도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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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동료평가지(1~6차시)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자기평가

수업 활동에서의 내 역할에 충실하였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사회가 올지 상상할 수 있나
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과 대화 및 협동으로 수업 과제를 해결하였나요?
모둠 친구들이 만든 활동지나 작품이 잘 표현되었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우리 모둠에서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모둠 결과물이 나왔나요?
우리 모둠을 제외하여 제일 열심히 진행한 모둠을 평가해봅시다:

※ 평가 노하우: 코로나 19에 대하여 이해하는 단계로 적극적으로 자기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평가 분위기를 이완하여 준다.
나. 관찰평가지(9~12차시)
학습지
번호

이름
잘함

보통

친구에게 격려 한마디

수업 태도
노력
요함

잘함

보통

노력
요함

혹은
칭찬하고 싶은 친구

※ 평가 노하우: 발명, 빅데이터 이해는 친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다.
옆 친구가 잘 이해했는지 돕고 격려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비대면 수업 Tip :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 패들릿 싸이트에 자신의 발명품과
학습지 및 배움 내용을 업로드 한 후 좋아요 및 반응 기능을 활성화하여 관찰평가
및 동료평가할 수 있다.

*참조 : https://ko.padl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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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트폴리오 평가지(13~15차시)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10

발표

모둠 인원이 도시 계획 전문가처럼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도시를 계획했나요?
모둠 인원의 도시는 창의적으로
설계되었나요?
모둠 인원 모두가 바른 태도로 도시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 하였나요?
우리 모둠의 발표 태도 모습은 어떤가요?

모둠별 협동

모둠별로 협동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나요?

계획
제작
모둠별
평가
(50)

태도

9

8

7

6

합계
모둠원(번호)
개별 자기평가점수(20)
평가 동료평가점수(20)
(50)
추천점수(10)
합계
모둠별평가 점수
종합 +개별평가 점수
평가
상(70이상),
중(50이상),
(100)
하(50미만)

※ 평가 노하우: 미래 도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비대면 수업 Tip : 네이버폼, 구글폼 등 각종 설문조사 도구 플랫폼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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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Foundation] 11.05.19, QR코드 그게 뭔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수연, 06.11, 코로나 19 고위험 시설 들어갈 땐 QR코드 찍으세요
[매일경재] 한상헌, 04.12, 식당 테이블서 QR코드 찰칵, 언택트 주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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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최대용, 19.05.14, 드론 어디까지 가능할까? 드론의 다양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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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STEAM 프로그램 수업 및 결과물 사진
<1~3차시, 코로나와 우리사회>

교사 수업 소감 : 학생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을 공부하여 지금 코로나 19 상
황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가져올 변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제도와 법에 대해 같이 토의하면서 미래사회에 대해
대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뜻 깊었다.
<4~6차시, 코로나와 비대면 사회>

교사 수업 소감 :학생들과 미래 드론의 쓰임새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어보고 같이
QR코드를 만들면서 다가오는 비대면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특히 학생들이 드론을 너무 신기해하였고,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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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차시, 코로나와 과학발명>

교사 수업 소감 : 평소에 사용해보지 못한 3D펜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집중도가 특히 높았던 수업이라 학생, 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명기법을 적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에서 학생들의 창의력에 놀랐다.
학생들이 발명한 자료는 특허청 아이디어 게시판을 소개하며, 아이디어를 가다듬고
제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추천도 하였다.
<10~12차시, 코로나와 빅데이터>

교사 수업 소감: 코로나19 주제에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진행한 수업으로 빅데이터를 알아보고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
해보고 관찰하였으며 AI의 학습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이 재밌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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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차시, 코로나와 미래마을>

교사 수업 소감: 코로나 19라는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STEAM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마지막 수업인 미래 마을
설계하는 활동을 하며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엿볼 수 있었다. App을 이
용하여 가상 미래 건물 설계 활동을 진행하고 미래 마음을 설계한 최종 결과물을 친구들과 같
이 공유하는 수업을 진행하며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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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회의록
회의록

1

회의일시

2020. 7. 2. 목요일 17:00

회의목적

STEAM 연구회 교육 자료 개발

참석자

<참석자: 이성호 권혁우 금상현 전재욱 정홍교 표혜빈>

▪(이성호)

-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STEAM 연구회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보겠

습니다. 일단 저희 STEAM 유형을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 STEAM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통한 확산 모델 개발, 다양한 교과 간 협동 연

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신규 개발, StarT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STEAM 프로
그램 신규개발 유형이 있습니다.
- 우선 기존의 STEAM 연구회 교육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회의내용

▪(전재욱)

- 기존의 STEAM 프로그램 개선을 한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높을 것 같습

니다.

▪(금상현)

- 저는 그것 보다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떠들썩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

에 온라인 등교라는 사상 초유의 일들도 발생하구요.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있는 이것을 교육에 적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성호)

- 두 분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들 어떤 의견이 좋은지 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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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교)

- 코로나 19를 STEAM 프로그램의 소재로 삼는다면 다양한 교육자 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혜빈)

-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자신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흥미도도 높고 적극

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이성호)

- 네 그럼 우리 STEAM 교사연구회는 다양한 교과 간 협동 연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신규 개발을 설정하여 발전시켜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그럼 이제 코로나 19를 어떤식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비슷한 주제끼리 모아 소주제를 형성해보겠습니다.

▪(권혁우)

- 코로나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

이러스의 생김새를 직접 고무 찰흙 등으로 표현을 해본다거나, 이 바이러스의 특징
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정홍교)

-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다양한 법안들이 입법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교육자

료로 삼아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입법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교육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재욱)

- 그러한 입법 과정 속에서 토의·토론도 접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 좋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상현)

-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빅데이터라는 분야가 정말 흥미롭더군

요. 이러한 빅데이터를 코로나 19와 접목시킬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구글
트렌드’라는 것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 ‘구글 트렌드’와 코로나 19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금상현)

- 네 ‘구글 트렌드’는 특정 검색 단어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검색이 되어있는지

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 19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학
생들이 직접 입력도 해보고, 혹은 결과물을 보고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뜨거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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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였는지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라는 검색어가 검
색된 양이 무척이나 많았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검색어가 인
기가 많았을까? 등등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표혜빈)

-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신문기사에서 접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통계자료를 보고 해석하고 판단해보는 과정도 거쳐보는 활동도 있다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전재욱)

- 저는 코로나로 인해 삶의 방식이 비대면, 비접촉화 되어가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

니다. 비접촉의 사회에서 드론의 역할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로봇도 설계
해보는 것입니다.

▪(권혁우)

- 로봇을 설계해 보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 저는 과학발명 분야로 이 주제를 확

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독한 전염병에서 항상 이겨내 왔습니다. 바로
인간의 발명품이 다양하게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K-진단키트가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은 아직 개발 중이지만, 진단키트가 인간의 발명품임
을 학생들이 배우고,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탐구해본 후 학생들 스스로가 꼬
마 발명가가 되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한 발명품을 탐색 및 설계해보는 활동
은 어떨까요?

▪(정홍교)

- 직접 발명도 해보고, 이를 메이커 교육과 접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혜빈)

- 앞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학생들이 코로

나 이후의 세상의 모습, 지독한 감염병 이후의 미래사회를 상상해보고 그려보고,
전시해보는 요소를 주제화 하고 싶습니다.

▪(이성호)

- 선생님들 의견을 모두 이렇게 칠판에 시각화 해보았는데요, 주제화 작업을 위해

분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분류된 항목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명을 한

번 정해볼까요?

▪(이성호)

- 코로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입법과정을 모의역할극을 통해 해보는 것을 ‘코로나

와 우리사회’라는 소주제로 잡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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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현)

- 또한 드론, 로봇, 등등의 소재들을 묶어 ‘코로나와 무인화시대’ 그리고 진단키트

메이커교육 등등을 묶어 ‘코로나와 과학발명’, 구글 트렌드, AI를 활용한 ‘코로나와
빅테이터’ , 마지막으로 미래사회 그리기 및 만들기, 그리고 전시회 열기 등을 묶어
‘코로나와 미래마을’등으로 소주제를 잡아보겠습니다. 수정사안 있으면 말씀해주십

시오.

▪(정홍교)

- ‘코로나와 무인화시대’를 ‘코로나와 비대면사회’로 하는게 어떨까요? 코로나 19로

인해 무인화라기 보단 비대면에 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혜빈)

- 동의합니다. 다른 소주제는 이렇게 설정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성호)

- 네. 오늘은 그럼 이렇게 5가지 소주제를 설정한 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번 회의때는 각 소주제에 맞는 교육 자료를 탐구해보시고, 각 교육활동
에서 필요로 되는 교구나 자료들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저희도 대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으니

다음번 회의는 줌을 활용하여 해보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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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

회의일시

2020. 9. 10. 목요일 15:00

회의목적

STEAM 연구회 교육 자료 연구

참석자

이성호 권혁우 금상현 전재욱 정홍교 표혜빈

▪(이성호)

- 안녕하세요. 지난번 STEAM 연구회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회

의내용에 따라 수업자료도 개발해보았습니다. 수업 적용을 위해 각 차시마다 필요
한 교구나 학습준비물 등을 파악해서 미리 구비를 해야 수업적용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각 수업 주제별로 필요한 교구들을 알아봅시다.
- 먼저 소주제별로 나눠서 이야기 해볼까요?
- 코로나와 우리사회가 총 3차시로 되어있는데요, 내용을 보고 필요할 것 같은 교

구가 무엇이 있을지 얘기해봅시다.

▪(정홍교)

- 이 학습 소주제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아보기. 코로나 19 바이러

스의 영향으로 변화된 사회 모습을 살펴보고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토의토론
하기. 입법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회의내용

▪(권혁우)

- 그럼 코로나 19 바이러스 모형등을 만들어보고 하는데 고무찰흙이나 이쑤시개 등

을 활용하는건 어떨까요?

▪(전재욱)

- 좋은 의견이긴 한데, 음 저희 수업차시가 좀 빠듯하여 바이러스 모형을 만드는데

만 1차시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정홍교)

- 그렇네요. 저는 이번 소주제에서 중요한게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의 모습

을 느끼고 토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적고 공유해볼 수 있
는 포스트잇과 전지 등만 있으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재료들은 기존의
학교에 많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구매는 필요 없을 듯합니다.

▪(표혜빈)

- 네. 첫 번째 소주제에선 크게 필요한 교구들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학생

들이 코로나 19바이러스를 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자료나 읽
을 거리들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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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 네 그럼 첫 번째 소주제인 ‘코로나와 우리사회’에선 딱히 별도로 구매할 교구가

없는걸로 알겠습니다. 다만 적용시키기 전 우리가 연구를 더해보고 필요한 게 있다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 두 번째 소주제 ‘코로나와 비대면 사회’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전재욱)

- 이번 소주제에선 현자와 미래의 비대면 기술의 필요성 알기. 다양한 비대면 사례

와 드론을 통해 미래의 비대면을 상상해보기. 자신의 정보가 담긴 QR코드 제작해
보기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금상현)

- 첫 번째 차시에선 현재와 미래의 언택트 기술의 필요성을 알기 위한 다양한 시각

적 자료가 필요할 거 같구요, 두 번째 차시인 다양한 언택트 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니 드론 구입이 확실히 필요하겠습니다.

▪(표혜빈)

- 각각 다른 학교의 5학급에서 드론을 모두 체험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꼭 사용은 해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성호)

- 맞습니다. 각자 학교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업의 시간에 차이를 두어 한 학급에서
진행하고, 드론들을 전달해주는 식의 방법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홍교)

-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드론의 가격이 제품마다 상당한 차이들

이 있어서 잘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권혁우)

- 저희 학교에서 과학축제를 하며 작년에 드론을 구비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저가

의 상품을 샀더니 정말 한 두번 날리고 고장이 났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달도 해
야 하니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선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재욱)

- 네. 그래서 제가 가격도 적정하면서 내구성이 강한 제품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교육용

텔로 드론이 있더라구요. 이것과 함께 텔로 드론용 배터리 세트를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이성호)

- 그러면 두 번째 주제에서는 드론이 필요로 되니 드론과 배터리를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필요한 물품이 생기게 되면 적용 전에 반
드시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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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 세 번째 주제인 ‘코로나와 과학발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우)

- 네. 세 번째 주제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발명품의 의미와 중요

성을 이해하고, 발명품을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발전시켜 구체화시켜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금상현)

- 1차시에서 진단키트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키트의 원리를

체험해볼 수 있는 D.I.Y. 등이 없을까요?

▪(표혜빈)

- 네. 제가 찾아보았지만 진단키트의 원리를 체험해보는 키트 등은 찾기 어려웠습

니다. 기존 계획대로 코딩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단키트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홍교)

- 코딩프로그램은 엔트리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구매해야하는 교구는

없어보입니다.

▪(전재욱)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발명품을 구상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때 3D펜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금상현)

- 3D펜 활용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만 3D펜의 가격대가 좀 높아

서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혁우)

- 3D펜도 드론처럼 시간차를 둬서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개씩 주는 것은 힘들겠지요?

▪(표혜빈)

- 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3D펜의 단점 중 하나가 결과

물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D펜만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주재료는 상자, 각종 재활용품 등을 활용하고, 3D펜으로는 일정 부분에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에서는 3D펜을 활용할 수 있도록 3D펜

과 3D펜용 필라멘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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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 이제 네 번째 주제 ‘코로나와 빅데이터’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상현)

- ‘코로나와 빅데이터’에서는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사례찾기,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해보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학습원리를 체험
해보기. 등의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혁우)

- 세 번째 주제의 활동은 컴퓨터 및 핸드폰을 활용하는 활동이 주로 구성되어있습

니다. 별도로 구비되어야할 교구나 재료들이 있을까요?

▪(정홍교)

-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학생들에게 생소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자료 및 읽기자료가 필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빅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해보는 활동을 할 시 사고를 확장 및
공유하기 위해 씽킹보드나 포스트잇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로 됩니다.

▪(표혜빈)

- 씽킹보드나 포스트잇도 기존 각자 학교에 잘 비치돼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로되

는 경우 따로 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성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로 되는 교구들이 있을 경우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이성호)

-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인 ‘코로나와 미래마을’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혜빈)

- ‘코로나와 미래마을’에는 전염병과 도시 발달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코로나 19로

바뀔 미래 도시의 모습 예상하기, 주거 공간의 변화 방향 예측하고 설계해보기, 교
통시스템의 변화 방향 예측해보고 모형으로 나타내보기 등의 활동이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전재욱)

- 1차시는 읽기자료 및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2-3차시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및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로 구입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표혜빈)

- 공간설계부분에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주거 공간을 VR로 체험해 보기 위해

구글 카드보드가 필요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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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현)

- 구글 카드보드 활용 시 학생들의 호기심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구

요. 거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도시 공간 재구성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설계한
물류 로봇 전용 지하터널을 모형으로 만들어 체험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혁우)

- 하드보드지 및 필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도로 따로 신

청을 받아 구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성호)

-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섯 번째 주제 적용을 위해 구글 카드보드,

하드보드지 및 필름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렇게 오늘 저희가 개발한 교육 자료를 적용하기 위한 교구 및 물품 등을 구입하

기 위해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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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

회의일시

2020. 9. 15. 일요일 16:00

회의목적

STEAM 연구회 교육 자료 원격수업 적용을 위한 물품 구입

참석자

이성호 권혁우 금상현 전재욱 정홍교 표혜빈

▪(이성호)

-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의를 하게된 목적은 저희가 개발한 교육 자료를 수업에 적

용하기 앞서 현재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교육 자료를 원격수업에 적용시키
기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서적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
씀해 주십시오.
- 먼저 저희가 원격수업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 어떤 물품들이 있어야할까요?

▪(전재욱)

-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교육자료를 현장에 적용시켜야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 대부분의 수업을 원격으로 해야하
는 시기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쌍방향식의 원격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혁우)

- 맞습니다.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교육자

료를 적용시킬 수 있는 수단은 쌍방향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회의내용

있는 것처럼 줌을 활용해서 쌍방향 수업을 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표혜빈)

- 쌍방향 수업시 사실 모든 학생들의 얼굴을 비추며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최소한으로 교사용 미니캠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성호)

- 맞습니다. 사실 모든 학생들에게 캠을 구비해주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수업을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사들만이라도 미니캠을
구비하여 줌을 활용한 STEAM교육자료 적용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금상현)

- 쌍방향 수업때 또한 필요한 것이 팬-태블릿 인 것 같습니다. 마우스로 글씨나 그림

등을 그리며 설명하는 것에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팬-태블릿 구매는 어려울까요?

▪(이성호)

-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팬 태블릿 가격이 다소 비싸서 책정된 예산에서 구

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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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혜빈)

- 아쉽네요. 팬 태블릿이 가장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 이지만, 예산상의 문제니 어

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 사실 교사용 캠 하나씩 사면 빠듯할 듯 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자료 개발과 적용

을 위해 필요한 서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혜빈)

- 요즘 원격수업용 플랫폼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 좀더 교육

적으로 효과적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상하는 수업 구글 클래스룸’을 읽고 연구
하여 이를 적용시켰으면 합니다.

▪(정홍교)

- ‘코로나 19이후의 미래’라는 서적을 읽고 교육 자료로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수업 주제가 코로나 19인만큼 교사 스스로가 코로나 19에 대해 명확히 알고, 이것
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과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상현)

-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체인지메이커 교육’ 이라는 서적을 읽고 교육자료 적용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메이커교육의 요소들이 저
희가 개발한 교육자료와 성격이 부합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발생한 새로운 문제
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전재욱)

- 저는 ‘포노사피엔스’ 라는 서적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출

발을 인류의 변화에서 풀어낸 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책은 인류와 문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
교육자료를 적용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이성호)

- 다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미니캠과 필요로 하신 서적 구입하

여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 좋은 의견 내어주신 선생님들께 다
시 한번 감사합니다.

- 103 -

회의록

4

회의일시

2020. 11. 1. 일요일 16:00

회의목적

STEAM 교사 연구회 세미나 개최 준비를 위한 물품구입 건

참석자

이성호 권혁우 금상현 전재욱 정홍교 표혜빈

▪(이성호)

- 안녕하세요. 이번 회의목적은 곧 있으면 열릴 STEAM 교사 연구회 세미나 개최

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함입니다.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를 위해 다양한 생각들 공유
부탁드립니다.

▪(표혜빈)

- 먼저 세미나 개최를 위해 방역용품이 필요로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단체모임

이 지양되고 있으며 대면 모임이 필요로 되는 경우 방역물품이 사전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권혁우)

- 그러면 세미나 방역물품들을 생각해보아야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균 티슈,

소독제, 손 소독제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욱)

- 공감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마스크를 구비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내용

▪(이성호)

- 네. 그러면 세미나 방역물품으로 마스크, 향균티슈, 소독제, 손소독제 등을 구입하

겠습니다.

▪(금상현)

- 세미나 개최 방향을 연구회 교사들은 대면으로 한 곳에 모이고, 초대되는 손님들

은 줌을 통해 원격으로 참여하십니다. 세미나 개최를 위한 다과도 준비하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정홍교)

- 좋은 생각입니다. 기념품으로는 볼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 네. 세미나 당일 날 필요로 되는 다과와 기념품용 볼펜도 구입하겠습니다. 세미나

당일 날 필요로 되는 물품은 또 없을까요?

- 104 -

▪(표혜빈)

- 저희가 어떤 자료를 개발했고 또 어떤 식으로 수업에 적용했는지 과정과 결과물

이 들어가 있는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전재욱)

- 동의합니다. 현수막 제작은 따로 필요 없을까요?

▪(정홍교)

- 줌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수막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 네. 그럼 현수막 제작할 비용을 책자 만드는 것으로 대체하여 혜빈 선생님이 말

씀주신 내용이 담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한번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 세미나 방역물품을 위해 마스크, 향균티슈, 소독제, 손 세정제 등을 구입하구요,

세마나 당일 날 필요로 되는 물품으로는 다과, 프로그램 소개 책자, 기념품 볼펜입
니다.
-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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