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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문
본 연구를 통하여 융합 학문 기반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융합 학문의 다양한 영역
인 과학, 공학, 수학, 예술, 역사, 기술 등의 통섭적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풍부하고 왕성한 창의적
활동을 이끌 수 있는 창의적 과학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정량적 성과로서는 STEAM 보고회 자료집, 학습 자료집,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학습 자료
집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지식재산일반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중심, 영재중심,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다.
정성적 성과로는 현장 적용성이 뛰어난 창의성 활동 및 학습지 보급 기존의 영재학생 중심으로 개발
되고 사용되어 오던 창의적인 과학기반의 융합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
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현장 적용성이 뛰어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일반 수업시간 동안 사용가능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 기존의 융합 문제 해결 프로그램은 그 해결 과
정이 너무 오래 소요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반 학급에서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쉽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여 일반 현장 수업 시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50분 또는 블록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학교 수업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효과성 분석 결과 제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학습 자료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학생들의 사용에 따른 인식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적용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수
정 보완을 실시하였다.
학교 밖 과학과의 연결 가능성 탐색 본 융합학문 기반의 창의적 과학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
의 학교 밖 과학 활동 및 과학 외 학문 영역의 내용을 우리 생활 속의 과학으로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실질적
인 융합 중심의 창의성 과학 교육 방안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혁신적 내용의 융합 중심의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 제시 이러한 제반 과정을 통해 기존의 학교 과학과
학교 밖 과학에서 사용되어온 융합 프로그램의 추상적이고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쉽
게 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과학 교육 내용의 혁신을 시도하여 다른 학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Ⅱ. 서론
1. 연구의 목표 및 내용

본교의 연구팀은 1학년 통합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일반 과목과 연계한 STEAM 프
로그램 교구 개발 및 운영, 적용을 하고자 한다.
가.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융합인재교육(STEAM)에 맞춰 일반 학교의 융
합 교육을 통한 역할 탐색과 아울러 일반 교육 현장에 맞는 수업모델 및 교수 학습 자료의 개
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일반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
와 방향을 제시하여 융합 교육을 통한 현장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융합학문 기반 과학 교육의 유용성
- 최근 우리 과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는 청소년들의 과
학에 대한 낮은 흥미, 호기심, 국제 학력 비교 결과에도 나타나는 과학 학력의 급격한 저
하라고 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Jonen, 2006).
- 이는 틀에 박힌 과학 교수 활동과 더불어, 구태의연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사
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지 못하는 현행
과학 교육 방식의 문제점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Anderson, 1999; Barba, 1998).
- 이에 기존 과학 교육 내용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다양한 학문 지
식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교육의 접근, 즉 융합 학문적(fusioned-disciplinary), 간학
문적 (inter- disciplinary),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방식의 과학 프로그램을 통
해 흥미 있고 재미있는 체험 활동 중심의 STEAM을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제안된
다.
○ 창의적 과학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효과성
- 창의적 과학 문제 해결이란 “일반적인 영역의 지식과 기능, 동기 요인, 특정 영역의 지식
과 기능 기반을 토대로 확산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산출물 혹은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사고 과정”이다(Mayer, 1992).
- 전통적으로 단순 독창성 중심으로 창의성을 정의하던 기존의 동향에서 벗어나, 과학 문
제 상황에 적합하고 유용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문제해결능력으로서의 창의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창의적 과학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내용 수준과 난이도가 높아, 영재 학

생들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문제해결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내는 수준까지 발
전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이를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본교에서는 세분화하여 적용하기 쉬운 STEAM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 새로운 과학 창의성 교육 = 융합학문 + 창의적 문제해결력
- 기존의 과학 창의성 교육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융합과학주제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바
탕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 즉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써, 다양한 융합 과학적
개념, 간학문적 지식을 적용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다양한 관
점에서 접근하도록, 통합적인 과학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과학교육의 방
법이 제안된다(Barrows & Myers, 1993; Deslie, 1997; Torp & Sage, 2002).
-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융합과학, 융합 학문적 소재를 찾아 문제해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실생활 소재 중심의 과학 교육의 기회 확대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문 영역에 적
용되는 과학 내용에 중심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 교육이 필요하다.
- 예컨대, 미국과 영국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 등의
통합적이며 간학문적인 과학 교육의 다양한 방법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과학 교육에 접
목되어 있지는 않으나, STEM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은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과 함께 과
학적 태도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할 통합과학 중심의 창의적인 STEAM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
○ 영재 학급과 연계된 창의적인 STEAM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된 창의적인 STEAM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
○ STEAM 교육 확산을 위한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 지원 및 혁신 방안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다양한 창의적인 과학 문제 해결을 교과서 중심의 새로운 창의적 과학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접근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살펴
보고 접목할 방향을 찾고 수업에서 진행을 하였다.
나. 연구내용 및 범위

○ 수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통합과학 중심 STEAM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STEAM 교육에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무관심 혹은 거부감을 갖고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교사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수업 현장에서 바
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델 및 교수학습 콘텐츠이다. 학습 경험의 혁신을 통한 STEAM은
기존에 경험한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재조합보다도 더 혁신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STEAM 수업 모델 및 교수 학습 콘텐
츠를 1학년 통합 과학 수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할 예정이
다. 이를 통해 차후 단위 학교에 STEAM을 정착 시킬 방안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 학습 현장에서 학습 방법과 연계된 STEAM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융합인재교육에서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한 수업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보성고등
학교는 1학년 통합과학은 4단위로 운영 중이다.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각각 전공한 전공자
들이 토의와 협력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학습 방법과 연계된 수업 모
델 및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학년 통합과학을 중심으로 주제별의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 영재 학급에 적용할 수 있는 STEAM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적용
융합인재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할 교육이지만 특히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과학고
등학교, 과학중점학교 등의 영재교육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영재교육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교육과
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재학급에 적용할 STEAM 자료를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STEAM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적용
융합인재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할 교육이지만 현재의 특성상 적용하지 못하는 경
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확산을 위한 기초 단계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STEAM 수업 모델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이 필수적이다.
○ STEAM 교육 확산을 위한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 지원 및 혁신 방안
단위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 지원 및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융합인재교육이 빨리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방안 및 과정을 제안할 것
이다.

2. 연구의 실제

가. STEAM 교육의 정의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본격적인 ‘융합형’ 교육을 통해 과도한 분과적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합리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현대 과학의 의미, 가치, 역할을 이해시키는 동
시에, 완성도 높은 심화 교육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인성을 고
루 갖춘 합리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는 수준 높은 창의성
과 인성을 골고루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인성은 단순히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며 살자
는 윤리적 기초 인성의 수준을 넘어 비판적이면서도 합리성을 중시하는 과학적 태도, 자연으로부터 배
우는 정직성, 자연의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의 성실성, 동료를 배려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과학자의 협
동 정신 등 과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성을 의미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우리의 융합 교육은 미국의 STEM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STEM이란 용어는 1990년대
미국과학재단(NSF)에서 과학(S), 기술(T), 공학(E), 수학(M)의 약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그
이후 교육 분야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교과 간의 통합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STEM 교육은 STEM 교과 중 두 가지 이상의 교과 사이의 내용과 과정을 통합하는 교육 접근
방식이며, 사회, 예술 등과 같은 다른 과목과의 연결을 통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Sanders, 2009)
우리나라의 STEAM 교육은 기존의 STEM 교육에 과학·기술·공학적인 지식과 인문사회학적인 지식 및
예술적 감각으로 대중으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우리의 과학교육은 미국 등 선진국이 추구하는 STEM 교육에서 더 나아가 Arts를 포함하여 예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포괄하여 창의성은 물론, 창의성을 사회적으로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따뜻한 인성을
지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따라서 STEAM 교육은 순수 예술 또는 공예 예
술, 언어 기술, 교양학문, 신체 활동, 학습 결과 발표, 산출물 생성 등으로 좀 더 포괄적인 교육활동으로
수업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융합 교육 이전에 비슷한 의미로 통합 교육, 통섭 교육이 강조되어 왔다. 통합 교육은 교과목을 분리시
키는 경계가 없어지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교과목들이 사라지는 교육 과정 조직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
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김재복, 2003) 통합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시간적, 공간적, 내용 영
역에 있어서 각각 다른 학습을 경험하고 나아가 인간의 성향 변화가 가치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STEAM 교육의 적용 및 필요성
최근 세계 교육의 흐름은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한 체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등『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교육』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11년 10월 융합인재교육
(STEAM)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STEAM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통합 교육의 중심이 될 과학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에 따라 성공이 좌우
될 수 있다. 그러나 방담이(2011)는 학문 통합적 교육에 대해 교사들이 전공 교과 외의 타 교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교육 자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으로 학교 현장에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
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STEAM 교육 같은 통합적 시도가 성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이겠지만, 과학교사가 주도적으로 우리 교육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을 개발하고 연수나 교육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 및 역량의 증진부
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STEAM 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학교 과학 교육 및 연계 과목의 운영을
탄력 있게 편성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을 조성하면 STEAM 교육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융합 인재와
과학 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확보에 디딤돌이 될 것이다. 통합 STEAM 교
육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능력을 인식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STEAM 교육의 성공을 위해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평가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사 연수 실시 등이 실시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의 중심에 서 있는
과학교사들이 통합교육에 관심으로 가지고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STEAM 교육 같은 통합 교육의 시도가 성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효녕(2011)은 “국가 수준의 과
학, 수학, 기술, 예술 관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융합 교과(예, STEAM)를 신설하
여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STM(과학, 기
술, 수학) 영역의 교사와 교육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우리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등을 개발하고 STM 교사들의 연수나 교육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의 증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하나 STEAM 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학교 교육 과정을 탄력 있게 편성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을 조성하면 STEAM 교육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융합 인재와 과학 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확보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였다.
STEM 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Kwon과 Lee(2008)는 바로 다른 교
과에 대한 열린 마음과 협조하는 자세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매
우 뛰어나지만 다른 학문 영역의 내용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특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과학교사들은 공학적인 설계(Engineering Design 또는 Technological Design)나 기술적 문제
해결학습과 같은 방법론적인 내용의 이해나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STEAM 교육에서 기술교
사의 경우 과학적 원리와 수학 법칙과 같은 내용에 대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학교사들
을 통해 STEM 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벽들을 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과 관심 등이 성공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STEM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의 협조 및 공조가 매
우 중요하다.
다. STEAM 교육의 모형
STEAM 교육의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의
특징이나 시간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가 적합한 모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STEAM 교육
의 모형은 개념, 제재, 원리, 주제. 쟁점 혹은 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들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식인 통합교육의 모형으로부터 참고하였다. Drake(2006)는 교과 통합 분류 방식을 학문이 연결되는
방법에 따라 다학문적 통합과 간학문적 통합, 초학문적 통합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Fogarty(1991)는 통
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인 다학문적, 간학문적, 초학문적 통합을 좀 더 구체화하여 통합의 특징에
따라 <그림 1>의 10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단일 교과 내에서의 통합의 방법으로 분절형, 연결형, 동심원형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개별적
인 교과가 강조되는 ‘분절형(Fragmented)’을 기준으로 교과 안에서 주제, 개념, 기술 등이 약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연결형(connected)'과 여러 개의 기능을 동시에 가르치는 ‘동심원형(neste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교과의 벽을 허물지 않고 한 교과를 구성하는 미시적인 영역을 통합한다는 의미
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교육과정 통합은 아니다.
‘교과 간 통합’ 유형은 한 주제를 여러 교과에서 다룰 때 서로 협의하여 순서를 재배열하는 ‘계열형

(sequenced)’,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과 같은 큰 틀에서 교과들이 협동 수업을 지향하는 ‘공유형
(shared)’,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하는 ‘거미줄형(webbed)’, 모든 교과 내용의 핵심을 꿰뚫는 메타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실로 꿴 형(threaded)’, 공유형을 발전시켜 교과 내용을 혼합하는 ‘통합형
(integrated)’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자 내 통합’ 유형은 대학원생처럼 자신의 연구 분야에 몰입하여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나가는 ‘몰
입형(immersed)’과 특정 분야에 관심을 관련이 있는 인접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네트워크형(network)’
이 있다. 이러한 학습자 내 통합 유형이 교육과정 통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지만 몰입형은 학생
이 지나치게 협소한 것에 집중할 경우 미성숙한 관점을 지니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네트워크
형은 특정 분야에 실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생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 몰두
할 경우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분절형

연결형

동심원형

단일 교과내에서의 통합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로꿴 형

여러 교과간에 걸친 통합

몰입형

네트워크형

학습자들간의 통합
<그림 1> 통합의 10가지 모형(Forgaty, 1991)

통합형

Fogarty의 교육과정 통합 유형에서 ‘교과 내 통합 유형’은 교과 학습에서, ‘교과 간 통합’은 논술이나
토론 학습을 통해 시도되고 있지만 ‘학습자 내 통합 유형’인 몰입형과 네트워크형은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학부)에서도 시도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이나 다학문적 융합연구에서 시도되고 있다.(공학
교육문화 진흥)
<표 1>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과 적용
경험 중심

학문 중심

Fogarty의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 통합 유형
교과 내 통합

활동형 교육과정

간학문적 접근

↓

↓

중핵교육과정

다학문적 접근

교과 간 통합

학습자 내 통합

분절형
연결형
동심원형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로 꿴 형
통합형

적용

교과 학습

논술
토론

몰입형

대학원 /

네트워크형

융합연구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를 통합하는 방식의 ‘거미줄형’ 수업 모형은 비교적 쉬운 형태의 융
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모형은 2주에서 4주간의 간학문적인 단원을 시도할 때 사용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형이며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할 수 있고 덜 숙련된 교사들도 실행하기 용이하
며 분과간의 공동 작업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진수(2007)는 학문간 통합 정도에 따라 STEM 통합교육을 위한 세 가지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모형 1은 다학문적 통합, 모형 2는 간학문적 통합, 모형 3은 탈학문적 통합에 해당되며 모
형 1에서 모형 3으로 갈수록 통합의 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S
S

STEAM

T
E

T

E

M

M
모형 1

모형 2

<그림 2> STEM 통합교육과정의 모형

모형 3

라. STEAM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1) 문제 해결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의 작용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능력 ·태도를 습득시키는 학습방
법이다. 계통학습이 본질주의에 기초를 두고 과학의 지식체계에 따르는 교과과정에 의하여 계통적으로
지식을 주입 ·전달하는 수업과정을 취하는 방식인 데 대하여, 문제해결학습은 J.듀이의 진보주의에 기초
를 두고 교과를 초월한 생활 속의 현실문제로 구성된 경험과정에 의하여, 교과의 범위를 초월한 문제를
아동의 주체적 활동으로 해결하게 하는 수업과정을 택한다.
문제해결학습에서 교재는 문제의 형식으로 제시되는데 문제유형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제해결법으로서 주로 사회생활속의 현실 문제를 거론하는 문제단원(예: 가게 놀이나 동네의 위
생상태 개선 등의 단원)에 대하여 전개된다. 그 수업과정은 인간이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듀이는 이것을 반성적 사고라고 하였다)의 과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문제의 명확
화 → 가설의 설정 → 가설의 검증 → 가설의 긍정=문제해결로 이어지는 단계이다.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 방법이다. 이는 실천적 행동에 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작
업단원(예: 학급신문 만들기나 서진(書鎭) 제작 등의 단원)에 대하여 전개되는 것이다. 그 수업과정은
W.H. 킬패트릭의 주장에 따르면 목적설정 → 계획 → 실행 → 평가의 단계로 이어진다.
(2) 탐구수업
어떤 문제해결 또는 주제의 학습을 위해 교사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행위를 크게 자극하는 수업형
태이다. 일반적으로 탐구학습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수업기술의 하나로서의 탐구법과, 교수 계
획으로서의 탐구수업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탐구수업은 넓은 교육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탐구
수업을 넓은 의미의 교수계획으로 본다면, 탐구법은 좁은 의미의 수업기술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탐구수업이란 이념적인 것이며, 교육과정 구성이나 교수-학습과정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원리라고
해야겠다.
탐구수업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연구형 수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결론에 도달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차자료의 사용, 실험과 발견, 가설의
설정과 검증 등을 수업과정에서 과학화시키려는 이념이 탐구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처
음 과학교육에서 발전하였으나 점차 사회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었고, 다른 교과에도 부분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3)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란 말의 의미는 원래 `앞으로 던진다`는 뜻에서 `생각한다, 연구한다, 구상한다`의 의미로 쓰이
며, 무엇인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계
획을 세워 수행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제 해결 학습이 언어 활동과 사고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문제 해결 학습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학습방법인 것이
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정의해볼 때 프로젝트 학습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심

층 연구로서, 소집단 혹은 전체의 아동들이 학습할 가치가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목적 지향적 학습활동`이다.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많은 연구물에 프로젝트 학습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
젝트 학습을 시행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도 프로젝트 학습의 다양한 장점들을 말해 왔다. 그러나 아
래 제시된 교육적 가치들은 교사의 열의와 능력,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교육 여건의 구비와 환
경 개선 등을 통하여 구연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며, 학습과정에서 생기는 만족감이나
학습의 결과로 얻게 되는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의 책임감을 길러준다. 긍
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주며, 협동심과 사회적 기술을 길러준다. 학교와 사회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되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 다양한 탐구 활동과 표현 활동 능력을 길러 주며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준다.

3. 연구 추진 내용 및 결과

단계

추진 내용
∙선행 연구자료 분석 / 기존 연구 평가 반영

계획

∙운영 과제 선정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지원팀 조직

준비
∙STEAM 연수 실행
∙2015 개정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절차 수
립(1학년 과학, 지식재산일반)
∙2015 개정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준비
∙STEAM 교육과정 운영 – 프로그램 개발
실행
∙중점과제 1,2,3 실행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기록 및
분석
∙중간점검 및 분과 협의회
∙실태 조사 및 분석
∙설문지 조사 및 분석
평가
ㆍ
분석

∙연구 결과 분석․정리
∙연구보고서 작성
∙연구 결과 보고
∙일반화 자료제작

일반화
∙운영 결과의 지속적인 실천

3

4

5

6

2019
7 8

9

10

11

12

4.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정호근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자문위원

1 명
5 명
2 명

(계
프로그램 개발

8

명)

자문

연

구

원 : 이 영 호(생물)

연

구

원 : 김 대 규(물리)

연

구

원 : 최 고 은(생물)

연

구

원 : 노 성 규(화학)

자문 위원 : 한 기 순

연

구

원 : 전 상 희(물리)

(인천대)

자문 위원 : 장 신 호
(서울교대)

Ⅲ. 연구 수행 내용
실행1. STEAM의 현장성을 강화시켜 학교 적용 능력을 극대화
중점 과제

일반계 고등학교에 통합 과학 정규 수업에 적용할
STEAM 수업 모델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

현재 본교 통합과학 과목의 경우 STEAM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의 각 과목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STEAM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의 오개념을 최
소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
1-1

융합과학부의 확대 및 과학교사협의회 활성화

가. 목적 : 학교 실태에 대한 분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및 분석
나. 업무 분장 (융합과학부)
업무명
주요 업무
업무명
주요 업무
프로그램 STEAM 프로그램 운영
부장 교육과정, 과학 업무 총괄
운영
부서업무기획,
STEAM
교육
프로그램
기획 과정 및 연수
STEAM 프로그램 운영
운영
교육과정 STEAM 교육과정 업무
업무 협조 다른 교과목과 업무 협조
프로그램 STEAM 프로그램 운영
과학 교구 교구 및 준비 사항
운영
다. 과학교사협의회 활성화
1) 소위원회 구성 : 범교과 및 사안에 따라 기동성 있는 의견 수렴 진행
2) 일반교과 및 영재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업무 담당자 참여 : 효율적이고 교육적인
STEAM 활동을 진행한다.
3) 교사회의의 정례화 :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 및 운
영, 평가가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4) 연수 참가를 통한 역량 강화
- 2019. STEAM 현장 컨설팅 참가 (부산) : 보성고등학교 교사 노성규
- 2019 서울특별시 교육청 STEAM 연수 : 보성고등학교 교사 정호근, 노성규
- 2019 보성고등학교 연수 진행 (중간 고사 기간 이용)

- 2019 전국 STEAM 교사 연수 : 보성고등학교 교사 정호근
이 연수 및 다양한 연수에 참가하여 융합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
회를 가졌다.

5) 자문회의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4회 실시하였다. 자문위원으로는 장신호 교수님, 한기순 교수님이 본교 프로그
램 및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로 했다.
1-2

STEAM 연구 및 발표회를 통한 선구자적 역할

가. 목적 : 지속적인 연구 사업 및 과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이러한 경
험 및 내용은 다른 학교와는 달리 지속적인 과정을 통하여 STEAM을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
는 강점으로 작용했다.
나. 세부 추진 내용

1) STEAM 보고회 운영
2019년 전국 교사 및 학생 대상으로 2019년 6월 12일 STEAM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보
고회를 실시한 내용은 인근 학교들과 공유를 하였으며, 사례는 연수를 통해 다른 학교에
전파하였다.

2) STEAM 발표회 보고서
2019년 1학기 때까지 학생들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STEAM 발표회 보고서를 발표하
였다. 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3) STEAM 우수 사례 발표
- 인천시교육청 STEAM 연수 사례 발표(2019.07.09. : 인천시교육청 STEAM 연수)
-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STEAM 우수 사례 발표(2019.09.24. : 서울시교육청
STEAM 연수)

1-3

STEAM 관련 명사 특강 (보성 후머니타스)

가. 목적 :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융합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명사 강연을 운영하여 학생 스
스로 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세부 추진 내용
학생들에게 융합적인 우수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특히 융합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
고 강연을 준비하였다. 창업, 게임, 융합의 도전, 메이커와 융합 등 다양한 주제와 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의 트랜드가 융합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중점 과제

영재학급과 연계된 STEAM 수업 모델 및 교수 학습 자
료 개발 및 적용

현재 본교의 경우 과학영재학급 2학급, 발명영재학급 1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
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속적인 피드백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STEAM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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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영재 학급 및 발명 영재 학급 활성화

가. 목적 : 과학 영재 학급 및 발명 영재 학급을 STEAM 교육으로 활성화
나. 영재 학급의 현재 상황
영재학급
구성
운영
프로그램
과학영재 1 과학영재학급 1학년 대상
STEAM 수학, 과학, 발명 프로그램
과학영재 2 과학영재학급 2학년 대상
STEAM 수학, 과학, 발명 프로그램
발명영재 발명영재학급 1,2,3학년 대상
STEAM 수학, 과학, 발명 프로그램
다. 영재학급 내에 STEAM 교사협의회 활성화
1) 위원회 구성 : 범교과 및 사안에 따라 기동성 있는 의견 수렴 진행
2) 영재 업무 담당자 참여 : 효율적이고 교육적인 STEAM 활동을 진행한다.
3) 영재교사회의의 정례화 :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 및 운영, 평
가가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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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영재 학급 및 발명 영재 학급 프로그램 운영

가. 운영 : 과학 영재 학급 및 발명 영재 학급의 STEAM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 프로그램으로
골드버그 머신 콘테스를 하였다.
나. 영재 학급 프로그램
영재 학급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사례로 과학영재학급과 발명영재학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중점 과제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된 STEAM 수업 모델 및 교수 학
습 자료 개발 및 적용

현재 본교의 경우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
램을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속적인 피드백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STEAM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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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

가. 목적 : 현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다양성을 가질 수 있
도록 할 예정.
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현재 상황
1) 범교과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 – 동아리, 진로 탐색
2) 동아리 활동 : 현재의 동아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융합적인 활동을 기대
3) 진로 활동 : 현재의 내용을 STEAM 중심으로 개선하여 이공계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구성하였다.
1-2

STEAM 공학대제전 실시

가. 목적 : 해외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공학대제전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외 우수 사례를
접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 운영 : 2019. 1학기, 2학기 까지 STEAM 공학대제전을 실시하였으며, 본 경연은 2인이 1개 팀으
로 아래의 출품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공학대제전 – 자동차 공학, 기계 공학, 항공공학

실행

2.

공통과제-2

STEAM 교육 확산을 위한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

지원 및 혁신 방안
실천 과제

단위 학교 지원의 혁신 방안을 위한 사례 연구

현재 각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사례
연구를 하여 각 내용들이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파편적인 STEAM 교육을 각 단위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방
법 및 내용을 정리하여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연결 프로그램 고려 및 구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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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교 지원 방안 연구팀 구성

가. 목적 : 과학정보부 산하의 단위 학교 지원 방안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함.
나. 기능 : 단위 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 및 과정을 제공하여 학교에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다. 적용 : 보성고등학교 1학년 90명을 대상으로 단위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 적용
라. 검증 계획 : 현재까지 개발된 융합인재교육 설문지를 통하여 검증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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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마인드 확산울 위한 창의적 모둠 학술 발표회

가. 목적 : 우수한 창의적체험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모둠으로 구성하여 학술 발표회를 실시하였다.
6개월의 연구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나. 창의적 모둠 학술 발표회
창의적 아이디어를 융합과 접목할 수 있도록 발표와 포스터 발표 두 분야로 진행하였다.

실행

3.

STEAM의 현장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실천 과제

일반계 고등학교에 정규 수업에 적용할 STEAM
수업 모델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

현재 본교 과학 과목의 경우 STEAM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의 각 과목 전공자로 구성
과학교사, 수학교사, 기술교사, 역사교사 등이 모여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
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

3-1

정규 수업 프로그램 개발

가. 목적 :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융합과학부 산하의 단위 학교 지원 방안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 기능 : 단위 학교에서 교과 수업 시간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
료 및 과정을 제공하여 학교에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실행

4.

STEAM의 현장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중점 과제

일반계 고등학교에 정규 수업에 적용할 STEAM 수업 모델 및 교수 학습
자료 적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과정을 통하여 적용하였으며, 정규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영재 수업에서
적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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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적용

Ⅳ. 연구 수행 결과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구분

실현

보고서

1종
고등학교 STEAM 교육 자료집 지도안 1종

수업지도안
STEAM 산출 보고서

- 통합과학
1종

이 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수업 지도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 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업에 적용하
였다. 본교는 통합과학을 4시간, 지식재산일반을 1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나온 결과를 수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었다.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학생 태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수행 결과

총 26 차시
2019. 5. 18. ~ 2019. 10.20.
보성고등학교 90명(보성고 1학년 3학급)
9월 30일, 3개 학급-2,3,4반 (80명) 실시 완료
11월 10일, 3개 학급-2.3.4반 (80명) 실시 완료
11월 10일 실시 완료
- 인천시교육청 STEAM 연수 사례 발표(2019.07.09. :
인천시교육청 STEAM 연수)
-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STEAM 우수 사례
(2019.09.24. : 서울시교육청 STEAM 연수)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발표
- 2019.07.18. 5교시 (14:30~15:20) 수업공개
- 2019.09.05. (11:40~12:30) 수업공개
- 2019.06.12. ‘STEAM 보고회 ’ 개최
- 2019.07.15. ‘STEAM 공학대제전 ’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해당 없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Ⅴ. 결론 및 제언
가. 정량적 성과
프로그램 내용

사업 결과물

정량적 성과
통합과학

개발
프로그램의
예시 및 분량

일반 학교 프로그램 (과학)

융합형

(영재,

학생용 학습지

동아리에서도

교사용 지도서

운영 가능)

나. 정성적 성과
1. 융합학문기반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융합학문의 다양한 영역인 과학, 공학, 수학, 예
술, 역사, 기술 등의 통섭적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풍부하고 왕성한 창의적 활동을 이끌 수 있는 창의
적 과학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현장 적용성이 뛰어난 창의성 활동 및 학습지 보급 기존의 영재학생 중심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어 오던
창의적인 과학기반의 융합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현장 적용성이 뛰어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 일반 수업시간 동안 사용가능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 기존의 융합 문제 해결 프로그램은 그 해결 과정
이 너무 오래 소요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반 학급에서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기 어려웠음. 이를 개
선하여 일반 현장 수업 시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50분 또는 블록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학교
수업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4. 효과성 분석 결과 제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학습 자료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학
생들의 사용에 따른 인식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적용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을 실시하였다.
5. 학교밖 과학과의 연결 가능성 탐색 본 융합학문 기반의 창의적 과학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의 학
교 밖 과학 활동 및 과학 외 학문 영역의 내용을 우리 생활 속의 과학으로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실질적인 융합
중심의 창의성 과학 교육 방안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6. 혁신적 내용의 융합 중심의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 제시 이러한 제반 과정을 통해 기존의 학교 과학과 학교
밖 과학에서 사용되어온 융합 프로그램의 추상적이고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게 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과학 교육 내용의 혁신을 시도하여 다른 학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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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 명: 미세 먼지로 인한 인간 생활의 변화
1.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6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미세 먼지로 인한 우리의 생활 변화

• 미세 먼지의 정의, 발생원인,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의 변화, 정부의 대처 방안,
해외 사례 등을 학생들이 조사·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기 환경의 변화가 인간 생활환경에
1~3

미치는 변화를 알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며,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발표

/16

활동을 한다.
•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 교과, 통합과학실험, 영어 교과, 사회 교과
(통합사회), 보건 교과 과목과 연계하여 미세 먼지가 특정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
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하면서 미세 먼지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쌓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제(단원)명

4~10
/16

아두이노를 활용한 미세 먼지 측정기 만들기

•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원리, 작동법 등을 학습한 후에 미세 먼지 측정 센서와 LED의 기존 코
드를 가져와서 상황에 맞게 변경한 후에 LCD에 해당 값을 불러오는 측정기를 제작한다.
• 고등학교 통합과학실험, 기술·가정 교과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코딩 교육이 이루어져야 실행이
가능하다.
주제(단원)명

미세 먼지 측정기 케이스 만들기

• 미세 먼지 측정기를 이용한 야외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휴대할 수 있는 아두이노 케이스를
11~12
/16

두꺼운 종이 및 기타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해 본다. LCD와 LED를 겉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제
한 조건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설계가 가능하게끔 지도한다.
• 고등학교 통합과학실험,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기능 발휘를 위한 설계 및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주제(단원)명

학교 주변에서의 미세 먼지 측정하기

13~14
/16

• 학교 주변 활동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 속에서의 미세 먼지 수치를 측정
해 보는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15~16

주제(단원)명

생활 속에서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 탐구

•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국제 기구
/16

차원의 노력 등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미세 먼지를 줄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2.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안내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통합과학
[고등학교] 통합과학
IV. 환경과 에너지

STEAM
요소

S
T
E
A

고등학교/ 1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10 통과 08-03] 엘니뇨, 사막화 등과 같은 현상이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찾아 토론할 수 있다.

미세 먼지와 우리 생활
차시
1~3 / 16
• 미세 먼지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미세 먼지에 관련된 여러 과
학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 [10 국 03-02]

국어

연계과목

학교급/학년(군)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실험] [10 과탐 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구 활동을
통합과학실험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를 증거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연계과목
평가할 수 있다.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통합사회] [10 통사 02-01]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회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해
파악한다.
[고등학교 보건] [9 보 08–01]
생활 속 건강･안전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안전사고
보건
예방 및 안전 문화 운동 참여 방안을 제안한다.
미세 먼지의 정의, 발생원인,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미세 먼지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 정부와 사회의 대처 방안, 해외 사례 탐구
각 조사·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드락 발표물 만들기

M
개발 의도

기본적인 미세 먼지의 개념을 알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로 탐구하여 관심을
증폭 시킬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이 조별로 모둠을 구성하여 각 모둠에서 미세 먼지와 관련된 주제를 하나씩 맡아서 조사 활동
을 한다.
• 각 조의 조사·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우드락 보드지에 내용을 적고 관련 그림을 붙여 발표물울 만든
후 모둠 조장이 앞에서 발표를 진행한다.
• 발표 후 각 우드락을 전시하고 친구들의 평가를 받는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미세 먼지의 정의, 발생원인

최근 들어 미세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먼지의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달라진 생활
방식을 이야기함

창의
적
설계

신체에 미치는 영향,
생활 방식의 변화,
정부와 사회의 대처 방안,
해외 사례 등의 주제로
우드락 발표물 만들기
감성적 체험

결과물 발표 및 전시

감성적
체험

중심과목

통합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통합과학

주제(단원)명

미세 먼지와 우리 생활

학습목표

IV. 환경과 에너지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1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10 통과 08-03] 엘니뇨, 사막화 등과 같은 현상이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찾아 토론할 수 있다.

차시

4~12 / 16

• 아노이노의 기본 원리를 알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미세 먼지 측정기를 제작할 수 있다.

통합과학실험

연계과목

기술·가정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미술

STEAM
요소

[고등학교 통합과학실험] [10 과탐 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고등학교 기술·가정] [12 기가 05-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고등학교 미술] [12 미 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S

전류, 전압, 저항의 개념을 이해한다.

T

아두이노 기기, 센서, 단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E

아두이노에 미세 먼지 센서를 연결하고 적절한 스케치 코딩을 한다.

A

미세먼지 측정기를 담을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 심미성을 살릴 수 있는 케이스를 제작해 본다.

M

아두이노 각 센서 별 동작하는 전류 값을 계산해서 저항-전류-전압의 관계를 이해한다.

아두이오(Arduino)는 기본적인 코딩과 메이킹(making)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기로
개발 의도

서, 동작 원리를 알고 약간의 응용만 하면 손쉽게 원하는 물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치이면
서 동시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결합하여 실생활 문제 발견
및 해결 방법 찾기 과정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이해하고 아두이노 센서를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오픈 소스에서
원하는 코드를 찾아서 알맞게 변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미세먼지 센서를 활용하여 미세 먼지 측정기를 만들고 난 후, 아두이노가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전류-전압-저항
STEAM
학습
준거

상
관계를 통해서
창의
황
기본적인 아두이노 적
제
설계
시 제작 및 작동 원리
및 방법을 익힘

아두이노 센서를 연결하기
기본 코드를 변형하여
미세먼지 센서 만들기
미세먼지 측정기
케이스 만들기
감성적 체험

미세 먼지 수치 측정
측정기 케이스 전시

감성적
체험

3. 수업지도안(10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1/16 차시)

Co 유튜브에서 ‘스텔라 장(Stella Jang)’의 ‘Fine dust(미세 먼지)’ 뮤직 비디오를
도입
(10 분) 감상한다. https://bit.ly/2kkpv3r

ET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학생들 각자에게 최근 들어 미세 먼지 악화로 달라진 생활 방식에 대해서 생각

해 보고 발표해 보자.

Tip!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발표하도록 한다.

Tip!

중복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추

가적인 의견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되물어 본다.

CD 모둠을 편성하고 조장을 정한 다음, 미세 먼지에 관련된 다음의 주제를 하나씩
전개 맡아서 각 주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활동을 하여 활동지에 기록한다.
(35 분)

주제 :

① 미세 먼지의 정의
② 미세 먼지의 발생원인
③ 미세 먼지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
④ 미세 먼지로 인해 달라진 삶의 방식
⑤ 미세 먼지 경감을 위해 벌이고 있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

Tip!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할 때 핸드폰을 이용한 인터넷 조사를 허용한다. 조

사 후에 우드락 발표물 제작에 대한 암시를 하여서 사진도 캡쳐 기능을 이용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리
(5 분)

다음 차시에 발표물 제작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
Tip!

사진이 필요하다면 미리 인쇄해 올 것을 얘기한다.

활동지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2/16 차시)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우드락을 이용한 발표물 제작에 대한 예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번 차시에 대

한 안내를 한다.

도입
(10 분)

사진

이예원, 장인수, 이상원, 강민기 작
CD

전개
(35 분)

차수연, 최재필, 최준혁, 황성주 작

각 모둠에서 1 차시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드락 발표물을 제작하도록 한다.

Tip!

모든 조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Tip!

사진, 색종이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Tip!

완성이 덜 된 경우 조원들끼리 여남은 시간에 모여서 다음 시간까지 완전히

제작해 올 것을 얘기한다.
정리
(5 분)

다음 차시에 결과물에 대한 전시 및 발표가 있음을 예고한다.

활동지
우드락
사인펜
색종이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3/16 차시)
Co

효과적인 발표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한다.

Tip!

국어 시간에 배운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보고, 발표자가

도입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준다.
(10 분)
Co

발표에 대해 청중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Tip!

발표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ET

각 모둠에서 대표가 우드락 보드지를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학습자료
및 유의점

사진

각자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전개
(35 분)

Tip!

발표가 끝난 후 발표 내용 중 일부를 다른 조원들에게 질문을 하여서 발표를

우드락

잘 경청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Tip!

발표 후 질문 시간을 주어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ET 발표 완료 후 우드락 보드지를 전시하고 잘 된 조에 대한 각 친구들의 평가를
정리
(5 분) 스티커로 붙이게끔 한다. 스티커를 많이 받은 조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

스티커
사탕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4/16 차시)

Co
유튜브에서 ‘top 15 arduinio projects’라는 동영상을 감상하고, 아두이노로
도입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한다.
(10 분)
https://bit.ly/2kzjr73

CD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학생들 각자에게 직업 손으로 작은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만들

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고 발표하자.

인터넷을 이용해서 찾아보게 할 시간을 준다면 훨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Tip!

전개
(35 분)

있다.
활동지
CD

아두이노의 장점을 알아보고 아두이노를 구성하는 각 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

보자.

CD

스케치(Sketch)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히고 아두이노 코드의 기본 구조를 알

아보자.

정리
(5 분)

후 차시 수업 안내 : 기본 센서 RGB_LED 조작

학습
과정
도입
(10 분)

교수-학습 활동 (5~6/16 차시)

Co

미세 먼지 측정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센서와 액츄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자.

CD

각 RGB 센서의 단자 마다의 특징과 연결할 핀 번호를 기록해 봅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PPT
사진 제시

활동지
전개
(75 분)

R
9번

G B
6번 5번

(-) GND에 연결
Tip!

활동지에 기입하게 한 후에 아두이노 단자 번호의 위치를 PPT 를 보면서 알

려준다.

PPT

CD

RGB 센서와 저항(330Ω)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 봅시다.

CD

스케치(Sketch) 프로그램 상에서 RGB 를 1 초 마다 빨강, 주황, 블루, 그린이

보이게끔 코드를 해 봅시다.
Tip!

화면에 PPT 코드를 보여주고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코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코드 입력 시에 유의할 점(대소문자 구분, 띄어쓰기, ‘//’의 의미 등)
을 이야기해 줍니다.

ET

컴파일 후에 전원을 인가하여 실제 보이는지 테스트를 해 보고, 자유자재로 코

드를 변경하여 다양한 색깔을 얻어 봅시다.
Tip!

윈도우의 색상표를 참조하여 특정한 색깔을 얻기 위한 숫자 조합을 구하는 방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delay 의 수치를 조정하여 색깔과 시간의 변화를 주어서
다양하게 응용되도록 합니다.
활동 종료 후에 RGB 라는 파일 명으로 저장 후 USB 저장매체에 담아둘 것을 알려
정리
주도록 합니다.
(5 분)
후 차시 수업 안내 : 온도 센서의 조작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7~8/16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온도, 습도 센서와 LCD 액츄에이터를 보여주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도입
PPT
(10 분) 봅시다.
사진 제시

CD

온도, 습도 센서(DHT11)의 각 단자의 연결 핀 번로를 기록해 봅시다.

CD

LCD(I2C)의 각 단자의 연결 핀 번호를 기록해 봅시다.

Tip!

활동지에 기입하게 한 후에 아두이노 단자 번호의 위치를 PPT 를 보면서 알

전개 려준다.
(75 분)
CD

이전 시간에 연결했었던 RGB 센서와 저항(330Ω)에 이어서 DHT11 센서와

LCD 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봅시다.

Tip!

활동지

이전시간에 연결된 센서를 절대로 흩트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PPT

CD

스케치(Sketch) 프로그램 상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SimpleDHT’를 다운받

은 후에 파일-예제-SimpleDHT-DHT11Default 를 선택하고 난 후 코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봅시다.

Tip!

화면에 PPT 코드를 보여주고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코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입력 후에 해당 파일을 파일명 ‘DHT11’로 저장합니다.
CD

스케치(Sketch) 프로그램 상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LiquidCrystal_I2C’를

다운받은 후에 파일-예제-LiquidCrystal I2C-HelloWorld 를 선택하고 난 후 코드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봅시다.

Tip!

화면에 PPT 코드를 보여주고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코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입력 후에 해당 파일을 파일명 ‘LCD’로 저장합니다.
CD

이전에 저장한 RGB 코드, DHT11 코드, LCD 코드를 조합하여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 봅니다.

Tip!

코드를 합치는 방법을 일러 주도록 합니다. Part 1, 2, 3 각각 별로 합치고,

수정해야 할 코드도 알려줍니다. 최종적으로 파일명을 ‘RGB_DHT11_LCD’라고 저
장하고 USB 저장매체에 담아두도록 합니다.
ET

컴파일 후에 전원을 인가해보고 LCD 표시에 숫자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Tip!

LCD 에 백라이트만 들어보고 글자가 보이지 않으면 뒷 저장을 드라이버를 이

용해서 조정한다. 브레드보드에 꽂아서 연결할 때 실수를 많이 한다. 정확한 핀 연
결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학생들의 핀 번호 확인 시에 많은 감독자가 요
구된다. 블록타임에서 보조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를 권한다.
정리
(5 분)

후 차시 수업 안내 : 미세먼지 측정기 센서의 조작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9~10/16 차시)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미세 먼지 측정 센서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Tip! 미세 먼지 센서를 직접 잡아보게 한 후에 이번 실험에 사용될 미세 먼지 센서
도입
PPT
(10 분) 는 PM2.5 스케일의 값만 읽을 수 있고, 다소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시킨 사진 제시
다. 단자 전체의 수를 세어 본 후에 150Ω 저항과 220μF 콘덴서도 같이 사용해야

함을 알려준다.
CD

콘덴서의 극성을 생각해 보고, 저항의 극성 유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활동지

전개
(75 분)
PPT

(-)
(+)
Tip!
CD

활동지에 기입하게 한 후에 긴 다리가 (+)극 쪽임을 인지시킨다.
이전 시간에 연결했었던 RGB 센서, DHT11 센서, LCD 에 이어서 미세 먼지 센

서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봅니다.

Tip!

미세 먼지 센서의 단자가 6 개나 되어서 연결에 있어서 실수하기 쉽니다. 제

조사마다 미세 먼지 센서 단자 색깔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시킨다. 센서를 연결할
때 콘덴서의 극성에 신경을 쓴다.
CD

스케치(Sketch) 프로그램 상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PMsensor’를 다운받은

후에 파일-예제-PMsensor-PMsensorDefault 를 선택하고 난 후 코드를 다음과 같
이 수정해 봅시다.

CD

이전에 저장한 RGB_DHT11_LCD 파일 상의 코드를 위의 미세 먼지 센서 코드

와 합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후에 코드를 정리해 봅니다.

Tip!

PM2.5 수치에 따라서 RGB 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도록 코딩에 보았다. 실제

결과 값을 보고 RGB 색깔 범위를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ET
Tip!

컴파일 후에 전원을 인가해보고 미세 먼지 측정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살펴보자.
최종적인 스케치를 파일명 RGB_DHT11_LCD_DUST 로 저장하도록 한다.

[최종 완성된 미세먼지 측정기]
정리
(5 분)

후 차시 수업 안내 : 미세 먼지 측정기 케이스 만들기

4. 학생활동지
차시

1/16

[통합과학 활동지 1]

미세 먼지와 우리의 생활 변화
이름 : _________

1. Stella Jang 의 Fine dust(미세 먼지)라는 뮤직 비디오를 시청하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뮤직 비디오 상에서 주인공의 달라진 주변 환경 모습은 어떠한가?
①

②

③

(2) 최근 들어 미세 먼지로 인해 달라진 자신의 생활 방식은 어떠한가?
①

②

③

(3) 발표를 들어보고 (2)문항에 대한 친구들의 발표 내용도 정리해보자.
①

②

③

[통합과학 활동지 2]

미세 먼지를 알아보기 프로젝트 #2
이름 : _________

1. 모둠을 구성하고 각 모둠에서 다음의 주제 중 한 가지를 설정하여 인터넷 기사를 참조하여
조사활동을 하자.
우리 모둠 구성원

(

)조 :

연구 주제
① 미세 먼지의 정의
② 미세 먼지의 발생원인
③ 미세 먼지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
④ 미세 먼지로 인해 달라진 삶의 방식
⑤ 미세 먼지 경감을 위해 벌이고 있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

우리 조가 선택한 주제는?

조사 내용

차시

2/16

[통합과학 활동지 3]

미세 먼지를 알아보기 프로젝트 #3
이름 : _________

1. 각 조사·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드락을 이용한 포스터를 제작해 보자.

포스터 구상

차시

4/16

[통합과학 활동지 4]

아두이노(Arduino) 맞이하기
이름 : _________

1.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물품을 생각해 봅시다.

2.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①

②

③

3. 아두이노의 각 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차시

4/16

4. 아두이노 코드를 기록하는 스케치(Sketch)상에서 각 코드의 기본 구조를 알아봅시다.

Part 1 (void setup 이전)

Part 2 (void setup)

Part 3 (void loop)

차시

5~10/16

[통합과학 활동지 5]

센서(Sensor) 및 LCD 단자의 이해
이름 : _________

1. RGB_LED 에서 각 단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고 아두이노에 부착할 핀 번호를 적어봅시다.

R
_번

G B
_번 _번

(-) ____에 연결
2. 온도·습도 모듈(DHT11)에서 각 단자의 연결방법을 말해봅시다.
1 번 VCC 단자 : _____에 연결
2 번 Data 단자 : _____에 연결
3 번 GND 단자 : _____에 연결

3. LCD(I2C)의 각 단자의 연결방법을 말해봅시다.
VCC > ____에 연결
SDA > ____에 연결
SCL > ____에 연결
GND > ____에 연결

4. 콘덴서의 전극을 구분해 보고, 저항의 전극과의 차이점을 말해봅시다.

( )
( )

다리가 긴 쪽이 (

)극이다.

5. 교사자료
차시

1~3 / 16

<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
1. 개념 및 발생원인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 )와 초미세먼지(PM )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10

2.5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

직경(약 60 )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
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
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침투, 천식

·

※ 서유럽 13개국 36만7천명의 건강자료 분석결과, PM2.5 농도 5㎍/㎥ 증가시 조기사망률 7%씩 증가(네덜란드

차시

1~3 / 16

위트레흐트 대학)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
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월)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등 급(㎍/㎥)
구분
좋음
보통
나쁨
미세먼지
0～30
31～80
81～150
예보물 (PM10)
질 초미세먼지
0～15
16～35
36～75
(PM2.5)
< 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자료출처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 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서울시 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매우나쁨
151 이상
76 이상

차시

4~10 / 16

< 아두이노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기 제작 >

1. 브레드보드 이해하기
브레드보드 Half Size 앞면

뒷

면

위 그림과 같이 같은 구간으로 연결된 곳에서는 아무 곳이나 꽂아도 위상이 동일하다.
별도의 납땜이 필요하지 않고 수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시

4~10 / 16

2. 온도, 습도 센서(DHT11) 이해하기
모듈형에서 VCC는 (+)전원에, GND는
(-)전원에 연결해야 하며, 가운데 데이터 선은
3번에 연결함. (+)와 (-)를 뒤바꾸어 연결하면
급격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소자형

모듈형

3. LCD(I2C 인터페이스) 이해하기

만약 글씨가 잘 안나오면 뒷 면의 파란색 가변저항을 돌려본다.
VCC단자는 (+)에 연결
SDA단자는 A4에 연결
SCL단자는 A5에 연결
GND단자는 (-)에 연결

4. RGB LED 이해하기
RGB 는 빛의 3원색(Red, Green, Blue, 적녹청)을 이용하여 색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Ω

(-)단자는 (-)전원에 연결하는데 저항 330 을 거쳐서 연결해야 함. 다른 R, G, B의 각각의
단자는 이번 스케치에서는 각각 9, 6, 5번에 연결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void setup 이전 (Part 1)에서 별도의 변수 설정을 하고 핀 번호 지정을 해야 함. void
setup 부분 (Part 2)에서는 pinMode를 지정하고 각 핀에서 OUTPUT처리를 해 주어야 함.
void loop 부분 (Part 3)에서는 setColor 함수의 red, green, blue 숫자 3개의 조합을 통해서
색을 구현해 냄.

차시

4~10 / 16

5. 미세먼지 센서 이해하기

Ω

저항 150 , 콘덴서 220μF을 같이 사용해야 함. 이 때, 콘덴서에는 (+, 긴
쪽), (-, 짧은 쪽)의 극이 있는 것에 유의.
PPT의 회로를 참고하여 알맞게 연결해야 함.

6. 스케치(Sketch)의 구조 이해

샤프(Sharp)사의 GP2Y1014

7. 전체 회로 구성

차시

4~10 / 16

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3D Printing과 아두이노 활용’ 직무 연수 교재

6. PPT 자료(강의안+회로조립도[Fritzing]+코드[Sketch])
차시

4~10 / 16

차시

4~10 / 16

차시

4~10 / 16

차시

4~10 / 16

7.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미세먼지에 관련된 맡은 부분을 우드락 발표물로
표현함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고 분명한
어조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의사 전달이 이루어 졌음

중

자료의 양은 충분하였으나
발표의 전달 면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음.

하

자료의 양이 부족하였고, 발표가 순조롭지 못하였음.

상

미세먼지 측정 아두이노 제작에 있어서 센서의 연결과
스케치의 제작이 훌륭하였음

중

센서의 연결은 좋았으나,
스케치 구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음

하

센서의 기본적인 연결법과 스케치 구성
모두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음

상

미세먼지 측정기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케이스를
적절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휴대성이 뛰어나고 심미성이 돋보였음

1~3
/16

4~10
/16

11~12
/16

중

적절한 재료를 이용하였으나 휴대성이 떨어짐

하

재료를 이용하여 측정기를 담아내기에는 부적당함

상

학교의 다양한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수치 측정이
이루어졌고 발표 전달력이 돋보였음

중

미세먼지 측정 공간의 수가 적었지만
발표 전달은 훌륭하였음

하

미세먼지 측정 공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

상

미세먼지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
국가적, 국제적 노력 측면에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발표함

중

미세먼지 경감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지는 못함

하

미세먼지 경감 방안이 부족하였으며, 발표도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함

13~14
/16

15~16
/16

평가방법

평가도구

산출물평가

자기/동료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가. 자기/동료평가지(1~3차시, 15~16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발표의 과정이 순조롭고 전달이 잘 이루어졌나요?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나. 관찰평가지(4~14차시)

번호

이름

지식

태도

센서를 잘 활용하고, 아두이노의

센서의 연결이 순조롭고, 코드의

기본 동작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작성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원활하다

상

8. 학생 작품

중

하

상

중

하

하

프로그램 명: 통합과학 Ⅳ. 환경과 에너지 수업용 STEAM 프로그램
1.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3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3
/16

Ⅳ. 환경과 에너지

통합과학: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지구 미래 시나리오를 토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생태계 평형, 지구 온난화와 지구 환경
변화, 엘니뇨, 대기 대순환,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열효율을 설명할 수 있다. 화석 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인류가 문명 발
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파력 발전, 조력 발전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에
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
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진다.
기술가정: 주택 설계
미술: 주택 디자인 및 그리기
지구온난화에 따라 생태계와 기후 환경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열에너지, 전기 에
너지 등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그에 따라 지구
환경이 많이 변화한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 쾌적한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현재 세대
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에너지 자
급 주택이다. 학생들이 직접 에너지 자급 주택에 대하여 학습하고 설계 및 디자인하면서 에
너지 전환 과정 및 에너지 생산 원리 등 과학적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에너지 생산 원리에
따라 주택의 구조와 모양을 간략하게 설계하고 디자인해 봄으로써 과학적 원리를 창의적으
로 적용한 설계 능력과 주택 구조의 배열과 모양을 다르게 하는 미적 감성을 키우는
STEAM 프로그램이다.
Co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온난화, 환경오염 등 지구 환경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없애거
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실천해 본다.
CD 에너지 공급 방법에 따라 주택 구조를 창의적으로 설계해 본다.
ET 주택의 모양, 배치 등을 디자인해 봄으로써 감성적 체험을 한다.

2.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통합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과09-05]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통합과학]
(9)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학습목표

연계과목

차시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연료 전지 등을 정성적
으로 이해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예시할
수 있다.
1/16

1.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제시할 수 있다.
2.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기술가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12 기가 05-09]
연계과목
적정기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성취기준 영역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S 전자기 유도 및 연료전지 작동과정 이해
T
STEAM
요소

E 발전기 구조 탐구
A
M

개발 의도

과학 원리를 적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과학이 적용됨을 이해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기본 원리를 알 수 있으며, 인류가 에너지를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생산 방법 및 문제점 학습
열에너지
- 생산 원리: 나무, 석탄, 석유 등의 연소, 전류의 열작용
- 문제점: 나무나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 먼지와 온실 가스를 배출. 전기 에너지 생산 과
정에서 온실 가스, 미세먼지 혹은 방사능 오염 문제가 있음.
전기 에너지
- 생산 원리: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열, 조력, 지열, 파력 등 전자기 유도, 태양광 광전 효과
- 문제점: 수력 생태계 변화, 화력 미세먼지 발생, 원자력 방사능 오염. 풍력, 태양열, 조력, 지열, 파
력 환경 변화, 태양광 폐기물 환경오염 발생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 환경오염, 지구온난
상
화는 무엇일까?
황
※ 환경오염과 지구온
제
난화의 주요 원인은
시
무엇일까?

창의적 설계
창
의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 생각할 수 있다.
계
감성적 체험

감
※ 에너지 생산 과정에
성
서 과학이 중요하게
적
적용됨을 알 수 있
체
다.
험

학습
과정

도입
(5 분)

교수-학습 활동

Co
ET

학습자료
및 유의점

일상생활에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이해한다.
인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발생 기구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열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 장치 조사하고 작동 원리 발표하기
조별로 조
CD 조별로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등 에너지 발생 장치의 작동 원리와 에너지 생산
사 내용이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토의한다.
전개
중 복 되 지
ET 조별로 자신들이 조사하고 토의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포스터나 PPT 를 제
(40 분)
않도록 사
작하여 발표한다.
전에 조율
ET 다른 조의 발표 과정에서 의문점을 질문하고 장단점을 서로 토의하고 개선점을
한다.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Co

ET 에너지 생산에 과학적 원리와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한다. 새로
정리
(5 분) 운 에너지 생산 장치도 과학이 이용될 수 있음을 파악한다.

중심과목

통합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과08-04]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통합과학]
(8) 생태계와 환경

주제(단원)명 생태계와 환경
학습목표

연계과목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
하며,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 과정에서 버
려지는 열에너지로 인해 열에너지 이용
의 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이 효율
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2/16

1.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제시할 수 있다.

기술가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12 기가 05-09]
연계과목
적정기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성취기준 영역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S 여러 가지 에너지 생산 과정과 그 원리를 탐구한다.
T 단열재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조사한다.
STEAM
요소

E 에너지 생산 과정이나 전달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다.
A
M

개발 의도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줄이는 노력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에너지 절약 필요성 학습
-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 미세먼지, 온실 가스, 방사능 오염, 생태계 파
괴, 환경오염
-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실천 방안 토의: 에너지 절약 제품 사용, 냉난방기
최소 사용, 단열재 이용
- 에너지 절약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파악: 미세먼지,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미세 플라
스틱 배출 감소 등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창의적 설계
창
상 ※ 환경오염과 지구온
의 에너지 생산과 전달 과정에서 손
황
난화를 감소시킬 수
적 실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제
있는 실천 방안은
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시
무엇일까?
계
감성적 체험

감
※ 에너지 절약을 실천
성
하여 환경오염과 지
적
구온난화 감소에 동
체
참한다.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
도입
엇일까?
(5 분)
ET 친환경적인 새로운 에너지 생산 방법을 생각해 보고 발표하기

모둠 별로 에너지 절약 장치와 친환경 에너지 생산 장치 만들기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하기
ET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Co 친환경 에너지 생산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CD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생산 장치를 고안해 보자.
인터넷 가
전개
ET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생산 장치를 고안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능한 컴퓨
(40 분)
터 제공
토론하자.
Co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CD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고 정리한다.
ET 모둠 별로 조사하고 토의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포스터나 PPT 를 제작하여
발표한다.
CD
Co

ET 각 모둠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정리
(5 분) 방안을 제시한다.

중심과목

통합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통합과학]
(9)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주제(단원)명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학습목표

연계과목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통과09-04]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의 장단점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과 개선방안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환
경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3/16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제시할 수 있다.

미술, 기술가정

[고등학교 미술 12 미 01-03] 현대의
사회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미술을
통한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기술가정 12 기가 05-09]
성취기준 영역
적정기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S 여러 가지 에너지 생산 과정과 그 원리를 탐구한다.
STEAM
요소

T 에너지 자급 주택의 에너지 공급 방법을 탐구한다.
E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원 특성에 알맞게 주택에 적용되는 기술을 탐구한다.
A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원 특성에 알맞은 주택을 디자인한다.
M

개발 의도

인류가 일생생활을 하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 환
경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줄이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환경 문제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에너지 자급 주택 설계하여 발표하기
- 에너지 자급 주택에 대하여 사례 조사하기: 인터넷 및 도서 활용
- 에너지 자급 주택에 필요한 에너지 수급 계획 및 방안
- 에너지 자급 주택 설계: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이 편리하도록 주택 구조를 설계하며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주택을 목표로 하여 경제적인 주택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발표함.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창
상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의
황
생산 방법은 무엇일 적
제
까?
설
시
계

에너지 공급 방법에 따라 구조적
제한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생활
하기 편리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
리는 아름다운 주택을 설계할 수
있다.

감성적 체험

감
※ 과학이 지속 가능한 성
생활에 매우 중요함 적
을 체험할 수 있다. 체
험

학습
과정
도입
(5 분)

교수-학습 활동
Co
ET

지구 환경을 지키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에너지 자급 주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가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집에서 자신이 사용한 에너지를 사례별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자.
CD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 비율을 에너지 종류에 따라 조사하자.
ET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자신에 실천한 경험을 얘기해 보자.
Co
전개
에너지 자급 주택이 무엇이고 에너지 자급 주택 사례를 조사하자.
(40 분) CD 에너지 자급 주택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방법이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조사하고
자신만의 에너지 자급 주택을 제안하자.
ET 자신이 제안한 에너지 자급 주택 모양과 구조를 포스터나 PPT 로 제작하여 발
표한다.
ET 자신과 다른 학생이 제시한 에너지 자립 주택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토의하자.
Co
ET

ET 제시된 에너지 자급 주택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에너지를 절약하
정리
(5 분) 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에너지
자급 주택
사례

3.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3/16

에너지 발생 장치
- 원리
- 에너지 전환 과정
- 문제점

에너지 절약 방법
- 사례
- 과학적 원리

에너지 절약 주택
- 사례
- 에너지 공급 방법
- 에너지 생산 원리
- 자신의 에너지 절약 주택 제안하고 제안한 주택 디자인과 에너지 흐름도 제시
예

4. 교사자료
차시

1~3/16

열기관: 고열원에 얻은 열을 역학적 일로 바꾸는 장치이다. 열을 이용하여 피스톤을 움직여 동력을
얻는다. 열기관의 열효율은 고열원에서 공급 받은 열량   에 대한 외부에 한 역학적 일  의
비율이다.



열효율   



발전기: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발전기의 원리: 자기장 속에서 코일을 회전시키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속의 변화가 일어난다.
➜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여 유도 전류가 흐른다.

발전 종류: 터빈을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에 따라 나눈다.

풍력발전: 바람 힘을 이용한 것으로 바람이 풍차의 날개를 돌리면 날개는 발전기라는 전기 발생 장치
에 연결되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는 바로 사용하거나 전기를 보내는 전선망을 이용하여 전기
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이나 해안선이 길은 바다가
있어 풍력발전 설치 시 많은 전기를 생산 할 수 있습니다.
- 풍력 개요: 풍력 발전은 바람이 가진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즉,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된 전력은 가정용, 공업용 등으로 자체 소모하거
나 한국전력에 역송전하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길어 풍력발전을 하
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 풍력발전의 원리:
풍차날개(blade) :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회전력으로 변환
동력전달장치(geerbox) : 입력된 에너지를 증폭시킴
발전기 : 기계적 회전력을 전기에너지로 변환
전력변환장치(inverter) : 직류전기(DC)를 교류전기(AC)로 변환시킴
전력선 및 수용가로 전력공급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리도 나지 않아 조용합니다. 또한 쉽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오래 동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원리: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다.

해양에너지: 바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파도가 칠 때 사용 할 수 있는 파력에너지, 바다 속과 바
다 표면의 온도차를 이용해 만드는 온도차 에너지, 밀물과 썰물 때의 물의 깊이가 달라지는 현상인 조
력에너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여러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조력발전 : 조석의 힘을 동력원으로 하여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 파력발전 :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 등의 원동기 구동력으로 발전하는 기술
- 해수온도차발전 : 해양 표면층 온수(예 : 25∼30℃)와 심해층(500~100M) 냉수(예 : 5∼7℃)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하는 기술

연료전지: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연료전지는 공해와 소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 미래의 에너지 장치로 사랑받을 것입니다.

- 수소와 연료전지 개요: 연료전지(fuel cell)란 연료가 가진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서, 배터리와는 달리 연료가 공급되는 한 재충전 없이 계
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반응 중 발생된 열은 온수생산에 이용되어 급탕 및 난방으로 가능
하다.
바이오 에너지: 살아있는 생물체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무를 사용해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식물에서 기름을 추출해 액체 연료로 만드는 등 동·식물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연환
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바이오에너지 개요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매립지가스(LFG : Landfill Gas)를 원
료로 발전 설비를 가동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매립지 주변의 환경오염(메탄가스 대기
방출)을 저감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
- 바이오에너지 원리 및 구조

지열에너지: 땅속의 온도는 사계절 내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땅위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땅위보다 시원하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여름에는 땅속으로부터 시원한 온도를 가져와 시원하게 해주
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도를 가져와 따뜻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 지열 개요: 지열이란 지표면의 얕은 곳에서 부터 수 Km 깊이에 뜨거운 물과 돌을 포함하고 있는
땅의 에너지를 말하며, 이를 냉·난방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여름철에는 실내의 높은 온도를 지중으로
겨울철에는 지중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난방을 수행할 수 있다.

에너지 자급 주택 사례

자료출처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5.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3
/18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상

에너지 생산 원리를 이해하고 에너지자급주택을 원
리에 맞게 디자인한다.

중

에너지 생산 원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에너지자
모둠별 토론평가
급주택을 디자인한다.

하

에너지 생산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에너지자
급주택이 에너지 공급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가. 자기/동료평가지(1~3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 평가 노하우: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한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프로그램명) 고등학교 통합과학 수업용 STEAM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학교급
중심과목
STEAM 연계과목
프로그램
구분

개발계획

Ⅱ

고교 통합과학 및 생명과학 연계 수업용 STEAM 프로그램
고등
대상 학년(군)
통합과학 1학년, 생명과학 3학년
중심과목
과학
[10통과05-01] 생명시스템
성취기준 영역
과학

[12물리Ⅰ03-06]물질의 이중성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2생과Ⅱ02-04]세포 소기관의 구조

주제 연번

차시
(시수)

1

2

2

2

과목 연계(안)

Ⅱ
물리학Ⅰ + 생명과학Ⅰ
통합과학 + 생명과학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1

차시

1~2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0통과05-01]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에는 인간과 다양한
생물들이 포함되는데, 모든 생물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포에서는 생명 현상 유지를
위해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 출입이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Ⅰ03-06]
물질의 이중성을 알고, 전자 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Ⅱ02-03]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를 DNA, 세포 내
막 구조, 리보솜, 세포벽을 중심으로 다룬다.

2

3~4

[12생과Ⅱ02-04]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은 전자현미경을
포함한 다양한 현미경의 이용, 세포 분획법, 자기 방사법 등의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다양한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물질의 합성과 분비와 같은 세포 내
생명 활동과 관련지어 다룬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4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세포의 구조
1~2/
6

•하나의 소우주를 이루고 있는 생명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생명 시스템을 밝혀내기 위해 과학자들이 가졌던 의문과 창의성을 갖도록 한다.
•통합과학의 생명 시스템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과정으로 생명과학Ⅱ의 세포의 구조
와 기능 단원과 연계된다.
주제(단원)명 현미경의 원리와 세포의 크기 구하기
•생명과학의 발달에 기여한 주요 발견 및 도구들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생명과학

3~4/
6

발전에 기여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실험 기법과 생명과학자들의 아이디어를 학습함
으로써 학생들에게 생명과학의 발전 과정을 입체적 시각과 역사적 시각으로 인식하도
록 한다.
•현미경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 조사하고 물리학적 개념을 학습하여 연계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생명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3 학년
세포의 구조와 기능

주제(단원)명 세포의 구조와 기능

학교급/학년(
고등학교/3 학년
군)
[12생과Ⅱ02-04]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은 전자현미경을
포함한 다양한 현미경의 이용, 세포
생명과학Ⅱ 중심과목 분획법, 자기 방사법 등의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성취기준 다양한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물질의 합성과 분비와 같은
세포 내 생명 활동과 관련지어
다룬다.
차시
4

• 생물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세포가 이들 세포 소기관이 유기적으로 함께 작용하여
학습목표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 진핵 세포와 원핵 세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동물 세포, 식물 세포, 원핵 세포 모형을 그림을 통해 나타내고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표
현할 수 있다.
• 세포 그림을 그리면서 독창적인 표현법을 나타낼 수 있다.

연계과목

물리학

STEAM S 시스템에 대한 개념 이해하기

연계과목 물질의 이중성을 알고, 전자
성취기준 영역 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T
E
A
M

세포의 기본적인 구조 익히기
세포 소기관의 특징 이해하기
요소
자신만의 세포 모형 그려보기
세포 소기관의 유기적 연관 관계 설명하기
※ 생물도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개발 의도
자신만의 그림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미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상황제시 1] 시스템이란 무
상 엇이고, 자신이 알고있는 시
STEAM
황 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학습준
제 [상황제시 2] 세포에 대해
거
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창의적 설계

이야기해본다.

1]시스템의 정의 및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
한다.
2]세포를 그려보면서 세포의 기
본 구조를 익히고 세포 소기
관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
이해한다.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제시 1] 시스템이란 무엇이고, 자신이 알고있
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도입
(10 분)

[상황제시 2] 세포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을 이야기해본다.
Tip!

-PPT와 영상을 이용한 수업
‣ 생명시스템 개념 정리

‣ 세포의 정의 및 생명 시스템
에서의 중요성 인식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표를 유도한다.

 시스템의 종류 말해보기
1.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한다.
(1) 역학적 시스템
(2) 지구 시스템

전개
(70 분)

‣ 역학적 시스템에 포함된 내용
조사 및 발표
‣ 지구 시스템에 포함된 내용
조사 및 발표

(3) 생명 시스템

Tip!

‣ 생명 시스템의 구서 요소 조
사 및 발표

자연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
되는지 조사한다.

‣ 세포 사진 활용
‣ [활동지1] 활용

(4) 세포의 구조 및 세포 소기관 그리기

Tip!

학생들의 주도적인 수업을 위해 세포의 구조를 먼저 그려보고 활동
지를 통해 세포 소기관의 명칭 및 기능을 적은 후 비교해 볼 수 있
도록 지도한다.

: 자신이 그린 세포 그림에서 빠진 세포 소기관을 확인하고 실제 세포
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세포 소기관의 기능과 연관 지

정리
(10 분)

어 발표한다.
Tip!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세포를 관찰하고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입  현미경의 종류에 대해 발표한다.
(10 분)
Tip!

학습자료 및 유의점

-PPT와 영상을 이용한 수업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표를 유도한다.



현미경의 종류 및 원리를 이해하고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세

포의 크기를 구한다.
1. 현미경의 종류와 작동 원리 비교하기

‣ 현미경의 종류 조사하기
‣ 현미경 조작시 글라스가 깨져
다치지 않게 유의한다.

(1) 현미경의 종류
‣ 마이크로미터 사용법을 동영
(2) 현미경의 작동 원리 비교

전개
2.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세포의 크기 구해보기
(70 분)
Tip!

상을 이용하여 먼저 숙지하
도록 한다.

실제 실험에 사용할 광학 현미경을 제외한 나머지 현미경은 PPT와 영상을 이

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이크로미터 사용시 현미경
의 배율에 따라 접안 마이크

Tip!

현미경 조작 방법을 숙지한 후 실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ip!

물리학의 원리와 연관지어 학습하여 융합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로미터 1눈금의 크기가 달
라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
도록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미경에서 확대되는 상의 크기가 달라지는 원리를 학습한

활용한다.

다.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배율을 확대하면 상의 크기와 눈금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활동 1]
가상의 세포를 그린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율을 조정하면서 관찰하 ‣ 스마트폰의 카메라 사용시 안

정리 고 눈금의 크기를 계산해 본다.
(10 분)
[질문 1]

배율이 확대되면 눈금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Tip!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카메라용 삼각대를 이용하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내선 기능을 사용한다.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학생활동지 1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명칭

특징 및 기능

식물 세포 그리기

학생활동지 1

동물 세포 그리기

학생활동지 2
[세포의 크기 측정]
1. 접안렌즈에 접안 마이크로미터를 끼우고, 재물대 위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놓는다.
2. 현미경의 배율을 100배로 하고 시야에서 접안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평행이 되
도록 접안렌즈를 돌려 맞춘다.
3. 접안 마이크로미터의 눈금과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일치하는 두 곳을 찾아 그 사이에 있는 눈금
수를 각각 센 다음 접안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구한다.

겹친 두 지점 사이의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칸 수
4. 접안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  ×10㎛
겹친 두 지점 사이의 접안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칸 수
5. 재물대 위의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제거한 후, 표본을 올려놓고 세포를 관찰하면서 접안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이용하여 세포의 크기를 측정한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상 세포의 크기 구하기]
1. 자신이 그린 세포 모형을 잘라낸다.
2. 세포 모형을 색구별이 가능한 판 위에 놓는다.
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중 안내선(눈금선) 보이기 기능을 켜고 적당한 위치에서 세포 모형을 맞추고
화면을 캡처한다.
4. 같은 위치에서 배율을 2배로 높여 세포 모형을 맞추고 화면을 캡처한다.
5. 캡처한 사진을 인쇄한다.
6. 세포 모형이 카메라의 눈금선과 겹치는 수를 세어서 비교한다.
6. 배율을 달리 하였을 때 눈금선 1칸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토의한다.

5. 교사자료

[출처: 천재교육 생명과학Ⅱ]

[현미경과 미생물의 발견]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이탈리아의 스텔루티(Francesco Stelluti)가 1625년과
1630년 사이에 꿀벌과 바구미를 관찰한 것이다. 후크(Robert Hooke)는 과학 잡지에 미생물의 그림을 최
초로 발표한 것으로 인정 받고 있다. 후크는 1665년에 자신이 만든 마이크로그라피아(Micrographia)라는
책에 뮤코르(Mucor) 곰팡이의 모양을 자세하게 그려서 발표했다. 마이크로그라피아는 섬세한 그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현미경의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이크로
그라피아에 소개된 도안은 네덜란드의 아마추어 현미경학자였던 레벤후크(Antony van Leeuwenhoek)가
만들어 사용한 현미경의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레벤후크는 2개의 은판 사이에 이중의 볼록렌즈를 고정하
여 만든 간단한 현미경을 만들었다. 이 현미경은 50~300배 정도로 확대할 수 있었으며, 2개의 렌즈 사이
에 액체 시료를 넣고 시료와 45°의 각도로 빛을 쪼여서 관찰하는 방식이었다.

[현미경과 세포의 연구]
1. 현미경의 이용
- 세포의 연구는 현미경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특히 전자 현미경의 성능이 개선되고 다양한 방법
이 이용되면서 세포의 미세 구조와 기능들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2. 현미경의 종류
(1) 광학 현미경
- 가시 광선을 이용하여 관찰하려는 시료를 밝게 비춘 다음 대물렌즈와 접압렌즈로 상을 확대하여 관찰하
는 현미경이다. 최대 배율을 1,000배 이상 높이기 어려워 핵과 엽록체 등을 제외한 세포내 미세구조는 관
찰할 수 없다.
(2) 형광 현미경
- 자외선을 광원으로 해서 시료를 비추어, 시료가 발하는 형광으로 대상물인 시료를 관찰하는 현미경이다.
(3) 전자 현미경
- 전자 현미경은 1933년 루스카가 발명하였는데 전자석을 이용하여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10만배나 짧은
전자선을 굴절시키므로 해상력이 매우 높아 광학 현미경의 1000배에 달한다.
① 투과 전자 현미경
- 광학 현미경의 원리를 그대로 발전시킨 것으로 시료를 얇게 자른 후 전자선을 투과시켜 형광판 스크린
에 흑백 이미지를 그려내는 장치로 물체의 상을 수백만 배까지 확대한다. 세포나 조직 미세구조의 단면을
관찰할 때 주로 이용한다.
② 주사 전자 현미경
- 시료를 자르지 않고 원형 그대로 금속으로 코팅하여 전자선을 쏘아 반사되는 전자선에 의해 입체적인
상을 얻을 수 있다. 세포의 입체 구조를 알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고 확대 배율이 수만 배 정도이다.

3.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의 비교

[출처: 천재교육 생명과학Ⅱ 교사용 지도서, 라이프 사이언스 미생물학 9판]

학생활동지 2
[세포의 크기 측정]
1. 접안렌즈에 접안 마이크로미터를 끼우고, 재물대 위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놓는다.
2. 현미경의 배율을 100배로 하고 시야에서 접안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평행이 되
도록 접안렌즈를 돌려 맞춘다.
3. 접안 마이크로미터의 눈금과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일치하는 두 곳을 찾아 그 사이에 있는 눈금
수를 각각 센 다음 접안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구한다.

겹친 두 지점 사이의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칸 수
4. 접안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  ×10㎛
겹친 두 지점 사이의 접안 마이므로미터 눈금의 칸 수
5. 재물대 위의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제거한 후, 표본을 올려놓고 세포를 관찰하면서 접안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이용하여 세포의 크기를 측정한다.

[출처] 천재교육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상 세포의 상대적 크기 구하기]
1. 자신이 그린 세포 모형을 잘라낸다.
- 이전 차시에서 그린 세포 모형을 활용하여 색연필 등을 이용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한다.
2. 세포 모형을 색구별이 가능한 판 위에 놓는다.
- 세포 모형과 구별이 가능한 색지 등을 이용해도 된다.
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중 안내선(눈금선) 보이기 기능을 켜고 적당한 위치에서 세포 모형을 맞추고
화면을 캡처한다.
-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님을 주의한다.
- 안내선이 보이는 상태에서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화면을 저장하면 세포 위에 접안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이 나타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4. 같은 위치에서 배율을 2배로 높여 세포 모형을 맞추고 화면을 캡처한다.
- 배율을 달리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위치에서 시행해야 함을 주의한
다.
- 스마트폰용 삼각대를 이용하면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5. 캡처한 사진을 인쇄한다.
- 세포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인쇄된 세포 사진을 이용한다.
6. 세포 모형이 카메라의 눈금선과 겹치는 수를 세어서 비교한다.
- 세포 모형과 카메라의 눈금선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수를 센다.
7. 배율을 달리 하였을 때 눈금선 1칸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토의한다.
- 배율을 높이거나 낮게 하였을 경우 세포의 모습과 눈금선의 수를 비교한다. 이때 눈금선 1칸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본다.

[기대 효과 및 고찰]
1. 통합과학에서 학습한 세포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심화하여 생명과학Ⅱ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
룬다. 지루해지기 쉬운 내용이지만 세포 연구의 발달에 기여한 현미경의 발달을 함께 다룸으로써 과학
사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현미경에 사용된 물리학의 원리를
찾아봄으로써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대물 마이크로미터와 접안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세포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접안 마이크로미터 1눈금의 크기가 배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디지털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에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면 배율이 달라짐에 따라 물체가 어떻
게 보이는지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에 안내선(눈금선) 기능이 있어 세포 모형이나 그림
위에 안내선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실제 접안 마이크로미터 눈금을 이용하여 세포를 관찰한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실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배율을 2배로 높이면 상이 2배로 확대되면서 겹치는 눈금선도 2배가 됨을 쉽

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세포의 크기는 변화가 없으므로 배율이 2배가 되면 눈금 1칸의 길이는 

이 됨을 알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물체를 같은 방법으로 해 볼 수 있고, 물체위에 자를 함께 놓고 실제
길이를 보면서 관찰하면 더욱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다.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발표 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발표 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상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알고 유기적 관련성을 설명함

1~2/6

중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설명함.
하 세포 소기관의 종류만 표시함.

3~4/6

접안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세포의 크기를 바르
상 게 측정하고 배율에 따라 접안 마이크로미터 1 눈금
의 크기가 달라짐을 설명함.
접안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세포의 크기를 바르
중
게 측정함.
하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함.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부 기재 예시
과학: 현미경의 발달과 세포의 연구를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융합적으로
사고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미술: 세포의 유기적 관계를 예술적으로 표현함.

프로그램 명: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
‘생활 주변에서 탐구 가능한 질문 찾아 수행하기’ 수업용 STEAM 프로그램
1.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3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생활 주변에서 탐구 가능한 질문 찾아 수행하기 위한 방법

※ 과학 탐구 실험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생활 주변 탐구
가능한 질문을 찾는 연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탐구 방법에 대해 학습.

1/2

※ 성취 기준
[10 과탐 01-03]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탐구를 수행하고, 귀납적 탐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1-04]
가설 설정을 포함한 과학사의 대표적인 탐구 실험을 수행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Co

학생들에게 생활 주변에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Co

과학 탐구 방법인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주제(단원)명

미끄럼 방지를 위한 경사로 고안 및 제작

※ 과학 탐구 실험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미술 과목과
융합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
※ 성취 기준
[10과탐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2/2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고, 분야 간 협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를 증거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12미01-03]
현대의 사회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미술을 통한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2미03-03]

미술 작품 비평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실험을 설계할 때에는 실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정확하게 설계해야 함을 이해한다.

Co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로에 성치하는 여러 무늬들을 보고 새로운 경사로를 고안해
본다.

CD

ET

Co

모둠 별로 토론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경사로 디자인을 완성한다.
새롭게 디자인한 경사로를 발표할 수 있다.

ET
다양한 디자인의 경사로를 보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탐구 실험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2) 생활 속의 과학 탐구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생활 주변에서 탐구 가능한 질문
찾아 수행하기

차시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
고, 분야 간 협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
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를 증거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1/2

학습목표

1. 과학적 탐구 방법인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과학적 탐구 방법인 귀납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연계과목

미술

연계과목
[고등학교 1~3학년] (2) 표현
성취기준 영역

S 과학 탐구 방법
STEAM
요소

T
E
A 디자인, 표현
M

개발 의도

과학탐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생활 주변에서 탐구 가능한 질문을 찾아 수행하는
과정을 과학과 미술 영역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과학 탐구 방법이나 과학적 지식이 실생활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과학 탐구 방법인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는 미끄럼 방지하기 위한 경사로의 무늬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탐구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목적이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STEAM 학습준거는
단계(절차)가 아님
※ 상황 제시는 수업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도전정신을
가지는데 조력할 수
있도록 개발

창의적 설계
※ 감성적 체험은 수업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개발

창
의
적
설
계

감성적 체험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도입
( 5 분)

교수-학습 활동
Co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과정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한다.

ET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모둠별로 정리해 본다.

ET

플레밍의 실험을 통해 과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모둠별로 고민해 본다.

Co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실험을 바탕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설명한

동영상

다.
- 연역적 탐구 방법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잠정적인 답인 가
설을 세워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탐구 방법을 말한다.
- 연역적 탐구 방법은 자연 현상 관찰 → 문제 인식 → 가설 설정 → 탐구 설계
→ 탐구 수행 → 자료 해석과 검증 → 결론 도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Co

전개
( 40 분)

귀납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설명한다.
- 귀납적 탐구 방법은 탐구 대상을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
하고 분석하여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 내는 탐구 방법이다.
-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 현상 관찰 → 문제 인식 → 관찰 및 자료 수집 방법
고안 → 관찰 및 자료 수집 → 자료 해석 → 규칙성 발견과 결론 도출로 이루
어져 있다.

지질 시대 동안 발생한 생물 대멸종의 원인 조사 과정과 에이크만의 각기병 실
험 과정을 모둠별 토의를 통해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을 적용한다.
- 지질 시대 동안 발생한 생물 대멸종에 관련된 자료로 중생대-신생대 경계층
사진, 중생대와 신생대의 유공층 화석 사진, 이리듐 함량 분석 자료를 제공한
다.
- 에이크만 각기병 연구 과정을 순서와 상관없이 제공한다.
ET

ET

정리
( 5 분)

학습자료
및 유의점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한다.

과학적 탐구 방법인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의 특징에 대해 정리
한다.
Co

중심과목

과학 탐구 실험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2) 생활 속의 과학 탐구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생활 주변에서 탐구 가능한 질문
찾아 수행하기

차시

[10과탐02-04]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탐구에 참여하
고, 분야 간 협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
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를 증거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2/2

학습목표

1. 실험 설계 과정을 변인 통제를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다.
2. 미끄럼 방지하기 위한 경사로를 디자인할 수 있다.

연계과목

미술

연계과목
[고등학교 1~3학년] (2) 표현
성취기준 영역

S 과학 탐구 방법
STEAM
요소

T
E
A 디자인, 표현
M

개발 의도

과학탐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생활 주변에서 탐구 가능한 질문을 찾아 수행하는
과정을 과학과 미술 영역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과학 탐구 방법이나 과학적 지식이 실생활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과학 탐구 방법인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는 미끄럼 방지하기 위한 경사로의 무늬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탐구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목적이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STEAM 학습준거는
단계(절차)가 아님
※ 상황 제시는 수업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도전정신을
가지는데 조력할 수
있도록 개발

창의적 설계
※ 감성적 체험은 수업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개발

창
의
적
설
계

감성적 체험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도입
( 5 분)

전개
(40 분)

정리
( 5 분)

교수-학습 활동
Co

빗면과 마찰력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한다.

ET

생활 속에서 빗면과 마찰력이 이용된 사례를 모둠별로 찾아보고 발표한다.

Co

마찰력에 대해 설명한다.
-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하여 운동할 때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
력이라고 한다.
-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다.

Co

탐구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변인 통제에 대해 설명한다.
- 독립 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이다. 일부 변인은 가서을 검
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바꾸고, 이 외의 변인은 일정하게 통재한다.
- 종속 변인은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이다.

ET 경사로 무늬나 각도에 따라 미끄럼 방지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둠별
로 토의해 본다.
- 토의한 방법에 따라 변인을 포함하여 탐구 과정을 모둠별로 설계해 본다.

CD

하드보드지에 미끄럼 방지하지 위한 경사로를 모둠별로 디자인 한다.

ET

설계한 경사로를 폼포드와 사포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한다.

ET

제작이 끝난 경사로를 모둠별로 발표하고 경사로의 효능에 대해 토의한다.

Co

마찰력과 변인 통제 과정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다.

ET

모둠별로 경사로 제작을 마무리하고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에 대해 발표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3.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 연역적 탐구 과정을 쓰시오.

2. 귀납적 탐구 과정을 쓰시오.

3. 에이크만의 실험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2

차시

2/2

1.통제변인 종류를 나열하시오.

2. 미끄럼 방지를 위한 경사로 제작 과정에서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을 쓰시오.
(1) 독립변인:
(2) 종속변인:
3. 모둠별로 효율적인 경사로를 디자인 하시오.

4. 교사자료
차시

1/2

1. 연역적 탐구 과정을 쓰시오.
자연 현상 관찰 → 문제 인식 → 가설 설정 → 탐구 설계 → 탐구 수행 → 자료 해석과 검증 → 결론
도출
2. 귀납적 탐구 과정을 쓰시오.
자연 현상 관찰 → 문제 인식 → 관찰 및 자료 수집 방법
해석 → 규칙성 발견과 결론 도출

3. 에이크만의 실험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라) - (가) - (마) - (다) - (바) - (나)

자료출처

고안 → 관찰 및 자료 수집 → 자료

차시

2/2

1.통제변인 종류를 나열하시오.
독립변인, 통제변인
2. 미끄럼 방지를 위한 경사로 제작 과정에서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을 쓰시오.
(1) 독립변인: 무늬, 경사각
(2) 종속변인: 미끄럼 방지 효과
3. 모둠별로 효율적인 경사로를 디자인 하시오.

5.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2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

중

과학적 탐구 방법인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
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방법

평가도구

산출물 평가

모둠 평가지
(학생용)

산출물 평가

모둠 평가지
(학생용)

하 과학적 탐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상
2/2

변인 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탐구를 설계하고 경
사로를 설계 제작할 수 있다.

중 탐구를 설계하고 경사로를 설계 제작할 수 있다.
하

경사로를 설계 제작할 수 있다.

가. 모둠 평가지(1~2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조원의 의견을 경청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다른 조원이 담당 역할을 수행하였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경사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작되었나요?

상

평가
중

하

[부록2] 학생 산출물 사진
- 미세 먼지와 우리 생활 산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