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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본 연구회는 과학교과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중심교과로 하여 각
6차시, 총 18차시의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작하였다.
수업에 중심이 되는 수업모델은 INSPIRES 커리큘럼을 통한 프로젝트형 수
업방식으로 제작을 하였다. INSPIRES 커리큘럼 방식의 수업모델은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맥락을 인식하고, 과학 내용에 중점을 두어 의미 있는 대
화를 장려함으로 사고를 가시화하는 수업을 설계, 학생들이 주제 지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모델이다. 이를 위해 총 6차시단계를 거치며 도입부터 산출물 제작(설계)단
계와 피드백까지 진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점진적 단계를 거치며 주제에 대한 흥미도
증가와 아이디어의 변화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고, 최종 결과물 산출을 통
해 학생의 이해도 및 수업에 참여도, 성장등을 엿볼 수 있었다.
나아가 이를 과학과제 연구, 융합과학 탐구 등의 수업에 적용해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추후 관련 연구가 진행된다
면 해당 교과에서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시도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 1 -

2. 서론
◦ 본 연구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교과의 연계와 실생
활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형 수업을 설계해보고, 현
장에 적용해 보았을 때의 문제점을 찾고 피드백을 통하여 좀 더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보는데 목표가 있다.
◦ INSPIRES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증진과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임으로,
학습 주제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와 다양한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 영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 INSPIRES 커리큘럼을 통한 프로젝트형 수업방식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학습요소를 분석하고, 융합한 수업안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
수 및 협의회를 통해 연구회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활용한 STEAM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 수행 내용
※ 2020년 STEAM 교사연구회의 과제(➀, ➁, ➂) 현재 수행 현황 및 내용
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INSPIRES 프로젝트를 통한 STEAM 수업 모델을 3가지 중심교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
과와 연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였고, 각 중심교과별 6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개발하였다.
- 화학교과, 물리교과, 생명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타 교과를 융합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적용시켜보고자 하였다.

※ 프로그램 개발 중점사항
◦ 과학 교과별 특색에 맞는 INSPIRES 커리큘럼을 구상
- 2, 3학년 대상으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교과군과 다른 교과, STEAM 영역을 연계하여
교과 특색에 맞는 INSPIRES 커리큘럼을 개발
◦ INSPIRES 커리큘럼의 설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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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맥락 : 학습자에게 지적 도전을 제공하는 현실적이고 정의된문제 공간을 제공함.
② 표준 기반 : 국가 과학 교육 표준, 기술 문해력 표준 및 공통 핵심 국가 표준을 포함하
여 더 큰 공동체의 언어와 방법을 정의하는 출판물을 기반으로 함.
③ STEM 실습 : “K-12 과학 교육을 위한 프레임 워크” 내용을 기반으로 함.
④ 협업 – 학생/교사/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정보, 디자인 공유, 대안 협
상 및 합의를 도출함.
⑤ 공유 산출물 :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유, 비판 및 수정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
도록 함.
⑥ 메타인지 – 명시적으로 STEM 사례의 특성을 인식하고 주요 개념을 개별적으로 해석하
며, 피드백을 기반으로 설계 및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등을 통해 메타인지를
활용하게 함.
➜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맥락을 인식하고, 과학 내용에 중점을 두어 의미 있는 대화를
장려함으로 사고를 가시화하는 수업을 설계, 학생들이 주제 지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
라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➁ STEAM 수업 평가 방법 개발 및 적용 성과 조사
- 도입을 위한 다양한 상황제시, 토의, 고민과 자료 조사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서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에 좀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조성하고, 최종 학습목표에 도
달하기 위한 조사활동, 실험활동등의 탐구활동을 바탕으로 교과개념 학습과 더불어 최종
학습과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스스로 얻어갈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고, 학생
들의 피드백 또한 그러하였다.
- 최종 산출물을 제작(설계)하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차시별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해가
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좀 더 세밀하고, 효율적
인 방안들을 설계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각 차시별 제공되는 활동지와 활동지를 바탕으로 각 수업
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관찰하는 관찰평가의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의 평가 방법
이었고, 이 과정속에서 학생들이 완성해 가는 각 단계별 주어지는 탐구 보고서, 실험 보고
서 등을 통해 학생의 생각의 변화와 아이디어의 변화 등의 성장을 평가할 수 있었다.
- 최종 산출물을 제작(설계)하고, 이를 다른 모둠과 함께 평가해 보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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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학습으로 끝을 내지 않고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고, 교사 및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
해 장점과 단점을 배워가는 과정의 방법으로 평가해 봄으로 평가 결과를 넘어 학생들의
사고의 성장을 도울 수 있었다.

➂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 비 공식적인 협의회, 관련성 있는 교과간의 협의회를 바탕으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적
용해 보면서 교사 연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수업모델 개발
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성과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협의회를 통해 협
력 연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외부 행사가 불가능하였고, 외부 행사 참여도 쉽지 않았다. 또
한 내부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힘든 실정이었다.
- 하지만 수업모델 개발에 대하여 교내에서라도 성과공유를 위해 책임 연구 교사의 연구
수업행사를 진행하였고, 수업모델 개발을 하면서 고민스러웠던 모의 실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뮬레인션방안에 대한 주제와 앞으로 탐구해 보길 희망했던 무선 통신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온라인으로 진행)를 진행하였다.

연구수업 사진1

연구수업 사진2

연구수업 후 평가회 사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사진 1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사진 2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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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계획대비 변경된 사항
- 코로나 19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제한적임에 따라 개발 및 수업 적용 시기를
잡기가 어려워 전체적으로 일정이 많이 미루어지게 되었음.
- 올해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구축하여 해당 공간을 이용한 수업 모델 개발과 적용이 동반되
는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이 올해 12월(수능 이후)로 미뤄
지면서 실제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 모델을 적용시켜보지 못하게 된 점이 당
초 계획과 달라짐.
- 차년도에도 실시하게 된다면 기 구축된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모델을 적용해 보고자 함.

프로그램명

INSPIRES 커리큘럼 - 영감이 떠오르는 수업 프로그램 개발

선행
해당 없음.
프로그램명
학교급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중심과목

물리학1
생명과학1
화학2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1
중심과목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1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3학년] 화학2

STEAM
통합과학
프로그램
과학탐구실험
구분
연계과목
미술
수학

개발결과

주제 차시
연번 (시수)
1
6
2

6

3

6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연계과목
[고등학교 1~2학년] 체험, 표현, 감상, 미술의 비평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2학년] 수학, 수학과제탐구
과목 연계(안)
화학2 +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 미술 + 수학
생명과학1 +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 수학
+ 미술 + 생명과학실험
물리학2 + 수학 + 미술

적용 결과 ※ 2020. 11. 23. 기준, 18차시 중 18차시 개발 및 12차시 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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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수행 결과
◦연구 수행 결과
- 화학, 생명과학, 물리학 교과를 중심으로한 프로젝트형 수업안을 설계하였다.
한가지 중심교과로 설계하지 않고 다양한 중심교과를 선택한 이유는 고등학교
현장의 학습 여건 상 배움 중심 수업 및 STEAM 수업을 장시간(6차시 이상) 적
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또한 본 연구회가 추진하게 된 “INSPIRES 커리큘럼 - 영감이 떠오르는 수업
프로그램”의 특성상 최소 5~6차시가 소요되며, 연계성과 깊이를 어느 정도 겸비
한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제작해보고자 하였기에 다양한 중심교과
(3가지)를 바탕으로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게 되었다.
- 수업 적용 결과 도입차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이 도
입부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따라 흥미도의 정도가 달라졌
으며 이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영향을 주는 학생들이 많았다.
구분

수행 계획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2020. 10. 19. ~ 2020. 11. 20.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학생 태도검사

총 18차시 예정
창원대산고등학교 100명(2, 3학년 해당 교과 선택학생)
예정

사전검사

2개 학급(50여명) 실시

사후검사

2개 학급(50여명) 실시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11월 17일
11월 18일(수) 연구수업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실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해당 없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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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교사 연구회를 바탕으로 융합형인재교육(STEAM)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더욱 피부로 느
낄 수 있었고, 이를 어떻게 현장에 적용시켜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교사들만의 문제로
는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다. 이미 많은 교사와 연구원들을 통해 많은 수업
지도안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지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못한 것이 사
실이다. 하지만 이번 교사 연구회를 참여하면서 학교현장에 융합형인재교육의 필요성을 더
욱 느낄 수 있었고, 좀 더 다양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성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개발해 보고자 하였다.
어떤 수업모델을 중심으로 제작해 볼지에 대한 사전 협의회와 토의를 통해 “INSPIRES 커
리큘럼 - 영감이 떠오르는 수업 프로그램”을 주제로 정하고, 해당되는 수업 모델에 대한 연
구와 방식에 대해 함께 연수를 진행하였다. 우선 해당 프로젝트 수업에 경험이 있었던 책임
연구원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당 수업모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해당 교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와 주제를 융합하여 수업과정안을 제작해가는 과정의 시작단계나 만만치 않았
다.
연계성있는 차임새로 6차시 분량을 제작하려다 보니 가장 어려움이 컸던 단계가 도입단계
였다. 어떤 내용으로 도입을 구성해야 학생들이 좀 더 확장적 사고로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
로 주어질 탐구 과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다들 많은 고민과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도입단계를 완성할 수 있었고, 단계적으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탐구실험,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수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 산
출물 제작(설계)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정도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특히, 각 차시별 제공되는 활동지와 활동지를 바탕으로 각 수업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관찰하는 관찰평가의 방법을 기본으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완성해 가는 각 단계별 주어
지는 탐구 보고서, 실험 보고서 등을 통해 학생의 생각의 변화와 아이디어의 변화 등의 성
장을 평가할 수 있었다.
최종 산출물을 제작(설계)하고, 이를 다른 모둠과 함께 평가해 보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
에 대한 학습으로 끝을 내지 않고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고, 교사 및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
해 장점과 단점을 배워가는 과정의 방법으로 평가해 봄으로 평가 결과를 넘어 학생들의 사
고의 성장을 도울 수 있었다.
이번 교수학습 과정안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중심교과로 하여 각 6차시씩 개발하였
다. 본교 교육과정의 편성에서 과학과제연구, 융합과학탐구 등의 교과가 개설되어 있었다면
해당 전문교과를 바탕으로 수업를 총괄적으로 개발해 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2학년 2학기, 또는 2학년을 마무리하고 3학년 1학기 소인수
교과 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수업에서 더욱 효과적인 수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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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INSPIRES 커리큘럼 - 영감이 떠오르는 수업 프로그램 개발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6

(중심과목)
(연계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성취기준 영역
[12화학Ⅱ01-08] 퍼센트 농도, ppm, 농도, 몰랄 농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 가
[12미02-02]
지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다.
[12미03-03]

[12화학Ⅱ01-10] 삼투 현상을 관찰하고, 삼투압을 설명할 수 있다.

2

7~12

[12생과Ⅰ05-06]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12미전02-07]

[10과탐02-08] 탐구 수행으로 얻은 정성적 혹은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

[12생실06-04]

12고수Ⅱ03-11]

과를 다양하게 표상하고 소통할 수 있다.

3

13~18

[12물리Ⅱ01-02-00] 무게중심에 대한 물체의 평형 조건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간단한 구

[12미적03-04]

조물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12입체03-08]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8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6

※ 중심과목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교과 과목의 관련 영역(내용)과 어떤
주제(소재)를 어떻게 융합한 STEAM 프로그램인지 간략히 기술 화학Ⅱ 에 나오는 용액의
농도의 개념을 실생활 속 주제에서 찾아보면서 혈액에 대한 소재를 잡게 되었고, 혈액
투석기의 원리에 담겨있는 삼투 현상을 함께 학습함과 동시에 이를 디자인(A) 해보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학(M)과 기술/공업(T/E)적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투석기를 제작해 봄.
※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10 대 소녀의 이야기에서 혈액 투석기의 기능을 안내받고, 혈액
투석을 통해 질병 치료를 하는 이야기를 소개함( Co ). 이를 바탕으로 혈액에서 효과적으로
노폐물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혈액 투석기를
설계한다( CD ). 신부전증을 앓는 친구의 치료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탐구해 보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도전의지를 가지고, 생명과학, 화학 분야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일으키고자 함( ET ).
주제(단원)명

1~6

용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혈액 투석기 제작

생명과학 교과 –생물다양성과 보전방안

※ 생물의 다양성과 보전방안 프로젝트는 Inspires 커리큐럼에 따라 학습자에게 지적 도전을
제공하는 현실적이고 정의된 문제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융합적
사고(STEAM)로 협업을 통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학적
설계 과정을 거쳐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프로젝트이다.
※ 북극의 눈물 영상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곰의 위기를 소개함( Co ). 또한 ‘6 도의
멸종(마크 라이너스)’의 지구 온도가 1 도씩 상승할 때마다 생성되는 환경재앙을
소개함( Co ).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설계( CD ).하여 생물다양성 시뮬레이션 활동과 모의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자 함 ( 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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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단원)명

1~6

물리학 교과 - ‘균형’ 속 과학

※ 균형 속 과학의 경우 주변에서 쉽게 관찰 가능한 대상(물체, 사람, 건물 등)을 통해 균형이
주는 아름다움과 이 속에 포함되어있는 STEAM 에 관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주제로 균형을 이루는 조건을 알아보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빌을 제작해보기로 한다.
※ 물리학Ⅱ 교과서의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균형과 관련된 실생활의
다양한 예들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하계 올림픽의 한 종목인 체조에 관련된 영상을 통해
움직임 속 균형을 소개한다.( Co ) 또한, 다양한 재료 및 예술영역에서 사용된 균형에 대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그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Co ) 각각의 기본 모형들에
대한 무게중심을 알아보고, 3 차원 공간에서 무게중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무게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모빌을 설계한다.( CD )이를
통해 균형이 유지되는 모빌 및 무게중심이 이동가능한 모빌을 만들어 봄으로서 다양한
사고방식 및 실생활 속에서 과학을 찾아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ET )

(1~6차시-화학교과 중심)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화학 2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3 학년
[12화학Ⅱ01-08] 퍼센트 농도, ppm, 농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Ⅰ.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2) 용액

중심과목
성취기준

몰랄 농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농도
의 용액을 만들 수 있다.

[12화학Ⅱ01-10] 삼투 현상을 관찰하고, 삼투
압을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용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차시

혈액 투석기 제작

1~6

・ 퍼센트 농도, ppm 농도, 몰랄 농도의 뜻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다.
・ 삼투 현상을 관찰하고 삼투압을 설명할 수 있다.
・ 용액의 한 종류인 혈액을 삼투 현상을 이용하여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 혈액 투석기
제작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혈액 투석기를 디자인 할 수 있다.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연계과목

미 술
수 학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2미03-03] 미술 작품 비평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S

용액의 농도, 삼투 현상

혈액 투석 시뮬레이션,
STEAM T/E
저비용, 고효율 투석기 제작
요소
A 표현, 감상
M
개발 의도

수학 시뮬레인션, 지수 함수
혈액에 노폐물이 있는 상황을 통해 용액의 농도에 대한 개념 학습을 실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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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학습하고, 삼투 현상을 이용한 혈액 투석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투석기를 디자인해 봄으로 STEAM 요소를 다룰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자 함.
※ (개발 의도 및 교수·학습 내용 상세설명)

1. INSPIRES 프로젝트
INSPIRES Curriculum은 공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STEM의 모든 영역을 통합하여 학생 참여와
관심의 증가를 목적으로 표준화된 5단계를 말한다. INSPIRES Curriculum의 접근 방식은 실제
적인 공학 설계 과제와 질의 활용 기반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기술 및
과학적 소양을 높이며, STEM 분야에 적용가능한 수업 모델이다.\
INSPIRES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과정을 계속 순환하면서 점차 높은 단계까지 솔루션을 수
행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과정과 비슷한 내용에 있어도 계속 심화하는 과정이므로 똑같은
내용은 없다. 학습 성취 기준에 맞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탐구 및 문제해결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고자 이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INSPIRES 프로젝트 모델

3. 단계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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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내용

STEAM 주 요소

차시계획

식별 및 정의하기

과제 제시

상황제시(Co)

1차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학습 실험

원리 이해와 아이디어를

창의적 설계

(조사, 아이디어 구상, 탐구실험)

구상(쌀과자 분리 실험)

(CD)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학습 실험

원리 이해와 아이디어를

창의적 설계

(조사, 아이디어 구상, 탐구실험)

구상(반투과성막 실험)

(CD)

주어진 재료를 이용한

감성적 체험

장치 설계

(ET)
감성적 체험

모의 실험(최상 해결법 선택)
해결 견본 만들기(프로토타이핑)

장치 제작

해결책 평가하기(테스트)

장치 테스트

(ET)
감성적 체험

해결책에 대한 의사소통

테스트 결과 모둠 피드백

(ET)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참고: G-Suite Google Classroom을 활용한 수업 네트워킹 구성
< 단계별 중점 내용 및 차시별 교수 활동 계획 >
1) 1차시 : 과제 제시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10 대 소녀이야기 영상 제시( Co )
-> 영상 제목 : Joan’s journey; Surviving Kidney Disease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미 리
영 상 에 서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주인공의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한다. 이를
인지해야할
해결하기위해 치료법을 의사가 소개하며 현대 혈액 투석기의 기능에 대해 소개한다.
점들을 확
이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혈액 투석기를 디자인해보자( ET )
인시킨다.
Co
- 설문 조사: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 가지를 적어보세요.(
)
학습지
- 공통 과제 찾기: 설문을 통해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을 정리해 본다.
->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10 대 소녀에게 좀 더 효율적인 혈액 투석 방법을 제안
전개
해 줄 수 있어야 함을 과제로 선정.
(30 분)
모둠별 스
마트 기기
- 자료 조사 및 학습:
-> 용액의 개념 설명: 균일 혼합물인 혈액의 특징 조사. 신부전증의 증상과 발병 활용
원인 등을 용액, 농도의 개념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 용액의 농도(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개념 확인
도입
(10 분)

정리 - 공통 과제 제안
(10 분)
- 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노폐물 제거방법에
대해 차시 수업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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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 2차시 :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자체 실험
학습
과정
도입
(10 분)

교수-학습 활동
※ STEAM 학습 준거 표시(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 투석(확산/여과) 현상 탐구하기( CD )
Co

ET

감성적 체험)

- 탐구: 효과적인 노폐물 제거 방법(쌀과자 분리 실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습지
학습지

- 효과적인 노폐물 이동을 위해 어떤 조건을 변화시킬지 토의 한다.
- 각자 디자인을 구상하여 디자인 설계하여 그림으로 나타낸다.
전개
- 개별 디지인 중 모둠별로 최종 디자인을 확정한다.
(30 분)
- 설계도에 따라 시리얼과 쌀과자를 분리하는 장치를 제작한다.
-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탐구실험
모둠별 스
마트 기기
활용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공유한다
정리
- 개선점을 발표한다.
(10 분)
- 다음 시간에 반투과성막을 이용하여 실험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내용

[지식/이해] ‣ 효과적인 노폐물 제거 방법을 열거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행동/태도] ‣ 실험의 조작변인을 설정할 수 있다.
- 제작에 적극 참여하는가?

평가 기준

- 변인에 대해 토의하고 실험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 다른 모둠의 결과를 잘 경청하고 기록하는가?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공학적인 원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목적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협력하여 하나의 산출물을 만드는 성공 경험
을 주고자 한다.

준비물

실습 재료 일체(각종 크기의 시리얼 등)

3) 3차시 :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자체 실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 STEAM 학습 준거 표시(
감성적 체험)
- 수업 진행의 과정인 ‘DESIGN LOOP’ 포스터를 보며 전체적인 과정을 짤
Co

도입
게 설명함.(
(10 분)

- 탐구:

Co

ET

)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습지

효과적인 노폐물 제거 방법(반투과성막 실험)

- 효과적인 노폐물 제거 방법을 디자인 한다.
- 반투과성 막과 ‘가짜 혈액’을 이용한 노폐물의 여과현상 관찰하기.

학습지

- 가장 효율적으로 가짜 혈액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10
전개
(30 분)

탐구실험

분간 토의한다.
- 다양한 요인 중 1가지 요인만을 선택하여 실험한다.
- 실험 결과를 샘플 시약과 비교한다.
- 실험 결과를 발표하여 공유하고 모둠별 결과를 정리한다.
- 반투과성 막을 통과하는 가장 좋은 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한다.

정리
(10 분) - 다음 시간에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체 아이디어을 통한 혈액 투석기 제작에
대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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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스
마트 기기
활용

내용
학습 목표

[지식/이해] ‣ 투석의 개념을 말할 수 있다.
[행동/태도] ‣ 반투과성 막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 제작에 적극 참여하는가?

평가 기준

- 변인에 대해 토의하고 실험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 다른 모둠의 결과를 잘 경청하고 기록하는가?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공학적인 원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목적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협력하여 하나의 산출물을 만드는 성공 경험
을 주고자 한다.

준비물

실습 재료 일체

4) 4차시 : (모의실험, 시뮬레이션): 혈액투석 시뮬레이션
1) INSPIRES 웹사이트 http://130.85.11.37/imd/default.aspx
2) 온라인 시뮬레이션 데이터
Trial
#

Concentrat
ion
Gradient

Temperat
ure

Molecule
size

Poro
sity

Pore
Size

Surface
Area

Outcome

Time Until
Equilibrium

1

Very Low

Hot

Xtra-Small

high

large

large

Reached
Equilibrium

00:10

2

Very High

Hot

Xtra-Small

high

large

large

Reached
Equilibrium

00:14

３)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 경우와 가장 작게 걸린
경우를 발표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확산의 조건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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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의실험, 시뮬레이션: 수학 시뮬레이션과 결합

- 다양한 조건을 대입한 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한다.
- 혈액과 투석액의 흐르는 방향/ 막공 크기/혈액의 흐르는 속도/투석액의 흐르는 속도
5) 5~6차시 : 장치 제작(혈액투석 시스템 설계 및 제작) 및 해결책 평가하기, 해결책에
대한 의사소통 실시.
1) 설계 조건
가) 변화 가능한 조건
반투과성막의 직경, 반 투과성막의 막공 크기, 혈류속도, 여과액의 속도, 혈액과 여과액이
흐르는 방향(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 등
나) 설계의 전제 조건
·노폐물 배출의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
·설계에 드는 재료들을 모두 나열하고 각각의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비용은 5,000원 이하로 설계하여야 한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율성이 높게 제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혈액은 500 ml로 제한 한다.
·여과액(물)은 1 L를 사용하도록 한다.
·여과액의 양을 다르게 사용할 경우는 1 L로 환산하여 비교한다.
·온도는 42 ℃를 넘지 않도록 한다.
·페트병 사용 시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테이프나 글루건, 파라필름 등 붙이는 도구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비용
: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고 정확한 가격 정보(비용)도 정리 한다.
-> 사전에 해당 자료를 제출 받아 물품을 구입하여 해당 차시 동안은 장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방안도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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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치 설계

예시 자료:

4) 해결책 평가하기(테스트)
- 각 모둠별로 제작한 장치를 테스트 해 본다.
-

테스트 결과를 공유 한다.

-

해결책에 대한 의사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2차시 참고 학습지
모둠원
학번 / 이름
신장 혈액투석기를 만들기 위한 설계 디자인

과정

1. 목표
설계 디자인 과정을 중요성을 이해한다.
비용을 최소화하여 쌀 과자를 다른 곡물 성분과 분리하는 장치를 만든다.
2. 목적
제공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쌀 과자를 다른 곡물 과자와 분리하기 위한
하나 또는 여러 장치를 디자인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세스의 단계/ 장치는 4개 이하여야 합니다.
쌀과자를 분리하기 위해 손으로 시리얼을 만지거나 젓가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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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간이 끝나면 장치에 혼합물을 넣고 분리가 가능함을 보여주어야합니다.
3. 디자인 세우기
시간제한 30분
분리를 위해 제공되는 재료들
: 핫 글루건, 실, 옷 핀, 테이프, 고무밴드, 공예 막대기, 플레시 폼시트, 도화지, 대형 봉투,
비닐 봉투, 가위 빨대, 그릇, 작은 나무 맞춤 못
부분 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테이프는 제외)

자랑할 수 있는 권리 계산법
= (1-(1-최종질량(g)/초기질량(g))) / 비용(원)

4. 계획
재료
글루건 접착제
샌드위치 봉투
폼시트
실
빨래집게
테이프
색도화지
대형봉투
그릇
작은 봉투
빨대
작은 공예 막대기
큰 공예 막대기
나무 맞춤 못

개당가격
10
2
12
2
4
10
5
15
4
4
4
1
2
6
총비용

사용한 개수

초기 질량(g)
최종 질량(g)
총비용
자랑할 수 있는 권리

5. 설계도 작성

< 이렇게 제작한 이유 및 작품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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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3차시 실험 보고서
모둠원
학번 / 이름
삼투 현상과 반투과성 막 실험

1. 실험 목표 : 생체 재료를 이용하여 삼투 현상을 관찰한다.
2. 준 비 물
설탕액(30%, 60%), 비커, 스탠드, 클램프, 1mL 피펫, 계란, 초산
3. 실험 과정
(1) 계란을 이용한 삼투 현상의 관찰
① 비커에 초산을 넣고 계란의 한쪽 끝을 담근다.
② 계란의 겉껍질이 녹은 상태가 되면
③ 투석 튜브의 다른 끝부분을 비벼서 연 다음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용액을 채운다.
④ 1mL의 피펫을 깊게 집어 넣고 고무줄로 단단히 잡아 맨다.
⑤ 용액이 새는 지를 확인한 후 클램프에 설치한다.
⑥ 위와 같이 3개의 삼투압계를 준비한 후 비커에 주머니가 잠길 때까지 증류수를 넣는다.
4. 실험 결과
(1) 시간에 따른 용액의 부피 변화
용액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증류수
30%설탕용액
60%설탕용액

(2) 시간에 따른 용액의 부피 변화 그래프

↑부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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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

(3) 삼투율에 미치는 용질 농도의 효과
결과

증류수

30%설탕용액

60%설탕용액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시간
시작용량
종료용량
총용량
삼투압

5. 토의 및 고찰
(1) PV=nRT ( P = n/v RT = CRT)를 설명하라.

(2) 위의 실험 조건에서 각 용액의 삼투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라.

(3) 삼투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라.

(4)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삼투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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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시 참고 학습지
♦ 모둠에서 제작할 산출물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모둠원

< 설계도 > 크기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이렇게 제작한 이유 및 작품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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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참고 학습지

학번(

)

이름(

)

♦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쓰고, 제작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발생한 문제와 해결책
제시, 완성 후 소감 등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

)모둠

♦ 다른 모둠의 산출물 설명과 테스트 결과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단, 과학적 원리 반영정도, 독창성, 산출물 완성도, 발표 내용전달 등의 관점에서 자유롭
게 쓰면 됩니다.
(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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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

(

)모둠

(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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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 학생활동지 해설, 교사참고자료 등 / 필요 시 추가 가능)
차시

1~6

◎ 1단계(식별 및 정의하기): 수업 도입 영상
영상 제목 : Joan’s journey; Surviving Kidney Disease

▴ 의사로부터 치료과정 설명 듣기

▴ 신장이식 예정인 동생과의 대화

◎ 설문 조사: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를 적어보세요.
· 반투과성막(semi-Penetration membrane)
· 혈액투석의 원리(principle of hemodialysis-engineering aspects)
· 투석 전후 삶에 대한 심리적 변화(mental effect after hemodialysis
· 환자(조앤)의 긍정적인 마인드(patient’s positive mindset)
· 투석의 중요성/필요성(necessity of hemodialysis)
· 혈액투석 과정(노폐물 제거하는 과정)(process of dialysis)
· 신장이식(kidney transplant)
·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support for the patient-from family & friends)
· 신장의 역할(kidne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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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제:Engineering in Healthcare: A Hemodialysis Case Study 프로그램
동기유발 영상에는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10대 소
녀(Joan)이 등장한다. 내용 중 그녀의 치료법과 의사를 소개하며 현대 혈액 투석기
의 기능이 소개된다(Context).
학생들은 팀을 이뤄 ‘가짜 혈액’에서 최소 2.5mg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을 포
함하여 혈액 투석 시스템의 특성과 기능을 모방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테스트
및 개선해야 한다. 이 활동의 관점은 시스템 제작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극
대화한다는 점이다. 최대 시스템 비용은 $ 50 (STEM Practices)로 설정되어 있다.

◎ 용액과 확산, 삼투에 대한 이론
1. Solution (용액)
Solution(용액)은 용질과 용매의 혼합물입니다. 용매는 액체입니다. 용질은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어떤 물집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에서 물이 용매이고 salt(소금)가
용질입니다. Dialysate(투석액)은 투석 중에 사용되는 용액입니다. 물이 용매이고
용질은 electrolytes (예, potassium, calcium, sodium, magnesium, chloride
ions)와 glucose(sugar)입니다. 투석액에 있는 전해질 수치는 사람 혈액의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석 동안 이와 같은 전해질들이 혈액 밖으로
빠져나가고 투석액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소시킵니다. 환자의 혈액 전해질
수치는 투석액을 변동시킴으로서 조절될 수 있습니다. 투석액에 혈액보다 높은
수치의 전해질을 넣으면 투석 동안 환자의 혈액 내로 전해질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2. Semipermeable membrane (반투과 막)
Semipermeable membrane 은 thin, flexible filter 형태이며 특정한 크기보다 오직
작은 입자만을 통과시키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면을 거르는 strainer 의 망을
생각해 보면, 물은 빠져나가고 면은 구멍보다 크므로 빠져나가기 못 합니다.
3. Diffusion (확산)
확산은 원자, 분자 또는 다른 입자들이 고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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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 담겨진 tea bag 이 있을 때에
tea( 차)로부터 분자들이 물에 녹을 것이고 차향을
낼 것입니다.
확산은 고체, 가스, 또는 혈액과 같은 액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동에 대한 에너지는 분자들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고(농도 차이) 바깥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체에서 물질은 세포막을 통하여 확산에
의해 세포 안과 밖을 이동합니다. 투석에서 확산은
인공적인 반투과 막(artificial semipermeable
membrane)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fluid 와
노폐물들이 사람 혈액으로부터 이동하고 전해질이
균혈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4. Osmosis(삼투)
확산에서는 농도 차이로 용질이 이동합니다. 삼투에서는 용매가 막을 통과하여
이동합니다. 삼투는 반투과 막을 통하여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농도의 차이를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확산과 삼투
모두에서, 이동은 두 분자들의 농도가 평형을 이룰 때까지 일어납니다.

물은 통과시키지만 sugar 분자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막에 의해 2 개로 나뉘어진
유리통을 생각 해 보십시요. 한쪽에 물을 채워 넣으면 물의 절반은 막을 통하여
서서히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것은 양측의 물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한쪽에 설탕을 녹여서 양측 사이의 포도당 농도 차이를
만들어 낸다면, 설탕에 의한 삼투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쪽의 물을
끌어 당겨서 설탕물을 만들 것입니다. 이 때 설탕물의 수위는 순수한 물의 수위
이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설탕을 더 첨가할수록 높은 삼투압이 만들어져서
설탕물 수위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위 사진에서 2 번째 그림).
삼투압은 펌프, 중력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한 hydraulic pressure(수압)에 의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Fluid 에 대한 전체 압력은 삼투압과 mechanical forces 를
포함합니다. 위 유리병 예에서 hydraulic(mechanical) pressure 는 중력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설탕물 안으로 끌여당겨지는데 삼투압과 물의 무게에
의해 만들어지는 압력(hydraulic pr.)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삼투압은
설탕물이 희석되면서 감소합니다.
Hydraulic pressure 는 삼투압을 감소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위 사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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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째, 5 번째 그림). 만일 유리병 안에 있는 설탕물의 hydraulic pr.를 올리면
삼투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탕물에서 순수한 물만 있는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원인이 되며 이 원리가 reverse osmosis water treatment devices 에
대한 기초입니다.
5. Filtration(여과), Ultrafiltration(한외여과)
Filtration 은 hydraulic pressure 의 결과로서 filter 를 통한 fluid 의 움직임입니다.
Fluid 는 항상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동합니다. Filter 는 너무 입자가 큰
것은 통과시키지 않고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투석에서 ultrafiltration (UF)은 만들어진 과도한 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UF 에 사용되는 filter 는 semipermeable membrane 입니다. 이 막을 통하여
압력 차이에 의해 혈액으로부터 물을 제거합니다.
Convection 은 물리적 순환 또는 액체/가스의 움직임에 의해 열과 용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투석에서 convective transport 는 solvent drag 를 만들어내며 용매가
semipermeable membrane 을 이동함에 따라서 작은 용질들을 함께 끌고
갑니다.

자 1. http://principlesofdialysis.weebly.com/uploads/5/6/1/3/5613613/2008ccmodule3.pdf
료 2. http://ifoa.llobe.com/wp-content/uploads/2014/03/Osmotic_Processes_Diagram-1024x377.jpg
출 3. 블로그 : 혈액투석의 원리, 투석에 사용되는 과학적 원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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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차시-생명과학교과 중심)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생명과학 1
[고등학교]
Ⅰ. 생물다양성
(5) 생태계와 상호작용

주제(단원)명 생물다양성과 보전방안
학습목표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12생과Ⅰ05-06]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1~6

・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토의하여 발표할 수 있다.
[12미전02-07]

연계과목

미 술
수 학
생명과학실험
과학탐구실험
통합과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타 분야와 연계한 전공
실기를 통하여 창작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2고수Ⅱ03-11]

미분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생실06-04]
특정

생태계를

분석하여

생물과

비생물

환

경 요인을 구분할 수 있다.

S

생물다양성

먹이그물 시뮬레이션, MBL 기기를 이용한 분석
STEAM T/E
UCC 영상제작
요소
A 표현, 감상
M

개발 의도

수학 시뮬레인션, 지수 함수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개념 학습을 실생활과
관련하여 학습하고, 생물카드를 통해 포식과 피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UCC 를 제작해 봄으로 STEAM 요소를 다룰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자 함.

※ (개발 의도 및 교수·학습 내용 상세설명)

1. INSPIRES 프로젝트
INSPIRES Curriculum은 공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STEM의 모든 영역을 통합하여 학생 참여와
관심의 증가를 목적으로 표준화된 5단계를 말한다. INSPIRES Curriculum의 접근 방식은 실제
적인 공학 설계 과제와 질의 활용 기반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기술 및
과학적 소양을 높이며, STEM 분야에 적용가능한 수업 모델이다.\
INSPIRES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과정을 계속 순환하면서 점차 높은 단계까지 솔루션을 수
행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과정과 비슷한 내용에 있어도 계속 심화하는 과정이므로 똑같은
내용은 없다. 학습 성취 기준에 맞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탐구 및 문제해결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고자 이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INSPIRES 프로젝트 모델

- 26 -

3. 단계별 활동 내용
STEAM 주

단계

활동 내용

식별 및 정의하기

과제 제시

상황제시(Co)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학습 실험

원리 이해와 아이디어를

창의적 설계

(조사, 아이디어 구상, 탐구실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학습 실험

구상(온실효과 실험)
원리 이해와 아이디어를

(CD)
창의적 설계

(조사, 아이디어 구상, 탐구실험)

구상(생장곡선 실험)
원리 이해와 아이디어를

(CD)
감성적 체험

구상(생장곡선 실험)
주어진 재료를 이용한

(ET)
감성적 체험

장치 설계 및 장치 제작
독서 활동 연계

(ET)

모의 실험(최상 해결법 선택)
해결 견본 만들기(프로토타이핑)
해결책 평가하기
해결책에 대한 의사소통

참고:

해결책을 위한 모둠
피드백

요소

감성적 체험
(ET)

G-Suite Google Classroom을 활용한 수업 네트워킹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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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계획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 단계별 중점 내용 및 차시별 교수 활동 계획 >
(1) 1차시 : 과제 제시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북극의 눈물 영상 제시( Co )
Tip! 미
리
도입
-> 영상 제목 : 북극의 눈물
영
상
에
서
(10 분)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자 북극곰이 바다사자를 사냥하기 어려워지면서
인지해야할
멸종될 위기에 있다는 상황을 인식한다.
점들을 확
인시킨다.
- 모둠별 활동: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 가지를 적어보세요.(

Co

)

이젤패드
- 공통 과제 찾기: 모둠별 활동을 통해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을 찾아
서 정리해 본다. -> 모둠이 전체적으로 한바퀴 선회하면서 자신의 모둠과 공통점
전개
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체크한다. 체크(∨)가 가장 많은 공통적인 문장을 선
(30 분)
모둠별 스
정해서 토의 내용을 공유한다. ( CD )
마트 기기
- 자료 조사 및 학습:
-> 생물다양성 관련 모둠별 영상이나 기사를 찾아보고 사례들을 다른 학생들과 활용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생물 다양성 개념 확인
정리
- 공통 과제 제안
(10 분)
- 생물 다양성 시뮬레이션 활동에 대해 차시 수업을 예고한다.

(2) 2차시 :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 온실효과 자체 모의 실험
학습
과정
도입
(10 분)

교수-학습 활동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 현상 탐구하기( CD )

- 탐구: 온실효과 시뮬레이션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습지

학습지
- 온실효과 시뮬레이션의 온실가스 비교 활동 설계 (phet.colorado.edu)
(https://phet.colorado.edu/sims/cheerpj/greenhouse/latest/greenhouse.html
전개 ?simulation=greenhouse&locale=ko)
탐구실험
(30 분) - 각자 디자인을 구상하여 디자인 설계하여 그림으로 나타낸다.
- 등비수열에 의한 연평균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예측하기
모둠별 스
마트 기기
-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활용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공유한다.
정리
- 개선점을 발표한다.
(10 분)
- 다음 시간에 반투과성막을 이용하여 실험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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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효과 시뮬레이션

① 온실가스 시뮬레이션으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자.
② 어떤 상황에서 온실가스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지 토의하자.

- 기상청 [지구대기감시 보고서]
기상청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
1800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이고 2000년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367ppm 이라고 한다. 매년 일정하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1800년
에서 2000년까지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를 구할 수 있다. 또 2000년 현재
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67ppm이다. 연 증가율이 0.5%로 증가할 경우 2030년 이산화
탄소의 농도는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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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비수열(원리합계) 합
첫째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n 항까지의 합 Sn

등비수열(원리합계) 합 응용
원리합계: 원금은 a원이고, 연이율은 α이면 n년 후의 원리합계 S는?

S= a(1+α)n

내용

[지식/이해] ‣ 온실효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행동/태도] ‣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가속화를 예측할 수 있
다
- 제작에 적극 참여하는가?

평가 기준

- 변인에 대해 토의하고 실험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 다른 모둠의 결과를 잘 경청하고 기록하는가?

목적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공학적인 원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협력하여 하나의 산출물을 만드는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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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자 한다.
준비물

실습 재료 일체(각종 크기의 시리얼 등)

(3) 3-4차시 : (모의실험, 시뮬레이션): 개체군의 밀도와 생장곡선 자체 모의 실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 아프리카 사자: 개체군 모델링.( Co )

- 탐구:

감성적 체험)

ET

학습자료
및 유의점

세렝게티 분화구의 아프리카 사자의 개체군 모델링 설계

도입
(20 분) - 아프리카 사자 홍역 영상자료
- 아프리카 사자가 홍역에 걸려 개체 수가 급감하는 상황을 설명
개체군의 밀도와 생장곡선 : 아프리카 사자 모델링.(

Co

스마트기기

)

(https://learn.concord.org/resources/102/african-lions-modeling-populati
ons)
-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건조 기후대에서 갑작스런 홍수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어 스마트기기
아프리카 사자의 개체군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설정을 전개하기
- 시뮬레이션으로 개체군의 생장곡선 지수 그래프를 예측한다.( CD )

전개
(60 분) - 개체군 밀도=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 수/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의 면적
- 시뮬레이션으로 박테리아와 사자의 생장곡선을 비교한다.(

CD

)

- 시뮬레이션에서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탐구실험
스마트기기

- 환경 수용력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작한다.
- 인간의 개체군 생장 곡선을 비교한다.
- 앞으로 사자의 개체군은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예측한다. (

ET

)

정리 - 실제 사자의 생장 곡선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10 분) -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이 도래하고 있음을 안내한다.
내용
학습 목표

[지식/이해] ‣ 개체군의 생장 곡선의 개념을 말할 수 있다.
[행동/태도] ‣ 환경 저항과 환경 수용력을 예측할 수 있다.
- 제작에 적극 참여하는가?

평가 기준

- 변인에 대해 토의하고 실험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 다른 모둠의 결과를 잘 경청하고 기록하는가?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공학적인 원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목적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협력하여 하나의 산출물을 만드는 성공 경험
을 주고자 한다.

준비물

실습 재료 일체

- 31 -

지속적인 이해

기본적인 질문

생태학는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연구이다.

어떤 요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 수의 생장

개체 수는 군집에 속하며 환경에 영향을 받아 달

에 변화를 주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라질 수 있다.
개체 수는 매년 변동할 수 있지만, 수학을 사용하
여 생장 속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J자형 생장곡선과 S자형 생장곡선은 어떻게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수학적 모델인 기하급수적인 생장

가?

모델인 J자형 생장곡선과 S자형 생장곡선이 있다.
J자형 생장곡선은 제한 요인이 없을 때 기하급수적

실제 데이터에서 개체 수 모델은 어떻게 적용할

으로 생장 속도가 증가하며 S자형 생장곡선은 제

수 있는가?

한 요인의 출현으로 나타난다.
밀도 의존형과 밀도 분리형으로 나누어지는 제한

사람의 경우 인구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요인은 환경 수용력을 결정한다.
학생이 알아야 할 것

학생들은

§

군집, 개체군, 생태계의 조직 단위의 수준

§

J자 생장곡선과 S자 생장곡선

§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용

§

수용 능력 확인

§

간단한 수학 함수 X와 Y의 기능과 연관성

§

제한 요인에 따른 밀도의존성과 밀도 독립성
구분

수행되어야 할 일

§

실제 데이터에 모델 적용

§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추론하기

기타 증명

§

학생들은 개체 수 증가에 대해 예측한다.

§

학생들은 밀도 의존적인 것과 밀도 독립적인

§

교사가 결정한다.

요인을 구분한다.
§

학생들은 실제 데이터에 자신의 예측을 비교한
다

§

학생들은 실제 개체 수 생장모델에 수학적 모
델을 적용한다.

§

학생들은 사자에 관해 배운 것을 기초로 인구
증가에 대해 추론한다.

수업 절차

토론 질문에 대한 답변

이전 차시:

1. 답변은 다양하다: 1963년 이전의 개체 수는 증

학생들에게 생태학과 군집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가할 수 있다. 수용력, 개체 수 안정화, 또 다

대하여 소개한다.

른 질병이 멸종시킬 수도 있다.

현 차시:

2. 밀렵, 사파리 관광, 새로운 질병, 가뭄, 화재,

학생들은 이 활동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다.

다른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 등은 사자

필수자료

에게 영향을 준다.

모둠별 또는 학생별 컴퓨터

3. 모델링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

학생들을 위한 가능한 토론 질문

다. 만약 우리가 공식이나 함수로 실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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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어떤 유형의 새로운 제한 요인이 소개되는가?
3. 실제 데이터를 조사할 때 수학적 모델을 사용
하는 이유는?

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특히 제한 요인에
대해 안다면 보다 정확히 앞으로 발생될 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5-6차시 :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모의 활동 및 솔루션에 대한 의사 소통 하기)
1) 학생 참여형 영상 나눔 및 개념도 작성(발표)
- 3, 4차시에서 배웠던 세렝게티의 사자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지구온난화로 개체군의 생
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될 환경 재앙 (먹이 부족, 공간 부족, 노폐물 축적, 질병)
에 대해 영상 제작
- ‘6도의 멸종(마크 라이너스)’ 책을 읽고 1도에서 6도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재앙을 근거로 연계하여 제작
- 1차시의 북극곰은 3,4차시에서 배웠던 생장곡선 모델링을 통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
2) 진행 순서
- 핵심적인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용어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 모둠별로 생물 다양성에 관한 개념도를 작성한다. 작성한 개념도를 칠판에 붙여 각 모둠
의 대표가 자신의 모둠에서 작성한 개념도에 대해 발표한다.
- 모든 발표가 끝난 후 교사는 개념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평가 방법
- UCC 발표 루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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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요소

배점

채점기준

상

역할 분담이 주제에 알맞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분담되었고 상호협력이

(10점)
역할분담
1

과
상호협력

중
(8점)
하
(6점)
상
(10점)

2

시나리오

중
(8점)
하
(6점)
상
(10점)

과학적
3

내용의
이해

중
(8점)
하
(6점)
상
(10점)

과학 정보
4

활용 및
의사소통

중
(8점)
하
(6점)
상

과학적
판단능력
5

과
문제해결
능력

(10점)
중
(8점)
하
(6점)

잘 이루어졌다.
역할 분담이 주제에 알맞게 적절히 분담되었고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졌
다.
역할 분담이 주제에 알맞게 적절히 분담되었고 상호 협력이 보통 수준이
다.

시나리오의 구성이 짜임새 있고 구체적이며 주제에 알맞게 계획되었다.

시나리오의 구성이 짜임새 있고 주제에 알맞게 계획되었다.

시나리오의 구성이 보통이고 주제와의 연관성도 보통이다.

모둠원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제에 맞게 정확하
게 표현하였다.
모둠원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였으나 주제를 보통 수준으
로 표현하였다.
모둠원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였으나 주제를 서투르게 표
현하였다.
다양한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편집을 잘하였고 자막과 음악, 소리 등이
매우 적절하게 삽입되어 짜임새 있는 UCC를 제작하였다.
다양한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편집을 하였고 자막과 음악, 소리 등도
보통 수준으로 삽입되어 UCC를 제작하였다.
단순한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편집을 하였고 자막과 음악, 소리 등이
불규칙적으로 삽입되어 UCC를 제작하였다.
UCC로 표현한 내용이 풍부하고 정확하며 원인, 결과 등의 오류가 없이
전개하였다.
UCC로 표현한 내용이 보통 수준이고 원인, 결과 등의 오류가 없이 전개
하였다.

UCC로 표현한 내용이 단순하고 상영 시간이 기준보다 짧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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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도의 평가 루브릭(Rubric for Assessing Concept map)

1. 개념도 작성
concept map
element

breadth of net

매우 잘함
(excellent, 5점)

잘함
(good, 4점)

Map includes most
map includes the important
important concepts;
concepts and describes
describes domain on
domain on multiple levels
limited number of level

보통
(poor, 3점)

미흡
(failing, 2점)

Important concepts
missingand/ or
describes domain on
only one level

Map includes minimum
concepts with many
important concepts
missing

embeddedness &
Several concepts
all concepts interlinked Most concepts interlinked
Few concepts linked to
Interlinked to
with several other concepts with other concepts
other concepts
connectedness
other concepts
Likes are descriptive and Some linked unclear or
use of descriptive links succintly and accurately
Links are vague; show
valid for most
vague; some invlid or
links
describe all relationships
inconsistent relationships
relationships
unclear

efficient links

Most linkes are distinct
each link type is distnct from from others; discriminate
all others, clearly describes concepts; present variety
relationship; used consistenly of relationships; used
fairly consistently

Sevelal links are
synonymous; don’t
discriminate concepts
well;don’t show
a variety of
relationships; used
inconsistently

Most links synonymous or
vaguely describe
relationships and aren’t
distinct from other links

layout

map is contained in a single
page, has multiple clear
hierarchies, is well laid out
and provides a sufficient
number of relevant examles
with links

Map is contained in a
single page, has several
clear hierarchies, is fairly
well laid out and provides
a sufficient number of
fair relevant examples
with links

Map is not contained
in asingle page,
has unclear
hierarchies, is
poorly aid out
and provides some
fairly relevant examples
with links

Map is not contained in a
single page, is confusing to
read with no hierarchical
organization

development over
time(where a
concept map is
built incrementally as
theterm progresses
and new
concepts are learned)

Final map shows
considerable cognitive
progrssion from Base map
and a significantly greater
depth of understanding of
the domain

Final map shows some
cognitive progression
from Base map and a
somewhat great depth
of understanding of the
domain

Final map shows
minimal cognitive
progression from
Base map and a
slightlygreater
depth of
understanding of the
domain

Final map shows no
significant cognitive
progression from Base
map and no increase in the
understanding of the
domain

scores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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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도 발표
매우잘함 잘함 보통 미흡 매우미흡 결과없음
(exellent) (very good) (good) (fair) (poor) (no evidence)

평가 항목
의사소통
∙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발표한 내용을 피드백

10

8

6

4

2

0

10

8

6

4

2

0

하는가? (다른 모둠의 내용과 관점을 존중하고
격려하는가?)
발표
∙ 개념도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발표하는가?
∙ 개념도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질문에
대응하는가?
scores
Comments
Total Score :
참고 : J. Novak & D. Gowin의 개념도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준거

명제(각 1점)

개념과 개념 사이에 연결어로 연결된 명제가 타당한가?

위계(각 수준 5점)

개념들의 위계적 배열이 타당한가?

교차 연결

개념도의 한 부분에 있는 개념을 다른 부분에 있는 개념과 의미 있고 타당하게

(유효한 연결 당 1점)

연결하였는가?

사례(각 1점)

개념의 특수한 사건이나 사물의 예가 타당한가?
발표 사진1

발표 사진 2

모둠별 영상 제작 및 발표

모둠별 시나리오 작성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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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3~4차시 참고 학습지
♦ 모둠에서 예상되는 그래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모둠 활동지 01
< 모델링 > 아프리카 라이온스: 개체군 모델링.
탄자니아 옹고 롱 고로 분화구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옹고 롱 고로 분화구에는 사자, 얼룩말, 누우, 코뿔소 등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과학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동물 그룹을 개체군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체군은 같은 종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이다.
1. 다음 중 생태학의 예는 무엇인가?
① 지진 연구
② 우주 행성 연구
③ 의약품 생성
④ 지구온난화가 고래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분화구 사자
1962년에는 건기 동안 비정상적인 폭우로 분화구에 피를 빠는 파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파리는
사자에게 피부 궤양을 일으켜 감염시켰다. 이듬해까지 사자의 개체수는 75-100마리에서 12마리로 감소
하였다. 이 활동에서 사자 개체군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 두가지 다른 개체군 모델을 탐색한다.
아래 질문에 답하기 위해 Craig Packer 박사가 연구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다.
2. 다음 중 가장 관심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② 지수 성장과 물류 성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③ 실제 데이터에 개체군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④ 개체군 증가에 대해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가?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 추세
개체수는 이출보다 이입, 또는 사망보다 출생에서 증가한다. 이 그래프의 데이터는 1950-1962년의 가
설이다. 연구원들은 분화구에 사자가 75-100마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963년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할 때까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지 않았다.
아래 그래프에서 1960년부터 1963년까지 분화구의 사자 개체수가 감소했다. 다음 중 1960-1963년에
가장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① 이출보다 더 많은 사자가 이입되었다.
② 매년 태어난 사자보다 죽은 사자가 더 많다.
③ 죽은 사자는 없다.
④ ①과 ②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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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지 02

1962-1963년 사이 사자
의 개체수는 질병 발생으
로 거의 멸종되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률은 출생
룰을 초과하였다.
1963년

이후

사자에게

무슨일이 일어났을까?
1963년에 분화구 사자의
개체수는 12마리였다. 이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1964년을 시작으로 예상
되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렇게 그린 이유는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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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지 03

박테리아 생장곡선
1963년 이후에 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기 위해 생장 모델을 사
용한다. 그러나 먼저 생
장 모델에 대해 알아야
한다.
박테리아는 끊임없이 번
식한다. 영양배지에 박테
리아는 한 시간에 한 번
세포분열을

통해

2개의

세포가 된다. 12시간 동
안 생장 곡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자.

기하 급수적 생장
지수 생장 또는 J 커브
(생장)라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생장은 모든 단일
박테리아에 대해 충분한
먹이, 공간이 있을 때 가
능하다. 24시간동안 생장
시키면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박테리아가 가장 빨리 생
장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 시간에 체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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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지 04

박테리아 생장곡선
1963년 이후에 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기 위해 생장 모델을 사
용한다. 그러나 먼저 생
장 모델에 대해 알아야
한다.
박테리아는 끊임없이 번
식한다. 영양배지에 박테
리아는 한 시간에 한 번
세포분열을

통해

2개의

세포가 된다. 12시간 동
안 생장 곡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자.

기하 급수적 생장
지수 생장 또는 J 커브
(생장)라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생장은 모든 단일
박테리아에 대해 충분한
먹이, 공간이 있을 때 가
능하다. 24시간 동안 생
장시키면 그래프는 다음
과 같다.
박테리아가 가장 빨리 생
장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 시간에 체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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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지 05
기하급수적 생장과 사자
박테리아와 달리 사자는
한 시간에 한 번 분열 할
수 없지만 개체 수는 기
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노고 롱 고로 분화구는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
야의 동쪽 가장 자리에
위치한

100평방미터에

2,000피트 깊이의 칼데라
이다.

분화구의

절벽은

근처 세렝게티 사자로부
터 약100마리 사자를 격
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1963-1980년의 실제 데
이터(주황색)이다.

제한요인
1963-1980년까지 분화구
사자의 기하 급수적인 개
체수 증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오
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
다. 예를 들어 패트리 접
시에 있는 박테리아는 결
국 먹이 부족으로 더 이
상 증가하지 않는다. 따
라서 먹이는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
왼쪽 그림에서 분화구의
사자 개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 세가지 제
한 요소 목록을 브레인
스토밍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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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지 06
S자 생장곡선
제한요인이 개체군 생장
에 영향을 미칠 때 시간
경과에 따른 페트리 접시
의 박테리아 생장 그래프
와 같이 S자 생장 곡선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밀도에 의존하고 밀도
독립적인 제한요소는 개
체수의 생장에 영향을 미
친다. 밀도에 따른 제한
요소에는 먹이, 공간/대
피소, 물, 질병 및 포식
이 포함된다.
박테리아의 공간 경쟁이
낮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체크하시오.

제한요인
먹이는 개체군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 중 좋은
예이다. 1980년 이후 사
자의 개체군 생장 비율은
어떻게 될까? 빠르게 생
장할까 아니면 천천히 내
려가기 시작할까? 사자의
개체수는 질병 발생 이전
에

75-100마리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프를 사용하여 1980
년부터 2012년까지 사자
개체수에 대해 예측해서
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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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지 07
환경 수용력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
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환경수용력
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먹이, 서식 공간 등의 자
원에 대한 경쟁은 개체수
가 거의 환경수용력에 도
달할 때 가장 높다.
개체수는 항상 S자 곡선
의 전반기에는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다가 후반
기에는

환경수용력에서

안정화된다.
환경수용력에

도달하는

곳에 두 점을 찍고 선을
그려보자

사자와 환경수용력
1 9 5 0 - 1 9 6 2 년 과
1963-1980년 의 데이터
가 있다. 첫 번째 데이터
는 가상의 환경수용력이
고 두 번째 것은 과학자
들이 수집한 자료이다. X
축의 0은 1963년이다.
1960대 초에 발생한 질
병 발생으로 평균적인 환
경 수용력을 설정하기 위
한 선을 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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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지 08
환경 수용력
1963년 이전에 분화구에
서 사자 개체수의 환경수
용력은 70-90 마리 이하
였다. 앞서 이야기한 바
와 같이 밀도 의존형 제
한요인은

먹이,

서식공

간, 물 질병, 포식에 의
한 것이다. 분화구의 환
경수용력을 결정하는 제
한요인은 50년 전 비교
해서 오늘날은 다를 것이
다. 그러므로 환경수용력
은 변화한다.
1995년과 오늘날 환경수
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밀
도 의존형 제한요인은 어
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기
이 그래프는 지구상의 인
구성장 그래프이다. 4가
지의 다른 색깔이 있다.
-붉은색: 현재
-푸른색: high growth
-오렌지: middle growth
-녹색: low growth
인구는 환경수용력에 도
달할까? 제한요인은 무엇
이

될까?

환경수용력에

도달한다면 무슨일이 발
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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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지 10
반영되는 질문
여러분은

J자형

생장곡

선, S자형 생장곡선, 환
경수용력, 밀도 의존형과
밀도 독립형 제한요인에
대해서 배웠다. 여러분은
실제 데이터에서 개체수
모델을 적용하고 그래프
를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어떤 요인이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J자형 생장곡
선과 S자형 생장곡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
는 실제 데이터에 어떻게
개체수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인구수는 어떻게
추론해서 만들 수 있을
까?

- 45 -

(13~18차시-물리교과 중심)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물리학 2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 역학적 상호작용
(2) 구조물의 안정성

주제(단원)명 균형의 과학
학습목표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3 학년
[12물리Ⅱ01-02-00]

중심과목
성취기준

무게중심에 대한 물체의 평형 조건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간단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
다.

차시

13~18

-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물체의 평형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 구조물이 안정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모양 변형이 가능한
모빌을 제작할 수 있다.
[12미적03-04]

연계과목

수학, 미술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12입체03-08]
기타 입체 조형 분야의 표현 기법을 익혀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다.

S
STEAM T/E
A
요소
M
개발 의도

돌림힘, 알짜힘, 벡터
모빌 제작
균형
무게중심
주변에서 관찰 가능한 여러 구조물을 통해 ‘균형’이라는 요소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을
알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형이 가능한 모빌을 제작함으로서 STEAM
요소를 다룬 수업을 설계함.

1. INSPIRES 프로젝트
INSPIRES Curriculum은 공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STEM의 모든 영역을 통합하여 학생 참여와 관심의
증가를 목적으로 표준화된 5단계를 말한다. INSPIRES Curriculum의 접근 방식은 실제적인 공학 설계
과제와 질의 활용 기반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기술 및 과학적 소양을 높이며,
STEM 분야에 적용가능한 수업 모델이다.
INSPIRES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과정을 계속 순환하면서 점차 높은 단계까지 솔루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과정과 비슷한 내용에 있어도 계속 심화하는 과정이므로 똑같은 내용은 없다. 학
습 성취 기준에 맞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탐구 및 문제해결 과정
을 함께 진행해 보고자 이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INSPIRES 프로젝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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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활동 내용

단계

활동 내용

STEAM 주 요소

차시계획

식별 및 정의하기

과제 제시

상황제시(Co)

1차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학습

창의적 설계

원리 이해

(조사, 아이디어 구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학습

창의적 설계

아이디어 구상

(조사, 아이디어 구상)
모의 실험(최상 해결법 선택)

2차시

(CD)

3차시

(CD)

주어진 재료를 이용한

감성적 체험

장치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해결 견본 만들기(프로토타이핑)

장치 제작

해결책 평가하기(테스트)

장치 테스트

(ET)
감성적 체험

해결책에 대한 의사소통

테스트 결과 모둠 피드백

(ET)

4차시
5차시
6차시

<단계별 중점 내용 및 차시별 교수 활동 계획>
1) 13차시 : 과제 제시
학습
과정

도입
(15 분)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학습자료
및 유의점

감성적 체험)

평균대의 과학 ( Co )
: 영상자료(균형의 스포츠, 평균대의 과학)

동영상

평균대를 이용하여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교실에 일직선으로 테이프를 붙여 평균대를 대신한다.
-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유지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ET

)

Tip! 책 상 이
없는 교실에
서 수업진행

)
Tip! 전 지 를
전개
활용하여 사
(30 분) -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의 공통점을 정리한다.
진을 분류하
- 평균대 위에서 양팔에 무게가 다른 물건을 든 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고 모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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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다.
- 과제 찾기 : 여러 개의 팔에 각기 무게가 다른 물건을 매달아 균형을 유지할 수 생들이 관찰
할 수 있도
있는 모빌을 제작해본다.( CD )
록 한다.

- 균형을 유지한 모습이 담긴 각각의 사진들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정리
(5 분)

- 여러 모빌 작품들과 균형을 유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한다.
- 다음 차시 예고 : 여러 모양의 무게중심을 구한다.

수링
2) 14차시 : 원리 이해
학습
과정

도입
(10 분)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 탐구 : 다양한 입체도형에서의 무게중심 찾기( Co )
: 영상자료(삼각형을 이용한 구조물이 많은 이유?)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 삼각형을 이용한 구조물들을 통해 힘의 분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

학습지

- 평면상의 각기 다른 다각형의 무게중심을 표현한다.
- 공간상의 각기 다른 입체도형의 무게중심을 표현한다.
- 기하학적인 방면에서의 삼각형 무게중심을 설명한다.
전개
- 비균일한 질량분포, 비대칭성 물질의 무게중심을 설명한다.
(35 분)
- 마이크로 비트를 활용하여 균형을 찾아본다.

활동지

- 일상생활에서 관찰 가능한 비대칭 건축물의 모습을 통해 무게중심을 찾아본다.
( CD )
정리
(5 분)

- 정지한 물체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수학적 방법을 정리한다.
활동지

- 차시 예고 : 모빌이 균형을 이루는 이유를 알아본다.

3) 15차시 : 아이디어 구상
학습
과정

도입
(10 분)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 탐구 : 키네틱 아트에 활용된 다양한 모빌영상 감상(
: 영상자료(예술과 과학의 만남, 키네틱 아트)

Co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동영상

- 움직이지 않는 모빌의 모습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 움직이지 않는 모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균형이 깨지는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토의한다.
전개 - 지렛대의 원리를 통해 모빌의 균형을 설명한다.( CD )
(35 분) -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빌의 영상을 통해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
한다.
- 다양한 모빌의 모습을 통해 자신만의 모빌을 간략히 디자인한다.
정리
- 정적인 모빌 및 동적인 모빌의 균형 유지 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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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4) 16차시 : 주어진 재료를 이용한 장치 설계
학습
과정
도입
(10 분)

전개
(30 분)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 철사, 적동패널, 파이프, 종이, 빨대, 무명실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
건으로 제작된 DIY 모빌의 제작 과정을 시청한다.( CD )
: 영상자료(움직이는 조각, 모빌/ 회전 모빌 만들기)
- 과제 : 여러 개의 팔에 각기 무게가 다른 물건을 매달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빌을 제작해본다.( Co )
- 마이크로 비트를 활용하여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본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활동지

- 각기 다른 모양들이 균형을 이룬 모빌 작품을 통해 조별 모빌을 디자인한다.
( ET )
정리
- 모빌의 디자인에 대해 발표한다.
(10 분)

5) 17~18차시 : 장치 제작 및 테스트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빨대, 종이, 무명실, 일회용품 등을 활용하여 조별
(10 분)
로 구상한 모빌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Co )
-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모빌을 제작한다.( CD )
Tip!
전개
제작된 모빌
(70 분) - 움직이는 모빌을 제작할 경우, 한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기 을 영상으로
촬영한다.
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모빌을 제작한다.( CD )

정리
(20 분)

- 제작된 모빌의 모습을 통해 균형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 균형이 깨진 모빌의 모습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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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14 차시

다양한 입체도형에서의 무게중심 찾기

1. 평면상의 다각형의 무게중심 표현하기

2. 공간상의 입체도형의 무게중심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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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일한 물체의 무게중심 위치 구하기

4. 비균일, 비대칭 물체의 무게중심 위치 구하기

학 습 내 용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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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시

모빌이 균형을 이루는 이유?

1. 움직이는 않는 물체의 무게중심 알아보기
<물체의 무게중심>

2. 움직이는 물체의 무게중심 알아보기

<물체의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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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렛대의 원리

1) 지레의 3 요소

2) 힘의 크기

3) 이동 거리

4) 일의 양

4. 자신만의 모빌 디자인 구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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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차시

모빌 디자인(모둠이름:

)

1. 모빌 디자인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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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14 차시

다양한 입체도형에서의 무게중심 찾기

1. 무게중심의 위치 구하기(기하학적인 무게중심)
- 세 변의 길이가 다른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G(무게중심)을 구한다.
(단, 삼각형의 질량 분포가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무게중심을 설명한다.)
- 선분 CD 를 무게중심 G 가 2:1 로 내분하므로 각각의 x, y 좌표를 구한다.

- x 좌표

  
 ×      ×   
    
   

  




- y 좌표

  
 ×      ×  
    
   

  





2. 비균일한 질량분포, 비대칭성 물질의 무게중심
- 물체가 균일한 질량 분포와 모양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중력에 의한 돌림힘(토크)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
 ⊥            

- 전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의 작용점 위치 선정
이 점에서 물체의 회전에 의한 효과인 돌림힘은 각각
의 작은 입자에 대한 돌림힘에 의한 것과 같고 이를 무
게중심이라 한다.




  
  


,




  
  


 


 

,   


단, 질량중심과 무게 중심은 g가 변하지 않으면 같다.

자료출처

https://naverkpsdictionary.miraheze.org/w/index.php?title=%EB%AC%B4%EA%B2%8C%EC
%A4%91%EC%8B%AC&mobileaction=toggle_view_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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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 평가

관찰평가지

효과적인 노폐물 제거 방법을 쌀과자를 이용한 방법으로 설계하
관찰 및
중 고, 제작에 필요한 구성에서 가격이 너무 높거나 설계도의 완성
산출물평가
도가 부족하다.

관찰평가지,
보고서

상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 가지를 작성하고, 신장의 역할,
투석의 이유, 혈액투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충실히 하였다.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 가지를 작성하고, 신장의 역할,

1

중 투석의 이유, 혈액투석에 대한 자료 조사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족하였다.

/18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 가지를 작성하고, 신장의 역할,

하 투석의 이유, 혈액투석에 대한 자료 조사가 전체적으로 미흡하였
다.
효과적인 노폐물 제거 방법을 쌀과자를 이용한 방법으로 설계하

상 고, 제작에 필요한 구성 및 디자인을 바탕으로 설계도를 완성한
다.

2
/18

효과적인 노폐물 제거 방법을 쌀과자를 이용한 방법으로 설계하

하 고, 제작에 필요한 구성을 찾지 못하고 자신만의 디자인을 바탕
으로 설계도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3
/18

4~6
/18

7
/18

8/18

9-10
/18

상

실험 보고서의 결과와 그래프작성, 토의 및 고찰의 내용을 정확
히 작성하였다.

중

실험 보고서의 결과와 그래프 작성은 잘하였으나, 토의 및 고찰
실험 보고서 자기/동료평가지
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였다.

하

실험 보고서의 결과와 그래프 작성이 미흡하고, 토의 및 고찰의
내용의 일부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상

혈액투석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혈액투석기를 디
자인한 산출물을 설계하였다.

중

혈액투석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혈액투석기 디자인에서 비 포트폴리오
용의 측면과 효율의 측면 중 일부 부족함이 있었다.
평가

하

혈액투석의 원리는 정확히 이해하였지만 혈액투석기 디자인을
하지 못했거나 완성된 설계도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실험 및

실험 보고서

작성

(학생용)

포트폴리오
평가지

협력적 탐구 활동 수행을 통해 프롤로그에 근거해서 지구
상 온난화와 관련된 결과를 예상하여 도출하고 시나리오를 완
성할 수 있다.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시뮬레이션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시뮬레이션을 완성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개체 시뮬레이션
상 군의 밀도와 생장곡선, 환경수용력을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
및
여 설명할 수 있다.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중

협력적 탐구 활동 수행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결과
를 예상하여 도출할 수 있다.

하

협력적 탐구 활동 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상

시뮬레이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원인을 찾고 수학적 원리
를 응용하여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모델을 예측할 수 있다.

중

시뮬레이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원인을 찾고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모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하

시뮬레이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과 관련지어 지
구 온난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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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시뮬레이션을 완성할 수 있고 개체군의 밀도와 생장곡선,
환경수용력을 이해할 수 있다.

하 개체군의 밀도와 생장곡선, 환경수용력을 이해할 수 있다.
상
11-12
/18

중
하

오류가 없이 전개하였다.
UCC로 표현한 내용이 보통 수준이고 원인, 결과 등의 오류 포트폴리오
평가
가 없이 전개하였다.

포트폴리오
평가지

UCC로 표현한 내용이 단순하고 상영 시간이 기준보다 짧
게 끝났다.

상

무게중심에 대한 물체의 평형 조건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간단
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다.

중

단순한 모양을 가진 물체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고, 간단한 구
조물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와 방향을 말할 수 있다.

13
/18

UCC로 표현한 내용이 풍부하고 정확하며 원인, 결과 등의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포토폴리오
평가

포토폴리오 및
산출물 평가

하 돌림힘과 무게중심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상
14
/18

15~16
/18

중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하

곡선   와 x 축 및 두 직선      로 둘러싸인 간단한
도형의 넓이를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극한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상

입체 조형에 활용되는 다양한 재료와 용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

입체 조형에 활용되는 다양한 재료와 용구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하

다양한 재료와 용구가 입체 조형에 활용됨을 안다.

상

기타 입체 조형의 표현 기법을 다양하게 익혀 작품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중

기타 입체 조형의 표현 기법을 익혀 작품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하

기타 입체 조형의 표현 기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7~18
/18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가. 관찰평가지(1차시)

번호

이름

지식
설문 조사에 성실히 응답하고, 주어

태도

진 자료 조사 결과를 완성도 있게

수업 참여도

제출하였는가?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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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하

수업 관찰 내용

나. 관찰평가지(2차시)

번호

이름

지식
효과적인 노폐물 제거 방법을 쌀과
자를 이용한 방법으로 설계하고, 제
작에 필요한 구성 및 디자인을 바
탕으로 설계도를 완성하였는가?
상
중
하

태도
수업 참여도
상

중

수업 관찰 내용

하

다. 자기/동료평가지(3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중

하

평가 점수
8
6
4

2

상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빌 디자인에 있어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나요?
모둠 구성원 간의 소통은 잘 되었나요?

모둠 간

목적에 맞게 모빌이 디자인되었나요?

동료평가

모빌 구상에 있어 창의성이 돋보이나요?

라. 포트폴리오 평가지(4~6차시)
모둠명
평가 영역

평가항목

혈액투석기의
목적에 맞게 혈액투석기를 설계하였는가?
목적
디자인 시안의
창의적인 혈액투석기의 모습을 지니고
모둠별
창의성
있는가?
평가
참여도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50)
발표
혈액투석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결과물 완성도 비용과 효율측면에 효과적인 혈액투석기인가?
합계
모둠원(이름)
개별
자기평가점수(10)
평가
동료평가점수(10)
(20)
합계
모둠별평가 점수
종합 +개별평가 점수
평가
상(60이상),
중(45이상),
(70)
하(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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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 자기/동료평가지(7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빌 디자인에 있어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나요?
모둠 구성원 간의 소통은 잘 되었나요?

모둠 간

목적에 맞게 모빌이 디자인되었나요?

동료평가

모빌 구상에 있어 창의성이 돋보이나요?

바. 관찰평가지(8차시)

번호

이름

지식
시뮬레이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원인을 찾고 수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모델을 예측할 수 있는가?
상
중
하

태도
수업 참여도
상

중

수업 관찰 내용

하

사. 관찰평가지(9~10차시)

번호

이름

지식
시뮬레이션을 완성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개체군의
밀도와 생장곡선, 환경수용력을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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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수업 참여도

상

중

하

수업 관찰 내용

하

아. 포트폴리오 평가지(11~12차시)
모둠명
평가 영역
UCC의 목적

평가항목

10

8

평가 점수
6
4

2

목적에 맞게 원인, 결과 등의 오류가 없이
전개하였는가?

모둠별 UCC의 창의성
표현과 제작에 창의성이 있는가?
평가
참여도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50)
발표
혈액투석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결과물 완성도 비용과 효율측면에 효과적인 혈액투석기인가?
합계
모둠원(이름)
개별
자기평가점수(10)
평가
동료평가점수(10)
(20)
합계
모둠별평가 점수
종합 +개별평가 점수
상(60이상),
평가
중(45이상),
(70)
하(30미만)

자. 관찰평가지(13차시)

번호

이름

지식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상
중

하

태도
수업 참여도
상

중

수업 관찰 내용

하

차. 자기/동료평가지(15~16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빌 디자인에 있어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나요?
모둠 구성원 간의 소통은 잘 되었나요?

모둠 간

목적에 맞게 모빌이 디자인되었나요?

동료평가

모빌 구상에 있어 창의성이 돋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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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카. 포트폴리오 평가지(17~18차시)
모둠명
평가 영역

평가 점수

평가항목
10

모둠별
평가
(50)

모빌의 목적

목적에 맞게 모빌이 제작되었는가?

디자인 시안의
창의성

창의적인 모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참여도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발표

모빌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나요?

결과물 완성도

모빌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합계

모둠원(이름)
개별 자기평가점수(10)
평가
(20) 동료평가점수(10)
합계
종합
평가
(70)

모둠별평가 점수
+개별평가 점수
상(60이상),
중(45이상),
하(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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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4

2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6과 연계하여 학생부 기재 예시 작성)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미술) 혈액투석기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설계하고,
제작에 필요한 소재 및 기능에 따라 선택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필요한 양을
선택하여 효율이 높은 모형 제작 능력을 보임.

교과학습발달상황

(화학) 수업을 통해 신장투석의 필요성을 느끼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료 조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과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수행에 적극 참여함. 단계별 수행에서 팀장을
맡아 실험수행 및 설계도 디자인을 도맡아 하였고, 페트병, 빨대 등을 이용한
혈액투석기 디자인 평가에서 동료평가 최고점을 받는 등 가장 효과적인
설계디자인을 제안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음.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물리) 평균대 위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통해 균형이 깨지는 조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함. 사진 속 모습이 지렛대의 원리와 유사함을 설명하며,
2015 모터쇼에 전시된 키네틱 아트 영상을 통해 지렛대의 원리가 다양한 곳에
사용됨을 발표함.

(미술) 핀볼 머신 프로젝트를 통해 중력, 마찰, 에너지 등 물리적 법칙이
됨을 설명할 수 있으며, 초콜릿이 나오는 게임적 요소가 가미된 작품을
구슬의 움직임에 대해 발표함. 단순히 재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작품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포함되어 있는 간단한 과학적 요소를 정리하여 그림, 사진 등의 자료를
하여 설명함.

활용
통해
속에
이용

(수학) 평면상에서 서로 다른 다각형의 무게중심을 표현하여 친구들에게 설명
할 수 있으며 기하학적인 부분에서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좌표평면을 활용
하여 설명할 수 있음. 특히, 균일하지 않는 비대칭성 물질의 무게중심을 조사
하여 실생활의 다양한 물체들을 예로 들어 발표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동아리) 마이크로 비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울기 센서를 활용하여 물체가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렛대의 원리를 시소에 빗대어 설명함. 특히, 다양한 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네틱아트 작품을 활용하여 ‘균형 속의 미’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함.
※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해당 항목 기재 예시 작성
(창체 적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창체 항목 기재 예시는 작성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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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학생 산출물, 사진, 수업 사진 등)

1. 수업관련 학생 산출물 및 사진
<수업 도입에 활용한 자료에 대한 구글 클래스룸 설문조사 및 통계>

<수업 중에 활용한 자료조사 제출 :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자료 제출받고 확인 & 피드백>
이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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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투석기(쌀과자를 이용한) 만들기 산출물>
: 설계에 대한 재료 내역, 효율 등 계산과 설계도 및 설계의 이유등을 보고서로 제출하였고, 아래 자료
는 그 자료 중 학생들이 제안한 투석기의 설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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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과성막 실험 실험 보고서 제출 산출물>

< 혈액 투석기 디자인 제출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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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보고서 사례 1

우수 보고서 사례 2

<수업 중 사진 자료(연구수업 사진 포함)>

수업 사진 1

수업 사진 2

수업 사진 3

수업 사진 4

수업 사진 5

수업 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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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의록 작성)

교과 협의회 회의록
일정

2020. 9. 18 (금)

참석자 김병국, 김경섭, 최재은, 진상민, 김혜련, 김민수
협의 내용

회의 목적 : STEAM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진행
회의 내용 :
- STEAM 프로그램 개발 수업모델 연구 개발, 진행내용 공유 및 협의
- 수업 모델 제작에 필요한 의견 공유 및 검토를 통한 수정 및 보완
- 수업모델 제작에 필요한 내용 자체 연수 실시

협의회 사진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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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협의회 회의록
일정

2020. 10. 17 (토)

참석자 김병국, 김경섭, 최재은, 진상민, 김혜련, 김민수
협의 내용

회의 목적 : STEAM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진행
회의 내용 :
- STEAM 프로그램 개발 수업모델 연구 개발, 진행내용 공유 및 협의
- 프로그램 적용 전후 태도 검사 및 만족도 검사 준비 및 실시 조율
- 수업모델 제작에 필요한 내용 자체 연수 실시
협의회 사진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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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협의회 회의록
일정

2020. 11. 17 (화)

참석자 김병국, 김경섭, 최재은, 진상민, 김혜련, 김민수
협의 내용

회의 목적 : 연구수업 실시 전 협의회
회의 내용 :
- STEAM 수업 적용에 대한 토의
- 프로그램 적용 전후 태도 검사 및 만족도 검사에 대한 피드백
- 연구 수업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사전 의견 제시 및 토론
- 연구 수업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업
협의회 사진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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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협의회 회의록
일정

2020. 11. 19 (목)

교장, 교감, 김병국, 김경섭, 최재은, 진상민,

참석자

김혜련, 김민수

협의 내용
회의 목적 : STEAM 교사 연구회 최종 평가회
회의 내용 :
- STEAM 수업모델 적용한 수업 과정안 전반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 프로그램 적용 시 학생들의 반응과 피드백에 대한 공유
- 연구 수업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 자체 세미나를 통한 역량강화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협의회 사진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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