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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약문
STEAM과 발명교육의 융합적 접목을 시도하여 STEAM-maker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결과,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도, 배려심, 자아 효능감, 과학 진로에 대한 선택
력이 강화되었음. 또한 실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라는
사회적 실천력이 강화됨. 또한 학생의 STEAM-Maker로서의 가능성을 높임.

2. 서론
◦ 수학, 과학에 흥미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STEAM교육 프로그램 개발
◦ STEAM과 발명, Maker 교육과의 융합적 접목
◦ 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역량 강화

3. 연구 수행 내용

※ 2020 STEAM 프로그램 연구 수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➀ 2020 STEAM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적용

: STEAM교육과 발명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Change Maker 되기’를 통하여 사회적
실천력을 강화한 프로그램 개발
➁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연구 및 조사
: 프로그램 개발- 부록1 참조
학생 생활 기록부 기재 방법 부록 1- 7번 참조
적용 성과-4.연구수행결과 5.결론 및 제언 참조

➂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노력
: 부록2 참조

※ 프로그램 개발 중점사항(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였는지 작성) :
수학시간에 배운 그래프 그리기를 활용하여 우리 반 친구와 우리 가족의 스마트폰 사용 실
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산출해보고, 스마트폰 사용 관련 연극을 해봄으로써 중독 및 예방에
대한 감수성을 키운다. 또한 목공 기술을 익혀 스마트폰 보관함을 만들어 스마트폰 중독 예
방주간에 사용해봄으로써 스팀 산출물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기회를 갖고, 학생들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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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력을 강화한다.

※ 학생 태도검사 대상의 선정 이유:
공동 연구 및 설계를 맡은 교사의 반을 포함하여 태도검사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는 6학
년을 선정하였음.

※ 당초 계획 대비 변경 내용:
-목공 수업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제품 구상을 위해 재료비 비중을 높였음. 4~6차시를
기존에는 토론으로 계획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연극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연극수업으로 변경되었음.
-당초 1,2차 설문조사 인원을 92명으로 계획하였으나, 1차는 계획한대로 진행되었고 2차의
경우 조사를 11월 5일~6일동안 학교에서 진행하였다. 당시 steam.kr 사이트에서 학생용 만
족도 검사지의 검토 사항으로 사이트가 닫히는 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 인원보다 적은 인
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 2 -

4. 연구 수행 결과
◦연구 수행 결과
-STEAM 수업 적용 및 학생 태도검사(만족도 검사 포함) 실시
-스마트폰 중독 예방주간 행사 운영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수행 계획
총 12차시
2020. 9. 1. ~ 2020. 10. 23.
수청초등학교 5학년 29명, 6학년 120명
수혜
7월 13일, 6학년 4개 학급(92명) 실시 완료
11월 5일~6일, 6학년 4개 학급 중 51명 실시 완료
11월 5일 실시
2020. 7.13.-2020. 7.17. ‘STEAM주간행사‘ 운영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학생 태도검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2020. 9. 25. 1교시(9:00~9:40) 수업공개 완료
2020. 10. 5.~16. STEAM 산출물을 활용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주간’ 개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논문 또는 학술대회
특허출원(국외, 국내)

◦과제 수행 결과 분석
사전 검사인 1차, 사후 검사인 2차의 결과를 평균을 내었다. 그 결과 크게 네 가
지 항목에서 평균의 향상이 있었다.
1), 2) 수학, 과학 흥미

수학흥미
과학흥미

시기
1차
2차
1차
2차

평균
2.482926829
2.756862745
2.536585366
2.819607843

표준화 편차
0.658431522
0.779039127
0.742287455
0.721392988

t
-2.172995623
-2.089530669
-2.161049584
-2.175585584

유의 확률
0.0315794853
0.0393911425
0.0325102236
0.0317562512

3) 과학배려
시기
과학배려

1차
2차

평균

표준화 편차

t

유의 확률

3.134146341
3.405228758

0.568635544
0.513436031

-2.772746
-2.839812792

0.00636960011
0.005344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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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 자아 효능감
시기
과학진로
선택

1차
2차

평균

표준화 편차

t

유의 확률

2.567073171
2.901960784

0.776833534
0.692961816

-2.517469778
-2.585638295

0.0130255484
0.0109661388

특히 이 항목들은 t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STEAM-Maker의 창의 톡(talk)톡 우리 가족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수행 결
과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도, 과학 배려심, 과학 자아 효능감, 과학 진로선택
면에서 향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예전보다 모이기가 불편하여 줌이나 메신저 그룹 채팅을 많이 사용
하다보니 개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다.
-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하여 참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다.
-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해 봄으로써 앞으로도 동학년 선생님이나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
과 학교에서 STEAM 수업을 실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붙었다.
- STEAM 프로그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이 인식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다.

※ 교사연구회의 전체 회원 사이의 협력적 활동 내용
- 스팀 자료 개발 연수 중 전체 회원에게도 연수를 제공하여 교직원들의 목공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움
- 구리 테이프로 불 들어오는 카드 만들기 연수 실시

※ STEAM 수업 수혜 학생들의 반응(인터뷰)
- STEAM교육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수업활동인 것 같아요. 수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
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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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 교육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해주셨으
면 좋겠어요.
- STEAM 수업을 하고 나서 수학이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각각의 과목을 시간마다 배우는 것보다 여러 과목을 섞어서 같이 함께 배우니까 내용이 머
릿속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 목공 수업을 처음해서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즐겁게 수업을 했다.
손수 만든 목공품이 실용성도 좋아서 볼 때마다 뿌듯하다,
- STEAM-메이커 목공수업이 이렇게 즐거운 건지 처음 알았다. 재미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더
해보고 싶다.

※ 교사연구회를 통해 참여 교사들의 STEAM 수업 역량 증가 내용 및 설명 제시
-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교육과정 재구성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면서 재구성 역량을 증
가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교과서 내의 재구성이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융합
을 통한 재구성은 아이들의 흥미도 증진시키고 교사의 효능감 및 자신감도 신장시켜주었습
니다.
- 교사 연구회의 자료 개발 연수를 통하여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
습니다. 앞으로도 각각의 재능을 공유하는 시도를 지속해야 겠습니다.

※ STEAM 교사연구회와 해당 STEAM 수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교육과정이 이전 해 말부터 학기 초에 계획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 연구회 신청 및 진행 시
기가 앞당겨져서 교육과정 짜는 단계부터 미리 적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스팀에 대해 아이들에게 소개할 때 소개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STEAM관련 소개자료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사항 및 시사점
- 미래의 교육에는 STEAM과 같은 융합 수업이 더욱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 교과서 개발
차원에서부터 선생님들이 개발한 다양한 STEAM수업 내용들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 아
직까지도 교과서 내용을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많기 때문이다.
- STEAM연구회에 대해 홍보가 많이 되어 그동안 선생님들이 개발한 자료들을 다른 선생님들
도 적용해보고 발전시켜 보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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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명)

STEAM-Maker의 창의 톡(talk)톡 우리 가족 디지털 디톡스!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중심과목)
(연계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성취기준 영역
[6실05-05] 사이버 중독 예방, 개인 정보 보호 및 지식 재산 보호의 의 [6수05-04]

연번

차시

1

1~3/12

2

4~6/12

3

7~10/12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과13-01]

4

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자료의 정리

[6국05-04]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6 실 05-05]
기술활용

[6미02-03] 표현

11~12/12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운동과 에너지

[6수05-04]
자료의 정리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2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스마트폰 사용 현황 분석하기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과 적정 사용의 필요성을 알고 스마트폰 중독 정도
자가검사를 해본다. 그 뒤 Co 띠그래프, 원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반 친구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사해서 띠 그래프로 나타내본다. 마지막으로 ET 우리반 가족들의
가족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우리반과 우리가족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분석한다.
Co

1~3/12

주제(단원)명
4~6/12

반지네 가족을 구하라!

Co
반지네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학습을 구성한다. 먼저 자원관리(시간)의 중요성 알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해본다. 그 뒤
CD 가정 생활에서 스마트폰 바른 사용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써본다. 마지막으로 ET 모둠
친구들과 연극(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한 반지네 가족 이야기)을 만들고 발표한다.

주제(단원)명
Co

7~10/12

다양한 목공 작품 및 스마트폰 보관함 예시를 보면서 나만의 스마트폰 보관함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그 뒤
ET

주제(단원)명
Co

CD

ET

나무와 친해지기(목공 기초 익히기) 시간을 갖고

스마트폰 보관함에 충천기 연결하는 방법 익혀서 나만의 스마트폰 보관함 만든다.

마지막으로

11~12/1
2

나만의 스마트폰 보관함 만들기(목공수업)

ET

외부를 디자인하고 보관함 사용 규칙을 모둠 친구들과 만들어본다.
2 주간의 실천 결과를 통계 포스터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2 주간 실천한 스마트폰 줄이기 프로젝트 결과 발표회 기획자가 되어

CD

그동안

스마트폰 보관함 사용 결과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주간 실천 결과에 대한 통계 그래프를
만들어, 통계 포스터를 제작해 본다. 제작한 통계 포스터를 전시하고, 다른 모둠의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ET

실천 결과에 대해 느낀점을 이야기해 보고, 친구들의 지속적

실천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붙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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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1~3차시
중심과목

실과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기술 활용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발명과

로봇(개인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5~6 학년
[6실05-05] 사이버 중독 예방, 개인 정보
중심과목
보호 및 지식 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성취기준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정보와

지식

차시
1~3/12
재산보호)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을 알고,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원그래프와 띠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고. 생활 속의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분석할
수 있다.
수학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초 6수05-04]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
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S
T QR코드를 활용하여 우리반 친구들 스마트폰 사용시간 조사하고 띠 그래프로 나타내기
E
A
M 띠그래프, 원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우기. 조사한 내용을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로 나타내기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스마트폰 중독 문제라는 실생활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시간에 배운

개발 의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런 기회를 통해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를 높이고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고 목적에 맞는 그래프
를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이 일으키는 문제점에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롤 체
크해본다. (실과)
-수학의 그래프 그리기 방법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 학급 친구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가족
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에 관련된 그래프를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를 활용하여 그려본다. (수학)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수집할 때는 구글 설문조사 폼과 QR 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SW)
-그래프를 그려본 뒤에는 그래프 각각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이 차시는 사전 과제 제시가 중요한 차시로 사전에 ‘넌 얼마나 쓰니’ 앱을 설치하여 객관적으로 자신
과 가족의 사용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창
※스마트폰에
중독된 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시각화하
뇌 살펴보기
적
※스마트폰
사용습관
기
설
자가 진단하기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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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반 친구들 스마
트폰 사용시간 조사띠
그래프로 나타내기
※스마트폰
사용습관
원그래프로 나타내기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 약물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다?

Co

https://www.youtube.com/watch?v=Y-ka6TG1zXY
도입
(10 분)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 알아보기
스마트폰 사용습관 자가 진단하기

Co

ㆍ스마트폰 사용습관 진단은 인터넷중독상담센터의 스마트폰 중독여부
자가진단(http://iapc.or.kr-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으로 대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 발표하기
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를 같이 해보기로 제시

중독에
대한 경각
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자
료를 제시.
스 마 트 폰
사 용 습 관
자 가 진 단
검사지
Tip!

스마트폰 바른 사용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려는데 필요한 준비물 의논

CD

하기
ㆍ수학 5 단원의 도입 그림을 보고, 도입 그림에서 학교 신문기자로 활동하는
친구들과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게 한다.
ㆍ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ㆍ그래프가 있는 기사문과 없는 기사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 때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

리

가족

사용

시간

조사

하기

과제

사전

안내,

가족의

스

마트폰

사

용에

대해

인터뷰하기
과제도

띠그래프, 원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우기

CD

ㆍ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기
ㆍ백분율을 구하고 띠그래프, 원그래프를 알아보기
전개
( 105분)

QR코드 및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반 친구들 스마트폰 사용시간 조사하고

CD

띠 그래프로 나타내기
ET

그린 띠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반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하기

ET

우리 가족 스마트폰 사용습관 원그래프로 나타내기

CD

미리 과제로 조사해 온 우리 가족의 사용시간을 QR 코드를 활용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우리반 가족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이번시간에 배운
원그래프 그리기 방법을 활용하여 나타내본다.
ET

오늘 우리가 그린 그래프 분석하고 그 원인 생각해보기

ㆍ그래프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반과 우리 가정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ET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 말해보기
정리
ㆍ QR 코드를 자료를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
(5 분)
ET 실생활에서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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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시

사

4~6차시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국어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5~6 학년
중심과목

[초등학교] 문학
발명과

로봇(개인

[6국05-04]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
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성취기준
정보와

지식

차시

재산보호)

4~6/12

※그래프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모둠 친구들과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한 반지네 가족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연계과목

수학

성취기준 영역

[초

6수05-04]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S
T
E
A 연극을 통해 모둠 친구들과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한 반지네 가족 이야기 만들기
M 띠그래프, 원그래프를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쓰기
학생들의 생활이 반영된 문제를 연극 단원과 통합해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연
극은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극의 인물을 연극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할 수

개발 의도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과 타인 이해라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간접적
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먼저 반지네 비밀일기 동영상을 시청하고 핫시팅 기법 토론 질문 만들기를 한다. 질문을 구성할 때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핫시팅 토론 후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떠올리며 가정 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기를 주장하는 글을 써본다. (국어)
글을 쓸 때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수학)
글을 발표한 뒤 체득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한 반지네 가족 이야기
연극을 구상한다. 구상한 연극을 연습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국어)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창
STEAM
학습
준거

※반지네 가족을 구하라!

스마트폰 중독에 처한 가족

상
의
을 도와 줌으로써 우리 가정
황 ※반지의 비밀일기
적
제 애니메이션 감상하기
에서의 스마트폰 중독 극복
설
시
필요성을 체험하도록 한다.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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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의 비밀일기를

연극으로 재구성해
봄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해결이 가져다
주는 장점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기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Co 기자가 되어 한 가족을 인터뷰하기
반지의 비밀일기 37화 중독된 가족
https://www.youtube.com/watch?v=i8SLvWCJCTI

ET

감성적 체험)

핫시팅
법

Co

반지네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점 함께 이야기 하기

Co

뜨거운 의자(핫시팅) 기법을 활용하여 반지네에게 질문할 토론 질문 만들기

Tip!

기

질문지

자료 제시

ㆍ반지의 가족 역할을 맡은 친구에게 질문하고 답하기
도입
( 20 분)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항아리

질문 만들기가 끝나면 뽑기를 통해 반지 가족 역할을 맡는 친구를 정하고 그 우기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역할을 맡은 학생은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가족을

채
동영

상

최대한 분석해 그 역할에 감정을 이입하는 기회를 갖고, 질문하는 학생에게는 (https://ww
Co

스마트폰에 중독된 인물과 대화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w.youtube.

자원관리(시간)의 중요성 알기

com/watch

ㆍ항아리 채우기 동영상을 감상하며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하지 않으면 우리의

MTKrE)

시간을 올바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도한다.

Tip!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복습하기

CD

?v=r1tkDT
그래프

에 나타난
ㆍ 논설문의 개념과 특성 지도하기
ㆍ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 및 주장에 대한 논거로 지난 시간의 그래프가 사용될 수 결과를 해
있음을 알게하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방안 토의하기
ㆍ 주장하는 글을 쓰기 전에 모둠 친구들과 다양한 실천방안을 토의해서 정리하기
CD

가정 생활에서
충족하는 글쓰기)
CD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기를

주장하는

글쓰기(조건을

< 조건 >

전개
( 90 분)

-지난 1~3차시 때 만들었던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기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잇는 사실을 넣어서 기사문을 완성하기
-반지네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글쓰기
-자원관리(시간)가 잘 될 경우 긍정적인 점을 포함하여 글쓰기
ET

자신이 쓴 기사문 발표하기

모둠 친구들과 연극(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한 반지네 가족 이야기) 구상하기
ㆍ스마트폰 중독 극복하기 전과 후 비교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상할 수
ET

있도록 지도한다.
모둠별로 연극 연습하기

ET

모둠별로 연습한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한 반지네 가족 이야기 연극 발표하기

ET

정에서

왜

그런

결과

가

나왔는

지

추측하

는

활동으

로 추론 능
력과

의사

소통

능력

을 기를 수
있다.

을

기사글
쓰면서

과 정 중 심
평가를

동

시에 진행

ET

Tip!

과

Tip!

ㆍ친구들의 기사문을 듣고 동료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10 분)

석하는

동료평가를 진행하여 아이들이 모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친구들의 공연을 본 소감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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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

7~10차시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실과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5~6 학년

[초등학교] 기술 활용
발명과

로봇(개인

정보와

지식

중심과목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

성취기준

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차시

재산보호)

7~10/12

※목공의 기초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목공 재료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보관함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스마트폰 보관함의 사용규칙을 정할 수 있다.
[초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연계과목

미술

연계과목

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성취기준 영역 [초 6과13-01] 전지와 전구, 전선을 연결하여 전
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STEAM
요소

S
T
E
A
M

스마트폰 보관함에 충전단자 연결하기
다양한 목공 기초 기술 익히기
나만의 스마트폰 보관함 디자인하고, 외부 꾸미기
스마트폰 보관함 수치 계산하기
노작교육의 특징은 ①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활동에 참여하되, 작업하여 무엇인가를 만들
어내는 활동이며, ② 다양한 정신적 특성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활동이
고, ③ 일정한 절차나 기술에 익숙하게 하면서도 개인적인 변용이나 집단적인 협동의 가

개발 의도

능성을 열어주는 활동이다. 노작교육의 일환인 목공 수업은 그 자체로서 스마트폰 중독에
서 벗어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가르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또한 작업을 통해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성취감, 그 성과물을 일상 속에서 활용해보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
공하고자 개발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 바구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상한 뒤 다양한 목공 작품 및

스마트

폰 보관함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술적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작품을 보며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고 나의 스마트폰 보관함을
구상해본다. (미술)
-목공 수업에 필요한 기초 기술 및 보관함에 충전 단자 등을 연결하는 방법(과학)을 배우고 나만의
목공 스마트폰 보관함을 만든다.(실과)
-스마트폰의 외부를 스텐실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예쁘게 꾸며준다.(미술)
-보관함이 완성되면 모둠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 예방 주간동안 어떻게 가정에서 보관함을 활
용할 것인지 보관함 사용규칙을 정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창
상
※나무 종류와 목공 다 의 ※STEAM-Maker가 되어 나만의
황
루는 방법을 배우면서 적 창의적인 스마트폰 보관함 만들
제
나무와 친해지기
설 기(목공수업)
시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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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목공 작품
감상하기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Co 관련된 영상 시청
- KBS 연중 캠페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스마트폰 바구니’
https://www.youtube.com/watch?v=uaJLIQhjwYY
Co
Co

ET

감성적 체험)

다양한 목공 작품 감상하기
다양한 스마트폰 보관함 작품 감상하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다양한

목공

작품

및

스마트

폰

보관함

작품을

감

상 하 면 서
미술적

아

이 디 어 를
떠올릴

수

있게 한다

도입
(20 분)

CD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관함 예시를 보며 스마트폰 보관함을 만들 때 어떤 점을 구상자료
준비물
고려해서 만들어야 할지 생각하기
(도화지,
사인펜,
Co 모둠 친구들과 스마트폰 보관함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토의하기
색연필,
매직 등)
CD 내가 만들고 싶은 스마트폰 보관함 구상하기

Co 나무로 스마트폰 보관함을 만들 때 필요한 목공 기초 기술 배우기
전개
(130 분) ㆍ목공 시간에 주의해야 할 점 알아보기
Tip!

사전에 안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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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시
간을 제공
하여 아이
들이 목공
기초기술을
익힐 수 있

ㆍ다양한 목공 기초 기술 익히기 (나무의 종류 알기, 망치로 못박기, 장도리로

도록 한다.

못빼기, 톱질하기, 드라이버로 나사못 박고 빼기, 전동드라이버로 나사못박고
빼기, 전동드릴로 구멍뚫기)
ㆍ배운 내용 실습하기
Co

목공 수업에 필요한 기초 기술 및 보관함에 충전 단자 등을 연결하는 방법 배

우기
나만의 목공 스마트폰 보관함 만들기
ㆍ자신이 사전에 구상한 스마트폰 보관함을 나무를 활용해서 만들기
CD

스마트폰 보관함 외부 디자인하기
ㆍ시각 디자인을 활용하여 눈에 잘 띄는 보관함 만들기
CD

ㆍ개성을 지닌 스마트폰 보관함 외부 디자인하기

CD 모둠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 예방 주간동안 어떻게 가정에서 보관함을
Tip! 규칙의
활용할 것인지 보관함 사용규칙 정하기
예를 제공
ㆍ사용 규칙을 토의하고 사용규칙을 적어보기(집에서 가족만의 우리 사용규칙
하여 자세
정리
다시 협의하기
하게 규칙
(10 분)
을 정할 수
ㆍ예: 집에 들어오면 바로 스마트폰을 보관함에 넣어둡니다.
있도록 지
자기 10 분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충전합니다.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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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차시
중심과목

국어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 5~6 학년

중심과목
[초등학교 5~6 학년] 듣기, 말하기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4.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S
T
E
A
M

개발 의도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11~12/12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통계 포스터를 제작한다.
※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 여러 사람 앞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초등학교 5~6학년] 표현
연계과목
수학
[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성취기준 영역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실천 결과 발표회 준비하기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통계 포스터로 나타내기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모둠에 방문한 관람객에서 평균과 그래프 설명하기
※이번 수업은 학생들이 실천 결과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여하는 태도를 정리하고 발표
회의 기획자로서, 관람객으로서 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결과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여한
다. 본 수업에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프로젝트 발표회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포
스터 및 발표 자료를 준비한다. 둘째, 프로젝트 발표회에 기획자 및 관람객으로 참여하
여 전체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학급 친구들과 공유한다.

이번 수업은 2주간의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프로젝트 결과 발표회를 하는 부분이다. 우선 박물관, 공
연, 학예회 등을 관람하러 갔을 때의 경험을 상기시킨 후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여하는 태도에 대한 이
야기를 나눈다. 프로젝트 발표회를 관람 할 때 주의할 점과 발표할 때 신경써야할 점을 나누어 정리해
봄으로써 역할마다의 참여 태도를 익힌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발표회를 위해서 발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 번째 활동으로는 미술
교과와 연계하여 시각이미지를 활용하여 통계 포스터를 제작하고 발표한다.
수업 마무리 부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배운 점, 느낀 점을 학급 친구들과 나누고 친
구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붙임 쪽지에 적어 우드락에 붙여 전시하여 공유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통계 포스터로 나타내기
STEAM
상황
학습
제시
준거

※ 프로젝트
발표회를 위해
필요한 것
떠올리기

창
의 ※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적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설
계 ※ 프로젝트 발표회 참여하기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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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참여한
소감 공유하기
※ 지속적 실천을
응원하는 한마디
붙이기.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문제 상황 확인하기
Tip! 전체적인 프
박물관, 공연 관람에 대한 경험 이야기 나누기
로젝트
발표회 과
-박물관, 공연 관람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정을
안내하고
학
-관람할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불편했던 경험 이야기하기
생들의
의견을
받
-관람 할 때 주의할 점과 발표할 때 신경써야할 점 이야기 나누기
아
수정
및
보완
Co 프로젝트 발표회 안내하기
도입 -스마트폰 줄이기 실천 결과 발표회의 기획자로서, 관람객으로서 프로젝트 발 하여 구체적인 계
획을 세운다.
( 10 분) 표회 참여 과정을 안내하기
교실에서 발표회
학습문제 제시하기
가 진행되므로 다
Co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통계 포스터를 제작한다.
※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 여러 사람 앞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른 친구들의 쾌적
한 발표회 관람을
위하여 서로 배려
하도록 한다.

[활동1] 시각적 이미지로 통계 포스터로 나타내기
[활동 1]
스마트폰 줄이기 실천 결과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통계 포스터로 나 스마트폰 줄이기
실천 후 통계
타내기
- 2주간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했던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의 실천 결과 통계 자료, 활동지,
CD

꾸미기
자료(평균과 그래프 등)를 살펴보며, 알게 된 내용(순위, 항목 간의 비교, 예
자료(도화지,
상과 결과, 느낀점) 정리하기
사인펜, 색연필,
-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 구상하기
매직 등)
- 관람객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통계 포스터
제작하기
Tip! 1~3 차시 미리 만들었던 그래프들과 이번에 만든 그래프 모두를 활용 Tip!
설명에 주
어지는 시간이 한
해서 포스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번에 10 분 내외
[활동2]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임을
제시한다.
CD 발표 원고 만들기
발표
원고
작성
-조사 주제,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자료 종류, 시작하는 말, 설명하는 말, 끝 맺
후 모둠 친구들과
는 말 등이 들어가도록 발표 원고를 제작하기
발표 리허설을 해
전개
[활동3]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여하기
보고 관람객의 예
(90 분) Co 프로젝트 발표회 주의점 알아보기
상 질문을 떠올려
-발표할 때, 경청할 때 유의할 점 이야기 나누기
답변하는 발표 연
Tip! 모둠에서 2 명씩 짝을 이루어 관람객에게 발표하는 기획자 역할을 한
습을 한다.
다. 둘이서 서로 상의하여 발표 과정의 역할을 동등하게 나누도록 한다.
Co 각 모둠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모둠 토의를 통해 제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프로젝트 발표회 참여하기
- 프로젝트 발표회 참여 방법 알아보기
Co

협동학습 방법 중 ‘둘 가고 둘 남기’를 활용하여 1부, 2부로 나누어 발표회
[활동 2]
를 진행한다. 1부에 모둠에서 2명은 기획자가 되어 관람객 친구들에게 설명
하는 역할을 하고 모둠의 나머지 2명은 다른 모둠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되 발표 원고 활동지
어 설명을 듣는다. 2부에서는 기획자과 관람객의 역할을 바꾸어 발표회를
[활동 3]
진행한다.
이젤, 모둠별로
- 프로젝트 발표회 즐겁게 참여하기
- 모둠 친구들끼리 배움 공책에 정리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프로젝트 발 준비한 발표 자료
표회에 참가한 소감을 나누기

프로젝트 마무리하기
ET

전체 프로젝트 참여한 소감 나누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배운 점, 느낀 점을 학급 친구들과 나누기

정리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 및 바르게 사용하기의 지속적 실천을 응원하는
( 20 분) 한마디를 붙임쪽지에 적여 전시하기
Tip! 전체 프로젝트의 과정을 떠올리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
들이 정리한 내용을 교실에 게시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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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쪽지,
우드락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3/12

위기탈출! 스마트폰 중독 자가 검사지
6학년 (

번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목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5
6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
각이 든다.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11
12
1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
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
는다.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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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성명 : (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비율그래프>

1. 띠그래프 한번에 정리
6학년 (

)반 이름 (

)

스마트폰! 우리반 친구들은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시간 단위)
1. 표로 정리

이름

활동

2. 한눈에 파악하려면? ⇛

(

ㅂ

이름

ㅂ

ㅇ

활동

) 을 이용하여 나타내보자!

1시간

2시간

3시간

스마트폰

1시간

이상~2

이상~3

이상~4

4시간

사용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초과~

미만

미만

미만

사람
백분율

합계

100%

3. 띠그래프 그리기

띠그래프 그리는 순서 및 주의점
➀주어진 자료의 (
) 크기에 대해 각 항목이 차지하는 (
➁각 항목의 (
)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하기
➂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만큼 띠 나누기
➃나눈 띠 위에 각 항목의 명칭과 크기를 쓰기
➄띠그래프의 제목을 쓰면 완성

- 17 -

)구하기

차시

4~6/12

인물 되어 보기(핫시팅 토론)
6학년 (
역할

질문 모으기

의사 선생님

아빠

엄마

반지

동생

)반 성명 : (
자리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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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

11~12/12

프로젝트 발표회 원고 만들기
모둠 구성원들과 함께 토의하여 우리 모둠의 발표 계획을 세워 봅시다.
6학년 (

(1) 발표 상황을 떠올려 보고 발표 상황의 특성 생각해보기
듣는 사람
발표 상황의 특성
발표 주제와 내용
자료 제시 방법

발표 장소
▸
▸
▸
▸
▸

(2) 발표 원고
제목:
시작하는 말:
활용할 자료:

설명하는 말:

끝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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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성명 : (

)

1.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기 학습지

활동 01

통계 활용 포스터 살펴보기

1. 통계 포스터의 정의를 찾아 빈칸을 채워봅시다. (※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 참고)
통계포스터는 하나 이상의 연관된

를 사용해 자료를 요약하고,

여러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자료를 분석한 것을

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tip: 우리가 사용해볼 수 있는 예시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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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02

마인드맵으로 주제 정하기

1. 조사할 주제는? (

)

2. 조사 동기 및 목적은?

5. 교사자료
차시

1~3/12

1. 스마트폰 이별주간의 주요내용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통합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이별주간“ 기획하였
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2017년에는 다양
한 방식의 스마트폰 리터러시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단순히 학생에게서 스마트폰
을 뺏는 방식이 아니라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폰앱 선도학교(10
개교)를 지정·운영하고, 학교급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여
교사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지도ㆍ소통 역량을 강화한다.

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스마트폰 이별주간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
하고, 스마트폰중독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유형별(스마트폰ㆍSNSㆍ게임 등) 상담프로그램과 협력

- 21 -

하여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우울증과 같은 공존질환을
보유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담과 병원치료를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다. 스마트폰 중독을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가 함께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차원
으로 캠페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유관기관들의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사례를 공유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령별ㆍ계층별 수요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예방 교육의 다변화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등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교
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미디어교육 연구회, 스마트러닝 연구회 등 여러 전문가 집단이 합심하
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을 올바르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이별주간 활동을 통해 범국민 캠페인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스마트 쉼 캠페인
스마트폰은 요즘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됐다. 어딜 가도 스마트폰을 만지
는 사람을 볼 수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스마
트폰 터치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첨단

기술이 일반화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 스
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유아나 청소년
들에게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
으로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생겼는

데, 이것은 말 그대로 디지털로 인해 정신이
나 몸의 건강에 독소가 퍼진 것을 해독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디톡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TV, 인터넷, 스마트폰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하루 동
안 디지털 기기를 안 쓰는 날을 지정하여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진행할 정도이다. 이 운동을 확산시
키기 위해 디지털 디톡스 마케팅도 등장했는데 예를 들면, 숙소에 머무는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
하지 않으면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서
울시는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주일(1)에 한 번(1), 한 시간(1) 스마트폰을 끄고 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자’는 내용의 ‘스마트폰 1-1-1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내에선 ‘등굣길
OFF 하굣길 ON 운동’, ‘스마트폰 에티켓 5 선정’ 등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족단위로 해볼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캠페인’도 시기별로 운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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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다이어트 (Media Diet)
넘쳐나는 미디어와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과도한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깨
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선생님들이 만든 운동이다. 다이어트
가 신체적인 건강을 의미한다면 미디어 다이어트는 정신적인 건강
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이다. 즉, 미디어 다이어트란 미
디어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을 기르기 위한 ‘가족 사랑 운동’이다. 실제로 미디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순간적인 느낌이나 동기가 생겨 시작을 하다보면 실
패의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우리 스스로 미디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생각보다 쉽게 미디어의 유혹에 넘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미디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것
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가족들이 모두 동참하여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만 미디어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3. 스마트폰 중독과 폐해
스마트폰 사용 역기능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신체적 유형 :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7명(71.0%)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을 겪
었으며, 수면장애(45.0%), 안구건조증(43.1%), 목·손목·허리 통증(41.3%) 순으로 나타
남
- 심리적 유형 :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6명(65.9%) 이상이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으로 심리적 불편
함을 겪었으며, 분노(42.9%), 짜증(40.5%), 불안(31.6%), 우울(30.5%) 순으로 나타
남
- 삶의 질 유형 :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다(15.1%), 삶의 질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
다(10.9%)는 낮게 나온 반면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64.3%), 삶의 질이 이전보다
좋아졌다(76.2%)라는 긍정적 의견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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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
스마트폰으로 인해 어떤 신체적 문제가 올는지 아직 정확한 연구는 없다. 하지만 과거 인터넷 중독으로 생
길 수 있는 신체적 문제와 더불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적 문제들이 총망라되어 나타날 것
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은 우선 발병되면 매우 고통스러우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서서
히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최선임을 기억하면 좋을 듯하다.

(a)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밤에 잠을 자다가도 ‘카톡’, ‘딩동’ 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내용을 확인한
다. 이렇게 잠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뇌에 태양을 들이대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바로 모든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포함되어 있는 블루라이트 때문이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유도 호르
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중에서 푸른빛이 가장 강한 380~500나노미터 사이의 빛을 말한다. 우리의 눈
이 블루라이트에 심하게 노출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안구건조증, 안구피로증 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디지털기기(모니터, 스마트폰, LED TV) 및 LED조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더 많이 블루라이트
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b) 디지털 격리 증후군 (Digital isolates syndrome)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디지털 격리 증후군인데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소통할 때는
편하지만 직접 만나서는 제대로 놀지 못하고 어색해지는 것을 말한다.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들
과 함께 노는 중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심지어 바로 앞에 있는 친구와 문자로 대화를 하는 현상
을 말한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은 잠시 동안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
해 이런 기기들을 만지게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외로워지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
털 격리 증후군이 심화되고 있다.
(c)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팝콘브레인 현상이란 튀긴 팝콘처럼 곧바로 튀어 오르는 것에만 반응할 뿐 느리게 변하는 진짜 현
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 뇌의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력이 크게 떨어져 일
상생활에서 문제를 겪는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무조건 팝콘브레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에 노출이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될 가능성이 있
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 (25.5%)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연구 결과
도 있다. (정부 2014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발표 중)

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어떤 정신적 문제가 일어나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할 수 있는 기능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인터넷 중독과 비교하
여 각종 정신 질환을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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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같은 질환이 생기는 것인지, 이런 정신 질환으로 인해 더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인지
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들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다른 사용자군보다 쉽게 나타
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과 함께 발생하는 정신 질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음은 틀림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하지현 박사가 인터넷 중독 양상을 보이는 초등학교 4~6학년생들
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인터넷 중독 집단에서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장애와 주요우울장애가 나타나는 확률이 일반 사용자들보다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강
박장애·정신분열병·사회공포증 등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 중독이 우리 생활의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신질환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a)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용어는 이제 흔하다. 일반인들에게는 용어가 생소하
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소 산만하고, 폭력적인 친구들을 지칭한
다고 보면 좋다. ADHD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조사해보니 유독 TV 시청이나 인터넷 게임을 더
좋아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더욱 쉽고 간편하게 TV
나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마트폰이 ADHD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ADHD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을 그
만하고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며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ADHD 학생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보상이나 성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지 못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끊임없이 경
험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의 유혹은 그만큼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에 더 의존적
인 성향을 가질 것이고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나올
수도 있다. 셋째, 늘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보여 주변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자주 주의를 받
던 ADHD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이면서 만족감과 자존감을 느끼기도 한다.
아울러 ADHD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게 질리고 항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
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해주는 스마트폰에 쉽게 빠져들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b) 우울증
우울증이 과다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발표됐다. 스마트폰
에 깊이 빠지게 되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자연스럽게 학업 및 사회

적 활동에서도 점차 문제가 생기며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점점 외부와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민감해 사람들 사이에서 생
겨나는 우울증을 많이 경험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그만큼 상처도 쉽게
받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이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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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상처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
이지만, 그것은 점점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상황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새로 발생하거나 더욱 악화되는 경우들
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c) 충동조절장애
스마트폰 중독이나 고위험군 사용자들은 새로운 자극이나 즉각적인 보상에 매우 민감하다. 푸쉬 기능
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동에 대한 반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잊고 있다면 알람이나 메시지를
보내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과거 컴퓨터를 켜야만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사용
자들은 이제 스마트폰만 열면 언제 어디서든 게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경쟁적으로 게
임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SNS와 연동한 게임들이 개발되어 친한 친구들과 경쟁적으로 게임
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욕구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
유로 스마트폰은 강한 승부 근성과 자극을 추구하는 아이들이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가 힘들다.

4. 스마트폰 이별주간 운영의 방향
ㅇ 사용자들의 직접적으로 심각성 인식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여부에 대해 양육자의 38.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전년
(33.6%) 대비 4.4%p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스스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
한 문제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이별주간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ㅇ 스마트폰 소양 교육의 걱정·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과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정서발달(51.3%)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유·아동 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 지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2명 중 1명(49.9%)이 사용시
간 제한을 꼽았으며 컨텐츠를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함.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 스스로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신장시키는
교육이나 캠페인의 필요성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ㅇ 가정 내 노력 지속될 수 있도록...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모들은 신체적 활동, 놀이 등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
거나(58.9%) 사용 장소·시간 등 사용규칙을 지도한다(56.1%)가 높게 나타났으나,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주는 유형으로 스마트폰 이용 시 양육자가 함께하기(26.4%)나, 양육자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노력(23.5%)은 응답자의 약 1/4 수준에 그침. 학교와 협조하여 거시적인 차원에

서 스마트폰 소양교육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이별주간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스마
트폰 사용습관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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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폰 사용습관 자가진단 중독 척도 채점기준 및 설명

자료출처

2019년
스마트폰
원)-2019.12월

과의존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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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

차시

4~6/12

1. 뜨거운 의자(핫시팅) 기법 토론
뜨거운 의자(핫시팅) 기법 토론은 교육 연극 기법 중 하나이다. 학생들이 텍스트 속 인물이 되어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 때로는 빈 의자를 두고 그 인물이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하기도 한다. 역할을 맡은
학생은 텍스트 속의 인물을 연기해야 한다. 역할을 맡은 학생은 그 역할을 최대한 분석해 그 역할에
감정을 이입한다. 질문하는 학생은 텍스트 속의 인물과 대화하는 경험을 한다.

2. 역할별 유의할 점

∘ 역할 대표: 역할 대표는 질문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다. 답변은 역할 대표만 할 수 있다.
예비 대표와 교대했을 경우에는 질문자 역할을 한다.
∘ 예비 대표: 역할 대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생겼을 때, 또는 더 좋은 대답을 알고 있을 때
역할 대표 자리에 앉아서 역할 대표 역할을 한다. 10 분 이상 혼자서 질문을 받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쉽지 않은 일이며, 여러 명의 학생이 답변할 경우에 더 다양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 질문자: 자유롭게 다니면서 각 역할 대표에게 질문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같은
역할에 또 다른 질문이 생기면 줄 맨 뒤로 이동해 질문할 차례를 기다린다. 모형 마이크를
든 사람만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한 뒤에는 다음 질문자에게 마이크를 넘긴다. 마이크를
두는 까닭은 발언권을 제한해서 교실이 소란스럽지 않게 하고, 마이크를 든 학생이 질문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료출처

박부성(2009). 평균도 다양하다! - 수학으로 생각하기.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2019. 08. 2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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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10/12

1. 노작교육의 가치와 그 시사점
노작교육의 가치는 크게 인지적 측면에서, 심리 및 정서적 측면에서, 신체와 건강 유지의 중요성 강조
의 측면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의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지적 측면
노작교육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가치는 학습자가 노작교육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인지적 구조의 변화
와 반성적 사고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노작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성과 성찰의 과정은 학습자
의 인지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 노작 활동을 통해 지식과 과정을 성찰하는 능력, 손으로 결과물을 만
들어내는 실천 능력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인지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식과 실천 능력이 통
합적으로 발달된다. 이러한 작용을 통하여 문제 해결력, 사고력과 같은 고급사고력이 길러진다.
2) 심리 및 정서적 측면
두 번째로 노작 활동의 정서 및 심리와 관련된 가치는 첫째, 아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아동마다의 타
고난 욕구, 특성의 다양함을 인정하여 인간소외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둘째, 감정과
욕구의 발산을 통한 정서적 순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3) 신체와 건강 유지의 중요성 강조
세 번째로 노작교육은 몸, 신체를 교육의 담론으로 이끌어 신체와 건강 유지의 가치의 중요성을 재고
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과도한 경쟁 논리와 지적 수월성보다는 몸, 신체를 중요한
교육의 요소로 보며, 감각뿐 아니라 몸, 즉 신체의 회복과 건강성에 관심을 둔다. 몸은 정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조건이고, 세계와 관계를 맺고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몸을 교육 활동 전반에 걸친 기본요소로서 사고, 의사, 감
정 등 다른 모든것을 결정짓고 관여하는 모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며, 이를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킨다. 이는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몸의 전체성과 소중함을 성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고요한, 2001, pp. 8-9; 정훈, 2009, pp. 103-104).
4) 공동체적 가치 회복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과 이를 함양하는 것을 교육의 역할로 부각했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페스탈로치와 케르셴슈타이너는 노작 활동을 통해 아동이 공동체를 인식하고, 이에 소속되는 법
과 소속감을 느끼고, 이에 기여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였다. 노작교육의 학습 활동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는 다수의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 크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2. 목공교육의 교육적 효과
첫째, 생산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낼 수 있다.
큰 목재로부터 톱질, 대패질, 연마가공, 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 형상의 구조물을 직접
완성하여 실생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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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간개념과 인과론을 인식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일정 이상의 두께와 폭, 그리고 길이를 지닌 판재를 다듬어서 과제물의 각 부재를 만들어 가면서 전체
와 부분, 공간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톱질을 통해서 톱밥이 생성되고, 형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한다든지, 사포질을 통해서 재면이 매끄럽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인과관계를 체득케 할 수
있다.
셋째,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배양이 가능하다.
목재는 인체친화적이면서 가공이 쉽고, 실용강도 성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게 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 배양도 가능하
다.
넷째, 정서 발달과 긍정적 자아개념 확립이 가능하다.
톱질, 망치질 등과 같은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구체적 형상의 구조물을 완
성하고 또 실생활에서 사용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난이도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감 고취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가공동작들을 체험하면서 ‘상대방’을 인식하고,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으며, 장비
나 도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순서 지키기’, ‘안전수칙 지키기’ 등과 같은 질서의식 고취도 가능하
다.
여섯째, 신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다양한 가공동작 등을 통해서 대소 근육의 발달을 꾀할 수 있고, 또 망치질 등은 집중력과 눈과 손의
협응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다.

3. 목공방에서 지켜야 할 규칙
◎ 지도교사가 지켜야 할 규칙
⓵ 프로젝트를 미리 해보고 그 결과물을 두었다가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⓶ 아이들을 감독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공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⓷ 재단 리스트에 따라 부재들의 수압/ 자동 대패 작업을 미리 해둡니다. 교재에 제시된 대로 가재단을
미리 해두고 아이들의 실수에 대비하여 여분의 부재들도 준비해둡니다.
⓸ 프로젝트의 디자인은 아이들을 위해 여지를 남겨두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에
봉착하게 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세요.
⓹ 노력하는 아이들을 격려해주세요.
⓺ 프로젝트를 잘 마치면 축하해주고, 구체적인 품평을 해주세요.
◎ 아이들이 지켜야 할 규칙
⓵ 교사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⓶ 질문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⓷ 배운대로 공구를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⓸ 즐겁게 목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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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위한 규칙
⓵ 교사의 감독 없이 목공할 수 없습니다.
⓶ 장난치고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⓷ 목재를 자르고, 샌딩하고, 드릴링할 때는 반드시 클램프나 작업대 바이스로 고정해야 합니다.
⓸ 톱을 사용할 때는 양손으로 톱을 잡거나, 한손은 등 뒤로 숨기세요.
이해경(2019),

『노작교육론의

고찰을

통한

노작활동의

교육적

가치

재조명』에서

2020.9.22. 인출
자료출처

이남호(2006),

목공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ㆍ교육적

효과,

한국목재신문

(http://www.woodkorea.co.kr) 에서 2020.09.22. 인출

차시

11~12/12

1. 통계 포스터란?

그냥 포스터는 들어보았는데, 통계 포스터는 무엇일까요? 먼저 포스터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
징적인 그림과 간단한 문구로 나타낸 것입니다. 내용이 쉽게 작성되어 있고, 그림과 글의 배치가 조화
로워야 좋은 포스터라 할 수 있죠. 통계 포스터는 내용과 관련된 그래프를 한 개 이상 사용해 자료를
요약하고, 여러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 중 해답을 찾고, 분석한 것을 시각화하는 자료입니다.
얼핏 들으면 기존 탐구 보고서와 비슷해 보이지만, 통계 포스터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반드시 통계
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여러 장의 보고서가 아닌 커다란 종이 한 장에 주제, 문제 제기, 문제 해결
방법, 통계 분석 결과, 논의 사항, 결론 등 논리적인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해야 하죠.
통계 포스터를 작성하면 자료수집부터 시작해 분석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 좋아요.

2. 통계 포스터 작성 방법
통계 포스터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주제 정하기 →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시각화하기 → 결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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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정하기
통계 포스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주제를 정해야겠죠? 평소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싶었던 것
이나, 관심이 높았던 대상을 주제로 선정하면 좋습니다. 이때 주제는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하며,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얼마나 할지, 일찍 자면 실제로 키가 큰지, 줄넘기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지 등 간단하지만 우리 일상과 밀접한 주제들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아요.
2) 계획 수립
주제를 정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지 고민해봅니다. 보통 통계 포스터는 혼자
가 아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조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각 팀원이 맡아서 할 일과 앞으로의 일정을 확실
하게 정해두면 좋아요.

3) 자료 수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존에 나와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직접 수집 방법은 설문조사와 실험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직접 작성한
설문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밖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이용하는 방
법입니다. 이때, 반드시 설문지 내용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조건(참여인원, 성별, 일시 등)을 결과와 함
께 적어줘야 합니다. 직접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험의 결과를 자료로 이용할 수 있
고,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 및 조건들을 꼭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계청이나 다른 국가 기관,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자료의 원출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밝혀줘야 합니다.
4) 자료 분석
필요한 자료들을 모았다면, 자료들 사이에 어떤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직접 분
석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는데, 이때 통계청 프로그램 '통그라미'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드릴게요.
5) 시각화하기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줄글로 쓰면 통계 포스터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료는 한눈에 보일 수 있도
록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해주고, 자료 특성에 맞추어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 원그래프 등을 활영하
면 더욱 멋진 통계 포스터가 완성됩니다.
6) 결론 정리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통계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갖고 있었던 궁금증은 해결되었는지,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결론이 있어야 해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이나 결과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함께 있으면 더욱 좋겠죠?

3. 통그라미 (※ 통그라미 온라인 주소: https://tong.kostat.go.kr)
만약 분석을 위한 자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통그라미'를 이용해보세요. 통그라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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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원하는 주제로 설문지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이
를 가지고 통계 분석도 가능합니다.
통그라미에선 총 4가지의 형태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그라미를 이용해 설문지
를 만들었다면, 그 설문지로부터 얻은 자료를 '온라인 수집자료'라 하는데요. 이를 자료에 등록하여 엑
셀파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놓은 설문조사 자료도 얼
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만약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에는 설문 결과를 엑셀이나 메모장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한 후, [자료 불러오기]-[파일 올리기]를 통해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져
온 데이터는 변수명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그라미 분석 화면에서 바로 자료를 입력하는 것도 방법입
니다.
온라인 자료나, 설문지로 받은 데이터 외 기존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수집자
료]-[MDIS]에선 통계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 분
석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각화된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자료출처

통계청(2019). 여름방학 숙제, 수행평가 만점 받을 수 있는 '통계 포스터' 만드는 방법! 통계교육
원에서 함께 배워요. https://blog.naver.com/hi_nso/221623333756 에서 2019.08.2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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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1~12/12

1. 11~12 차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PPT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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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천재교육 t 셀파-활활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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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자기평가

자기평가지
(학생용)

발표법

동료평가지
(학생용)

관찰 및
산출물 평가

관찰평가지,
산출물
(스마트폰
보관함)

동료평가 및
관찰평가

동료평가지
(학생용),
관찰평가지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과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상
사용습관을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로 나타내 이를 객
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1~3
/12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과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스마트폰 사용시간
중
및 사용습관을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로 나타내 이를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과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스마트폰 사용
하
시간 및 사용습관을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로 나타내
고 분석하지 못함.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주장하는 글을 주어진
상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 쓸 수 있고, 스마트폰 중독
을 극복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음.

4~6
/12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주장하는 글을 주어진
조건 중 2-3 가지를 충족하여 쓸 수 있고, 스마트폰
중
중독을 극복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어느정도 표현할
수 있음.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주장하는 글을 주어진
조건 중 0-1 가지를 충족하여 쓸 수 있고, 스마트폰
하
중독을 극복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하는데 어려
움이 있음.

7~10
/12

목공의 기초 기술을 정확하게 익히고, 나만의 스마
상 트폰 보관함을 체계적으로 구상 및 제작할 수 있
음.
중

목공의 기초 기술을 대략적으로 익히고, 나만의 스
마트폰 보관함을 구상 및 제작할 수 있음.

하

목공의 기초 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고, 나만
의 스마트폰 보관함을 구상 및 제작하지 못함.

스마트폰 줄이기 실천 결과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
용한 통계 포스터로 만들고, 발표 원고를 체계적으
상
로 구성하여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다.
11~12
/12

스마트폰 줄이기 실천 결과를 통계 포스터로 만들
중 고 발표 원고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조
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줄이기 실천 결과를 통계 포스터로 만들
고 발표 원고를 구성하는데 교사나 친구들의 도움
하
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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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평가지(1~3차시)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상

평가
중

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문제점을 알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문제점을 알고 있다.
나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나타낸 띠그래프를 보고 우리반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나타낸 원그래프를 보고 우리 가족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을 분석할 수 있다.

나. 동료평가지(4~6차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지난시간에 만든 그래프 자료를 활용했다.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주장하는
글쓰기

반지네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자원관리(시간)가 잘 될 경우의 긍정적인 점을 언급했다.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자신 있게 발표했다.

모둠 내
연
극

평가
모둠 간
평가

모둠원 OOO은 연극 구성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냈다.
모둠원 OOO은 다른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연극의 내용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표정과 몸짓을 통해 상황과 감정을 잘 표현했다.

다. 관찰평가지(7~10차시)
지식 및 기능

태도

목공의 기초 기술을
번호

이름

정확하게 익혀 스마트폰
보관함을 만듦.
상

중

흥미를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끈기 있게 보관함을
완성하려는 태도를 보임.

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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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라. 동료평가지(11~12차시)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상

중

하

모둠원 OOO은 발표 자료 제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모둠 내

모둠원 OOO은 다른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동료평가

모둠원 OOO은 모둠원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여했다.
O 모둠은 스마트폰 줄이기 실천 결과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
하여 통계 포스터로 나타냈다.
모둠 간

O 모둠은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발표했다.

동료평가
O 모둠은 자신 있는 태도와 목소리로 발표했다.
O 모둠은 올바른 경청의 자세로 발표를 관람했다.

마. 관찰평가지(11~12차시)
지식

태도
기획자의 올바른 발표

시각적 이미지를
번호

이름

활용하여 통계 포스터를
만들고,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함.
상

중

하

자세와 관람객의
관람예절을 지키며

배움과 성장의 기록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여함.
상

중

하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교과학습발달상황

(미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보관함을 구상하고, 보관함의 외부를
개성있게 꾸밀 수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학) 스마트폰 줄이기 실천 결과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통계 포스터
로 나타낼 수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STEAM-make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
는 스마트폰 보관함을 만들고 스마트폰 사용시간 줄이기를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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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자문 및 실천 모습
1. 전문가 자문 자료
□ 자문 의견서 (장학사 송○미)-반영완료
주제
연번

해당
페이
지

검토의견

비고

‘3. 향후 계획’의 과제 수행 향후 계획 중 STEAM 수업 적
1

5

용 및 학생 사후 태도검사(만족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 사후 검사로 시행된 ‘학생 태도검사’ 내
용이 무엇인지 부록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차시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폰 중독 정도 자가검사’는

2

7

보고서 17쪽에 제시된 학생활동지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7쪽의 학생활동지를 ‘스마트폰 중독 자가 검사
지’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의 개념과 필요
8쪽의 하단 ‘STEAM 학습 준거’에서 ‘창의적설계’단계에서
신문 기자가 되어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글쓰기를 준
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3차시에서는 프로그램의 첫
3

7

활동 단계이므로 ‘중독 예방’보다 학생들 개인과 가족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중독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
의적 설계’단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에 대한 예시
자료
https://post.n
aver.com/view
er/postView.n
hn?volumeNo
=29016959&me
mberNo=64574
18&vType=VE
RTICAL

도입(20분)-전개(150분)-정리(10분) 전체 수업 시간의 합이
4

9

180분이므로 계획한 3차시 수업시간(120분)을 초과한 것으
로 보입니다. 1~3차시의 수업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입의 ‘항아리 채우기 동영상’이 무엇인지 동영상 링크
주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11

-4쪽의 개발계획에 제시된 주제연번 2: 국어(2)+실과(1)
7쪽의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에 제시된 연번2: 국어
+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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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쪽에서는 중심과목이 국어, 연ㄱ예과목이 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쪽의 전개 활동을 보면 수학활동이라고 보기에
는 매우 약하다고 보입니다.(1-3차시에서 만든 그래프 자료
활용하기)
-도입(30분)-전개(120분)-정리(30분) 전체 수업 시간의 합
이 180분이므로 계획한 3차시 수업시간(12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4~6차시의 수업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4쪽의 개발계획 주제연번 3에 따르면 총 4차시(실과2+과
학1+미술1)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12쪽의 수업지
6

12

도안을 보면 중심과목(실과)와 연계과목(미술)에서 과학 성
취기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차시’란에 ‘7~10/12’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7~9/1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도입(20분)-전개(210분)-정리(10분) 전체 수업 시간의 합
7

13-14 이 240분이므로 계획한 4차시 수업시간(16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7-10차시의 수업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4쪽의 개발계획에 제시된 주제연번 4의 과목 연계는 국어
(1)+수학(1)로 되어 있는데 15쪽의 차시 계획을 보면 중심

8

15

과목은 국어, 연계과목은 미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시’도 11~12차시인데 ‘9~12/1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9

15-16

10

37

‘스마트폰 줄이기 실천’이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실천’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으로 보입니다.
-‘6. 차시별 학생평가기준 및 방법’ 제목이 2번 적혀 있습
니다. 삭제 필요.
‘다. 관찰평가지(7~10차시)’에서 ‘지식’과 ‘태도 영역’으로

11

38

나누었습니다. 지식 영역에 제시된 평가 내용을 보면 지식
뿐만 아니라 기능 영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과’
교육과정의 영역을 확인하여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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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팀 수업 및 스팀연구회 실천 모습

우리반 친구들 스마트폰 사용시간

우리반 친구들 스마트폰 사용시간

조사하기

조사하기

STEAM-Make 활동

STEAM-Make 활동

STEAM-Make 활동

STEAM-Make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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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Make 활동

STEAM-Make 활동

생활 속 실천방안 토의하기(네이버
밴드 활용)

생활 속 실천방안 토의하기(네이버
밴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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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그리기 산출물

구글 설문조사 결과

스팀 연구회 협의

스마트폰 보관함 외부 디자인하기
산출물

자료개발 연수

자료개발 연수

워크숍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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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팀 연구회 실천 사항 기사화
1)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994
2) http://www.osannews.net/sub_read.html?uid=17648
3)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1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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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의록
2020년 7월 6일 월요일 15:00-16:30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1차) 연구회 작업 점검 협의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 스팀 교사 연구회 점검 협의
* 연구회 참여 교사간 개발방향 나눔: 교사 간 추구하는 연구회 방향
회의내용

함께 이야기 나누기
* 연구회 조직 및 역할 나눔
(1) 연구책임교사: 김재은

(2) 물품 구입: 김미라

(3) 자료 검색 및 문헌 조사: 박지은, 권기은
(4) 검사 양식 작성: 노혜경

2020년 7월 7일 화요일 16:00-17:00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2차) STEAM 프로그램 컨설팅 의뢰 및 사전 검사 실시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 STEAM 프로그램의 방향 정리
(1) STEAM과 발명, Maker 교육 중심의 스팀 수업
(2) 고학년의 발달단계를 이해한 최적의 적용
회의내용

(3) 실생활 관련하여 사회적 실천력을 강화한 프로그램 개발
(4) 협력적 문제해결, 토의 등의 방법 구안 적용
(5)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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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2020년 8월 4일 화요일 17:00-19:00
(3차) STEAM 프로그램 컨설팅 자문 의뢰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 STEAM 프로그램 컨설팅 의뢰 방향 협의
: 교육청 장학사 송윤미
회의내용

- 사전검사 실시 결과 및 학생 반응 중간 점검
: 7월 말까지 완료
: 대상- 6학년 4개반(90여명)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14:00-16:00
(4차) STEAM 개념에 관한 협의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 STEAM 개념에 관한 문헌 고찰
* 선행 연구물 요약
회의내용

* 선행 자료 중 참고할 만한 개념 확인
* 참고할 내용 및 아이디어 추출
- STEAM 적용을 위한 학년 교육과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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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17:00-19:00
(5차) Maker교육 중심 STEAM프로그램 개발 자료 협의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 Maker교육 중심 STEAM 프로그램 개발 방향 협의
* 관련 교과 분석
회의내용

* 관련 성취기준 분석
* 교육내용 분석 및 클러스터링
* 차시 개발 방향 협의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0:00-12:00
(6차) Maker교육 중심 STEAM프로그램 개발 자료 협의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협의
* 선행 연구물 요약
* 선행 자료 중 참고할 만한 개념 확인
* 참고할 내용 및 아이디어 추출
회의내용

*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과 Maker교육과의 접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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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16:00-18:00
(7차) 스팀수업 적용 계획 협의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 스팀 수업 적용 계획
회의내용

* 날짜 일정 협의
* 스팀 수업 적용 시 필요한 준비물 확인 및 협조
* 사후 협의 날짜 조정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2020년 9월 8일 화요일 16:00-17:00
(8차) 중간보고서 작성 방법 협의 및 수업공개 협의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 중간보고서 작성 방법 협의
* 중간보고서 역할 분담
* 교육과정과 수업지도안 개발
* 교사자료, 학생자료 정리
* 평가기준 논의
회의내용

- 스팀교사 연구회 중간 협의
* 스팀교사연구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 변경 사항 정리
* 시사점 정리
- 수업공개 차시 선택 및 내용 협의
* 공개 지도안 작성 및 수정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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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17:00-18:00
(9차)스마트폰 중독 예방주간 운영 방안 협의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 스마트폰 중독 예방주간 10월 초 예정
- 스마트폰 중독 예방주간 프로그램 개발 및 역할분담
회의내용

* 중독 예방주간 안내장 배부: 김미라
* 중독 예방주간 프로그램 개발: 김재은, 박지은, 권기은
* 중독 예방주간 프로그램 운영: 노혜경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16:00-19:00
(10차) 스팀 자료개발 연수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이종우, 학년 신청자

-스마트폰 중독 예방주간 프로그램 검토

-Maker 교육 교사 연수
회의내용

* 목공 수업 방법 연수
* 목공 수업시 주의사항 전달
* 교사가 직접 만들어보기
* 학생 수준에 맞는 maker교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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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16:00-19:00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11차) STEAM 프로그램 적용 후 결과 협의
김재은, 박지은, 권기은

-STEAM maker 교육 진행 결과 협의
*학생들이 상당히 목공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임함
*재료의 한계로 아이들이 구상한 다양한 형태를 모두 만들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었음.
회의내용

-수업 진행 중 보완해야 할 점 협의
*다음에도 이 수업을 진행한다면 한 반을 반으로 나눠서 2회에 걸
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음
*생각보다 수업 진행이 오래 걸려 시간배분을 더 해줘야 할 것 같
음.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2020년 11월 4일(수) 17:00-18:00
(12차)11월 스팀 2차 태도검사 논의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 변경된 학생 태도 검사 2차 진행방법 안내
* 1차는 구글 양식으로 조사했으나 2차는 사이트 주소를 학생들
에게 안내하고 검사에 참여하게 하면 됨
회의내용

- 학생 태도 검사 2차 진행방법 및 역할 분담 논의
*학생 태도 검사 안내: 김재은, 노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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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2020년 11월 17일(화) 17:00-18:00
(13차)스팀 교사 연구회 최종 보고서 협의
김재은, 박지은, 권기은

- 최종보고서 작성 방법 협의
* 최종보고서 역할 분담
회의내용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 최종보고서 수정 내용 협의
* 연구비 사용 정산에 대한 협의

2020년 11월 18일(수) 17:00-18:00
(14차)스팀 결과 공유 세미나 및 자료개발 연수
김재은, 김미라, 박지은, 권기은, 노혜경, 학년 세미나 신청자

- 스팀 결과 공유
* 스팀 실천 후 느낀점이나 공유할 점 나누가
* 우리 연구회에서 차용하거나 도전할 것 협의하기
* 차기 연구 주제 예비 협의
회의내용

- 스팀 자료 개발 연수
* 구리테이프를 활용하여 빛이나는 카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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