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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융합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 교재
A Textbook of Modular Teacher Training Programs for Convergence Education

INTRO

1

모듈형 융합교육 연수체계의 구성

모듈형 융합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2021년 기존 개발된 ‘교원의 융합교육 모듈형 연수체계’를 기
반으로 수행되었다.1) 연수체계는 총 45개의 연수 주제로 구성된다. 연수체계의 전체 구성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모듈형 융합교육 연수체계(김자미, 2021)

모듈형 융합교육 연수체계는 교사의 융합교육 역량과 수준을 세로축으로 기반으로 모델을 구성하
였다. 융합교육 역량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로 구분되며, 8개의 세부 역량으로 구성된다. 융합
교육 역량의 수준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표 2> 모듈형 연수체계 역량 구성

역량
역량
A. 교육과정

세부역량
세부역량

수준
수준

A1. 지식연결
A2. 맥락적 재구성
B1. 실천적 시나리오

B. 교수학습

C. 평가

B2. ICT 융합

접근, 설계, 실천

B3. 융합 콘텐츠
B4. 교구 활용
학습평가
수업평가

8개의 역량을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역량을 선택하고 해당 역량에 포함된 주제를 수강할 수
있다. 총 4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고, 각 주제는 1개의 역량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전체 역량에 걸쳐있는 주제도 있다.

1) 김자미(2021).교원의 융합교육 역량 모델 개발 및 모듈형 연수 체계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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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수 교재의 구성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요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융합교육의 연수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45개 주제 중 본 프로그램은 8개 주제를 활용한
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 본 교재에서 개발한 주제
교재의 연수 프로그램에 제시된 8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교과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의 연결방법
2) 수업의 본질적 질문 구성 방법 이해
3)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 방법
4) 교수학습방법의 이해
5) 프로젝트기반학습과 문제기반학습
6) 디지털 콘텐츠의 이해
7) 루브릭의 이해
8) 협동학습의 평가 구성

8개 주제를 활용하여 단일 모듈, 통합 모듈, 역량 모듈 등의 다양한 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3개의 통합 모듈 주제와 1개의 역량 모듈 주제를 구성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Tip. 기존 개발된 연수를 모듈의 주제로 추가하여, 본 교재의 내용 외의 다양한 통합 모듈 혹은 역량
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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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모듈 혹은 융합 모듈의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방법

본 프로그램에서는 통합 모듈 3가지, 융합모듈 1가지의 예를 소개한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보고
서 참고)

가

통합 모듈(1) 융합주제를 활용한 수업의 구성 모듈

융합 주제를 활용해서 전체 수업을 기획하기 위한 최소한의 모듈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융합 주제를 활용한 수업의 구성〉을 위한 모듈의 구성(예)
통합
통합
모듈명
모듈명

융합
융합 주제를
주제를 활용한
활용한 수업의
수업의 구성
구성
교수학습
실천적 시나리오
융합 콘텐츠

역량

교육과정

모듈

교과교육과정
분석과 범교과
주제의 연결 방법

프로젝트기반학습과
문제기반학습

1. 주제 선정

2. 수업 구성

융합 주제를 활용
한 수업 구성에서
교육과정 분석과
범교과 주제를 연
결하는 방법

수업을 프로젝트기
수업 진행을 위한
반학습과 문제기반
학습자 평가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
학습을 활용한 수업
루브릭의 이해
해
구성

주제
수업
절차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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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의
이해
3. 수업 진행

평가
루브릭의 이해

4. 평가 구성

나

통합 모듈(2) 융합 주제에 대한 수업 운영 및 평가

융합 주제를 활용해서 기획한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모듈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융합 주제에 대한 수업 운영 및 평가>를 위한 모듈의 구성(예)
통합
통합
모듈명
모듈명

융합
융합 주제에
주제에 대한
대한 수업
수업 운영
운영 및
및 평가
평가

역량

교육과정

모듈

교과교육과정
분석과 범교과
주제의 연결 방법

주제
수업
절차

수업
내용

교수학습
실천적 시나리오

융합 콘텐츠

교수학습방법의
이해 (협동학습)

디지털 콘텐츠의
이해

1. 주제 선정

2. 수업 구성

융합 주제를 활용
한 수업 구성에서
교육과정 분석과
범 교과 주제를
연결하는 방법

수업에 여러 교수학
습방법을 적용하여
수업 진행을 위한
수업 구성
디지털 콘텐츠의 이
(예를 들어, 협동학
해
습 방법으로 수업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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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진행

평가
협력학습의
평가 구성
4. 평가 구성

구성된 수업(협동학
습반 융합 수업)에
따른 평가 구성 방
법 이해

다

통합 모듈(3) 수업 설계의 구성요소 이해(백워드설계를 중심으로-목표에서 평가까지)

융합 주제를 활용해서 기획한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모듈 구성은 다음과 같다.

<수업 설계의 구성요소 이해>를 위한 모듈의 구성(예)
통합
통합
모듈명
모듈명

수업
수업 설계의
설계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이해
이해
교수학습

역량

교육과정

평가
실천적 시나리오

모듈 주
제
수업
절차
수업
내용

수업의 본질적 질문 구성 방법 이해

1. 주제 선정

융합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의
이해
2. 수업 진행

루브릭의 이해

3. 평가 구성

수업 진행을 위한
본질적 질문의 구성 방법에 대해 이해하
학습자 평가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
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법
루브릭의 이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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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량 모듈(1) : 교육과정 역량의 ’맥락적 재구성 역량‘

‘맥락적 재구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모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맥락적 재구성은 두 개 이상의 교과 또는 내용에 대한 융합의 흐름을 고려하여 수업을 새로운
요소를 유기적으로 배열하여 학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맥락적 재구성>을 위한 역량 모듈의 구성(예)
역량
역량
모듈
주제

수업
내용

맥락적
맥락적 재구성
재구성
교과교육과정 분석과
수업의 본질적 질문
범 교과 주제의
구성 방법 이해
연결 방법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 방법

문제 중심의
주제 연결

융합 주제를 활용한
수업 구성에서 교육
과정 분석과 범 교
과 주제를 연결하는
방법

교육과정 내의 교과
중심이 아닌 실생활
의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방
법

교육과정 내의 교과
중심이 아닌 실생활
의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방
법

이론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융
합된 내용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생성
하는 방법

Tip.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 모듈, 융합 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융합 주제를 활용한 수업의 구성 모듈‘은 교육과정(A), 교수학습(B), 평가(C)의 학
습평가(C1)을 아우르고 있으므로, 모듈을 구성할 수 있는 주제로 다음을 선택할 수 있다.
- [A1-접근11] 지식의 연결맵구성
- [AB1-접근12]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 방법
- [B3-접근9] 디지털 콘텐츠의 이해
- [C1-접근1] 루브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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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프로그램의 차시 구성

본 프로그램은 8개 주제(모듈)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론적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예시가 포함되며, 기본 3차시로 구성된다. 포함되는 사례에 따라 그 이상 구성이 가능하
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합 모듈과 역량 모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차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표 9> 통합/역량 모듈에 따른 차시 구성

구분
구분

주제명

통합
모듈
통합 모듈1
모듈11

통합
모듈
통합 모듈2
모듈22

융합 주제를

융합 주제에

활용한 수업의

대한 수업 운영

구성

및 평가

통합
모듈
통합 모듈3
모듈33

역량
역량 모듈
모듈

수업 설계의
구성요소

문제 기반의

이해(백워드

주제 연결

설계)

교과교육과정 분석과
범 교과 주제의 연결

- 이론: 3차시
- 사례: 6차시

▲

▲

▲

▲

방법
수업의 본질적 질문

- 이론: 3차시
(예시 포함)

구성 방법 이해
주제 중심 교육과정

- 이론: 3차시
- 사례: 2차시

구성 방법
- 이론: 3차시
(예시 포함)

교수학습방법의 이해
프로젝트기반학습과
문제기반학습

- 이론: 3차시
- 사례: 8차시
이상

디지털 콘텐츠의 이해

- 이론: 3차시
(예시 포함)

루브릭의 이해

- 이론: 3차시
(예시 포함)

▲

▲
▲

- 이론: 3차시
(예시 포함)

협동학습의 평가 구성
통합 모듈 사례

- 3차시 이상

개발 차시(총계)

29 ( + α)

9 ( + α)

0

5 ( + α)

표에서 세모(▲)는 본 통합 또는 역량 모듈을 구성하는 주제이지만, 다른 모듈에서 개발되는 경우
이므로, 중복하여 차시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개발된 프로그램은 최소 43차시이며, 그 이상의 수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례를 학교급별로 구성하여 제시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해당하는 학교
급 및 교과와 매칭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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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교급별 ‘융합 수업 사례’ 구성 요약

수업
수업 사례
사례
태그
태그

주제명
주제명

초등학교
초등학교
관련
관련 교과
교과

교과교육
A접근
-9

과정과

일상생활

범교과

주제

주제의

사례

연결방법
AB1

주제 중심 교육과정

-접근12

구성 방법

프로젝트
기반
프로젝트
B1
-접근11

학습 사례

기반
학습과
문제기반
학습

중학교
중학교
주제
주제

관련
관련 교과
교과

고등학교
고등학교
주제
주제

관련
관련 교과
교과

주제
주제

국어, 사회, 수 우리집 재활용
학
쓰레기 줄이기

관련
관련 교과
교과

주제
주제

정보, 사회, 수 인구 변화와 종
학
의 개체수 변화

과학, 사회, 국
베니스의 상인
어, 도덕, 기술

정보, 체육, 도
홈 트레이닝
덕
화학Ⅰ,
과학 젊은 프리츠 하
사, 사회, 국어 버

체육, 국어, 사 우리가 직접 만 체육, 국어, 사 러닝을 통해 나
회, 도덕, 수학, 드는
‘꿈나무 회, 도덕, 과학, 눔을! ‘나눔러
음악, 미술
00 리그전’
미술
닝’
정보, 사회/윤
리/과학/수학/
예술 등 선택된
목표와 관련된
과목
국어, 사회, 수 우리집 재활용
국어, 도덕
학
쓰레기 줄이기

지속가능발전목
표를 위한 피지
컬 컴퓨팅 기기
만들기
인공지능 로봇, 국어, 사회, 윤 VR 기술 활용,
TRS
리
너를 만났다

문제기반
학습 사례

기타
기타

과학, 사회, 국
투발루섬의
어, 도덕, 기
후변화
술・가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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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누구나 신나게
체육, 국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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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접근9

교과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의 연결방법

주제의 구성
구분

내용
이론

학교급

사례

공통

초

중

O

O

O

고

교육과정(A)

모듈 구성

지식연결(A1)

전체 차시

맥락적 재구성(A2)

9차시
1-3차시

§

이론

4-5차시

§

초등학교 사례

6-7차시

§

중학교 사례

8~9차시

§

여러 학년 연계 사례, 기타 사례

차시별 구성

주제의 설명
구분
구분

내용
내용
본 프로그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가 무엇인

개요

지 알아보고,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교육과정과 융합교육에서 활용할 주제
의 연결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l 교과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l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범교과 주제를 구분할 수 있다.
l 범교과 주제와 교과교육과정을 연결할 수 있다.

1. 교과교육과정
목차

2. 2015 개정교육과정과 범교과주제
3. 교과 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의 연결
4. 융합교육에서 활용 예시

참고자료

l 프로그램 교재 및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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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교육과정

한국의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됩니다.
총론은 전체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편제, 구성 과목 등 큰 틀로 제시되며, 각론은 각
교과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즉, 교과교육과정이라고 함은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의 각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론은 크게 각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으로 구성됩니다. 각론은 구성요소들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각론의 구성요소
교과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개괄적 소개, 해당 교과의 필요성 및 역할,

성격

교과 역량 제시
교과 교육과정이 지향해야할 방향 설정하고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습의

목표

도달점, 교과 목표, 세부목표 학교급 및 학년군별 목표

내용체계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으로 구성되며 교과가 어
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나타냄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법 및 유의
성취기준

사항으로 구성되며, 교과의 내용체계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
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의 기준

교수·학습

교수학습

및

방향

평가의
방향

평가방향

교과 전체의 성격, 특성울 고려하여 포괄적 측면에서 교수학습의 철학 및
방향, 교수·학습의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제시함.
교과 전체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 측면에서 교과의 평가철학 및
방향, 평가방법, 유의 사항을 제시함.

범교과의 주제를 바탕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교과교육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입니다. 융합교육은 실생활의 문제를 다양한 교과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각기 다른 교과의 지식들이 융합교육의 주제와 연결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 체계나 및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범교과의 주제와 연결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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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

1. 내용체계
내용체계는 학생들의 학령기에 맞추어 교육해야 할 내용이 조직되었습니다. 학령기나 교과의 특성
에 따라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학교과의 ‘과학’ 과목의 내용체계 일
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과학’은 1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그중 일부인 ‘물질의 변화’ 영역의 내용체
계는 <표>와 같습니다.
<표> 과학과 초·중학교과목인 ‘과학’의 내용체계(‘물질의 변화’ 영역)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초등학교
3~4학년
5~6학년

∙ 물의 상태 변화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 증발
물질의 따라 상태가 변화한다. ∙ 끓음
상태
∙ 응결
변화
물질은 상태 변화 시 에
너지 출입이 있다.

물질의
변화
화학
반응

기능

∙ 세 가지 상태와
입자 배열
∙ 상태 변화
∙ 문제 인식

∙ 상태 변화와
∙ 탐구 설계와
수행
열에너지 출입
∙ 연소
∙ 연소
∙ 연소
∙ 소화

물질은 화학 반응을 통
해 다른 물질로 변한다.

중학교
1~3학년

현상
조건
생성물
방법

∙ 자료의 수집･

∙ 물리 변화
∙ 화학 변화

분석 및 해석
∙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 모형의 개발

과 사용
∙ 화학 반응식
∙ 증거에 기초
∙ 질량 보존 법칙
한 토론과 논
∙ 일정 성분비 법
증
칙
∙ 결론 도출 및
∙ 기체 반응 법칙 평가

화학 반응에서 규칙성
이 발견된다.

∙ 의사소통

화학과 우리 생활이 밀
접한 관련이 있다.

∙ 화재 시 안전 대책
∙ 화학 반응에서
의 에너지 출입

에너지 물질의 변화에는 에너
출입 지 출입이 수반된다.

내용체계는 가장 큰 단계인 영역부터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로 구성됩니다. 내용요소
는 각 일반화된 지식에서 배워야할 필수 학습내용을 키워드로 제시한 것으로 학년별로 구분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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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과목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 과목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과학’과 연계를 갖도
록 구성됩니다.
내용체계에서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
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기능 등을 포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과학과목은 영역별로 기능을 제시
하지 않고, 전체 14개 영역의 기능을 공통으로 ‘문제 인식’,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 등 8개를 제시하였습니다.

교과별 내용체계의 구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과의 내용체계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정
보과의 내용체계를 한 ‘실과(기술가정), 정보과 각론’에 은 정보과의 중학교의 ‘정보’과목의 내용체계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정보과는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그 중 일부인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
밍’ 영역과 ‘컴퓨팅 시스템’ 영역의 내용체계는 <표>와 같습니다.
<표> 정보과 중학교의 내용체계(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 영역)
영역

핵심 개념
추상화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추상화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
∙ 문제 이해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 핵심요소 추출
작은 문제로 나누는 과정이다.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 알고리즘 이해
방법과 절차이다.
∙ 알고리즘 표현

∙ 입력과 출력
프로그래밍은 문제의 해결책을 프로그래
∙ 변수와 연산
프로그래밍 밍 언어로 구현하여 자동화하는 과정이
∙ 제어 구조
다.
∙ 프로그래밍 응용

컴퓨팅
시스템

기능
비교하기
분석하기
핵심요소추출하기
표현하기
프로그래밍하기
구현하기
협력하기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
컴퓨팅
으로 결합된 컴퓨팅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 컴퓨팅 기기의 구성 분석하기
시스템의
자료를 입력받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출 과 동작 원리
설계하기
동작 원리
력한다.
프로그래밍하기
구현하기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
피지컬
∙ 센서 기반 프로그램
협력하기
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고 프
컴퓨팅
구현
로그래밍을 통해 제어한다.

‘과학’의 내용과 다르게 ‘정보’는 초등학교, 중학교로 내용요소가 나뉘지 않았으며, 학년별 구분되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과는 총론의 편제상 중학교에서 34시간을 할당받았으며, 특
정 학년이 교육과정상에 제시되지 않아 위와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고정되게 제시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판단에 따라 특정 학년과 학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기능’ 측면에서는 ‘과학’과
달리 ‘정보’는 영역에 따라 기능이 달리 제시되었습니다.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은 ‘비교하
기’, ‘분석하기’를 비롯하여 7가지의 기능이, ‘컴퓨팅 시스템’ 영역은 ‘분석하기’, ‘설계하기’ 등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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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기능이 제시되었습니다.
각 과목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각 과목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각 교과의 각론을 살펴보면 구성요소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과목의 특성에 따라 내용체계가
조금씩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융합교육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의 내용을 다루어야
하므로, 설계 시에 융합을 고려하는 과목의 내용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성취기준
성취기준은 각 과목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제시된 내용을 각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할 수 있기
를 기대하는 능력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각론의 구성상 성취기준과 함께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법 및 유의 사항을 함께 제시합니다. ‘과학’과목의 내용체계인
<표2>의 핵심개념으로 제시된, ‘화학반응’과 ‘에너지출입’은 함께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단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성취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9과17-01]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알고, 일상생활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9과17-02] 간단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고,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의 비를 입자 수의
비로 해석할 수 있다.

[9과17-03] 질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9과17-04]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에 관한 자료를 해석하여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9과17-05] 기체 반응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과17-06]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출입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장치를 설계할 수 있다.

각 성취기준에 붙는 메타데이터는 ‘9과17-수’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앞의 ‘9과’는 ‘9학년(중학
교 3학년)’과 ‘과학’을 의미하며, 17은 단원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즉, 위의 성취기준은 중학교 3학
년 과학의 17번째 단원의 성취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취기준 또한 주요 구성요소들은 각 교과별로 동일하지만, 각 교과별 교육과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 과목의 경우 ‘<탐구 활동>’을 별도로 표기하여 학습자가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단원의 <탐구활
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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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기
• 질량 보존 법칙 실험하기
• 자료 해석을 통해 일정 성분비 법칙 확인하기
• 화학 반응을 이용한 간단한 냉각 장치 만들기

내용체계에서는 융합교육에서 어떤 지식(내용)을 활용해야 할지를 고민한다면, 성취수준에서는 융
합교육에서 그 지식을 융합해 가르친 이후에 길러지는 학생들의 역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고
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융합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과의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실제 융합교육 실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범교과 주제
범교과 교육이란, 교과 교육과 비교과교육(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전
반에 걸친 교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교과 주제’는 범교과 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1) 융합교육에 활용할 범교과 주제를 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생활 주변을 둘러보고, 사용
하는 물건, 문제 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마스크, 감기 등과 같이 학생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쉽게 접하는 도구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이 쉽게 학습
에 참여할 수 있어 좋습니다.

2) 또 다른 융합교육에 활용할 범교과 주제를 정하는 방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
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총 10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
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안전·건강, 인성, 진로 등 실제 교육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주제이지만, 해당 주제를 세분화하여
학습주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 시민 교육이라면, 투표, 경선, 대선, 토론회, 시민
단체 등 사용할 주제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 15 -

3

교과 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의 연결

1. 첫 번째 방법: 일생 생활 속에서 찾아보기
우리 생활 주변을 둘러보고, 사용하는 물건, 문제 들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주제를 교과 교육과정
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쇼핑몰, 호텔 등 고층건물에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하여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범교과 주제로 설정하고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봅
니다.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서 떠 오르는 단어를 혼자 또는 둘 셋 이상의 교원이 함께 브레인스토밍합
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엘리베이터는 생활 곳곳에서 접하게 되는 도구이면서, ‘편리함’,
‘안전’, ‘예의’, ‘알고리즘’ 등과 같은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단어를 각 교
과로 군집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키워드

엘리베이터

교과

연결된 키워드

기계, 버튼, 알고리즘, 편리함,

사회
과학

안전, 예의, 모르는 사람
운동, 낙하, 전기

정보

알고리즘

기술

기계, 버튼, 도르래

안전, 운동, 낙하, 예의, 모르는

▶

사람, 도르래, 전기

미분류

편리함

이후 도출된 키워드에 근거하여 각 교과로 구분하여 키워드를 구분하고 융합교육에 활용할 각 교
과의 내용 요소, 성취기준을 활용하여 수업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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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연결된
키워드

내용 요소

성취기준
[9도02-04] 이웃의 종류를 구분해 보고, 공동체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기 위해 타인의
관점을 채택해 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
도덕*

예의,
모르는
사람

이웃에 대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바람직한

① 누가 나의 이웃일까?

자세는

②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자세는

무엇인가?

무엇일까?

(이웃생활)

[9도02-06]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의

평화적 갈등

중요성을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해결은 어떻게

있는 실천 방법을 탐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
가능한가?(평화 ① 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적 갈등 해결) ②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③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9과02-01]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과학

운동,

중력,

낙하,

자유낙하운동,

전기

소비전력 등

[9과19-03] 일의 의미를 알고,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중력이 한 일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9과22-03]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를 들고, 이를 소비 전력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9정03-03]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기계,
정보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과정을

버튼,

알고리즘 이해

알고리

알고리즘 표현

즘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미분류

편리함,

-

도르래

*도덕과는 내용요소와 성취기준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함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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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여부

2. 두 번째 방법: 교과 교육과정에서 찾아보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범교과 학습주제
중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예로 들어 교과교육과정과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持續可能性)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환경 등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지속 가능성은 현재는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
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987년에 브룬틀랜드 보고서
(Brundtland Report)에 제시된 지속 가능성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바 없이,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생물학적, 생활 체계와 관련
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태학적 용어로서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념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기 위해 실행하는 계획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인간 생활과 관련해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
의 연속성에 관련된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용어는 ‘적정기술’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적정 기술은 자본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로 받아들여지며, 세계적으로 변화와 혁
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Schumacher)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기계화, 자동화로 인한 기술의 발전은 제 3세계의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하게 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던 중에 ‘중간 기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중간 기술은 적정기술의 시초가 되었
습니다. 적정기술은 제 3세계의 원조를 위한 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적정기술은 제 3세계 국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대야(Happy basin)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출처: 행복대야 디자인(yanko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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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세계의 경우, 물부족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흙탕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김우식, 최덕수 디자이너가 고안한 것이 바로
행복대야 합니다. 행복대야는 흙탕물을 마시지 않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즉,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도록 고안된 기술과 디자인의 합작품입니다.

적정 기술을 활용한 또 다른 사례인 항아리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생각하며, brainstorming을
해 보겠습니다.
냉장고 관련 주제
프레온가스

항아리 냉장고 : 교육과정과 연결
사회 : 지구환경문제, 환경의식 (지속가능한 발전)

성취기준
9사(지리)10-02

오존
온도
보관
발효(김치냉장고)

기술 : 적정기술,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적 문제해결
과학: 열과에너지(소비전력)
미술 ; 표현(제작, 조횽 요소와 원리의 효과)항아리 만들기

9기가05-09
9과22-03
9미02-03, 04

얼음
전기(에너지 등급)

정보 : 센서기반 프로그래밍 : 습도센서

9정05-02

모든 교과가 참여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범교과와 교과교육과정을 연계할 때
는 핵심이 되는 교과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아리 냉장고의 핵심은 ‘사회’, ‘미술’, ‘기술’, ‘과
학’, ‘정보’ 등의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적정기술
을 이해할 때, 교육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항아리 두 개를 만들 것인지, 실험에 적당한 항아리를 가져와서 사용할 것인지를 결
정해야 합니다.
과학의 ‘열과 에너지’는 가정에 있는 냉장고의 소비전력을 확인하거나, 에너지 효율 등을 확인하
는 작업과 연계됩니다.

출처: https://www.nongmin.com/nature/NAT/LVN/279662/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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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례 1

1

교과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의 연결방법

우리집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일상 생활 속에서 문제 찾아보기

어느 가정에나 존재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주제로 교과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를 연결해보
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브레인스토밍합니다. 교과에 구애받지 않고, ‘재활용
쓰레기’에만 집중하여 다양한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관련된 것
쓰레기의 원인
쓰레기의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 (즉, 문제 해결의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
해결된 문제를 공유하는 방법
...

위와 같이 어떠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 도출된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각 교과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작위로 브레인스토밍한 경우, 자칫 주제 설정을 위한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앞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조직적으로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원인, 해결방법 등을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처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수업 과정을 설정함으로써 수업의 흐름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흐름을 구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분석하기
해결방법 찾기
해결방법 표현하기
해결방법 공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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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형태에 맞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추가 혹은 삭제하여 내용을 수정해볼 수 있습니다. 설정된
수업에 흐름에 따라 도출된 키워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집 재활용

주제

생활
쓰레기

쓰레기,

재활용,

급증,

코로나,

지속가능한

드

연결된 키워드

문제가 무엇인가?

생활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급증

삶,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

코로나로 인한 배달 음
키워

연결

쓰레기 줄이기

식, 물류의 발달(온라인
쇼핑 등), 자료 수집과
처리,

그래프로

표현,

원인과 결과, 매체를 활
용하여 발표하기, 목적
에 맞는 내용과 매체
선정, 문제 원인과 해결

그 문제의 원인은
▶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삶, 환경
코로나로 인한 배달 음식, 물류의
발달(온라인 쇼핑 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분석하기
해결방법 찾기

자료 수집과 처리
목적에 맞는 내용과 매체 선정

해결방법 표현하기

그래프로 표현

해결방법 공유하기

매체를 활용 발표하기

조직화 된 내용에 따라 키워드를 교과에 연결하고, 각 교과의 성취기준과 연결 지어줄 수 있습니
다.

주제

우리 집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교과

생활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급증, 코

국어

로나, 지속가능한 삶, 환경, 코로나로
인한 배달 음식, 물류의 발달(온라인
키워드

사회

표현, 원인과 결과, 매체를 활용하여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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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내용과 매체 선정

레기, 재활용, 쓰레기 급증, 문
제 원인과 해결

발표하기, 목적에 맞는 내용과 매체 선
정, 문제 원인과 해결

매체를 활용 발표하기, 목적에

지속 가능한 삶, 환경, 생활 쓰

▶

쇼핑 등), 자료 수집과 처리, 그래프로

연결된 키워드

자료 수집과 처리, 그래프로 표
현

연결된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교과에 적용하기 위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키워드를 연결하여 봅니
다. 앞서 도출된 ‘우리 집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추출된 키워드와 연결될 수 있는 교육과
정의 성취기준을 선정해 봅니다.

※ 중/고등학교에서는 각 담당 교과 교사가 모여 위 과정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과에 해당하는 활동을 교사가 직접 선택해서, 다양한 교과와 융합할 수 있습니다.

교과

연결된

내용

키워드

요소

매체를 활용
발표하기,
국어 목적에 맞는
내용과 매체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

선정

성취기준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
한다.

[6국03-0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
정하여 글을 쓴다.

지속가능한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

삶, 환경, 생

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

활

쓰레기,

사회 재활용,
레기

지속가
능한

[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급증,

환경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

문제 원인과

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

해결

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수학 처리,

그래

프로 표현

여부
V

V

V

의 자세를 기른다.

쓰

자료 수집과

활용

[6수05-03] 주어진 자료를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로 나타낼
자료
수집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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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각 교과에서 연결된 키워드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추출하고, 활동할 사항에 대한 성취기준을 선
정합니다. 선정된 성취기준은 표와 같이 ‘활용 여부’에 표시(V)합니다. 즉, 추출된 성취기준을 모두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을 통해 ‘우리 집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융합 교육을 위해 전체 활동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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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과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의 연결방법

베니스의 상인

사례 1

1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기

1. 개요
본 프로그램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 표준화된 단위, 법에 대한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5막 1장으로 구성한 고전주의 희극작품 속의 내용을
통해 법, 도덕, 소통,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 등에 대한 요소를 다룹니다.
작품에 포함된 인물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 경험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해하고, 작품을 상황에 비추어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고 가
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가치는 시대나 배경이 되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지만,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나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
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통찰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넓
히도록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총 5차시 활동으로 다양한 교과의 융합으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둠별 탐
구학습을 통해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 도덕적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주제

베니스의 상인
단위, 측정

교과

과학적 사고
소통
키워드

▶

법, 규칙
유대인, 세계사(16C)

과학

측정, 단위, 과학적 사고

사회

법, 규칙

국어

소통, 연극

도덕

생명 존엄성, 도덕적인 삶, 규범
기술

표준
교과
과학

사회

연결된 키워드
단위

내용 요소
SI 국제단위, 질량, 무게,

측정

킬로그램의 정의, 과학적 사고

법

국어
도덕

소통
도덕적인 삶

기술

표준

연결된 키워드

생명 존엄성, 도덕적인 삶, 규
범
표준

법, 법의 구분, 법의 의미,
재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 현대적으로 해석
도덕적 행위, 규범, 인간다운 삶
표준, 표준의 중요성,
표준화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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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9과02-01]
[9과24-02]
[9사(일사)05-01]
[9사(일사)05-02]
[9사(일사)05-03]
[9국05-06]
[9도01-01]
[9기가05-07]
[9기가05-08]

2. 주요 학습 활동
수업의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총 5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전개를 고려
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의 흐름에 따른 활동을 설정합니다.

1) 수업 전개도
1차시

2차시
[베니스의 상인 다르게
보기]

[베니스의 상인]
- 시나리오 제시
▶

- 인물들 간의 관계분석
- 계약서의 오류 분석

- 법, 규범, 표준의 의미
-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

3~5차시
[베니스의 상인 재구성]
- 시나리오 짜기
▶

- 결과물 제출

- 재판의 의미
현대적인 관점에서
베니스의 상인 보기

베니스의 상인

- 연극 영상제작

베니스의 상인 연극

2) 학습 목표
- 베니스의 상인 사례를 바탕으로 도덕 규범과 법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 표준화된 단위의 필요성과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모둠별 토론을 통해 긍정적인 법의식이 무엇인지 논의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 현대적인 관점에서 베니스의 상인을 재해석할 수 있다.

3) 수업 운영 전략
활동명
베니스의
상인
(1차시)

수업 흐름
시나리오 제시
생각하기
계약서의 오류 분석
현대적인 관점에서

베니스의

베니스의 상인

상인 다르게

해석하기

보기

법, 규범, 도덕적인

(2차시)

관점으로 보기
과학적 사고, 표준화된
단위

베니스의
상인 재구성
(3~5차시)

시나리오작성
영상제작 기획안 작성
및 영상제작
결과물 공유

주요활동
시나리오 읽고 이해
(개인) 인물들 간의 관계분석
(개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오류 찾기 → (모둠) 계약
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기
1장~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베니스의
상인을 해석하기
사회적인 규범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 분류하기
변인 통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 표준화된 단위의 필요
성을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 생각해보기
(모둠) 현대적인 관점에서 베니스의 상인 재구성하기
(모둠) 영상제작을 위한 세부내용작성, 영상제작
(전체) 완성된 결과물을 함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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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내용
1) 1차시 수업
활동명
베니스의
상인
(1차시)

수업 흐름

주요활동

시나리오 제시

시나리오 읽고 이해

생각하기

(개인) 인물들 간의 관계분석
(개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오류 찾기 → (모둠) 계약서

계약서의 오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기

각 차시의 주요활동에 따라 수업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1차시에서는 시나리오를 읽고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며, 계약서의 오류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업의 흐름에 따라 활동지를 구성합
니다.
1. 활동지 제공

▶

2. 관계분석도 그리기

▶

3. 오류 찾기

다음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입니다. 활동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는
지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활동지)
((활동지
활동지
베니스의
상인
활동지))) 베니스의
베니스의 상인
상인
v 다음은 셰익스피어 희극 ‘베니스의 상인’의 일부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야기
를 읽고, 아래 활동을 수행해봅시다.

「제1막」
[등장인물]
샤일록 : 고리대금업자, 유대인
포샤 : 벨몬트의 거부, 부자의 상속녀
바사니오 : 가난한 상인, 포샤와 결혼하기 위해 3,000더컷이 필요
안토니오 : 거상, 바사니오친구, 기독교인
Ÿ

바사니오는 포샤에게 청혼하는데 드는 비용, 3,000더컷(약 53만 달러, 약 6억 원) 필요하여 안토니오에게
3,000더 컷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함

Ÿ

안토니오는 해상무역을 위해 내보내 놓은 자신의 상선들이 싣고 올 자산을 담보로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인
샤일록에게 3,000더컷을 빌림

Ÿ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돈을 3개월 이내에 갚지 못하면 샤일록에게 그가 원하는 부위의 안토니오의 ‘살’ 1
lbf 파운드(454g)를 제공한다고 계약하고 공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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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막과 3막」
Ÿ

안토니오의 화물선들이 3개월의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았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샤일록은 계약대로 안
토니오의 1파운드의 인육을 요구함. 즉 생명을 내어놓아야 함

Ÿ

안토니오는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으로 갚겠다고 하지만, 샤일록은 계약서대로 집행하기를 집요하게 요구
함. 이 때문에 안토니오는 샤일록과의 계약대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였음

「제4막」
Ÿ

안토니오, 바사니오, 샤일록을 놓고 재판이 벌어지게 됨. 샤일록은 재판관에게 조속히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

Ÿ

포샤가 법학자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법정에 입장함. 재판관은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어 돈으로 빚을 받
아가는 것을 제안함

Ÿ

바사니오도 안토니오가 빌린 돈의 세 배, 여섯 배 또는 샤일록이 원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함. 하지만 샤일록은 계약이 정당했음을 주장하며 그 어떤 양의 돈을 줘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끝까
지 살로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함

Ÿ

결국, 재판관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을 가져가도 된다는 판결을 내림

Ÿ

재판관은 계약서에 오로지 '살'만 적혀있을 뿐 '피'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의 살 한 파운드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살은 취하되 만일 피 한 방울이라도 취하
게 된다면, 그 대가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선언함

Ÿ

샤일록은 살만 도려내고 피는 빼앗지 않는 게 가능하냐고 황당해하지만, 재판관은 오히려 "당신이 원하
던 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다"라는 대답을 하고 덧붙여 "털끝만큼이라도 1파운드에서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하나 더 붙이며 샤일록은 궁지에 몰리게 됨

Ÿ

결국, 샤일록은 완전히 패소하여 재산의 절반은 국가에 몰수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안토니오에게 피해
보상으로 넘겨주게 되었음

Ÿ

안토니오는 공작에게 재산몰수형을 철회하도록 간청하고, 자신이 피해 보상으로 받을 샤일록의 재산 절
반도 샤일록의 딸이 결혼하는 데 쓸 자금으로 주겠다고 함. 샤일록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죽은 뒤 전
재산을 딸에게 상속할 것을 약속하게 함.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조건을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한 후
먼저 재판장을 나옴.

「제5막」
Ÿ

재판이 끝난 후, 바사니오는 안토니오를 구해준 재판관에게 감사의 표시를 표하고 싶다며 간청함. 포셔
가 안토니오를 구하기 위해 원래 재판을 맡은 공작에게 간청하여 재판관으로 변장하고 재판을 담당하
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Ÿ

모든 일이 끝나면서 부부의 사랑과 친구 간의 우정은 더욱 굳건해지고, 곧 안토니오의 상선들이 침몰
했다는 이야기도 헛소문으로 밝혀지자 다 같이 신나는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며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림
위 시나리오는 셰익스피어 희극 “베니스의 상인”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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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시된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작성하여 봅시다.
샤일록
안토니오
바사니오
포셔

v 위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인물 간의 관계도를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v 2막과 3막에 제시된 계약서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수정하여 봅시다. 수정 후에는 모둠으로 토
론해보겠습니다.
계약서 내용

예)

오류

예)

수정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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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위의 이야기를 읽고 갈등의 원인 및 해결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자기 생각을 적어봅시다.
예)

갈등의 원인

예)

갈등의
해결 과정

예)

내 생각

v 다음은 재판이 끝난 뒤 샤일록의 호소입니다. 샤일록의 호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생각
을 작성한 뒤 모둠별로 토론해보세요.
[샤일록의 호소]
Ÿ

나는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계약을 했다.

Ÿ

나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 다만, 돈을 기한 내에 못 갚을 때는 살을 주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
을 뿐이다.

Ÿ

나는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 즉 유대인은 고리대금업자, 돈만 추구하는 민족 등이라는 편견을
깨고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

Ÿ

더군다나 내게는 법학자의 조언을 얻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Ÿ

포사가 재판관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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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시 수업
활동명

수업 흐름
현대적인 관점에서

베니스의
상인 다르게
보기
(2차시)

주요활동
1장~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베니스의 상

베니스의 상인 해석하기 인을 해석하기
법, 규범, 도덕적인 관
점으로 보기

사회적인 규범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 분류하기

과학적 사고, 표준화된 변인 통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 표준화된 단위의 필요성을
단위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 생각해보기

어느 특정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 시대의 법과 도덕, 윤리에서 나타납니다. 법은 사회가 정의
롭고 질서 있게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 도덕이나 윤리는 의무성은 없으나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기저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과 도덕, 윤리는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즉,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뜻입니다.
2차시에서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법적, 도덕적, 과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안토니오의 목숨을 노린 베니스의 상인이 잘못되었다는 인식만
심기보다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활동지)
((활동지
활동지
베니스의
상인
다르게
보기
활동지))) 베니스의
베니스의 상인
상인 다르게
다르게 보기
보기
v 법은 정의실현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샤일록은 계약서에 따라 살 1파운드를 가질 수 있
을까?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고 명시되어 있다. 변장한 법학자 포샤가 판결의 근거로 삼은, 계약서의 빈틈,
어쩌면 틈새인, 살 1파운드만 가져간다는 내용 덕분에 안토니오가 살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대
적인 관점에서 베니스의 상인 내용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오류를 찾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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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위에 제시된 오류를 도덕적, 법적, 과학적 관점으로 분류해보자.
예)

도덕적

예)

법적

예)

과학적

예)

기타

v 1파운드의 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샤일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을까요?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낼 방법은 있었을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한 뒤 토론해보세요.

v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면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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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5차시 수업
활동명
베니스의
상인 재구성
(3~5차시)

수업 흐름
시나리오작성
영상제작 기획안 작성
및 영상제작
결과물 공유

주요활동
(모둠) 현대적인 관점에서 베니스의 상인 재구성하기
(모둠) 영상제작을 위한 세부내용작성, 영상제작
(전체) 완성된 결과물을 함께 공유

결과물은 무조건 영상일 필요는 없으며, 교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활동지
의 산출물은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내지만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산출물을 달리 구성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과의 경우, 스토리텔링 형태의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대상이 중학생 이
상이라면 앱인벤터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지)
((활동지
활동지
베니스의
상인
재구성
활동지))) 베니스의
베니스의 상인
상인 재구성
재구성
v 현대적인 관점에서 베니스의 상인을 재구성하여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추가되어도
되며, 갈등 사항은 한 가지 이상 포함하며, 내용은 현대의 법, 도덕, 규범 등을 고려하여 각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n 영상제작 계획서
영상 제목
재구성 장
재구성 의도
제작 분량
주요 내용

주인공
(성격과 태도)

촬영 도구· 소품
역할분담

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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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영상편집:
(필요하면) 음향 및 음악:

n 시나리오(지시문 및 대사)

제목:
등장인물:

[장면 1]

[장면 2]

[장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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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번호

영상 화면 그림

대사 및 내용

1
2
3
4

n 연극 준비하기
함께 대본을 읽으면서 어색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대본을 고쳐 보세요.
고친 부분

고친 까닭

•

•

•

•

•

•

n 연극 전단 만들기
우리 모둠의 연극을 홍보할 전단을 만들어보세요.

n 영상제작 및 업로드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2021 K-MOOC, 「리부팅 인간 중심 과학」 (강사: 박현주)

참고자료
1.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희극, 한국헤르만헤세, 2015,p.9~p58
2. 네이버, “베니스의 상인”
,https://namu.wiki/w/%EB%B2%A0%EB%8B%88%EC%8A%A4%EC%9D%98%20%EC
%83%81%EC%9D%B8(2021.11.23.)
3. 중학 국어1-2 미래엔(신), 1 독서와 연극(1-01) 갈등에 드러난 소설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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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년 연계

교과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의 연결방법

홈 트레이닝

사례 1

1

여러 학교급을 연계한 융합 교육과정

앞서 제시된 사례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특정 학교급에서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홈 트레이닝’이라는 주제를 교과교육과정과 연결한 사례입니다. 홈 트레이닝에 대한 키워
드 추출 및 교과와의 연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홈 트레이닝
운동 방법, 동작의 정확성, 안

키워드

전, 건강, 배려, 협동, 층간소

교과

연결된 키워드

체육

운동 방법, 건강, 안전

▶

정보

음, 온라인 콘텐츠
도덕

동작의 정확성(동작 인식), 온라인
콘텐츠
배려, 협동, 층간소음

홈 트레이닝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교과에 추출된 키워드를 연결합
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앞서 설명된 ‘우리집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초등학교)’에 설명된 절차와 동
일합니다.
단, 지금의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
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학교 3학년의 교과교육과정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성취기준을 나열합니
다.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성취기준 중에 활용하고자 하는 성취기준을 선택하여 수업을 구성합
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초등학교 4, 6학년의 성취기준을 활용합니다. 마찬가지
로 중학교 3학년인 경우는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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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체육

연결된

내용 요소

키워드

성취기준

운동

동작 도전 활동의

방법

방법

참여해 수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기본 자세와 동
작을 찾아 도전 상황에 적용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
건강한 여가생활
안전

[4체02-06]동작 도전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활동에

신체활동과 안전

인공지능과의

[4체01-02]다양한 운동 수행을 통해 체력의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경험한다.
[4체01-06]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체력 운동
및 여가 생활을 실천한다.
[4체05-03]신체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을 인지하며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수행한다.

첫 [AI내용기준안-초1~4]인공지능이 적용된 여러 가지

만남

기기를 체험한다.

동작의
정보

정확성

인공지능 학습 놀 [AI내용기준안-초1~4]놀이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의
이 활동

학습 과정을 체험한다.

절차적 문제해결
온라인

소프트웨어의

콘텐츠

해

[6실-04-08]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
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이 [6실04-07]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4도02-04]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도
덕적 대화하기‧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협동

함께하면

무엇이

좋을까?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①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이며, 협동을 위해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가?
②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게된 협동의 방법은 무
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도덕

[9도02-04]이웃의 종류를 구분해 보고, 공동체 속
이웃에 대한 바람
층간

직한 자세는 무엇

소음

인가?
(중학교)

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기 위해 타인의 관점을
채택해 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①누가 나의 이웃일까?
②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자세는 무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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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여부

기타
사례 1
1

교과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의 연결방법

인구 변화와 종의 개체 수 변화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주제로 나아가기

이전 사례(초등학교, 중학교, 다양한 학교급의 사례)에서는 주제를 선정한 후, 교육과정과 연결하
는 절차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교과교육과정과 범교과 주제의 연결 방법으로 교육과정 속의 학습을 우선으로 하
고 범교과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의 사례입니다. 교과교육과정 내 포함된 인구 변화와 종의 개
체 수 변화, 태양광 에너지를 주제로 융합 교육을 구성합니다.
* 특정 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브레인스토밍의 결과가 이전의 사례보다 폭 넓게
나타나지 않지만, 더 깊고 세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인구 변화와 종의 개체 수 변화
‘인구 변화와 종의 개체 수 변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특정 지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은 순서로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특
정 지식’을 먼저 선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합니다. 인구 변화 및 종의 개체 수 변화를 주제로 선정하겠습
니다. 주제와 관련된 관련 키워드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추출합니다. 그 후, 교과와 키워드를 연결
하여 나타냅니다.

주제

인구 변화와 종의 개체 수 변화
- 대한민국 도시 인구 순위 변화와

교과

연결된 키워드

사회

도시와 촌락의 인구 변화

과학

종의 개체수 변화

주요 도시의 성장
-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사회
키워드

- 경제 활동 인구 변화와 고용시장

▶

- 촌락의 인구 변화와 문제점
- 인구 변화와 조의 개체수 변화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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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인구 변화와 종의 개체수 변화에 대
한 수학적 모델링

연결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교과의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중학교 3학년
을 대상으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작성한 예시입니다.

교과

연결된
키워드

내용 요소

사회의 변동,

사람이 만든

지역 불균형

삶터, 도시

성취기준

활용
여부

[9사(지리)08-04]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된 사례를 조사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한다.

사회
도시와
촌락의 인구
변화

과학

종의 개체수
변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9사(지리)07-02] 인구 이동의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고, 인구 유입 지역과 인구 유출 지역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9과03-01]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9수03-09] 이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차함수와
그래프
인구 변화와

[9수03-10]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종의 개체수
수학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변화에 대한
수학적

자료의 정리와

모델링

해석

상관관계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9수05-08]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말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성취기준을 선정합니다. 위의 표의 활용여부에 체
크합니다. 성취기준을 활용할 때, 위의 표에 있는 교과 중 모든 교과를 융합하여도 되지만, 사회와
수학, 또는 사회와 과학 등 일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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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 에너지
다음은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한 내용의 교육을 목적으로 주제를 연결한 사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를 통해, 전문 용어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 원자력 발전소, 석유 발전소, 환경 문제, 빛 에너지, 태양전지, 태양전지판 기술,
기온과 태양광 발전 에너지, 태양전지판, 태양전지판 센서 등

추출된 키워드를 교육과정과 연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주제

교육과정과 연결

내용요소

사회 : 원자력 발전소

환경문제와

와 석유 발전소의 환

지속가능한

경적 문제점

기술 : 태양에서 나오
는 빛에너지의 태양전
지판 기술

환경

햇빛과

[9사(지리)10-03] 생활 속의 환경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고,
환경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9기가04-13]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기술
시스템

이해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을 제안한다.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태양광 에너지
태양전지

성취기준

과학: 빛에너지와 태
빛에너 양전지

과학기술과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인류 문명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 할 수
있다.

지

[9수03-09] 이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학: 기온과 태양광

이차함수와

발전 에너지의 효율의

그래프

관계성에 대한 수학적
상관관계

서기반 프로그래밍

[9수03-10]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모델링

정보 : 태양전지판 센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기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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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05-08]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말할 수 있다.
[9기가04-18] 정보통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실현하며
평가한다.

AB1-접근10

수업의 본질적 질문 구성 방법 이해

주제의 구성
구분

내용
이론

학교급

사례

공통

초

중

고

O
모듈 구성

교육과정(A)
지식연결(A1)

맥락적 재구성(A2)

전체 차시
차시별 구성

교수학습(B)
실천적 시나리오(B1)

3차시
1~3차시

§

이론

주제의 설명
구분
구분

내용
내용
본 프로그램은 이해중심 교육과정(백워드 설계)와 관련하여 본질적 질문에 대한

개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질적 질문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도록 합니다.

학습 목표

목차

참고자료

l 특정 주제에서 본질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l 수업을 구성하기 위하여 본질적 질문을 만들 수 있다.

1. 본질과 본질적 가치
2. 교육에서 본질적 질문의 등장
l 프로그램 교재 및 강의자료

※ 본질적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본 프로그램의 [A2BC-접근 15]를 참고하거나, 이해중심 교육과정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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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질과 본질적 가치

본질(本質)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존재 자체가 갖는 특성, 혹은 그 본질이 빠지
면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고유한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수의 본질은 무엇일까
요? 국수는 기원전 6천년 ~ 5천년 경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종류도 많고 다양합니다.

국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 종류의 국수가 떠오를 것으로 생각됩
니다. 온 국수(국수 장국), 냉국수, 장터국수, 멸치국수, 콩국수, 비빔국수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국
수의 종류는 재료에 따른 분류, 제조법에 따른 분류, 요리법에 따른 분류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럼
이 국수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종류에도 불구하고 국수는 변하지 않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면’ 혹은 ‘면발’입니다.

구분
면 재료에 따른 분류

종류
l 밀국수 : 소면과 파스타
l 메밀국수
l 녹말 국수 : 녹두, 고구마, 옥수수, 마, 칡, 도토리 등에 밀이나

메밀을 섞어서 만듦 (대표적인 것 : 당면)
면 제조법에 따른 분류

l 납면 : 수타면

l 소면: 소면

l 앞면 : 메밀국수

l 하분 : 쌀국수

l 절면 : 칼국수

요리법에 따른 분류

l 제물국수 : 국수 삶은 국물을 버리지 않고 국수와 함께 먹는 국수

_ 칼국수
l 건진국수 : 국수를 삶아 물에 헹궈낸 국수_ 냉면, 비빔국수,

온면(국수장국), 콩국수 등

여기에서 국수의 본질은 면이기도 하지만 먹는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면 재
료, 제조법, 요리법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즉, 국수에서 이것을 빼면 성립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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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무엇을 이용하십니까? 검색을 위해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인과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주고받거나 생활을 알리는 다양한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페이스북(Facebook)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구글(Google)의 본질은 무엇일까
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 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기업들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와 같은 기업의 본질은 연결(connectivity)이라고 합니다.
구글의 대표적인 특징은 ‘검색’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구글이 가능하도록 한 유명한 알고리즘이
바로 빠른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페이지랭크(PageRank)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네이버
의 본질은 데이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모든 포털 사이트의 본질적 가치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

교육에서 본질적 질문의 등장

교육을 통해 본질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 것은 아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해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일 것입니다.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수업으로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백워드 설계(Backward Design)’입니다. 백워드 설계는 기존의 단원설계와는 다른 구성으로 진행
됩니다2). 기존 단원 설계안과 백워드 설계안의 구성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단원 설계안(세안) 구성 항목
1. 단원의 개관
- 교재관
- 학생관
- 지도관

2. 단원의 구성
- 단원의 계열
(선수학습
-본시학습
-후속학습)

3. 단원의 목표

4. 단원의 지도 계획
- 차시별 계획

5. 학생 실태 분석

6. 지도 시 유의점

7. 단원의 평가 계획

8. 본시 교수
(= 학습안)
- 단원 중 1차시
계획안

2) 강현석, 이지은(2016). 백워드 설계의 이론과 실천, 76-77. 학지사의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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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원 설계안(세안) 구성 항목
1. 단원의 개관
2. 바라는 결과
3. 수용 가능한 증거
4. 학습 경험 계획하기
- 일반적 사항
확인하기
결정하기
- 교수-학습 경험
- 성취기준
- 성취기준
- 학생들의 이해
계획
- 단원의 개요
- 바람직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 주간학습계획
- 확인사항:
- 본질적 질문
위한 과제
학생의 오개념,
- 학생들이
- 다른 증거
지도 시 유의점,
성취해야 할
- 학생의 자기
학습자료
핵심지식과 기능
평가와 반성
- 평가목표
- 평가과제 및
이해의 정도
- 평가과제 개관
- 학생결과물과
수행
- 평가준거

백워드 설계의 두 번째,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3).
<표>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템플릿

1단계 –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목표 설정하기
l 설계에서 초점을 두는 목표(예, 성취기준, 코스나 프로그램 목표, 학습성과)는 무엇인가?

이해

본질적 질문

학생들은 다음을 이해할 것이다.

l 탐구와 이해, 학습의 전이를 유발시키는 질문은

무엇인가?

l 주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l 주요 아이디어에 대해 바라는 구체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l 예상되는 오개념은 무엇인가?

지식 (학생들은 알게 될 것이다)

기능(학생들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l 이 단원의 결과로 학생들이 획득하게 될 핵심지식과 기능은 무엇인가?
l 학생들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3) 강현석, 이지은, 201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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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수행과제

다른 증거

l 학생들은 어떤 수행과제를 통해 바라는 이해를 l 학생들의 바라는 결과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할 것인가?
l 이해의 수행을 어떤 준거로 평가할 것인가?

다른 증거(퀴즈, 시험, 학문적 단서, 관찰, 숙제,
저널)는 무엇인가?
l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의 학습을 자기평가하고

반성할 것인가?

3단계 – 학습 경험 계획하기
학습활동
학생들이 바라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경험과 수업은 무엇인가? 어떻게 설계할 것
인가?
l W = 단원이 어디로 향하며 무엇을 기대하는지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는가? 학생의 사전지식과

흥미를 교사가 이해하도록 돕는가?
l H = 모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유지하는가?
l E =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학생들이 주요 아이디어를 경험하고 이슈를 탐구하도록 돕는가?
l R = 학생들의 이해와 학습을 재고하고 수정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가?
l E =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과 학습의 의미를 평가하도록 하는가?
l T = 학습자의 서로 다른 요구와 흥미, 능력에 맞추도록 하는가?
l O = 효과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된 학습 참여를 최대화하도록 조직하는가?

‘1단계-바라는 결과 확인하기’에서 본질적 질문은 핵심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즉, 학생들이 내용
을 학습하면서,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초점을 두어야 할 큰 개념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화에 대한 이해를 인도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 질문은 일반화된 지식과는 다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일반화된 지식은 학생
들이 아는 것을 자유롭고 유연하게 사고하여 행동하는 수행능력인 이해를 돕는 것, 혹은 일반화 혹
은 원리의 성격을 띠는 문장으로 학교급을 관통하는 학습 내용으로 지식이 강하게 표현됩니다. 반면
본질적 질문은 일반화된 지식이 아니라 일반화된 이해를 이끌어 가는데 핵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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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지식

본질적 질문

l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

l 내용 전체를 상징하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

l 전이성, 일반화된 표현
l 단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내포하면서, 삶으로

l 교육과정 문서의 핵심 개념을 이용하여

동기유발과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

전이 가능한 일반화된 내용

일반화된 지식이 내용이 집중하고 있으며, 특정 사실에 대한 것으로, 내용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질적 질문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 있을까? 라고 한다면, ‘아니오’라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
이 정답이 있는 질문은 본질적 질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호기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 질문에 대한 필요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기된 지식은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과거의 가치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포함하
여, 학생이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력, 탐구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력, 컴퓨팅을 활용한 대처 방법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 초지능
과 초연결로 인한 정보의 바다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은 사고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과의 경우, ‘국가는 어떤 기능을 하고, 국민은 법과 질서를 지킵니다’라는 측면보다 ‘국가와
국민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에 대해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더 중요한 이유
혹은 국민이 더 중요한 이유를 생각하고 그 생각에 근거한 여러 유형의 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
니다.
정보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본질적 질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
작권의 가치와 정보의 공유는 어떤 형태로 공존해야 하는가? 혹은 저작권의 가치와 정보의 공유 중
더 중심이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것입니다. 정보 사회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사회
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세상이 더 바람직한가, 혹은 개인의 정보를 보
호하는 가치가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 질문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하고 분석하게
하거나, 중요한 지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학생의 사고와 판단을 통해 영속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사고의 과정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려하는 여러 학습 주제를 기반으로 본질적 질문이 무엇인지 생성해 봅시다.

- 44 -

AB1-접근12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 방법

주제의 구성
구분

내용
이론

학교급

사례

공통

초

중

O

고
O

모듈 구성

교육과정(A)

교수학습(B)

맥락적 재구성(A2)

실천적 시나리오(B1)

전체 차시

5차시
1~3차시

§

이론

4-5차시

§

고등학교 사례

차시별 구성

주제의 설명
구분
구분

내용
내용
본 프로그램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개요

각 교과의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와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구성하는 교육이 아닌,
주제를 먼저 선정한 후 자유롭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각
내용을 관련 교과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l 교과 역량과 학습자의 흥미를 동시에 고려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학습 목표

l 선정한 주제에 관련한 학습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l 학습요소를 각 교과와 연결하여 적절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1. 주제 중심 교육과정 개요
목차

2.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 절차
3. 융합교육에서 활용 예시

참고자료

l 프로그램 교재 및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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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중심 교육과정 개요

1. 주제 중심 교육과정이란
주제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의 요구와 교육 목표 등에 준하여 선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내
용’과 그 내용을 구성하는 교수학습 모형입니다. 주제 중심 접근법은 교과목의 ‘내용적 요소’와 통합
한 형태의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주제(Subject)는 일종의 의미나 개념(notion) 또는 화제
(topic)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제 중심 교육과정의 필요성
주제 중심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상황 맥락’, ‘의미’, ‘목적’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맥락’이 주어지면 학습에 적극성을 띄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선정된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
흥미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 학습의 ‘의미’를 찾으며, 자신의 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를 접함으로써
학습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주제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실생활 연관성이 높은 상황 매력을
제공하여 유의미한 학습으로 유도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목적이 진정성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
다 (Holdersness(1994)).

3. 주요개념
주제 중심 교육과정의 6가지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개념은 ‘6T 접근
법’이며 Stoller & Garbe가 1997년에 정리한 것입니다. ‘6T 접근법’은 교수 요목 및 교재를 설계
할 때는 물론 기존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l 주제

l 화제

l 텍스트

l 연결고리

l 과제

l 이행

Stoller & Garbe(1997), Marianne Celce-Muricia(2001:307)

‘주제’는 상위 범주로서의 개념이고 ‘화제’는 주제보다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텍스트’는 주제를 표
현하는 글을 뜻하며 각종 매체 자료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연결고리’는 단원 간의 연계성을 유지
하면서 각 단원의 주제가 상위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지, 흐름은 일관적인지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보이지 않는 원칙입니다. ‘과제’는 주제와 관련된 일련의 실제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행’은 화제 간, 과제 간 수업 전개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
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도록 수업 전개를 전
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갈지, ‘부분’에서 ‘전체’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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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주제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Drake, Susan M. (2009), Jacobs & Borland(1986),
Meinbach, A. & Rothlein, L. & Fredericks, A. (1995), 신헌재와 강충렬(1998) 등 여러 학자
들이 제안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Frazee & Rudnitski(1995) 가 정리한 10단계를 알아보
겠습니다.
① 요구분석

⑥ 학습목표진술

② 교육과정을 조직할 때 중심이 되는 주제 결정 ⑦ 프로젝트 구상
③ 선정된 주제에 맞는 토픽4)을 교과에서 선정 ⑧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④ 선정된 토픽과 개념을 정당화하여 나타내기

⑨ 학습시간 계획

⑤ 브레인스토밍

⑩ 교육과정의 효율성, 타당성 평가

첫 단계에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요구조사입니다. 요구 조사가 끝난 후에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하며,
목표가 설정된 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
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차시를 계획합니다. 이렇게 수행된 프로젝트
활동들은 평가에 의해서 효율성 타당성을 구성하게 됩니다.

5. 융합수업에서의 주제 중심 교육과정
융합 수업을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융합을 위해 어떤 주제로 어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주
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교과의 성취기준을 융합하는 것은 인위
적일 뿐 아니라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각 교과의 성
취기준을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취기준과는 관련없이, 학생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융합수업을 진행해야 할 때는 교과와의 연계
를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여 교과의 성취기준과 주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제를 선정한 이
후에는 주제와 관련된 여러 학습요소를 마인드 맵을 구성합니다.
l 학습요소를 도출하는 주체 : 교사, 학생, 관리자 등
l 학습요소를 끌어가는 주체 : 교사

마인드 맵을 구성할 때는 발산적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인드 맵의 구성은 다양한 교과
의 교사들이 구성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주
제 선정의 과정에서부터 학생이 모두 참여해서 선택한다면, 학생의 학습 동기나 흥미를 충분히 반영
할 수 있습니다. 융합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융합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 스스로 융합
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4) 토픽(topic)은 학습요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요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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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 절차

1. 해결해야 할 문제의 주제 선정하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의 함양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을 교과마
다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교과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업의 주제 또한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되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합니다.
주제가 선정되었다면 다음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 가능한 요소를 모두 추출합니다. ‘무엇을 알
아야’ 하고 ‘어떤 능력을 가져야’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 체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에 따라 내용 요소와 기능요소를 분석
합니다. 분석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흥미유발성, 현실성, 관련성, 활동성, 발달단계 등도 고려하여 구
성합니다.

가. 참여자들과 함께 주제 추출하기
l 안전한 귀갓길
l 우리동네 체력단련실 만들기
l 우리땅 독도 지키기
l 환경 지킴이
l 체육대회 우승하기
l ...

이상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거하고,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를 선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동네 체력단련실 만들기’ 주제로 선정하여 수업을 전개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 수업 주제 선정하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학습요소를 고려해 봅니다.
학습요소를 기반으로 각 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교사가 스스로 선정해 봅니다. 우리 동네
체력단련실이라는 주제로 학습요소를 가상으로 뽑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칼로리, 운동 기구, 환경조성, 캠페인, 기금 모으기, 홍보하기, 환경 꾸미기, 음악 선정하기,
공공기관 연계하기, 질서 지키기, 체력단련실 활용 규정 만들기, 트레이너 모집, 전단지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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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요소 추출하기(마인드 맵)
우리 동네 체력단련실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요소를 추출해 봅시다. 추출한 내용은 마인드 맵으로 구성합니다.
* 학습요소
: 건축, 칼로리, 운동 기구, 환경조성, 캠페인, 기금 모으기, 홍보하기, 환경 꾸미기, 음악 선정하기, 공공기관 연계하기, 질서 지키기, 체력단련실 활용 규정
만들기, 트레이너 모집, 전단지 제작 등
* 마인드 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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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출된 키워드 중심, 각 교과에 해당하는 학습요소 설정
가. 각 교과에 해당하는 학습요소 분배
각 교과에 해당하는 학습요소를 가상으로 분배하는 방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목’을 기준으로 학습요소를 배치하여 가상으로 활동을 구성합니다. 내용의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목

학습요소

활동

국어

§

체력단련실 홍보

체력단련실 홍보 신문기사 만들기

수학

§

체력단련실 건축

체력단련실 건축을 위한 건축부지 조사 및 면적,

: 단련실 건축부지 조사

요금 설정 등 예산 계획하기

(경제)
음악

§

체력단련실 운영

체력단련실에 활용할 수 있는 음악 선정하기

: 음악 선정 등
§

체력단련실 운영

체력단련실 활용 규정 만들기

: 공공기관 연계하기
사회
§

체육

§

체력단련실 운영

체력단련실에 활용할 수 있는 음악을 선정할 때,

: 음악 저작권 확인

음악의 저작권을 확인하기

체력단련실 운영을 위한 조사

- 운동의 필요성 작성

: 운동 필요성, 계획 등

- 체력단련실에서 수행할 운동의 계획 설정하기

융합 수업에 참여하는 과목 담당 교사는 본인의 담당 과목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습요소를 추출
하고, 학습요소에 따른 학습 활동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에서는 신문기사 등의 글쓰기 활동을 하고, 음악 과목에서는 체력단련실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과목에서 협
동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체력단련시설 만들기’라는 목표를 위하 각각의 과목에서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세부 작업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과목에서 힘을 합친 활동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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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요소를 추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활동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학습요소

활동
체력단련실 홍보 신문기사, 포스터 만들기

국어

주민 참여 독려 프로그램 기획하기

미술

§

체력단련실 홍보

§

체력단련실 건축

체력단련실 건축을 위한 건축부지 조사 및 면적,

: 단련실 건축 부지 조사

요금 설정 등 예산 계획하기

체력단련실 환경 조성

§

효과적인 체력단련실 운영 규

§

정 만들기 : 음악 선정 등

과목

과학(물리)
수학(경제)

주어진 예산에 맞는 기구 선정하기

체육

지역 특성에 맞춰 조성 계획하기

수학

체력단련실에 활용할 수 있는 음악 선정하기

음악

체력단련실 활용 규정 만들기
단계적인 체력 단련 프로그램 만들기

§

사회

체력단련실 운영을 위한 조사

- 운동의 필요성 작성

: 운동 필요성, 계획 등

- 체력단련실에서 수행할 운동의 계획 설정하기

사회
체육
등
체육

나. 각 교과의 운영 사항 분배
수업을 구성할 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도 각 교과에서 설정하도록 합니다. 단,
주제를 중심으로 융합 학습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산출물이 하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학습 수행
각 교과는 교과에 적합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생은 각 교과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산출물을 제작함으로써 융합에 대한 생각을 넓히고, 융합적 사고가 가능할 것입
니다.

l 학습 목표 : 학습요소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교과마다 달라질 수 있음
l 학습방법 : 각 교과의 특징을 살려서 자유롭게 진행
l 학습평가 : 각 교과에 적합한 학습요소로 학습하면서, 학습을 통해 나온 산출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교과마다 평가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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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 방법

젊은 프리츠 하버

사례 1

1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18세기의 화학 혁명 시대

1. 개요
본 사례는 18세기 화학 혁명 시대의 과학 발전에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과학사(이야기)에서 시
작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질문을 생성하고, 질문을 토대로 학습합니다. 과학사는 과학을 인간화
하고, 인문학을 과학화하는데 유용한 융합적 소재이며, 과학 학습의 동기 유발 및 지속에 적절한 학
습 소재입니다. 학습 목표는 과학사의 사례를 통한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소양과 민주 시민 역
량의 신장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서 과학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학의 본성과 과학
탐구, 그리고 과학 윤리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합니다.

2. 본 프로그램의 구조와 흐름
본 프로그램은 ‘과학자의 인류 문제 해결’과 ‘과학자의 윤리적 판단’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각의 토픽에 대한 학습 내용 및 차시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2차시

3 ~ 4차시

• 젊은 프리츠 하버: 산업혁명과 과학발전
• 하버의 연구: 질소 비료 연구

• 다름과 틀림
Haber’s story: 과학 발전의 양면성
Clara Immerwahr’s story: 사고 방식의 전환

학습 내용: 화학자 프리츠 하버와 인류 식량
문제 해결에 주는 영향을 학습한다.

학습 내용: 화학자의 태도와 윤리적 판단의
이슈 및 중요성을 논의한다.

과학의 발전, 과학 탐구 과정
Ÿ
Ÿ

Ÿ

과학자의 태도, 과학 윤리, 과학의 본성

하버의 성장 과정 순으로 학창 시절, 청년
시절(대학, 군대, 연구원) 이야기
학창 시절 하버는 개인적, 사회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면서도 과학적 호기심
이 많아 과학 탐구 실험을 도전적으로 수
행함
대학생, 군인, 연구원의 신분으로 살아가
는 하버의 청년시절은 본격적인 과학 연
구의 시작부터 질소 비료 연구의 성공까
지의 내용으로 과학 탐구 과정을 생각할
수 있음

▶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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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질소의 쓰임과 관련한 프리츠 하버와
그의 아내 클라라 임머바르의 이야기
질소 비료 공정, 독가스 개발에 참여한
하버의 행동을 통해 과학자의 태도,
과학 윤리를 생각할 수 있음
클라라 임머바르가 쓴 가상의 편지를
읽고, 인물의 감정을 고민,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음

3. 교육과정 훑어보기
본 프로그램의 사례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의 구성’을 주제로 합니다. 4차시 수업의 구성에서 다
루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식량 문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로 추출된 키워드를 다양한 교과와 연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인류의 식량 문제

교과

식량 문제 해결, 질소,
키워드

과학사, 화학사, 과학 윤리,

▶

가치 판단,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적 문제 해결

연결된 키워드

화학Ⅰ

식량 문제 해결, 질소

과학사

과학사, 화학사, 과학 윤리, 가치 판단

사회

가치 판단,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국어

윤리적 사고, 협력적 비판적 탐구

교과에 연결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내용 요소에 따른
성취기준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연결된
키워드

내용 요소

식량
화학Ⅰ

문제

통합
사회

과학
윤리
지속
가능한
발전

심화

윤리적

국어

사고

활용
여부

[12화학Ⅰ01-01] 화학이 식량 문제, 의류 문제,
화학의 발전

해결
과학사

성취기준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V

있다.
과학의 본성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공동체의 삶

[12과사01-06] 과학을 다른 학문과 비교하여
생각해보고, 과학의 본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있다.

V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V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12심국04-02] 협력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문제를
탐구한다.

V

본 프로그램은 선정된 성취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화학과 과학사의
융합을 통해 1, 2차시 수업을 진행하며, 통합 사회와 심화 국어 수업을 통해 3, 4차시의 수업을 진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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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구성하기

수업을 구성하기 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기획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의 세부 내
용은 1, 2차시와 3, 4차시로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주제 선정 ▶ 학습요소 추출
▶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요소 및 학습요소 선정> ▶ 학습 수행

1. 해결해야 할 문제의 주제 선정하기
가. 과학사의 상황 이해하기
프리츠 하버는 질소 비료를 발명한 화학자이며,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
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p.00 활동지의 전체 내용 참조). 상황의 이해를 통해 융합 수업을 어떤 주
제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고민합니다.

나. 참여자들과 함께 주제 추출하기 (핵심 질문을 통해 키워드 제시)
하버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해 주제를 추출합니다. 주제 추출을 위
한 방법으로 ‘핵심 질문(Big Idea)’을 활용합니다. 다음의 그림을 활용해 봅시다.
가운데 작은 원에 핵심질문을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고,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을 자유롭게 구
성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의 과학적 태도(관심)‘를 핵심질문으로, 대학시절/군복무시절/연구원시절
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핵심질문: 하버의 과학적 태도(관심)
- 대학시절: 분젠 교수로부터 배운 과학자의
태도가 하버 당신의 연구에 어떻게 적용되었
나요? 등
- 군복무시절: 군대의 계급과 규율이 과학적
태도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은 무엇일까요? 등
- 연구원시절: 외부 활동을 하면서 과학 연
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등
(질문 작성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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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교과에서의 수업 주제 선정하기
과학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학습요소를 추출합니다.
학습요소를 기반으로 각 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교사가 스스로 선정해 봅시다.
(예시) 과학- 과학적 탐구과정 이해 / 사회- 가치 탐구 및 연구 윤리
(참고)

가치 분류
(Max
Siporin)

□
□
□
□
□
□
□
□
□
□
□

궁극적
기능적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과학적
전문적
도덕적
윤리적
미 적
경제적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정의, 자유, 자아실현, 인간으로서의 가치
타인의 수용, 교육기회의 평등, 클라이언트 정보의 기밀성
개성, 자기존중, 프라이버시, 자존심
이타주의, 상호부조, 우정, 민주주의, 겸양, 책임감
신에 대한 사랑, 구제
합리성, 객관성, 진보, 비판적 구멍
능력, 공평, 클라이언트 중심주의
인간관계의 공정, 은혜, 정직, 페어플레이, 공감
정당성, 책임감, 응답성, 충성, 타인존중
아름다움, 심미감
투자대비 이익, 기회비용

2. 학습요소 추출하기 (질문 생성)
본 내용은 수업의 구성단계이므로, 교사가 여러 관점에 따라 학생들에게 질문할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개의 관점으로 질문을 생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과학자에 있어서 조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l 과학자는 조국에 충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 세계에 충성해야 할까요?
l 과학자는 조국에 이익이 되고, 전 세계에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도 될까요?
l 하버는 질소 비료를 만들 당시에는 나중에 독가스를 연구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을까

과학자가

요?

갖추어야

l 연구에 실패했을 때 힘들지는 않았나요?

할 태도

l 당신의 자존심은 높은 것이 아닌가요?
l 어떤 것이 동기가 되어 수소와 질소를 반응시킬 생각을 했을까요?
l 질소를 이용해 독가스를 만드는 연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국을 도울 수는 없었나

요?
l 바스프라는 기업과 어떻게 협업하게 되었나요?

과학자의

l 떳떳하시면 왜 스위치로 피신하셨나요?

연구 윤리

l 처음으로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했을 때, 이 일이 후에 폭탄을 만드는 등 누군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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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위협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l 정부에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연구해 달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 혹시 어떤 망설임

이 있었나요?
l 자신이 만들어낸 폭탄으로 연합군들의 죽어 나갈 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l 왜 조국의 명령을 무조건 따른 것인가요?
l 독가스 연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살상은 존재했겠지만, 그 수는 적었을 것입니다. 윤리

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l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실험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규제가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l 독가스 연구를 할 때 그것으로 인해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

지 않으셨나요?
l 무기를 만들고 죄책감은 없었나요?
l 수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l 당신에게 무기를 만들라고 했던 조국이 자결을 원한다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요?
l 당신의 신무기로 인해 당신의 가족이 희생되었어도 당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l 질소 비료가 악용될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l 나중에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조국을 위한 일이더라도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나요?
l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얻은 암모니아가 어떻게 식물에 영향을 줄까요?
l 하버의 질소 연구처럼, 과학자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된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

요?
l 독가스를 연구한 하버를 교과서에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한 업적에 대해서만 쓰는

게 바람직할까요?
l 왜 질소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었을까요?
l 질소 비료의 단점이나 위험한 점은 무엇인가요?

과학적
사실

l 질소비료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l 질소를 이용해 비료, 신무기 외에 다른 것은 무엇을 만들 수 있나요?
l 질소 고정은 어떻게 했나요?
l 암모니아를 만드는 환경 조건을 쉬울까요?
l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폭탄을 어떻게 만들까요?
l 촉매반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l 질소를 고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l 질소 비료를 일반 비료에 비해 어떤 점이 좋은가요?
l 촉매 반응을 하면 비료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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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말 노벨화학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l 연봉은 얼마나 올랐나요?
l 독일은 지금까지도 나치들을 처벌 하고 있는데 연구원들도 처벌할까요? 처벌한다면

수위는?
l 연봉은 어느 정도 받았으며,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가요?
l 클라라가 당신의 행동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l 화학전을 위해 어떤 기구를 사용했나요?

기타

l 무기를 만든 것이 정말 하버의 잘못일까요?
l 보슈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l 하버 이전의 과학자는 저런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l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까요?
l 보슈와 친구인가요? 얼마나 친한가요?
l 보슈도 신무기 개발에 참여했나요?
l 노벨화학상을 받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l 좋은 비료의 정의가 꼭 풍년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3. 추출된 키워드 중심, 각 교과에 해당하는 학습요소 설정
1) 각 교과에 해당하는 학습요소 분배
앞선 사례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학습요소를 과목별로 분류합니다.

과목

학습요소

화학

질소 고정, 질소 비료 연구, 식량 문제 해결

과학 탐구과정 이해

과학 윤리, 가치판단

SSI 기반 가치 탐구 토론

사회

가치판단,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가치판단 및 화학의 발전

국어

윤리적 사고, 협력적 비판적 탐구

과학사

활동하기

과학 윤리 글쓰기 및 성과물 제작 (포스터, 카드
뉴스 등)

2) 각 교과의 운영 사항 분배
수업을 구성할 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도 각 교과에서 설정하도록 합니다. 단,
주제를 중심으로 융합 학습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산출물이 하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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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 수행
각 교과는 교과에 적합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생은 각 교과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산출물을 제작함으로써 융합에 대한 생각을 넓히고, 융합적 사고가 가능할 것입
니다.

l 학습 목표 : 학습요소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교과마다 달라질 수 있음
l 학습방법 : 각 교과의 특징을 살려서 자유롭게 진행
l 학습평가 : 각 교과에 적합한 학습요소로 학습하면서, 학습을 통해 나온 산출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교과마다 평가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음

3

세부 내용

1. 1차시-2차시
본 수업은 프리츠 하버가 성장하면서 과학자가 되어 질소 비료를 개발하기까지의 일화를 통해 질
소 비료에 대해 이해합니다. 아래 차시 구성에 따라 활동지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

1 ~ 2차시
젊은 프리츠 하버: 산업혁명과 과학발전

§

하버의 연구: 질소 비료 연구

§

학습 내용: 화학자 프리츠 하버와 인류 식량 문제 해결에 주는 영향을 학습한다.

§

과학의 발전, 과학 탐구 과정
하버의 성장 과정 순으로 학창 시절, 청년 시절(대학, 군대, 연구원) 이야기

§

학창 시절 하버는 개인적, 사회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면서도 과학적 호기심이 많아
과학 탐구 실험을 도전적으로 수행함

§

대학생, 군인, 연구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하버의 청년시절은 본격적인 과학 연구의
시작부터 질소 비료 연구의 성공까지의 내용으로 과학 탐구 과정을 생각할 수 있음

학습목표
þ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화학이 식량 문제에 기여한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þ

과학과 관련한 현상 및 과학사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하여 정의할 수 있다.

프리츠 하버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
석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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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활동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예비 과학자‘가 되어본다는 설정을 통해, 산업 사회로의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학습자가 끊임없이 생각을 발산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작성할 수 있게 지도합니다.
그 다음 프리츠 하버라는 실존했던 화학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통해 그의 삶을 이해하고, 짧은
이야기 속에서 궁금한 점을 모두 작성하여

((활동지)
((활동지
활동지
시대의
변화와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과학사
이해하기
활동지))) 시대의
시대의 변화와
변화와 실존
실존 인물의
인물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통해
통해 과학사
과학사 이해하기
이해하기
v 증기기관의 발명, 도시화, 산업화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
대에 살고 있는 예비 과학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
여 보고, 질문형식으로 작성하여 봅시다.
(* 참고: 과학•기술•사회•교육•문화적 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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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프리츠 하버는 질소 비료를 만들어 인류 식량 문제 해결에 큰 공로를 한 과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과학자의 삶도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기 위해 청년 시절 하버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하버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여 봅시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을 손꼽아 기다
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프리드리히 빌헬름(일명 ‘베를린 대학교’라고도 불
렸습니다.) 대학교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왜일까요? 호기심이 넘쳐났던 때라 그런 걸까요, 저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하이델베르
크 대학교로 옮겨 공부했습니다. 그 곳에서 분젠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분젠 교수님은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키르히호프와 공동으로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하신, 제 마음을 설레
게 하신 과학자이셨죠. 분젠 교수님에게는 실험의 정확성과 정밀성, 끈기와 열정을 배웠습니다.
과학자로서 필요한 태도, 정신력 등은 분젠 교수님께 그대로 내려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독일 남자들은 의무로 1년간 군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화학 공부를 하는 중간에 포병연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끔찍하게도 군 복무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도저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도와주셨고, 저는 복무하며 군대의 계급과 규율에 매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그 곳에서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 잠시 여유가 생길 때마다 근처 대학교에
서 강의도 듣고 문학 클럽에도 참석해 토론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는 중, 우연히 댄스 클럽에
서 클라라 임머바르라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임머바르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후에 예나 대학교에서 물리화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새로운 분야에 해당하는 물
리화학 부문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제 저는 과학자로서 더 많은 경험과 배움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지역의 카를스루 대학에 채용되어
화학 학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티에도 나가고
술도 즐겨 마십니다. 가끔 저는 문학 작품을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자랑스러운 독일인으로서 살아가
고 있습니다. 개종은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한편 즐겁지만, 조금 허전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더욱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명성……. 곱씹을수록 흥분되는 단어들
아닙니까? 저는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질소가
우리의 식량 문제에 귀중한 열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Tip. 산업혁명과 사회 문화에는 자본주의, 인구 문제, 식량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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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활동지를 통해, 질문을 작성합니다. 가운에 작은 동그라미는 ’핵심 질문‘이 될 수 있는 키
워드를 작성하고, 3개로 구분하여 내용을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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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연구
((활동지
활동지
하버의
연구
과학적
탐구
활동지))) 하버의
하버의 연구-과학적
연구---과학적
과학적 탐구
탐구
v 만화와 동영상을 보고, 하버의 질소 비료 연구 과정에 대해 생각하고, 과학적 탐구과정 및 과학
적 태도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봅시다.

질소 연구의 계속적인 실패

다른 과학자와의 경쟁

회사로부터 물질적, 경제적 지원

보슈의 조언으로 인한 성공, 발표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NWhZ77Qm5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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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앱에 기록된 우리 반의 질문을 참고하여 추상화 사다리기법의 빈칸에 기록하여 봅시다. 과학적
탐구과정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하버의 연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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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4차시
3-4차시 수업 시, 질소의 쓰임과 관련하여 프리츠 하버와 클라라의 입장 외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기술의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기술 자체에 대
한 생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3 ~ 4차시
다름과 틀림

§

- Haber’s story: 과학 발전의 양면성
- Clara Immerwahr’s story: 사고 방식의 전환
§

학습 내용: 화학자의 태도와 윤리적 판단의 이슈 및 중요성을 논의한다.
과학자의 태도, 과학 윤리, 과학의 본성

§

질소의 쓰임과 관련한 프리츠 하버와 그의 아내 클라라 임머바르의 이야기

§

질소 비료 공정, 독가스 개발에 참여한 하버의 행동을 통해 과학자의 태도, 과학 윤리를 생각
할 수 있음

§

클라라 임머바르가 쓴 가상의 편지를 읽고, 인물의 감정을 고민,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음

학습목표
□

탐구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생명 존중, 연구 진실성 등 연구 윤리와 안전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 자신이 미래의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다양하게 표상하고 소통할 수 있다.

3~4차시.
3~4
3~4
차시
다름과
틀림
3~4차시
차시... 다름과
다름과 틀림
틀림
v 프리츠 하버는 비료를 만들어 화학에 큰 공로를 한 것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지 못한 시상식으로 끝난 장년 시절 하버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과학 활
동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생각하며, 하버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여 봅시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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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굶어 죽을 것이다.” 윌리엄 크룩스 씨가 브리스틀에서 강연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식량의 공급 속도를 초과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두 굶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기근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비료가 필요합니
다. 좋은 비료라 함은, 같은 땅에 농사를 짓더라도 풍년이 지속될 수 있어야겠지요. 과학자들에
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대기근을 피해 인류가 풍족해지려면
말이죠.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였고, 우리는 마침내 질소 비료를 만들어 냈
습니다.
질소 비료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대기 중 가장 흔한 질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촉매반응을
이용해 수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만들어낼 수 있죠. 공업화학자인 카를 보슈와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N2 + 3H2 → 2NH3. 기체 질소분자 하나, 소수 분자 세 개가 만나 두 개의 암모
니아 분자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하버-보슈 공정’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
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소를 고정화해서 대량의 비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리고 바스프라는 기업 덕분에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될 수 있었죠.
후에 저의 업적을 인정받아 빌헬름 2세에게 추밀원 고문관이라는 작위를 수여 받기도 했습
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연봉도 훌쩍 늘게 되었죠.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독일
은 나의 고향이자, 터전임이 분명했습니다.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의 독일 정부를 지지한다는
선언까지 했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암모니아는 비료뿐만 아니라 폭탄을 만들 때에도 쓰
입니다. 저에게 연구소에 남아 필요한 물자를 연구해 달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조국을 위
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구원들과 함께 신무기 개
발에 힘썼습니다. 화학전을 위해 기구를 조직했고, 누구보다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화학자의
자존심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제 손을 거친 멋진 화학 작품들은 연합군을 물리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1918년, 저는 암모니아 합성 공로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범으로 잠시
스위스로 피신해 있었지만, 당당히 독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
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를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러나 저는 떳떳했습니다.
제가 독가스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살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독일군들이 전쟁을 멈추었을
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말이죠, 철저히 조국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 사람입니다.
현재 독일은 전범국이 되었습니다. 영국 승전국으로, 바스프의 문서를 조사해 공정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질소 비료가 퍼져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살인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류를 구한 노벨화학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나와 보슈의 연구
로 인해 인류 모두가 누릴 혜택을 떠올려야 합니다.
'전쟁 때나 평화로울 때나 조국이 허락하는 한 조국에 봉사했다.' 내가 죽는 날, 묘비에 이렇
게 새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클라라가 비로소 나를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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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클라라 임머바르(Clara Immerwaher)”가 프리츠 하버에게 쓴 가상의 편지입니다. 클라라의 편
지를 읽고, 아래 주어진 예시 설명을 참고하여 하버와 클라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록
하여 봅시다.

*Immer wahr(독일어)
항상 진실

질문
해시태그
if
then

클라라의 편지를 읽고, 클라라 감정을 고려한 질문 생성하기
질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인물의 감정 고려하기

예)#클라라#절망감#화학전공

만약 하버가 다른 행동 또는 선택을 하여 클라라가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클라라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하버의 삶은? 독일 국가는? 과학의 발전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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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클라라는 왜 절망감에 빠졌을까?

해시태그

if

then

질문 2

하버의 동부 전선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시태그

if

then

질문 3

(질문 생성 해보기)

해시태그

if

then

v 위에서 작성한 질문을 참고로, 과학 탐구 활동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여
과학 기사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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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접근9

교수학습방법의 이해

주제의 구성
구분

내용
이론

학교급

사례

공통

초

중

고

O
교수학습(B)

모듈 구성

실천적 시나리오(B1)

전체 차시
차시별 구성

3차시
1~3차시

§

이론

주제의 설명
구분
구분

내용
내용
교수학습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자는 수업의 목적, 내용에 맞게
특정 혹은 두 개 이상의 교수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융합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융합적 사고를 기르고 적극적 수업 참여 태도를 갖

개요

출 수 있도록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협동학습 등의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에 대한 내용의 주제를 다루
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학습방법의 주제에서는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소개하
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

l 협동학습을 실행할 때 적절한 학습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l Jigsaw II 모형의 학습 흐름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1. 협동학습
목차

2. 성취과제 분담모형(STAD)
3. Jigsaw II 모형

참고자료

l 프로그램 교재 및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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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학습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에서 협력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쟁적 교
육환경과 가정의 과잉보호 안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가 부족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주변사람을 이겨야만 하는 경쟁자로 인
식하기 때문에 교우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원만히 관계를 유지하는 태
도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협동학습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1. 협동학습의 개요
가. 정의
협동학습이란 집단의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동료와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학습하도록
구조화된 수업방법입니다. 협동학습은 모든 학습자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상호작용하고 협
력하는 태도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 학습은 학습자 간 경쟁심과 적
대감,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협동학습을 수업에 적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동과 협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 단어는 ‘돕는다’는 맥락에서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지만, 협동은 협동조합 조직과 같이 각자의 활동이나 과제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협동조합인 농협이 그 예입니다. 농업협동조합에 속한 구성원들은 각자의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생산, 유통, 판매를 통해 생겨난 이익을 함께 나눕니다. 그에 비해 협력은 하나의
문제를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 협동학습과 협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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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동학습의 세 가지 관점
협동학습을 바라보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다릅니다.
첫 번째 동기론적 관점은 학습자의 개인적인 참여 동기를 높이는 것에 핵심을 둔 관점입니다. 개
개인의 참여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누구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개개인에 노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집단에 대한 보상도 함께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점은 집단 구성원이 서로 돕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관계(걱정, 응원 등)를 유지
하게 하는 것, 즉 동료의식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특히 긍정적, 대면적 상호작
용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개인이 성취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성취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표> 협동학습의 관점

동기론적 관점(개인적, 인지적 관점)
l 세 가지 원칙

- 집단보상
- 개별 책무성
- 학습 참여의 균등한 기회 보장

사회적 관점
l 학습요소

- 긍정적 상호작용, 대면적 상호작용, 개별
책무성, 집단 과정
l 대표적인 학습 모형

l 대표적인 학습 모형

- 과정중심협동학습(Jigsaw)
- 집단조사(Group Investigation: GI)
- 함께 학습하기(Learning Together: LT)

- 성취과제 분담모형 (Student Team
Achievement Division : STAD)
- 팀 경쟁 학습 (Team Games
Tournaments: TGT)

세 번째 발달론 및 인지론적 관점은 Piaget과 Vygotsky 두 학자의 각 이론에서 강조하는 관점
입니다. 두 학자는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학자의 성장배경을 이해하고 이론을 들여다본다면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Piaget은 비교적 개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권 중의 하나인 스위스에서 태어나
고 자랐습니다. Piaget의 인지발달이론 관점에서 협동 학습은 인지 수준이 비슷한 사람 사이의 상
호작용에 의한 접점을 통해 사회적, 인지적 갈등이 학습자의 내적, 인지적 재구성을 유발하여 발달
을 촉진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 학습은 학업 성적이 유사한 동질 집단(또래)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합니다.
Vygotsky는 소비에트 연방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자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문화권에서 강
조한 ‘사회 내에서 사회의 의견을 좇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그의 이론에 녹아있습니
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습자가 높은 학습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근접발달지대
론)에 이질 집단 구성을 추천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협동학습을 실행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집단과 개개인의 과제 수행에 대한 부
분을 고려하면서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동기론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중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수업모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학습자에게 어
떤 과제를 줄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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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동학습의 종류
교수자는 협동학습을 실행할 때 학습 목표와 더불어 어떤 수업 모형을 사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
려합니다. 협동학습에는 다음과 같은 모형이 있습니다.
l 성취과제 분담학습(Student Team Achievement Divisions, 이하 STAD) 모형
l 직소(Jigsaw) 학습 모형
l 함께 학습하기 모형(Learning Together model: LT)
l 집단조사학습(Group Investigation: GI) 모형
l 팀 보조 개별학습(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TAI)모형
l 팀 토너먼트식 게임법(Team Games Tournaments: TGT) 모형

본 교재에서는 STAD 모형과 직소 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STAD 모형에서는 동기론적 관점의 수업모형으로 개별화와 책무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전통
적인 모형이기도 합니다. Jigsaw 모형은 사회적 관점의 수업모형으로 크게 3가지 혹은 4가지의 방
법이 있습니다. 위의 6가지 모형 모두 협동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지만 STAD와 Jigsaw
모형은 어떻게 해야 잘 평가할 수 있는가까지 포함한 모형입니다.

라. 협동학습의 장단점
l 사회 적응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l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학습이 가능합니다
l 다른 학습방법을 배울 기회가 주어집니다

장점

l 자신감, 어휘력, 친화력, 분석력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 협력적 과정)
l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하여 결과에 대한 협력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l 소집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시간 관리방법을 배웁니다
l 자신에 대한 이해 및 타인에 대한 이해가 확장됩니다
l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할 수도 있습니다
l 학습과제에 소홀하거나 놀이집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l 잘못 이해한 특정 학습자나 리더를 따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l 또래에게 의존 / 집단 의타심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책무성이 부여되지

단점

않았을 때)
l 상호작용기회 상실 /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면 즉, 소외된 학습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l 집단 간 편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 부익부 현상 / 능력 있는 학생이 소집단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l 유능한 학습자가 집단활동에 불참하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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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학습 역사
협동학습의 시작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0년대

1930~1940

l 사회이론가 Allport,

l Dewey: 시카고 대학

Watson, Shaw, Mead
l 단독작업보다 집단작업을

중요시 함 -생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1970년대

실험 학교 설립

대학

- 협동, 조력을 강조

-사회교육조직센터에서

▶ l Learning by doing,
경험중심교육과정

주장

l (1970) 미국 존스 홉킨스

▶

사회에서의 협동으로

시작

이어지는 것을 목표

1970년대 후반

교실에서 팀 형태의 수업
진행

20세기 초

l 실제 수업현장 적용 시작

우리나라 1980년대 후반

l 인지심리학 분야의

l 국내에 열린 교육과 함께

이론적 지식을 생성하고
▶

활용하는 경향에 더해
함께 협동하여 ‘생성하고

▶

l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l 학교에서의 협동이

협동학습을 위한 움직임

협동학습 시범운영 시작

소개됨
▶

- ‘모두 함께 한다’는
개념으로 도입

활용한다’는 개념이
견고해짐

사회이론가 Allport, Watson, Shaw, Mead에 의해 단독작업보다 집단작업의 효율성이 더 생산
적임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인 Dewey가 시카고 대학에서 협동학습을 위한 실험 학교를 설립
하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에서는 Dewey의 경헝중심교육과정과 더불어 학교에서의 협동이 사회에서
도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동과 조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시카고 대학 외에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을 운영
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되었고 20세기 초 인지심리학의
이론적 지식이 더해져 8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도 ‘열린 교육’과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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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학습의 특징

특징
긍정적 상호 의존성

설명
l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모두 구성원 전반이 상호 의존감을 갖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l 집단 구성원 모두가 학습의 과정인 Group processing을 통해서

협동학습의 원칙과 기술을 배움
집단의 과정화

l 집단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 전체의 피드백,

효과적인 문제해결방법에 관한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수행결과로 이어짐
사회적 기술

l 지적 측면뿐만아니라 정의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음
l 집단 구성원이 각자 수행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집단점수와

개별적인 책무감

개인점수를 함께 부여함
l 이때, ‘무임승차’로 인한 구성원들의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면대면 상호작용

l ‘우리’라는 개념을 통하여 서로 개방적이며 허용적인 태도로 심리적으로

일체감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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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학습의 절차
협동학습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협동학습 절차

수업목표 명세화

협동기술 지도

▶

▶

협동학습 모형
선택

협동학습 실시

▶

소집단 구성

▶ 방법 및 절차 지도

▶ 협동학습 결과 평가

▶

▶

전체 프로그램
평가 및 수정

우선, 학습과제를 분석하여 수업목표를 설계합니다. 이때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기
대행동을 설계합니다. 이 과정을 수업목표 명세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협동학습 모형을 선택합니다. 동기론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고려한 STAD와
Jigsaw모형에서 교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모형을 선택합니다. 이때 모형과 교수자가 중요하
게 생각하는 관점을 일치하도록 학습모형을 구성합니다.
학습모형을 선택했다면 소집단을 편성합니다. 적절한 인원은 4~5명 정도가 적당하며 교수자가 선
택한 학습모형과 관점에 따라 집단을 이질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동질적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선택
합니다. 그룹 간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잊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협동학습의 내용을 잘 인지하도록 방법과 절차를 알려줍니다. 이어서 소집단
내 소속감, 결속력을 느낄 수 있는 팀별 주제, 마스코트, 팀이름 등을 정해줍니다. 돌아가며 발언을
할 수 있는 등의 협동 학습 기술도 같이 안내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협동학습을 실시합니다. 교수자는 끊임없이 집단과 집단을 오고 가며 집단 간 조정
을 합니다. 집단 간 조정과정에서 집단보상과 개인보상을 적절히 수행하면서 협동학습의 결과를 평
가하는데 이때 ‘무임승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그램 평가와
수정 과정을 거치면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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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취과제 분담모형(STAD)

1. STAD 학습모형의 구성
STAD 학습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에서도 드러나듯이 Student Team Achievement
Division입니다. 이 모형에서의 핵심은 모둠 성취와 학생의 성취를 잘 분담하는 것입니다.

교사설명
모둠학습
퀴즈(개별 성취)
향상점수↑ = 팀 점수↑
보상 有(외적/내적)

2. STAD 학습모형 실행
가. 교사설명
l 전체적 개요

l 선수학습

l 학습목표

l 협동의 내용

교수자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합니다. 이때 선수학습요소가 있었는지 학습
목표와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지 협동의 내용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나. 모둠학습
l 동기론적 관점 STAD 학습 모형
l 동질적 집단(Piaget)

l 이질적 집단(Vygotsky)

다음은 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기론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 따라
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STAD 모형은 동기론적 관점의 수업모형이므로 동질 집
단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교수자가 방점으로 두고 있는 협동학습 관점이 Piaget의 관점
인지 Vygotsky의 관점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동질 혹은 이질 집단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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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퀴즈(개별 성취)
l 집단점수

l 개별점수

집단활동(형성평가 등)에서 얻게 되는 집단점수와 개별점수를 모두 부여합니다. 집단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고 점수를 받아가는 학습자(일명 ‘무임승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습자별
개별점수도 함께 활용합니다.
평가를 위한 집단활동의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동학습 평가의 이
해’ 주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p.00 내용 참고)

라. 향상점수
l 향상점수

l 팀점수

향상에 대한 보상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향상점수는 팀 점수로 배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팀 향
상점수를 계산합니다. 학습자 개인별 향상점수가 산출되면 소집단별로 구성원들의 향상점수를 합하
여 소집단 전체의 향상점수를 산출합니다.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합니다.

l 점수표를 기준으로 다음 예시와 같은 향상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획득될 점수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점수 부여 예)
초기
90점 이상
90점 미만

<점수표>
향상 점수
유지
10
5
⦙

획득 점수
5
5
4
⦙

1차 점수
60
90
30
⦙

예시
2차 점수
70
95
25
⦙

마. 보상
l 내적

l 외적

외적/내적인 보상을 통해 팀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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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점수
+ 5
+ 4
- 1
⦙

3

Jigsaw Ⅱ 모형

1. Jigsaw모형이란
Jigsaw모형이란 직소퍼즐을 맞추는 활동에서 이름을 딴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전문가 모형을 중
심으로 학생 모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집단 학습방법입니다. JigsawⅠ,
Ⅱ, Ⅲ, Ⅳ 모형이 있으며 초중고수업에서는Ⅰ,Ⅱ,Ⅲ모형까지 사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l JigsawⅠ: 학습동기 향상, 학습자 간 상호활동, 응집성을 바탕으로 진행
l JigsawⅡ, Ⅲ: 보상 체계를 통한 개인의 책임과 상호 의존성에 의한 학습동기 유발, 학습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Jigsaw 모형에서 집단의 크기 및 적정인원 수는 학습주제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과제가 4개로
나뉜다면 팀원도 4인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구성원의 수는 5~6인입니다. 집단 구성
원의 수에 맞게 학습주제를 나눈 뒤 각 집단의 구성원은 하나의 소주제를 담당합니다. 이때 개별
학습자는 자신의 주제에 맞게 모집단에서 이동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합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학
습주제를 학습한 뒤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와 구성원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수업
이 이뤄집니다.
다음 그림 Jigsaw 모형을 적용한 수업의 예시입니다. 고양이를 주제로 하였을 때, 각 집단별로
고양의 식습관, 관련 설화, 종류 등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Jigsaw 모형 수업에서 학습과제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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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룹은 하나의 과제에 대해 학습합니다. 한 전문가 그룹은 고양이 생김새에 대해 학습하
고,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은 고양이의 먹이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전문가 그룹의 학습이 끝나게
되면,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각 모둠은 모든 과제의 전문가, 즉, 고양이 생김새의 전문
가, 고양이의 먹이의 전문가, 고양이 종류에 대한 전문가, 집고양이와 길고양이에 대한 전문가, 고양
이 관련 설화에 대한 전문가가 각 1명씩 있게 됩니다. 고양이 생김새에 대한 전문가는 모둠 내 다
른 구성원에게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고양이 먹이의 전문가의 차례입니다. 모둠
내 모든 전문가의 순서가 끝나면 모둠 내 구성원들은 각 과제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가. Jigsaw와 STAD
앞서 STAD는 개인의 학습동기를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TAD 모형은 개별
책무성이 중요하면서도 Team Achievement가 핵심입니다. Jigsaw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두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 Jigsaw 모형별 관계
단계

활동

1단계

모집단 : 과제분담활동

2단계

전문가 집단 : 전문가 활동

3단계

모집단 : 동료 학습 및 질의응답

4단계

일정 기간 경과

5단계

모집단: 퀴즈대비 재공부

6단계

퀴즈(STAD 평가방법 사용)

직소모형

JigsawⅠⅡⅢ

Jigsaw Ⅲ
JigsawⅡⅢ

다.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Jigsaw모형의 전제조건
Jigsaw모형을 적용한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l 과제분담학습내용은 분절될 수 있는 병렬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l 과제분담학습 모형에서 수업 활동 시 학습 내용이 적정수준이어야 합니다
l 다른 학습 구조와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igsaw

Ⅱ, JigsawⅢ 모형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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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igsaw Ⅱ 학습 모형
가. 절차
jigsawⅡ학습모형의 흐름은 다음 5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목표 제시

>

모둠별
과제부과

>

전문가 집단
학습

>

모집단 학습

>

평가

수업목표 제시
l 단원 자체가 병렬적인 관계를 지닌 주제로 선택합니다.
l 학습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주제를 선택합니다. 난이도가 낮은 주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너무 어려운

주제로 인해 학습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l 예시)

수업주제
교육과정
연계

‘규중칠우쟁론기’에 나타난 전통 소품 만들기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9국05-05]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1) 전통미술에 나타난 미의식과 문양의 의미를 이해한다.

수업목표

2) 전통미술의 색감, 형태, 기법을 통해 심미감을 기른다.
3) 전통미술의 재료와 기법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창작한다.

모둠별 과제 부과
l 각 모둠에 전문가 학습지 배포합니다.
l 전문가 학습지에는 수업 주제를 나눈 소주제와 관련된 세부 주제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학습하는

방법도 함께 교수자가 제시합니다.
l 예시)

모둠 1

수예, 병풍 등에 나타난 문양을 조사하고 의미 알기

모둠 2

가구, 반짇고리와 같은 규방 소품에 나타난 문양 조사하고 의미 알기

모둠 3

건축물 등에 나타난 문양 조사하고 의미 알기

모둠 4

불상, 도자기와 같은 조형예술에 나타난 문양 조사하고 의미 알기

모둠 5

민화, 신앙등에 나타난 문양 조사하고 의미 알기

l 모둠이 3개면 총 3명의 전문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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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 학습
l 각 학생은 모집단을 떠나 같은 소주제를 선택한 학습자들끼리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형성합니다.
l 각 전문가 집단은 전체 학습지의 소주제와 문제 중 자신들이 선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해서 집중적

으로 학습합니다.
l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소주제와 문제를 다른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준비를 합니다.

모집단 학습
l 원래 모둠(=모집단)을 재소집합니다.
l 원래대로 돌아와서 전문지식을 다른 동료들에게 전수합니다.
l 전문지식 전수가 끝나면 모집단의 구성원들은 소주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각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소주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의견을 잘 듣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나오면
해당 학습자가 답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소주제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의사소통기능과 협동기능을 실천할 기회를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모둠의 다른 학습자들은 자기가 전문으로 선택한 것 외에는 학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영역은 동료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동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평가
l 모집단 학습이 끝나면 전체 과제를 범위로 개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채점하여 팀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모둠 점수는 향상 점수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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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표 제시

>

모둠별
과제부과

>

전문가 집단
학습

>

모집단 학습

>

평가

l 단원 자체가 병렬적인 관계를 지닌 주제로 선택합니다.
l 학습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주제를 선택합니다. 난이도가 낮은 주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너무 어려운

주제로 인해 학습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l 예시)
수업주제

‘규중칠우쟁론기’에 나타난 전통 소품 만들기

교육과정

[9미01-02] 시각 문화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연계

[9국05-05]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1) 전통미술에 나타난 미의식과 문양의 의미를 이해한다.

수업목표

2) 전통미술의 색감, 형태, 기법을 통해 심미감을 기른다.
3) 전통미술의 재료와 기법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창작한다.

수업목표 제시

>

모둠별
과제부과

>

전문가 집단
학습

>

모집단 학습

>

평가

l 각 모둠에 전문가 학습지 배포 합니다.
l 전문가 학습지에는 수업 주제를 나눈 소주제와 관련된 세부 주제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학습하는

방법도 함께 교수자가 제시합니다.
l 예시)
모둠 1

수예, 병풍 등에 나타난 문양을 조사하고 의미 알기

모둠 2

가구, 반짇고리와 같은 규방 소품에 나타난 문양 조사하고 의미 알기

모둠 3

건축물 등에 나타난 문양 조사하고 의미 알기

모둠 4

불상, 도자기와 같은 조형예술에 나타난 문양 조사하고 의미 알기

모둠 5

민화, 신앙 등에 나타난 문양 조사하고 의미 알기

l 모둠이 3개면 총 3명의 전문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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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표 제시

>

모둠별
과제부과

>

전문가 집단
학습

>

모집단 학습

>

평가

l 각 학생은 모집단을 떠나 같은 소주제를 선택한 학습자들끼리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형성합니다.
l 각 전문가 집단은 전체 학습지의 소주제와 문제 중 자신들이 선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l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소주제와 문제를 다른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준비를 합니다.

수업목표 제시

>

모둠별
과제부과

>

전문가 집단
학습

>

모집단 학습

>

평가

l 원래 모둠(=모집단)을 재소집합니다.
l 원래대로 돌아와서 전문지식을 다른 동료들에게 전수합니다.
l 전문지식 전수가 끝나면 모집단의 구성원들은 소주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각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소주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의견을 잘 듣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나오면 해당 학습자가 답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소주제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의사소통기능과 협동기능을 실천할 기회를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모둠의 다른 학습자들은 자기가 전문으로 선택한 것 외에는 학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영역은 동료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동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수업목표 제시

>

모둠별
과제부과

>

전문가 집단
학습

>

모집단 학습

>

평가

l 모집단 학습이 끝나면 전체 과제를 범위로 개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채점하여 팀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모둠 점수는 향상 점수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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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지도안 예시
대상

일시

기간

대단원

중단원명

차시

본시 주제
학습 목표
학습단계
일반

협동

(분)

모둠
구성 및
도입

전문가

5

영역
결정
전문가
집단

10

학습

전문가를
전개

통한
모둠원

10

교육
퀴즈를
통한
개별

5

검사

집단
정리

교수학습활동

시간

5

보상 및
평점
5

준비물

교사

학생

교과서 도입 내용이나
다른 동기유발 자료를
제시한다.

해결할 문제를 확인한다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모둠을 구성하고 전문가
영역을 결정하도록
안내한다.

4~5명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각 모둠원이
전문가 영역을 결성한다.

학습형태

및
유의점

질의/응답
전문가
토의

영역범위,
이질적
집단
각

각 모둠의 전문가별로
새집단을 이루어 전문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각 영역의 전문가별
활동지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각 전문가들이 자기
모둠으로 돌아와
모둠원을 가르치도록
안내한다
각 전문가가 가르치는
방법을 교수자가
확인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모둠원들을
교육한다.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퀴즈 문제를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풀도록 한다
지명하여 답을 하게 할
수 있다.

퀴즈 문제를 개인별로
풀고 옆 모둠과 교환하여
채점한다.

해보기/

전문가별

토의

활동지
작성

개인별 점수, 모둠 원
점수, 향상점수를
집계한다.
결과에 따라 모둠별로
보상(점수, 상품등)을
한다.

모둠의 향상 점수 합계를
계산한다.

형성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문제 풀이
가정학습

모둠원들
해보기/
토의

이
해결한
과제
제시

문제
풀이

퀴즈
문제
제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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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계획

보상

상품
준비

지명
발표

학습목표
도달점
확인

B1-접근11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

주제의 구성
구분

내용
이론

학교급

사례

공통

초

중

고

O

O

O

O

교수학습(B)

모듈 구성

실천적 시나리오(B1)

전체 차시

차시별 구성

11차시
1-3차시

§

이론

4-5차시

§

초등학교 사례

6-9차시

§

중학교 사례

10-11차시

§

고등학교 사례

주제의 설명
구분

내용
본 프로그램은 융합교육에서 활용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
트기반학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기반학습의 사례 및 프로젝트기반학습의 사례

개요

와 더불어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을 혼합한 융합교육 활용 예시를 학교
급에 따라 자세히 제공하고 있어 두 가지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 목표

l 문제기반학습에 사용될 문제를 개발할 수 있다.
l 문제기반학습에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적용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1.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2.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
목차

3. 프로젝트기반학습 설계
4. 문제기반학습의 사례
5. 프로젝트기반학습 사례
6. 융합교육에서 활용 예시

참고자료

l 프로그램 교재 및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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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문제기반학습(또는 문제중심학습)은 제시된 문제를 기반으로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생 중심의 학습환경 모형을 의미합니다.

1. 문제기반학습의 개요
가. 배경
1960년대 캐나다의 McMaster대학 연구진은 의과대학의 학부생들이 방대한 학습량에 의학 교육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진은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많
은 양의 지식을 배우지만, 실제 의료행위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반면에
레지던트 학생들은 환자를 직접 보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의 레지던트 학생들은 오랜 수련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들을 진단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수업에서 배웠던 지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학습자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습자 중
심의 PBL을 제안하였습니다.

나. 시작
1980년 미국 Southern Illinois 대학의 Barrows 교수는 문제기반 학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문제기반 학습이란 문제(problem)를 발견하고,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탐색하도록 하는 수단(자극)으로서 문제를 활용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Barrows 교수는 의대생이 환자들의 비구조화된 증상들에 대응하
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강의자 중심의 전통적인 교수법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협업하여 문
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개발하여 수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문제기반 학습
의 핵심은 현실 상황을 기반으로 한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문제기반학습에서 학습의 기능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자 스스로 수업 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찾고 학습하며 목표에 도달했는가의 정도를 파
악하는 평가를 진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1. 자신의 지식, 기능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찰 중시
2.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 스스로 자료 수집과 평가
3.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문제해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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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학습자가 접하는 실제 세계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 상호 간에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현재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는 과정 등을 수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
법입니다.

나. 학습방법
문제기반학습을 진행할 때, 학습자들은 팀을 이루어서 협력학습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즉, 문제기반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기반학습, 협동학습, 토론학습 등이 함께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문제기반학습에서 협동학습을 토대로 진행할 경우, 팀을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또래 집단의 구성, 그리고 비계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집단의 구성입니다.
J.Dewey나 Piaget는 경험중심이나 또래 중심의 학습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즉, 잘하지 못하더
라도 유사한 연령대의 또래가 모여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습득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점을 특징으
로 합니다.
Vygotsky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집단을 구성 할 때, 연령이 더 많은 학생이 팀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하거나,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각 팀당 한 명씩 배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협동학습을 위한 팀을 구성하는 방법에서 교사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자
J. Dewey

Lev Semenovich Vygotsky

: 사회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필요한
학습 중시
경험중심, 탐구학습, 또래 간 학습
Learning by doing

: 사회문화적 이론 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커뮤니티 참여 강
조, 구성주의 사회적 협력·협동, 또래 간의 학습보다 학습 내
용을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과의 학습, 비계영역

3. 문제기반학습 진행
문제기반학습의 시작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학습자의 흥
미를 유발하면서도 학습자가 현재 처한 문제 상황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구성합니다. 문제기반학습
이 ‘어떻게 하면 교실 안의 학습자들이 현실 세계(real world)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가’로부터 시
작된 것이므로 현실 세계의 문제와 유사하게 비구조화되어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문제를 제시하
는 것은 교수자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에서부터 학습 과정의 계획과 관리, 학습결과에 대
한 책임까지를 평가로 묶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수업이 구성되어야 합니
다. 학습자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검토와 성찰을 거쳐 지속적인 수정과 반성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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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기반학습은 하나의 학습방법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학습방법
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단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이 중심인 만큼 협동기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수
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업의 주체는 학습자이지만 수업의 진행 자체는 교사가 계획하고 이끌어
가면서도 지속적인 안내자 역할 즉,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이나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조언, 해결방법
도출 전략에 대한 피드백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학습 시작은 문제로부터
2. 학습자 중심
3. 협동학습 +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학습 + 협동학습 + 토론학습
4. 학습자의 자아성찰, 자기반성 중시
5. 교사 :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진행자 및 촉진자
Barrows, H.(1985). How to design problem-based curriculum for the pre-clinical year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4. 문제기반학습의 결정요소
문제기반 학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문제기반 학습임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학습자 중심적인가?
ü 학습자의 흥미를 충분히 이끌 수 있고, 나이나 성별에 적합한 문제인지 점검합니다.
2. 학습자 주도적인가?
ü 수업을 이끌어가는 주제가 학습자인지, 혹은 교사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답을 유도하
고, 답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3. 강의 대신 실제 상황에 기반한 문제 중심인가?
ü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4. 개별학습 형태보다는 팀 학습을 강조하는가?
ü 협동적 학습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팀 학습이 주가 되도록 구성합니다.
5.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 습득 외에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 팀워크,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기술 등을 익힐 수 있는가?
ü 문제를 구성할 때, 단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이나 시사적인 측면도 함께 반영
하도록 합니다.

5. 문제기반학습의 장점

문제기반학습에서 교수자가 문제 관련 분야의 지식/기술에 대해 안내하고 학습자 자신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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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비판적 사고력이 함께 길러지도록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의 동기부여와 주인의식을 고취 시킵니다.
두 번째, 협동학습을 통한 상호존중,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토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조용한 학습자도 문제와 관련된 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Schmidt&Moust, 2000).
네 번째, 조용한 학습자도 문제기반학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문제기반학습의 단점
문제기반학습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수업이 달성하기 어려운 자기주도학습이나 협동학습을 위해 고안된 방법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기억 검사에서 효과(Schmidt, 1992)를 보이기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지식을 더 잘 활용(Hmelo, 1998)하는 반면, 전통적 학업성취도 측정하는 시험에서는 약간 낮은 점
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정된 수업시간과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학습 내용을 전부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기반학습으로 수업하게 되었을 때 기존 교육과정의 80% 정도만 다룰
수 있습니다(Kingsland, 1996). 중등학교에서 문제기반학습 실행 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수자, 학습자 양쪽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자는 적절한 문제를 개발하고 수
업 설계하며 수업을 위한 자료준비는 물론 피드백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자는 전
통적인 수업보다 많은 수행시간으로 인해 피로감과 부담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7. 문제작성과정
이제 문제기반학습을 위한 문제를 개발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별 교육목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원별 목표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주요학습내용을 선정합니다. 학습자가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지, 어
떤 지식이나 기술을 다루게 할 것인지를 고려합니다.
네 번째 주제를 추출합니다. 학습자의 관심, 실생활 주변의 문제를 중심으로 추출하고 주제에 적
합한 요소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설계할 때 주식과 관련된 주제로
수업을 설계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개발자료를 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특정 이론에 관한 원리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상태로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만듭니다,
여섯 번째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문제해결을 주제
로 수업을 설계한다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특정직업(예, 범죄환경예방전문가)의 역할을 가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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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도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항상 학생들의 관심과 선지식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가. 문제기반학습 문제 요건
교과별 단원별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내용도 모두 결정했다면 어떤 문제가 문제기반학습에 적절
한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기반학습의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이면서 실제성과 관련성, 복잡성을 띈 문제여야 합니다.
비구조화된 문제란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의 어느 부분부터 해결을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원인인지 주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성은 현실 세계에서도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이 현실 세계의 문제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성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학습자들이 충분히 역할에 몰입하여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
결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성입니다. 단순히 어느 해결책 하나로
만 해결되는 문제는 문제기반학습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CCTV
를 설치하기로 한다는 해결책을 도출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복잡
성을 지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표> 문제기반학습 문제요건 4가지

비구조화

실제성

l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나 요소가 분명히

l 실세계에 사용되는 진짜 문제

정의되어 있지 않음

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l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용하도록 유도
→ 특정 사실에 대한 암기보다 문제를 해결해

→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도 좋지 않으며, 야 하는 주도적 입장에서 참여를 유도
다양한 해답이나 해결 경로를 갖는 것이어야 → 암기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의사결정의 명료화와 논쟁에 초점

함

관련성(맥락성)

복잡성

l 학생이 체험한 경험이 있거나, 체험할 수 있을

l 문제가 충분히 길고 복잡하여 다양한 역할

것이라고 느끼는 문제

분담이 필요한 문제

l 문제 상황에서 학생에게 역할 등을 부여하여

l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할 정도로 다양한

관련성을 높일 수 있음

해결책이 나타나는 문제

→ 협동학습이 기본 전제이므로 모든 학습자가

l 한 학생의 학습이 다른 학생에도 연결되거나

할 수 있는 과업이 부여되어야 함

영향을 주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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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된 문제의 점검
문제요건 4가지를 기준으로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한 번 더
반영여부를 체크해봅니다.

체크리스트
1. 학습자의 경험과 배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수준의 내용인가?
→ 선행지식, 학습자의 상태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
2.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 얼마나 실제적인가?
3. 문제해결안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문제인가?
→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4. 실제 삶과 연계된 실제적인(authentic) 문제인가?
→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가?
5. 문제가 비구조적이고 복잡한가?
→ 원인이나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가?
6. 주인공의 역할과 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가?
→ 팀 내 역할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는가?
7.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사고 과정이 그 분야의 전문가나 직업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가?
→ 그 직업인들의 지식과 문제해결 방식에 기반한 과정인가?
8.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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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여부

8. 문제기반학습 운영
문제작성까지 마쳤다면 이제는 실행입니다.
먼저 협력학습을 해야 할 것과 자기주도학습을 해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학습자의 선행지식과 상
태를 얼마나 고려하는가에 따라서 협력학습 또는 자기주도학습 수행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다음은 문제를 제시한 다음 그룹을 나눕니다. 그리고 각 그룹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확인합니
다. 과제가 확인되었다면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학습하게 될 목표를 결정하게 합니다. 학습목표
결정은 문제를 분석한 다음 가설/해결안을 도출하되 학습자가 현재 알고 있는 사실, 알아야 할 사
실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천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가설/해결안
l 해결책에 대한

알고 있는 사실들
l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가설/추측들
l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더 알아야 할 것들

l 문제 해결을 위해 더 l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들
l 문제에 제시되어

다양한 생각들

실천계획

알아야 할 학습

이후 계획과 역할

내용들

분담

있으며 학습자가

l 정보 및 자료검색방법

알고 있는 것

l 시간 계획 (수업시간

확보)

가. 문제기반 학습의 일반적 단계
문제기반학습의 단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입

2. 문제 제시

3. 문제해결

l 수업 소개

l 문제의 내면화

l 탐구성

l 수업 분위기 조성

l 최종 수업 결과물

l 문제해결을 위한

설명

하위목표 검토

4. 진행
l 학습자료의 선정,

수집, 검토
l 주어진 문제에 대한

l 하위목표 해결을

위한 학습과제

재검토
l 가능한 해결안에

규명과 분담

대한 브레인스토밍
및 정교화
l 해결안 결정

+
l 발표: 토의, 팀별 결과

l 정리: 일반화, 자기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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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기반학습의 절차(교수자 준비)

[그림] 문제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자 준비사항

문제기반 학습을 위해서는 위 그림과 같이 교수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준비하고, 교수학습과정
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평가의 구성은 문제기반 학습만
을 진행하는 경우, 협동학습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 92 -

2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5)
요 약

1) 프로젝트기반학습의 정의
l 학습자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된 주제에서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게 되는 교수·학습모형
2) 프로젝트기반학습의 특징
l 협력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 속에서 학습자가 학습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제공
l 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현장 체험, 실험 및 실습, 전문가 초청 및 면담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
l 토의 및 분류, 정리하여 결과물을 도출
l 결과물 : 발표, 전시, 역할놀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프로젝트기반학습(또는 프로젝트중심학습, 프로젝트 학습)은 지식과 행동을 통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입니다. 교사가 도출한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해결하여 최종 산출물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최종산
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질문, 수정, 아이디어 토론, 계획, 설계, 제작,
실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프로젝트기반학습은 교육과정 중심의 실제적인 학습 내용, 자율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습니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구성주의적인 탐구를 진행해야 하며, 교수자는 학습자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기반학습은 학습자의 대화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만큼 협력학습의 환
경 속에서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를 진행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함으
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자는 프로젝트기반학습 환경에서 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현장 체험, 실험 및 실습, 전문가
초청 및 면담 등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토의 및 분류, 정리하여 결
과물을 도출하며, 결과물을 발표, 전시, 역할놀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프로젝트기반학습 활동은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이전에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가는 활동 속에서 자신이 습득한 것을 다른 동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
다. 이 과정에서 협력을 강조한다면, 협동학습을 통해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
어도 됩니다. 교수자는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진행하는 학습자가 창의력,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의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5) 설양환 외(2018). “서울 초등학생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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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기반학습을 위한 6가지 하위요소
- 과학적 탐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탐구 과정
- 탐구 질문(driving question):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 핵심 주제로서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시하고 프로젝트 내 다양한 활동을 조직함
- 알아야 할 개념과 지식: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개념과 지식, 역량 적용의
필요성을 깨닫게 됨
- 산출물 발표: 프로젝트기반학습의 결과를 타 학생들,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청중들에게 발표
- 학생 참여 및 선택 프로젝트 진행 시 학생들의 자율성 정도
- 보완 및 성찰 프로젝트 진행 중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수정, 보완하고 프로젝트 전 과정을
성찰하는 과정

프로젝트기반학습은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문제기반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
트 기반의 교수학습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프로젝
트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기반 학습을 진행하면, 학습자의 입
장에서는 다양한 교과 관련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기반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학습
자는 자신이 습득한 것을 다른 동료와 소통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
업 능력 등을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자는 다양
한 정보를 검색, 수집,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 활용능력, 미디어 활용능력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다양한 융합능력
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문제를 개발하고, 프로젝트기반학습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 프로젝트기반학습과 문제기반학습의 차이점
프로젝트기반학습

문제기반학습

최종 산출물을 내기위해 구성되는 작업 과정으로 구
성됩니다. 강조점은 최종 산출물에 있습니다.
문제기반 학습을 진행하면서, 최종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기반학습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관찰 가능한 현상이
나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강조점은 새로운 방안을
다양한 지식을 통해 해결안을 내는 것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방형 문제를 받게 되며, 다양한 방법을

학생들은 개방형 과제를 수행합니다.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생성합니다.
학생들이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개발합니
다. 학생들은 전문가, 강사 및/또는 동료의 피드백
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선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할지 결정하는 문제를 정의하

학생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고 구조화합니다.
학생들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을 생
성합니다. 학생들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가 데이
터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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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기반학습 설계

프로젝트기반학습은 학자에 따라 설계 모형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수자는 3단계
에서 6단계에 이르기까지 학습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단계
를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하도록 합니다.

1. 프로젝트기반학습 설계방법 1
여상한과 엄우용(2014)은 프로젝트기반학습 설계모형을 다섯 가지의 단계로 제시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선정 ▶ 교수학습설계 ▶ 문제 해결 계획 ▶ 문제 해결 ▶ 발표 및 평가

1단계 주제선정
학습자의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학습주제를 설정
합니다. 그리고 학습주제에 적합한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합니다.

2단계 교수학습 설계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통해 통합 가능한 교과를 탐색하고 예상 주제를 작성하여 각 과정에서 필
요로하는 활동 내용이나 목표, 준비물, 평가 방식 등에 포함된 연간 계획과 프로젝트 수행 학습 지
도안 등 교수학습을 설계합니다.

3단계 문제해결 계획
주제를 중심으로 질문 목록을 생성하고 세부 주제와 프로젝트 이름을 결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순서와 계획을 구성합니다.

4-5단계 문제해결, 발표 및 평가
탐구활동이나 토의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산출합니다. 발표를 통해 평가하고 자기평가, 동료평가,
팀 간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상의 각 단계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목표와 평가를 함께 논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
다. 특히 융합교육의 관점이라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어떤 교과와의 연계 혹은 융합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과정 중심 평가와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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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4> 프로젝트 단계별 진행 과정

단계

활동 및 국가 교육과정과의 연계
l 교육과정 분석 → 주제(학습테마) 선정 → 프로젝트 목표 설정

주제 선정
l 국가 교육과정 분석 → 국가수준 교육과정 학습목표 선택
l 통합 가능한 교과 탐색
l 교사가 예상하는 지식 맵 작성

교수학습설계

→ 조화로운 교수학습 설계

l 학생의 요구 반영
l 학교수준 교육과정 재구성 → 교수학습 계획 작성

학생이 고려하는 지식, 주제 맵 작성, 질문 목록 작성
문제해결
계획

→ 세부 주제 및 프로젝트명 결정 → 문제해결 계획
l 학생 수준 교육과정 재구성 → 교수 학습 계획 수정
l 탐구
l 토의

문제해결

→ 문제해결 전략 수행

→ 문제해결

l 결과물 도출
l 교수학습 순서 및 내용 수정
l 전시 및 발표 → 평가

발표 및 평가
l 국가수준 교육과정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기반학습의 평가는 학습
자가 획득한 다양한 내용이나 학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 요소를 정해서 학습자에
게 제시하고, 학습자가 평가의 내용이나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프로젝트기반학습의 구성은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습 구성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단계인 주제선정에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주제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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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8> 프로젝트기반학습 설계 워크시트

주제 선정 단계
: 교육과정 분석 -> 주제(학습테마) 선정 -> 프로젝트 목표 설정
1. 교육과정 분석
가. 핵심 개념
교과

프로젝트에 포함될 내용

핵심개념

->

중심교과
관련교과

나. 핵심 성취기준
교과

핵심 성취기준

중심교과
관련교과

2. 주제선정
주제
교과

영역

단원

주요 내용

방법
통합 내용

3. 목표
가. 대 주제
나. 영역별 세부 목표
영역
지식
기능
태도

목표

평가 방법

4. 프로젝트 지도 계획
가. 차시 구성
나. 각 차시별 활동 계획
5. 프로젝트 평가 계획
가. 평가 방법 설정
나. 평가 루브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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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기반학습 설계방법 2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3단계 혹은 4단계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정리
프로젝트 실행

l 주제 선정
l 활동 계획 수립

l 역량 관점

l 주제 중심의 지식 맵 구성

l 탐구활동

l 학습의 내용 목록 구성

l 창의적 설계활동

l 해결 계획 구성

l 해결활동

l 주체적 사고 역량
l 의사소통 능력

l 협업능력

l 발표 및 평가
l 성찰

l 참여 역량

프로젝트 기반학습은 프로젝트 기획 → 프로젝트 준비 → 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준비와 프로젝트 진행의 순서를 합하여
프로젝트 실행 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수업의 구성에서는 교수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3단계
혹은 4단계로 구성합니다. 반면에 5단계나 6단계 등으로 세분화된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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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ham(2003)은 교사의 효과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위해 아이디어 개발, 프로젝트 범위 결정,
기준(standards) 선택, 다양한 과정산출물 통합, 프로젝트 설계 준거 기반 작업, 최적의 학습환경
조성의 여섯 단계를 제시하였습니다. Markham(2003)이 제시한 프로젝트 구성을 위한 양식은 다음
과 같습니다.
<표> Markham 등(2003)이 제시한 프로젝트 구성을 위한 양식
프로젝트 명

교사 명

학교

학년, 반

주제
산출물을 고려함
주제(아이디어)
내용 준거
핵심 기술
사고양식
교육목표
핵심 질문을 작성함 (본질적 질문과 연결할 수 있음)
핵심질문(문제)
평가 방안을 계획함 (루브릭이나 과정중심 평가와 연결할 수 있음)
1단계 : 프로젝트 결과물과 산출물
프로젝트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
2단계: 각 결과물의 모범 수행 사례 준거
결과물

준거

프로젝트 개발(프로젝트 개발은 문제기반 학습의 문제 개발과 연결할 수 있음)
결과물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사용할 도구
스토리 보드 및 마일스톤
프로젝트 관리
차별화된 교수
평가 반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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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Markham(2003)이 제시한 프로젝트 구성을 위한 양식에 “주제 중심 교육과정”에서 도출
한 “우리 동네 체력 단련실”의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업을 구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Markham(2003)이 제시한 프로젝트 구성 양식에 적용한 “우리 동네 체력단련실”

프로젝트 명

우리 동네 체력단련실

교사 명

학교

oo 학교

학년, 반

주제

각 교과별 고려되는 주제 제시
산출물을 고려함

주제(아이디어)
내용 준거
핵심 기술
사고양식

우리 동네 체력단련실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요소를 교과별로 분배
국어, 미술, 과학 등에서 성취기준을 구성하여 준거로 사용
공동작업을 위한 협업 도구에 관한 기술,
융합형(디지털) 콘텐츠 구성을 위한 도구 사용 기술
국어과의 예시
l 우리 동네 체력단련실을 구성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l 우리 동네 체력단련실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할 수 있다.

수학과의 예시
교육목표

l 체력단련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산정할 수 있다.

체육, 수학과의 예시
l 주어진 예산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구를 선정할 수 있다.
l 기구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내용으로 구성
핵심 질문을 작성함 (본질적 질문과 연결할 수 있음)
핵심 질문(문제)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적용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해결력)
평가 방안을 계획함 (루브릭이나 과정중심 평가와 연결할 수 있음)

1단계 : 프로젝트 결과물과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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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도입

§

사전평가를 진행해서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

전개

§

과정 중심평가의 하나로, 중간 산출물을 고려해서 제시함

§

최종 산출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를 학습자에게 알려주고, 평가 방법에 대

마무리 단계

한 안내를 구성함

2단계: 각 결과물의 모범 수행 사례 준거
체력단련실과 관련하여 각
결과물

평가 기준 제시

교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준거

기반으로 작성

루브릭의 3단계에 대한
내용 구성

프로젝트 개발(프로젝트 개발은 문제기반 학습의 문제 개발과 연결할 수 있음)
결과물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사용할 도구

체력단련실을 구성하는데 각 교과별 산출물
도구 활용 기술, 공동작업용 도구에 관한 지식
‘공동작업을 위한 도구활용’에서 습득한 도구 제시 : 구글 스프레드 시트

스토리 보드 및 스토리 보드나 마일스톤을 구성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글 스프레드
마일스톤

시트를 사용하여 학습자 간의 공동 작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
프로젝트 관리

차별화된 교수
평가 반성 방법

<표> Markham(2003)이 제시한 프로젝트 구성 양식에 적용한 “우리 동네 체력 단련실”은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융합 수업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는 데 어떤 기획이 가능한지 사
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Hallermann(2011)은 프로젝트 계획의 내용은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프로젝트 범위를
결정, 주요 결과물의 산출 내용과 발표 방법을 결정하고 탐구 질문을 작성하는 흐름을 고려하였습니
다.
내용 계획을 위해서는 지식, 기술, 개념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를 계획하고 프로젝트 추진 일정을
정하여 다양한 소통을 통해 팀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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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ermann(2011)의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계획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66> Hallermann(2011)의 프로젝트 계획서 양식
프로젝트 이름

기간

과목/코스

교사

학년

다른 과목과의 연계
프로젝트 아이디어
탐구적 질문
성취기준
21세기 기술

협력/ 의사소통능력 / 비판적 사고력 / 문제해결 능력
협력(집단)

주요 결과물
개인
도입활동
지식과 기술

학습자료, 스캐폴딩

교수 학습 가이드

월

화

수

목

금

추진일정

형성평가
평가
총괄평가
필요한 자료

현장인력, 장비, 자료

지역사회 지원

개인

집단

학급전체

반성적 사고

프로젝트기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의 기대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활동을 도
입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
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종류는 소규모로도 대규모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어떤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기반학습에서는 도입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관심이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의 흥미를 시작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자는 도입활동을 통해 프로젝트에서 제시되
는 ‘어려운 질문 또는 과제’와 관련된 사전 지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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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기반학습의 도입으로는 현장학습, 초청 게스트 활용하기, 영화나 영상물 활용,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하는 소설 등에 대한 읽기 자료 준비, 모의 실험이나 활동, 다양한 문제, 혹은 난해한
문제, 관심있는 예술 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기반학습은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므로 동기가 유발된다는 장점
이 있으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최종 산출물의 단계까지 지속되어야 하므로, 지속할 수 있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수 학생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다수의 학습자가 프로젝트에서 소외되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과 같이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진행할 때, 설계할 수 있는 워크시트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융합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중심교과에 대한 내용과 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는 것, 혹은 여러 개의 중심교과가 존재할 때, 각각의 교과에 대한 성취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를 세분화하는 것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기반학습 계획안 구성요소와 계획안 등에 대한 예시는 교수자가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설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입니다. 학습 설계안의 경우, 학교 현황에 따라, 학습자나 교수
자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기반학습은 학습자의 교과 관련
지식과 기능, 기술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융합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
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합교육에서 프로젝트기반학습은 다양한 교과의 융합을 통해 학습자
의 융합에 대한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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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기반 학습의 사례

1. 문제기반학습 준비
문제기반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제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의 흥미를 고
려한 문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구성한 이후에는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수업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1 초안
나는 범죄예방환경전문가이다. 범죄예방환경전문가는 처음부터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건축물 등 공
간을 설계하는 업무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해 우리 시(군)의 올해 예산은 5억이며, 그 중 10%를 기기 설
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의 역할은 우리 동네에 기기(벨, cctv)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범죄율을 낮추어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예산으로 해야할 일은 현재 설치된 범죄 예방 기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범죄 취약지대에 적절
한 기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문제를 만들었다면, 아래와 같이 문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확
인합니다. 해당 문제 1 초안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

1. 학습자의 경험과 배경으로부터 출발하
는 수준의 내용인가?

예, 학생의 지역(시, 군)으로 배경입니다.

2.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예, 학생 주변의 영향을 주는 새로운 직업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3. 문제해결안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요, 문제해결책을 예방 기기 설치로 한정하였습니다.

4. 실제 삶과 연계된 실제적인(authentic)
문제인가?

예, 학생의 주변 동네의 치안의 이야기로 실제적입니다.

5. 문제가 비구조적이고 복잡한가?

아니요, 동네의 범위가 모호할 뿐, 해결방법이 제시되어 있습
니다.

6. 주인공의 역할과 해야 할 과제가 분명
히 명시되어 있는가?

예, 특정직업에 대하여 해야 할 직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
다.

7.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사고 과정이 그
분야의 전문가나 직업인에 의해 사용되
는 것인가?

예, 범죄환경전문가로서 기기 설치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 사
용됩니다.

8.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예, 설치할 환경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만 결정하는
내용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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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기반학습 문제 체크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체크

l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기기 설치로 한정 짓지 말기

- 동네 정의 필요 : 넓이 자체를 제시하는 것
-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방법 : 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기
-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여지를 ‘여러 개’ 제시할 것 (벤치마킹 할 수도 있음)
l 범죄예방환경전문가 :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

3. 문제기반학습 문제 개선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발견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문제 1 개선
나는 A시의 시장입니다. 최근 해외에는 범죄예방환경전문가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A시에서는
범죄예방전문가와 경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 시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율을 낮추려 합니
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한 개의 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에서 2km 안
을 ‘아동·청소년 범죄 클린 지구’로 지정하고 범죄 예방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학교의 선정부터
정책 시행까지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범죄 클린 지구의 운영방안을 계획해봅시다.
(운영 정책 예시: 주민 캠페인, 범죄 예방 기기 보급, 파출소와의 협력 등)
TIP. 범죄예방환경전문가는 처음부터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건축물 등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개선한 문제는 앞서 확인한 체크리스트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해
결안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CCTV 등
보안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파출소와 협력하여 순찰을 도는 횟수를 늘리는 등 여러 가
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비구조성 및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범죄 클린 지구 정책의 시행 학교
를 선정하는 방안 역시 학생들의 비율이나 주변 2km 내 거주민 수 등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는 조건에 부합할 때, 충분히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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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
개선한 문제와 조건을 바탕으로 각 교과와 연결하였을 때 어떤 성취기준과 연결되는지 작성합니다.
또한,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각 교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을 기입합니다. 다음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교과 및 성취기준을 연결한 예시입니다.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활동 예시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 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
태로 표현한다.

정보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
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장소별 범죄 발생
데이터 분석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
여 표현한다.

[9사(지리)01-01] 다양한 지도에 나타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위치와
분포 특징을 읽는다.

사회

[9사(지리)01-02] 공간 규모에 맞게 위치를 표현하고, 위치의 차이가 인
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지리- 학생들의
동선파악

[9사(지리)01-03] 지리 정보가 공간적 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고, 일상생활에서 지리 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9수03-01] 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학

클린 지구의 반경,
아동의 동선 계획

수 있다.
[9수04-17] 삼각비의 뜻을 알고, 간단한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등

[9수04-18] 삼각비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와 관련된 과의 성취기준과 활동 예시이나, 더 많은 교과와 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
어, 미술 교과의 경우 벽화를 통한 환경 개선으로 거리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범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학 교과는 호루라기의 보급을 정책의 일부로 제시하여, 호루라기 소리가 어떤 환경에서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지 등의 학습 내용과 연계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융합교육에서 각
교과의 성취기준과의 연계는 명목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학생들이 교과의 틀에서 벗어나 더 자유
롭게 다양한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가 제시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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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기반학습 진행
문제기반학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사항에 맞추어 학습자들이 제시된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기반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실천계획은 무조건 표에 포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설/해결안, 알고 있는 사실들, 더 알
아야 할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후, 실천계획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자는 학습자들
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범죄 클린 지구의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설/해결안

알고 있는 사실들

더 알아야 할 것들
l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들
l 클린 지구를 위한 학교 선정 조건

l 안전 지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
l 안전 지구 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할 구성원들
l ...

l 시장으로서 안전 지구 구성

l 아동 청소년 범죄 유형 분석

l 아동 청소년 범죄율 낮추기

l 아동 청소년 범죄 데이터 확보 및

l 학교 주변 2Km의 지구

구성

분석
l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

l 범죄 예방 정책 시행

l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재의 정책

l 범죄예방 환경전문가와

l 아동 청소년 범죄가 적은 지역의

협업 가능

특성

l ...

l 필요한 조건들
l 범죄예방환경전문가의 직업적 특성
l ...

이상과 같은 예시를 기반으로 학습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시간 동안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안을 제시합니다. 학습자의 역
할 분담에 따른 다양한 자료의 검색 및 구성을 위해서는 협력학습을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안은 매우 다양하게 도출될 것입니다. 학습자들이 구상하는 다양한 해결안
을 받아들이고 조언해 줍니다. 해결안을 기반으로 어떤 평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함께 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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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기반학습 사례

문제기반학습에서 제시한 문제로 프로그램기반학습을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
‘아동·청소년 범죄 클린 지구’에서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범죄 예방 기기를
보급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위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범죄 예방기기를 디자인해봅시다.
(조건 1) 범죄예방기기는 학생들이 등학교길에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2) 사용법이 간단하며, 잘못 사용되는 일이 생겼을 때 위험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조건 3) 프로토타입의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기반학습에서는 산출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문제기반
학습에서 고려한 문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진
행하기 위해서 Hallermann(2011)의 프로젝트 계획서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
다.
<표 174> Hallermann(2011)의 프로젝트 계획서 양식에 근거한 프로젝트 구성
프로젝트 이름

범죄 예방기기 디자인
프로젝트
정보

과목/코스

기간

2021. 11. 1- 15.(14일)

대상

중학교 3학년

다른 과목과의 연계

사회, 수학

프로젝트 아이디어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통신
-

탐구적 질문
성취기준

-

21세기 기술

협력/ 의사소통능력 / 비판적 사고력 / 문제해결 능력

주요 결과물

협력(집단)

범죄예방 기기(팔찌), 보고서, 발표PPT

개인

-

도입활동
교수 학습 가이드
추진일정
평가
필요한 자료
반성적 사고

장소별
지식과 기술
월

학습자료, 스캐폴딩
화

수

O

목

금

O

1) 형성평가 – 매시간 학생들의 진행과정 및 협력 태도에 중점
2) 총괄평가 – 산출물 및 발표 위주
현장인력, 장비, 자료, 지역사회 지원
개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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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전체

초등학교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 : 문제기반학습의 사례

우리집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사례 1
1. 문제기반학습 준비

문제기반학습에서는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환경과 관련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주제를 설정한 후, 이와 관련한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문제 1 초안
나는 ‘우리집 환경 지킴이’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많아졌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배달을 이용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하였다. 나는 3주 동안
우리집 재활용 분리수거에 동참하면서 재활용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기록할 것이다.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실제로 쓰레기가 줄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적절한 매
체를 활용하여, 우리집의 사례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것이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당 문제 1 초안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

1. 학습자의 경험과 배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수준의 내용인가?
2.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3. 문제해결안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문제인가?

네, 학생이 가정에서 겪는 일입니다.
네, 자신과 관련된 일이므로 관심을 가
질 수 있습니다.
네, 쓰레기를 줄일 다양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4. 실제 삶과 연계된 실제적인(authentic)문제인가?

네, 실제 삶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5. 문제가 비구조적이고 복잡한가?

아니오.

6. 주인공의 역할과 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가?

아니오.

7.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사고 과정이 그 분야의 전문가나 직업인
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가?
8.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오.
네.

문제의 원인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비구조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습니다. 다음 단계를 통하여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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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기반학습 문제 체크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체크

l 학습자의 실생활과 깊이 관련되지만 학습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주제가 아닐 수 있음
l 협동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l 전문가나 직업이 다룰 문제는 초등 수준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3. 문제기반학습 문제 개선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발견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문제 1 개선

우리 학급에서는 ‘생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기로 하였다. 한 달 동안 실천할 계획을 수
립하고 한 달 후 이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나는 ‘우리집 환경 지킴이’가 되어 우리집 재활용 분리수거에 동참하면서 재활용 쓰레기의 종류
와 양을 기록하기로 했다.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우리집에서
실천하고 실제로 쓰레기가 줄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집의 사례를 친
구들 앞에서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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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
개선한 문제를 통하여 융합 수업을 구성하기 위하여 연계된 과목을 선정합니다. 해당 예시와 연계
할 수 있는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입니다. 아래 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각 과목에서 성
취기준을 선정하고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활동을 나타냅니다.

과목

국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활동 예시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

[6국03-0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

준비하기, 발표 내용 선정 및
조직하기

을 쓴다.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
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

쓰레기의 종류와 재활용 방법,

다.

사회

[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방법
파악하기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
는 방안을 모색한다.

[6수05-03] 주어진 자료를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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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5. 문제기반학습 진행
제시된 문제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정리한 후, 문제기반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합
니다.

가설/해결안

알고 있는 사실들

l 생활 쓰레기를 줄일 적절한

방법이 있으며 이를 실천하여 l 쓰레기의 종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l 환경의 중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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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야 할 것들

l 매체 활용하여 자료 만들고 발표하기
l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l 쓰레기 줄이는 실천 방법 알기

초등학교
사례 2

1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 : 프로젝트기반학습의 사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꿈나무 OO리그전’

프로젝트기반 학습 사례

체육 교과에서 프로그램기반 학습을 융합수업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프로젝트 이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꿈나무 00 리그전’

2.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기반 학습은 스포츠교육모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들이 직접 스포츠 리그 및 토너먼트
대회를 계획하고, 구성하며,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종목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맨십, 스포츠 경기 정신 등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기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역할 체험을 통해, 진로 및 직업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탐색이 가능합니다, 직
업 및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꿈나무 아이들의 적성 및 진로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각 역할의 직무를 이해하고, 각 직무에 대해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및 창조적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프로젝트기반학습 목표
1) 스포츠 경기 안팎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신체를 사용하여 스포츠 경기 안팎의 다양한 역할을 표현할 수 있다.
3) 스포츠 리그전 및 토너먼트 대회 개최를 통해 친구들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다.

4. 활용 기자재
1) 모둠별 테블릿 PC 1대
2)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도구 및 운동용품
3) 토의 활용 TOOL (Mentimeter) :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토의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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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온라인 토의 TOOL Mentimeter

5. 프로젝트 절차
1) 학생 희망 구기 종목(농구, 축구, 배드민턴, 야구 등) 수요조사
직전 학기에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종목을 투표를 통해 선정함.
*본 예시에서는 축구 종목으로 선정
2) 축구 종목의 특성 및 축구경기 안팎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하기
(실내 기반 시청각 자료 활용, 1차시)
① 모둠 활동 1 ‘뭣이 중헌디?’ (15분)
: 축구 종목의 기본적인 규칙, 경기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축구경기 안팎의 다양한 역할의 중요
성에 대해 이해하기(선수, 심판, 관중, 팀닥터, 피지컬 트레이너, 기자, 리포터, 스포츠 캐스터, 스카
우터, 장비 퍼실레이터, 유니폼 코디네이터 등)

② 모둠 활동 2 ‘그게 뭐꼬?’ (20분)
: 모둠별로 역할을 정하여, 말을 하지 않고 몸 동작으로만 해당 역할을 나타내는 ‘표현활동’을 실
시. 본 활동의 규칙은 다음 세 가지가 있음: 첫째, 말하지 않고 신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둘째,
조원 모두가 참여한다. 셋째,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이때 약 5가지의 물품을 활용 할 수
있음(축구공, 유니폼, 테블릿 PC, 하얀색 천, 종이와 펜). 모둠별로 표현활동을 진행하고, 각 모둠이
표현하는 역할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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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내 자체 축구 대회 계획 (실내 기반 시청각 자료 활용, 2-3차시)
① 대회 이름: 학생들 스스로 대회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회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 및
주인의식을 갖도록 함.
② 대회 일정: 경기 일정(날짜, 시간 등)을 정하고,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흐름에 대하여 논의하
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함.
③ 대회 규칙: 경기 규칙 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규칙들을 선정하고 쓰
로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함.
④ 각자 역할 정하기: 각자가 선호하는 역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
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함
<표> 융합 가능한 각 교과 학습요소

과목

학습요소

활동

국어

기자 및 리포터의 역할 탐구

축구 경기 프리뷰 및 리뷰 기사 작성

사회

대회 운영 위원 역할 탐구

대회 운영 규정 만들기

도덕

스포츠 인권 위원 역할 탐구

스포츠맨십, 경기관중매너 조항 만들기

수학

경기 기록 관리 위원 역할 탐구

득점, 실점, 점유율 등 경기 관련 전반적인
기록 관리

경기 중계 및 음향시설 위원 역할

경기 전후 및 하프타임에서의 장내

탐구

배경음악 선정 및 관리

미술

경기장 미화 관리 위원

경기장 라인 및 주변 환경 조성

체육

스포츠 선수의 역할 탐구

스포츠 경기 참여 및 운동 기능, 기술습득

음악

4) 교내 자체 축구 대회 진행(학년 단위) (실외 운동장 기반, 4-12차시)
① 한 학기 동안 반 대항 축구 리그전 및 토너먼트 경기를 진행
: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유기적으로 대회 운영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함.
② 전교생 앞에서 리그 순위 총 1,2위가 결승전 실시
: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서, 결승전 행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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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Hallermann(2011)의 프로젝트 계획서 양식에 근거한 프로젝트 구성
프로젝트 이름

꿈나무 00 리그전

기간

12차시

과목/코스

체육/스포츠교육모형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다른 과목과의 연계

프로젝트 아이디어

국어/사회/도덕/수학/음악/미술/체육
1. 스포츠 경기 안팎의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고, 표현하기
2. 스포츠 경기 대회 계획 및 운영을 통한 융합 교육
1. 스포츠 경기를 구성하는 역할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탐구적 질문

2. 몸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3.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1. 스포츠 경기 안팎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2. 신체를 사용하여 스포츠 경기 안팎의 다양한 역할을 표현할 수 있다.
3. 스포츠 리그 및 토너먼트 대회 개최를 통해 친구들과 협력할 수 있다.

21세기 기술

협력 / 의사소통능력 / 창조적 능력 / 문제해결 능력
협력(집단)

꿈나무 00 리그전 운영

개인

-

주요 결과물

도입활동

스포츠 종목의 특성 이해 및 역할 표현활동
스포츠교육모형

그룹별 토의 활동

표현 활동

지식과 기술 이해

시청각 자료 활용

ICT 활용 교육

교수 학습 가이드

1. 종목의 특성 및 종목 안팎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하기 (실내 기반
추진일정

시청각 자료 활용, 1차시)
2. 교내 자체 축구 대회 계획 (실내 기반 시청각 자료 활용, 2-3차시)
3. 교내 자체 축구 대회 진행 (실외 운동장 기반, 4-12차시)
형성평가

지식, 기술 이해도 평가

표현활동 창의성 평가

총괄평가

리그 운영 능력 평가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

현장인력, 장비, 자료

지역사회 지원

ICT 학습 자료

개인

집단

학급전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없도록 집단별 맡은 역할을

집단 단위로 유기적으로

성실하게 잘 수행하였는가?

활동하였는가?

평가

필요한 자료

반성적 사고

적극성, 주도적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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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 : 문제기반학습의 사례

투발루섬의 기후변화

사례 1

1

문제기반 학습의 사례

1. 문제기반 학습 준비
문제기반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제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문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구성한 이후에는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수
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개요
본 프로그램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삶을 위협받고 있는 투발루섬을 소재로 질문생성 및 5E 학습
모형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지구환
경,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촌 실제 생활(Real World) 이슈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난민이 된 투발루섬 사람들과 라다누 이야기를 기본 시나
리오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 방안 탐색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생
태환경적 소양과 과학적 문제해결력의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총 4차시 활동으로, 5E 모형의 참여-탐색-설명-정교화-평가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교화 과정에서 STEAM의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을 통해 투발루섬이 직면한 기후변
화 문제해결 방안을 탐색합니다.

2) 주요학습활동
□ 수업 전개도
1 차시

2 차시

3 ~ 4차시

[투발루섬]

[라다누의 고민]

[투발루섬 살리기]

- 시나리오 제시
- 자료분석

▶

- 과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

- 결과물 작성
- 피드백

- 정보탐색 및 문제파악
투발루섬

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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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대책

□ 학습목표
-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지구온난화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 3개 이상과 5개 이상의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 모둠 구성원과 협력하여 현실적이며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
□ 수업운영 전략
활동명
투발루섬
(1차시)

수업 흐름
시나리오 설명

시나리오 읽고 이해

생각하기

(개인) 지도에서 투발루섬 찾아보기

질문생성 및 답변

라다누의

(개인) 사진 보고 질문 생성 → (개인) 친구들의 질문에 답변

시나리오 설명

시나리오 읽고 이해

질문생성 및 답변

(개인) 질문생성→ (개인)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토론
(개인) 생각의 5단계 작성

고민
(2차시)

주요활동

생각하기

(모둠) 생각의 5단계 생각 공유
(개인) 상황제시를 읽고 생각 쓰기
(모둠) 문제해결을 위한 배경지식 조사

결과물 만들기
투발루섬
프로젝트
(3~4차시)

결과물 공유
정리

(모둠) 모둠원이 조사해 온 내용 정리
(모둠) 포스터 제작
(모둠) 제작한 포스터 업로드
(개인) 다른 모둠 작품 감상 및 질문, 별점 부여
(전체) 모둠의 작품을 다함께 보면서 확인한다.

나. 문제기반 학습 시나리오
「1차시. 투발루섬」

[등장인물]
라다누 : 부모님과 반려동물 거북이 투투와 함께 투발루섬에 살고 있다.
말리코 : 라다누의 가장 친한 친구, 라다누를 도와 투투를 찾는다.
티아나 : 라다누의 언니, 투발루섬 서쪽에서 2,700Km 떨어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다.

안녕? 나는 투발루섬에 살고 있는 라다누야.

나의 주말 일과 중의 하나는 거북이 친구 투투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그 주말은 내가 피곤했었나봐. 늦잠으로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먹이를 주러 갔어. 아니 글쎄, 투투가 보이
지 않는 거야! 투투의 어항 근처를 샅샅이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투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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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간 거지? 해변으로 갔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
“투투~~ 투투~~~” 투투의 이름을 부르며 집 근처 해변가를 찾아 헤맸지. 웬걸~ 투투는 보이질 않고, 해변가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악취까지 심하더군.

투투를 찾아나섰다가 말리코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어. 말리코는 나와 가장 친한 친구야. 그런데 물이 말리코 집
의 현관 계단까지 차올라 있었어. 말리코의 집 현관 계단에서, 발목까지 찰랑이는 물을 바라보다 문을 두드렸지.

“말리코~~, 너희 집 현관의 계단이 물에 잠겼어.. 무슨 일이 생긴거니? 그런데 투투가 사라졌어! 같이 찾으러 가
자~~” 나와 말리코는 함께 가까운 숲으로 투투를 찾으러 갔어.

“짹짹짹~~ 짹짹!”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리는 거야.

“라다누, 저기!” 말리코가 나무 위에 있는 새 둥지를 가리켰

어. 둥지에서 새 알이 흔들흔들, 떨어질락말락,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어. 뻐꾸기의 새끼가 탁란을 하고 있나봐.
우리는 둥지 밑에서 두 손을 모으고 새 알이 떨어지면 받을려고 기다렸지. 그리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말리코가
둥지에서 떨어진 새 알을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냈지!!

그곳을 떠나 우리는 다시 투투를 찾으러 갔어. 말리코와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는데, 멀리 해변가 쓰레기 사이에
서 무언가가 꾸물 거리고 있었어. 내 거북이 친구 투투! 마침내 찾았어!!

「2차시. 라다누의 고민」
“라다누, 야자수가 또 쓰러졌어.” 말리코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
“야자수 나무가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완전히 쓰러졌어. 왜 야자수 나무가 쓰러지는 걸까? 할아버
지께서 말씀하셨는데, 25년 전 이 숲은 지금보다 야자수 나무가 훨씬 더 많은 울창한 숲이였대. 그런데 언젠가
부터 숲의 나무가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지.”
정말, 야자수 나무가 한그루씩 사라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 숲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편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언니 티아나는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투발루섬을 떠나 뉴질랜드나 다른 나라로
대피해야 한다고 해. 왜? 왜, 섬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집 투발루섬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재앙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재앙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잊지 않게 해주
소서.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경에서 가로되 하느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더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뜻으로 무
지개를 보여주셨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이곳이 물이 잠기지 않게 도와주소서 ”
부모님은 매일 기도를 하셔. 부모님의 기도는 투발루섬에 이미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어.
우리는 사랑하는 고향 투발루섬에서 계속 살고 싶어. 혹시 우리 투발루섬을 도와줄 수 있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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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구성
해당 사례는 교수자가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시하기보다는, 시나리오와 투발루섬에 대한 자
료조사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내용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
해당 시나리오와 연계할 수 있는 교과 및 성취기준과 활동을 선정합니다.
교과

내용 요소

성취기준

활동예시
l 재해･재난 원인과 피해에 대해

과학

재해, 재난,

l [9과16-01]

과학적 해결방법

l [9과16-02]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l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환경이슈,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l [9사(지리)10-01]

기후 변화, 환경 문제 유발

l [9사(지리)10-02]

산업의 국가 간 이전, 생활

l [9사(지리)10-03]

속의 환경 이슈

국어

공감, 질문생성, 합리적
의사결정

l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지역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국제적 노력을 생각해본다.

l [9국01-02]

l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토의를 통해

l [9국01-03]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l [9국01-04]

해결한다.
l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도덕

과학기술과 인간의 삶

l [9도04-02]

열거하며,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제시 한다.
l 적정기술과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를

기술

적정기술,

・가정

지속 가능한 발전

l [9기가05-09]

이해하고 적정기술 체험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고
평가한다.
l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논리적 문제해결, 실생활
정보

문제해결, 문제분석,
핵심요소 추출

l [9정03-03]
l [9정03-04]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l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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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구성

1. 1차시
활동명
투발루섬
(1차시)

수업 흐름

주요활동

시나리오 설명

시나리오 읽고 이해

생각하기

(개인) 지도에서 투발루섬 찾아보기

질문생성 및 답변

(개인) 사진 보고 질문 생성 → (개인) 친구들의 질문에 답변

문제중심학습의 핵심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
화 문제에 대하여 학습자의 관심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배경지식을 쌓기 위하여 투발루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활동지)
((활동지
활동지
투발루섬
활동지))) 투발루섬
투발루섬
v 투발루섬을 들어본 적 있나요? 투발루 섬의 위치를 아래 지도에 표시해보고 투발루섬에 대해 알
고 있는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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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투발루섬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 형태로 작성해보세요.

v 친구들의 질문을 듣고 친구들의 질문에 답변을 작성해보세요.

v 투발루섬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점과 궁금한 점을 작성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waF3ussfm_Y)
[알게된 점]

[궁금한 점]

v 투발루섬 마을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고 느낀 점과 궁금한 점을 친구들과 함게 토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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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시
활동명

라다누의

수업 흐름
시나리오 설명

시나리오 읽고 이해

질문생성 및 답변

(개인) 질문생성→ (개인)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토론
(개인) 생각의 5단계 작성

고민
(2차시)

주요활동

생각하기

(모둠) 생각의 5단계 생각 공유
(개인) 상황제시를 읽고 생각 쓰기
(모둠) 문제해결을 위한 배경지식 조사

주어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제시합니다. 학습자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충
분히 숙지하고, 가설/해결안,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합
니다. 활동지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
((활동지
활동지
라다누의
고민
활동지))) 라다누의
라다누의 고민
고민
v ‘생각의 5단계’를 작성해 봅시다. Feel, Think 는 라다누 입장에서, Wonder, Problem, Why
는 나(읽는 사람)의 입장 에서 작성합니다.
내용

단계
Feel

라다누의 현재 감정: 라다누는 무엇을 느낄까? 어떤 느낌일까?

Think

라다누의 현재 생각: 라다누는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Wonder

내가 궁금한 점: 나는 어떤 것이 궁금한가? 00에게 무엇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가?

Problem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나는 투발루섬은 000가 문제라고 생각해.

Why

내가 생각하는 문제 발생 이유: 나는 투발루섬의 문제는 000 때문이라고 생각해

* Wonder는 라다누가 처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형식으로 작성하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답변을
기록하는 활동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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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모둠 토론을 통해 5단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다음, 모둠 친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합니
다.
단계
1. Feel

내용

2. Think
3. Wonder
4. Problem
5. Why

[투발루섬의 상황]
투발루는 아홉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섬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두 개의 섬은 이미 바다에 잠긴 상황입니다.
투발루는 20~30년 안에 나라 전체가 바다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수로 사
용하는 물에 바닷물이 섞여 짠물이 되어버려서 식수가 점점 없어져 갑니다. 코코넛 나무와 농작물
도 죽어가고 있으며, 인스턴트식품에 의존하며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v 모둠 토론을 통해 투발루섬이 직면한 문제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v 문제해결을 위해 떠오르는 지식 및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해봅시다.

v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조사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모둠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더 조사해
야 할 내용을 역할 분담하여 차시 수업 전까지 조사해오기 바랍니다.
모둠원

조사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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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3-4차시
활동명

수업 흐름
결과물 만들기

투발루섬
프로젝트
(3~4차시)

결과물 공유
정리

주요활동
(모둠) 모둠원이 조사해 온 내용 정리
(모둠) 포스터 제작
(모둠) 제작한 포스터 업로드
(개인) 다른 모둠 작품 감상 및 질문, 별점 부여
(전체) 모둠의 작품을 다함께 보면서 확인한다.

본 예시는 문제기반학습의 산출물로 포스터를 선정하였습니다. 결과물을 내는 과정 중에 학습 중
도 이탈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발표 및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에서 최대한 긍정적
인 피드백을 주어 학습자가 성취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활동지)
(활동지
활동지)) 투발루섬
투발루섬 프로젝트
프로젝트
v 모둠원이 조사해온 내용을 정리하고, 우수한 점을 칭찬합시다.
모둠원

내용

우수한 점 칭찬하기

v 투발루섬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방안과 우리의 실천방안을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포스터로 작성하
고,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공유합니다. 다른 모둠의 작품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답글로 질문을
하고 작품 결과를 별점으로 평가해주세요.
■ 결과물 작성과 제출시 유의사항
- 투발루섬이 직면한 문제상황을 이해하기 위
한 자료조사 내용을 포함한다.
- 투발루섬의 문제해결 방안과 실천 방안을
구체적, 현실적, 실천가능성을 고려하여 제
안한다.
- 참고한 문헌을 제시한다.
- 포스터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여 게시판에
업로드 한다.

■ 평가기준
자료조사의

충실하게 자료조사를 수행함

10

충실성

보통으로 자료조사를 수행함

7

(10점)
방안의

자료조사가 부족함

4

현실성이 있고 실천가능함

10

실현성

현실성이 있지만, 실천 가능성이 보통임

7

현실성과 실천가능성이 부족함

4

내용 전달력이 우수함

10

전달력

내용 전달력이 보통임

7

(10점)
활동

내용 전달력이 저조함

4

적극적으로 참여함

10

참여도

제한적으로 참여함.

7

(10점)

참여하지 않음

4

(10점)
포스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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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둠원:
◈ 문제상황

◈ 해결방안

◈ 실천방안

◈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토환경 정보센터, http://www.neins.go.kr/
김종화, “[과학을읽다]물에 잠기는 지구-①온실가스와 환경난민”, 아시아 경제(2020.02.04.)미래 환
경 “환경난민을 아십니까? , 퓨쳐에코(2014.07.02.)
신보영, “ 해안 年1m씩 잠기고, 주민은 무력감에 잠겨”, 문화일보(2007.09.07.)
조일준, “ ‘수몰위기’ 섬나라 투발루이번엔 물부족 비상 선포”, 한겨례,(2011.10.04.)
구글,

“투발루

섬”,https://ko.wikipedia.org/wiki/%ED%88%AC%EB%B0%9C%EB%A3%A8(2021.11.19.)
구글, “지구온난화”,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A%B5%AC_%EC%98%A8%EB%82%9C%ED%99%94(2021.11.19.)

참고영상
제목

링크주소

가라앉는 섬나라, 투발루

https://youtu.be/NVOqAE9mkr8

지식채널e 그 섬에서 생긴 일

https://youtu.be/CJevXkE8uAY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우리의 역할
침몰하는 섬, 위기의 나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51473&cid
=51642&categoryId=51645
https://www.youtube.com/watch?v=waF3ussfm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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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 : 문제기반학습의 사례

인공지능 로봇, TRS

사례 2
1. 문제기반 학습 준비

문제기반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제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의 흥미를 고
려한 문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구성한 이후에는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1 초안
<TRS가 간호중입니다>(김혜리)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 SF소설이다.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게 될 사
회적 문제를 몇 가지 문제점(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점, 돌봄 로봇으로 인한 문제점, 로봇의 오류로 인한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

문제를 만들었다면, 아래와 같이 문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확인
합니다. 해당 문제 1 초안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

1. 학습자의 경험과 배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수준의
내용인가?

아니오. 학습자의 경험, 배경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니오.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요소가 없습니다.

문제인가?
3. 문제해결안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아니오. 다양하게 제시되기 어렵습니다.

문제인가?
4. 실제 삶과 연계된 실제적인(authentic)문제인가?

아니오. 실제 삶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5. 문제가 비구조적이고 복잡한가?

아니오. 구조화된 문제입니다.

6. 주인공의 역할과 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아니오. 역할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는가?
7.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사고 과정이 그 분야의

아니오.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는 사고과정이

전문가나 직업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8.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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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기반 학습 문제 체크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
단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체크 1
§

문제기반학습의 문제는 학생의 학습 동기와 욕구를 자극해야 하는데, 지금 작성한 문제는 지식 중심
수업에서 해오던 수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배우는 내용이 학생의 실제 삶과 직결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학습 의욕이 고취되는데, 초안에서는
적절한 시나리오가 제공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학생이 해야 할 역할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아마도 이 과제는 레포트로 제출해야 할 듯한데, 이미 목차가 구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학생은
소설을 읽고 그것에 기반해서 문제점 4가지와 그것을 해결할 방안 4가지를 적어내면 될 것이다.
문제기반학습에서는 구조화된 문제를 지양하는데, 초안은 구조화된 문제이다.

§

SF소설이 흥미 부여, 맥락 구성을 위해 활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배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융합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어과 수업 따로, 사회과, 도덕과, 정보과
수업이 따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진정한 융합 수업이 아니라, 기계적 융합 수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문제기반 학습 문제 개선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발견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문제 1 개선
OO중학교에서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달, 30년 후 우리 세상은 어떨까?’라는 주제로 ‘과학 축제’를 개
최하기로 했다. OO중학교 2학년 학생은 학급별(또는 모둠별)로 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미래 사회의 갈등과 문
제가 잘 드러난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를 읽고, 과학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 한계와 문제
점, 대응 방안을 영상이나 카드 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 학급(또는 모둠)은 공동으로 출품작을 제출하여
하는데, 아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건>
1. 소설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김혜진)에 드러난 미래의 사회적 문제와 갈등에 기반하도록 한다.
2. 사회 변동으로 인한 문제로 ‘고령화’, ‘인공지능 상용화’, ‘사생활 침해’, ‘안락사’, ‘과학기술의 발전’, ‘인간/비인간
경계’ 중 3개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3. 과학기술이 삶에 끼치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4. 해결방안은 2가지 이상 다루어야 하며, 대응 방안은 개인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으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야 한다.
5. 산출물로 보고서, 포스터, 동영상, 카드 뉴스 중 하나를 선택하되,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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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
개선한 문제와 조건을 바탕으로 각 교과와 연결하였을 때 어떤 성취기준과 연결되는지 작성합니다.
또한,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각 교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을 기입합니다. 아래 표의 활동 예시는 중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융합 수업의 예시입니다. 모든 활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교과의 특색에
맞는 다른 활동이 있다면 그 활동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활동 예시
-소설 속 인물의 갈등과 해결과정 파악하기

[9국05-03]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 -환자보다 보호자를 살리기로 결정한 TRS의 선택에
며 작품을 감상한다.
국어

대한 찬반 토론하기

[9국03-01]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 -소설에 드러난 사회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방안 제시
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

하는 글쓰기

하고 글을 쓴다.

-주제, 목적, 매체, 독자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표현
하기(영상, 카드뉴스 등)
-모둠별로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조사하

[9사(지리)07-03]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과 기

사회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 생기

분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

는 문제점 발표하기

다.

-고령화 속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중의 변화, 노년

[9사(일사)12-02]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 부양비의 변화 등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토대
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로 한국 사회 변동 특성 발표하기

을 탐구한다.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적, 정책적 대응 방안
토의하기

[9기가01-06]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가정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해

-사회 변화(고령화, 과학 기술 발달)가 가족의 구조와

결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기능에 끼치는 영향 조사하기

[9기가01-04]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가족 갈등과 문제점 찾아보고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 가정

해결 방안 발표하기

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탐색
하여 실천한다.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정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가

-‘워크넷’에서 미래 직업 찾아보기

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에서 직업 적성 검사하고 나의

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하기

진로를 탐색한다.

-인공지능 로봇 상용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9정01-02]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정보와 점 조사하고 해결 방안 토론하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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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활동 예시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방법을
실천한다.

[9기가04-08] 생명 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 및 생명 기술의 활용 분
야를 이해하고 생명 기술의 발달 전
망을 예측한다.

기술

[9기가04-09] 생명 기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생

-생명기술을 활용한 로봇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전망,
사례 조사하기
-생명기술 발달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
과 문제점 분석하고 해결 방안 토론하기

명 기술의 발달이 개인과 사회에 미
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9도04-02]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명하고,
동시에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 기술의 바람
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도덕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
하고 배려할 수 있다.

-TRS의 선택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TRS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토론하기
-환자나 보호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지 토
론하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살인이 용납될 수 있는지 토론
하기
-인간을 연민하고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로봇을 학
대하는 것이 옳은지 토론하기
-인간과 비인간(인공지능 로봇)의 차이 토론하기

5. 문제기반 학습 진행
제시된 문제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틀에 학습자들이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기반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합니다.

가설/해결안

§

알고 있는 사실들
§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따라, 인공지능 로봇이

§

알파고 등의 인공지능

상용화됨.

§

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과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갈등이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쓰기
절차와 방법

진입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

더 알아야 할 것들

가족 구조 변화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

과학기술 발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

고령화 시대 돌봄의 의미

§

과학기술 발전의 윤리적
문제와 한계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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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의 상용화 수준

중학교
사례 3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 : 프로젝트기반학습의 사례

러닝을 통해 나눔을! ‘나눔러닝’

이번 사례는 실제로 진행된 행사를 수업으로 도입하여 프로젝트기반학습으로 기획한 사례입니다.
다양한 교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가 교실 혹은 학교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
역 사회와 함께 연계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1. 프로젝트 이름 : 러닝을 통해 나눔을! ‘나눔러닝’

[그림] 나눔러닝 홍보포스터 예시

2. 프로젝트 개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러닝, 즉 달리기를 통해 주변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운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전인격적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대면 러닝 대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모인 후원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금전적, 정서적 도움을 지원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나눔러닝’ 대회를 기획하고, 구성하며, 진행 단계까지 전
체 과정에 참여하며 다양한 교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3. 프로젝트기반학습 목표
1) 러닝(달리기)의 건강상의 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비대면 러닝 대회를 기획하고, 계획하며, 실제 수행 단계까지 이끌어 갈 수 있다.
3)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주변 이웃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130 -

4. 활용 기자재
1) 러닝 기록 측정 어플리케이션(나이키런, 런데이 등)
2) 러닝 기록 집계를 위한 데스크탑 혹은 태블릿 PC
3) 러닝 기록 집계 및 기록을 위한 일러스트 TOOL

5. 프로젝트 절차
프로젝트 관계자들에 대하여 역할의 구분이 필요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었습
니다.
<표> 나눔러닝 프로젝트 프로세스
구분

후원기업
참가자
수혜기관/수혜자

역할

본 프로젝트에 후원 물품 및 후원금을 지원합니다 (사회공헌 사업비
진행/협찬 및 기부금 집행).
참가비를 지불하고 개인 비대면 러닝에 참여합니다 (참여 및 SNS 공유).
본 프로젝트의 수혜자로 금전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습니다 (후원 물품 및
후원금 분배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본 프로젝트팀은 플랫폼 역할을 하여 비대면 나눔러닝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와 관련
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업로드함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나눔러닝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2021년 12월 18일 – 2일 / 총 7일
- 참여 대상 및 인원: 누구나 (총 500명)
- 참여방식: 비대면 러닝 인증
- 참가비용: 5,000원
- 수혜자: 00구 소외계층 중학생 5명
- 기부금 산정 방식: 참가비용 전액 기부
- 목표 기부 금액: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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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학습에 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와 연결하였습니다. 연관 있는 교과의 학습요소를
연결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기입합니다. 아래는 ‘나눔러닝’과 관련하여 융합할 수 있는 과목 및 활
동의 예시입니다.
<표> 각 교과 학습요소

과목
국어

학습요소

활동

나눔러닝 대회의 컨셉 및 기본 계획
수립

사회

나눔러닝 대회의 수혜대상 탐색

도덕

나눔러닝 대회의 정신 이해

홍보 문구 및 대회의 취지 작성
이웃사회의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탐색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찰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에 대한 제고
대회 참가자들의 러닝 기록을 집계하고,

수학

러닝 기록 집계 및 전산화

이를 개인별/팀별 기록으로 정리하여
제공

과학

러닝 어플 원리 이해

미술

대회 홍보물 제작

체육

GPS 기반 러닝 기록 측정 원리에 대한
이해
대회 홍보 포스터, 카드뉴스 제작

러닝(달리기)의 건강상의 이점 및 달리는
방법 이해

강도별(저, 중, 고강도) 달리기 수행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한 사진 등 인증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 나눔러닝 프로젝트 진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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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ermann(2011)이 제시한 프로젝트기반학습 양식에 근거하여 체육 과목을 중심으로 해당 사
례를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표> Hallermann(2011)의 프로젝트 계획서 양식에 근거한 프로젝트 구성
프로젝트 이름

나눔러닝 대회

기간

12차시

과목/코스

체육/프로젝트형 코스

대상

중학교 1-3학년

다른 과목과의 연계
프로젝트 아이디어

국어/사회/도덕/과학/미술/체육
1. 러닝(달리기)의 건강상의 이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천하기
2. 러닝(달리기)을 통해 교육적, 사회적 가치는 만들어내는 것
1. 꾸준한 운동의 이점, 중요성은 무엇인가?

탐구적 질문

2. 러닝(달리기)을 통해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3. 학생의 수준에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변 이웃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 러닝(달리기)의 건강상의 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비대면 러닝 대회를 기획하고, 계획하며, 실제 수행 단계까지 이끌어 갈 수 있

성취기준

다.
3.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주변 이웃에게 실제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다.

21세기 기술
주요 결과물

의사소통능력(비대면) / 문제해결 능력 / GPS 기반 기술 활용
협력(집단)

기부금 2,500,000원, 홍보 포스터, 홍보 카드뉴스,
참가자 나눔러닝 인증사진

개인
도입활동
교수 학습 가이드

러닝(달리기)의 원리 및 장점 이해

프로젝트형 활동

그룹별 토의 활동

지역사회 연계

지식과 기술 이해

시청각 자료 활용

GPS 기술 활용

1. 러닝(달리기)의 원리 및 이점 이해 (실내 기반 시청각 자료 활용, 1차시)
추진일정

2. 나눔러닝 대회 기획 (실내 기반 시청각 자료 활용, 2-10차시)
3. 나눔러닝 대회 개최 및 운영 (비대면 기반, 11-12차시)
지식, 기술 이해도 평가

총괄평가

대회 운영 능력 평가

디자인 툴

지역사회 지원

(일러스트 등)

(홍보 관련)

개인

집단

학급전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없도록 집단별 맡은 역할을

집단 단위로 유기적으로

성실하게 잘 수행하였는가?

활동하였는가?

평가

필요한 자료

반성적 사고

대회 기획 기간 중

형성평가

적극성, 주도적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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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
참가자 인원 및 최종
기부 금액 평가
GPS 기반 러닝 어플

중학교
사례 4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 : 프로젝트기반학습의 사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피지컬 컴퓨팅 기기 만들기

지속가능발전 목표, 즉 인류, 건강, 교육,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한 목표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하
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해당 문제에 대하여 융합수업을 기획한 예시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지구촌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
하기 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안하고 있다.

이 중 1가지의 목표를 선택하여 그 목표 분야의 문제(1가지 사례)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제작해보자.
(조건 1.) 선택된 목표 및 문제와 관련된 배경지식 탐색을 통해 문제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조건 2.)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피지컬 컴퓨팅 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조건 3.) ‘마이크로비트(micro bit)’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 형태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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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ermann(2011)의 프로젝트 계획서 양식에 근거하여 프로젝트기반학습을 기획한 예시는 다음
과 같습니다. 다양한 교과가 연계되어 있지만 아래 표는 정보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 219> Hallermann(2011)의 프로젝트 계획서 양식에 근거한 프로젝트 구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프로젝트 이름

위한 피지컬 컴퓨팅

기간

4~8차시

대상

1~3학년

기기 만들기
과목/코스

정보 / 중학교

다른 과목과의

사회/윤리/과학/수학/예술 등 선택된 목표와 관련된 과목

연계
프로젝트 아이디어

피지컬 컴퓨팅, 창의적 산출물 제작

탐구적 질문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
교･분석한다.

성취기준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21세기 기술

협력/ 의사소통능력 / 비판적 사고력 / 문제해결 능력
해당 분야의 문제 정의서,

주요 결과물

협력(집단)

피지컬 컴퓨팅 설계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피지컬 컴퓨팅 산출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인
도입활동

교수 학습 가이드

추진일정

평가

피지컬 컴퓨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에 관련된 영상 시청,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영상 시청
지식과 기술

학습자료, 스캐폴딩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마이크로비트, 센서,

관련 분야의 문제에

기능설명서, 예시

관한 배경지식,

사례(마이크로비트

내용지식

챌린지)

월

화

형성평가

수

목

금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동료평가, 산출물평가

총괄평가
필요한 자료
반성적 사고

현장인력, 장비, 자료

지역사회 지원

개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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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전체

고등학교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 : 문제기반학습의 사례

VR 기술의 활용, 너를 만났다

사례 1
1. 문제기반학습 준비

이번 사례는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문제기반학습을 기획하였습니다. VR기술과 관련하여 장단점을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을 주제로 다룰 시, 해당 기술 자체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윤리적 관점을 포함하면 수업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문제 1 초안
소설 <관내분실>(김초엽), 다큐멘터리 <‘VR휴먼다큐멘터리-너를 만났다>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타자와 재현하는 체험을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험하기 어려운 시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는 점에서 강력한 장점을 갖게 때문에 앞으로 VR 기술을 활용한 산업 콘텐츠, 교육 콘텐츠, 역
사 체험 콘텐츠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산업, 교육,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짐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도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VR 기술 활용의 장점과 문제점을 탐구해 보자.

문제를 만들었다면, 아래와 같이 문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확
인합니다. 해당 문제 1 초안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

1. 학습자의 경험과 배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수준의 내용인가?

네. 학습자가 많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2.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네. 관심을 가질 문제입니다.

3. 문제해결안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오.

4. 실제 삶과 연계된 실제적인(authentic)문제인가?

네.

5. 문제가 비구조적이고 복잡한가?

아니오.

6. 주인공의 역할과 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명시되어 아니오.
있는가?

고등학생

학습자가

자신의

직업과 연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사고 과정이 그 분야의 전문가나
직업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가?
8.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오.
네.

체크리스트에 주어진 조건을 확인하였을 때,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이유도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3번 조건: 아니오, 해결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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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기반학습 문제 체크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오’가 나온 사항
을 중점으로 문제점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체크
l 학습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음
l 학습자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해당 과학 기술에 대해 탐구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3. 문제기반학습 문제 개선
문제1을 개선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문제기반학습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
여하고, 본인의 진로와 관련지어서 기술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산출물을 무엇으로 제시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문제 1 개선

VR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VR 기술을 적극 활용한 소설 <관내분실>(김초엽), 다큐멘터리 <‘VR
휴먼다큐멘터리-너를 만났다>, <가상 역사 체험 전시>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놀이, 문화, 교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VR 기술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험하기 어려운
시공간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기술 활용이 야기할 부작용과 윤리적,
기술적 문제도 존재한다.
나는 사회 현안에 대한 보고서 쓰기 수업에서 나의 진로와 관련한 VR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나의 진로는 OOO이다. 나는 나의 직업/진로에 VR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보고서에는 3가지 중 적어도 2가지가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1)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진로에서는 VR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 가능한지 조사한다.
2) 이것이 갖는 교육적, 경제적 효과, 또한 윤리적, 기술적 문제점과 부작용은 무엇인지 탐구한다.
3)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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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
개선한 문제를 기반으로 각 교과의 성취기준과 연결합니다. 또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작성
합니다.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
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
호 소통한다.

활동 예시
-타자에 대한 공감이 갖는 효과의 위
험성을 이해하기

국어

[12화작03-06]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
고 해결 방안을 담은 건의하는 글을
쓴다.

-현안과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
결방안 제시하기

[10한사01-01] 역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과거를 현재의 삶과 관련지어 인식 -가상 체험을 통한 역사 이해, 동일시

사회

함으로써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을 교육의 효과와 문제점 이해하기
이해한다.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과학 기술을 교육이나 산업에 활용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 시 갖는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

윤리

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 이해하기
화할 수 있다.

5. 문제기반학습 진행
아래와 같이 학습자들이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기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교사들은 계획한
활동을 학생들이 ‘더 알아야 할 것들’에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더 알아야 할 것들’에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교과 활동과 연계지어 수업하도록 합니다.

가설/해결안
l VR 기술이 산업적,

교육적으로 활용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알고 있는 사실들
l VR 기술의 교육적, 산업적

활용과 효과
l 가상 체험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l 공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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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야 할 것들
l 쟁점과 현안을 파악하고

건의하는 글쓰기
l 공감의 윤리
l 과학기술의 책임

여러 학년 연계
사례 2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 : 프로젝트기반학습의 사례

누구나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오늘 운동장 만들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 과목과 관련하여 프로젝트기반학습을 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례는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 시설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진행되며, 소외계층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연결지어 교육적 효과를 높였습니다.

1. 프로젝트 이름
누구나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오늘 운동장’ 만들기

2. 프로젝트 개요
방과 후, 갈 곳 없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실제로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을 시공하는
단계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실제로 작은 공간의 자체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신체활동 부족 및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의 방치 문제 등의 사회 문제의 현안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
시하면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교과목과 연계되
어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젝트기반학습 목표
1) 아동,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 시공 과정을 이해하고, 각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3)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 시공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심도깊은 토론 및
토의를 나눌 수 있다.

4. 프로젝트 구성요소 및 운영 계획에 따른 교과와의 연결
‘오늘 운동장’ 프로젝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l 갈 곳 없는 소외계층 아이들(교육소외계층 등)에게 방과 후 신나고 안전하게 뛰어놀 [운동장]과

[돌봄+신체활동 콘텐츠] 제공함
l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오늘 운동장’ 시설을 시공할 자금을 마련함

(*크라우드 펀딩: Wadiz 스타트업 투자 등과 같이 투자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투자자를 모
집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의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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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오늘 운동장 프로젝트 구성 요소

‘오늘 운동장’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영일시: 상시 개방
- 관리주체: 해당 지자체 체육회
- 제공 프로그램:
1) 숲속 운동장 신체활동 프로그램
2) 돌봄 프로그램
3) 건강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제공 비용: 전액 무료
- 수혜자: 교육소외계층 어린이, 청소년

‘오늘 운동장’ 프로젝트는 구성요소와 운영계획예시에 맞추어 교과와 연계하였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교과 및 학습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학습요소에 기반한 활동도 함께
기입합니다.
<표> 각 교과 학습요소
과목
국어

수학

학습요소
오늘 운동장과 관련된 행정 및 안내

활동
오늘 운동장 시공 목적 및 필요성 작성, 오늘 운동장의

사항 처리

개요 및 시공 계획안 작성

오늘 운동장 시공 및 크라우드 펀딩
관련 예산안 관리

사회

부지 탐색 및 주변 환경 파악

과학

ICT 기반 첨단 시설 설계

예술
기술가정
체육

오늘 운동장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하고 이
를 문서화, 주어진 예산에 맞춰 구체적인 금액을 어떻
게 집행할 것인지 문서화
지리적으로 적합한 운동장 시공 장소를 물색하고 파악
실내 운동장의 경우, 하나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저 빔] 기술 적용 방법 연구

오늘 운동장 주변 경관 및 운동장 컨

오늘 운동장의 외적 컨셉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

셉 수립

려하여 운동장 디자인 총괄

방과 후 돌봄 취약가정에 대한 사회

오늘 운동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 구성

문제 및 현안 파악

및 실행

아동,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

아동,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 조사 및 다양한 신체

등의 사회문제 및 현안 파악

활동 콘텐츠 구성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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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서를 Hallermann(2011)이 제시한 양식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음은 체육 과목에서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적용한 융합수업 추진과 관련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표 7. Hallermann(2011)의 프로젝트 계획서 양식에 근거한 프로젝트 구성
프로젝트 이름

오늘 운동장 만들기

기간

12차시

과목/코스

체육/프로젝트형 코스

대상

1-3학년

다른 과목과의 연계

국어/수학/사회/과학/예술/기술가정/체육
1.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동, 청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프로젝트 아이디어

2. 이런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3. 이 일을 또래 친구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무
엇을 배울 수 있을까?
1. 방과 후 아동, 청소년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탐구적 질문

2. 운동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
3. 운동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역할을 무엇이 있으며, 각 역할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 아동,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을 파악할 수 있다.

성취기준

2.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 시공 과정을 이해하고, 각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3.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 시공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 및 토의를 나눌 수 있다.

21세기 기술

의사소통능력(비대면) / 문제해결 능력 / ICT기반 헬스케어 기술

주요 결과물
도입활동

협력(집단)

오늘러닝 운동장 및 돌봄, 신체활동 콘텐츠

개인

-

방과후 돌봄 취약계층 및 신체활동 부족 문제의 현안 파악

교수 학습 가이드

프로젝트형 활동

그룹별 토의 활동

지역사회 연계

지식과 기술 이해

시청각 자료 활용

ICT 기술 활용 교육

1. 방과후 돌봄 취약계층 및 신체활동 부족 문제의 현안 파악 (실내 기반 시청각
자료 활용, 1차시)
추진일정

2. 오늘 운동장 시공 계획 (실내 기반 시청각 자료 활용, 2-10차시)
3. 오늘 운동장 시공 (가상 시뮬레이션, 11-12차시) *학생 역량에 따라 실제 시공
가능
지식, 기술 이해도 평가

총괄평가

외부 대외 협력 능력 평가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

지역사회 지원

관련 분야 전문가

(자료 조사)

(홍보 관련)

(자문)

평가

필요한 자료

개인
반성적 사고

시공 기획 기간 중

형성평가

적극성, 주도적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였는가?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
최종 결과물(오늘 운동장)
평가

집단

학급전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원활한 시설 시공을 위해

없도록 집단별 맡은 역할을

집단 단위로 유기적으로

성실하게 잘 수행하였는가?

활동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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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접근9

디지털콘텐츠의 이해

주제의 설명
구분

내용
이론

학교급

사례

공통

초

중

O

O
교수학습(B)

모듈 구성

융합 콘텐츠(B3)

전체 차시
차시별 구성

고

3차시
1-2차시

§

이론 (융합 수업 활용 예시 포함)

주제의 구성
구분
구분

개요

학습 목표

내용
내용
본 프로그램은 융합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융합형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또한, 융합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제시합니다.
l 다양한 융합형 콘텐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l 융합형 콘텐츠를 융합수업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1. 디지털콘텐츠와 융합형 콘텐츠
목차

2. 융합형 콘텐츠의 종류
3. 융합교육에서 활용 예시

참고자료

l 본 주제 제일 뒤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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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콘텐츠와 융합형 콘텐츠

1.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란 정보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콘텐츠, 즉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콘텐츠를 의미합
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정보 기기를 통하여 제작, 유통 및 소비될 수 있습니다(컴퓨터인터넷IT대사
전, 2021). 디지털 콘텐츠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텍스트, 영상, 이미지, 음악이나 음성 파일 등이 있
습니다.

2. 융합형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하면 융합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이
나 첨단 디지털 영상 기술을 활용하면 융합형 콘텐츠를 이용한 가상 관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유적지 등을 옮긴 3차원 가상공간에 접속한다면 마치 실제로 방문한 것 같은
실재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가상 모의 수술을 포함한 의
료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군들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나 메타버스(metabus) 또한 융합형 콘텐츠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 디지털 콘텐츠/융합형 콘텐츠와 융합수업
디지털 콘텐츠와 융합형 콘텐츠를 수업에서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
습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기기만 있다면 시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융합형 콘텐츠를 수업에 사용하면 디지털 콘텐츠만 활용한 것보다 수업 효과를 향
상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고 재미를 더해줍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기술
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자는 해당 콘텐츠를 다루는 방법이나 사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융합 수업에서는 왜 융합형 콘텐츠가 필요할까요? 융합형 콘텐츠는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
한 것입니다. 융합형 콘텐츠를 사용하면 표현이나 소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상
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일깨워 더 성장할 수 있으며, 관점에 변화를 주어 더욱더 풍부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디지털 콘텐츠는 반복 사용하여도 품질에 영향이 없으며, 복사나 수정 및 유통이 쉽습
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저작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참고한다면 저작권을 지키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 143 -

2

융합형 콘텐츠의 종류6)

1. 융합형 광고 콘텐츠
광고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한 융합형 광고 콘텐츠는 전통적인 플랫폼을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플
랫폼을 사용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광고 콘텐츠는 타 콘텐츠에 비하여 제작 주기가 짧으
며, 광고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이나 플랫폼을 빠르게 도입·적용합니다.
융합형 광고 콘텐츠에 적용된 대표적인 기술은 증강현실 기술, 임베디드 컴퓨터 기술, LBS 기술,
SNS 기술, 홀로그램 기술, 3D 기술, 위치기반 및 센서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플랫폼은 IPTV, 스
마트기기, 전자책,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 있으며, 융합형 광고 콘텐츠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OMSE의 ‘프린트웍스 런던(Printworks London)’ 이벤트 출시 홍보
프린트웍스 런던 광고는 이벤트 출시 홍보를 위하여 3D 타이포그래피와 증강현실을 결합한 광고
입니다. 간결해보이지만 전용 어플을 통하여 몰입형 3D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감
싸진 원통이 돌아가는 등 시각적 움직임은 광고 효과를 높여줍니다.
➋ 펩시, 듀라셀의 증강현실 광고
영국 런던의 어느 버스정류장에 유리로 된 증강현실 모니터가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은 모니터를 통하여 하늘 위를 떠다니는 UFO, 풍선에 매달려 날아가는 남자, 거리를 활보하는 호
랑이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통하여 사람들은 광고에 관심 가지게 되었고, 효과적
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프린트웍스 런던 3D 애니메이션 광고

▲ 펩시, 듀라셀의이 설치한 증강현실 광고

※ LED 기반 3D 홀로그램 광고기술
2021 서울 VR·AR 엑스포에서 광고 목적의 LED 기반 3D 홀로그램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회전하는 날개를 기반으로 LED 잔상 효과를 주어 공중에 3D 홀로그램을 구현한 것으로, 제품 홍
보를 위하여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본 챕터는 ‘융합형콘텐츠의 구조적분석과 협력지원/R&D 체계 개발(2013)’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한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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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형 방송 콘텐츠
융합형 방송 콘텐츠는 기존의 방송 콘텐츠와 기술이 함께 융합하여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양방향이나 개인맞춤형 등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융합형 방송콘텐
츠에 사용되는 기술에는 인공지능 업스케일링 기술 등 고화질 영상 관련 기술, 페이스 에디팅 기술,
3D 영상 관련 기술, 양방향 정보전달 기술, N-Screen 기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융합형 방송
콘텐츠와 함께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서비스나 유튜브나 틱톡, 릴스, 스냅챗 등의
숏폼(short form) 플랫폼 등으로 짧은 길이의 영상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융합형 방송 콘텐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가수의 목소리 재현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은 2020년 12월 Mnet에서 방영한 AI 프로젝트 방송으로 고인이
된 가수의 무대를 복원한 프로그램입니다. 시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인 페이스 에디
팅 기술과 인간의 음색을 구현하는 딥페이크 음악을 사용하여 무대를 장식하였습니다. 2021년
SBS의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은 가수의 목소리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GAN)을 사용하여, 가수의 창법과 호흡, 감성 등을 실제보다 더 실제에 가
깝게 구현하였습니다.
➋ 가상 세계에서 만남
2021년 MBC에서 방영한 <너를 만났다>는 인공지능으로 고인을 구현하여 가상 세계에서 만나는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데이터와 음성 합성 기술 등을 기반으로
가상 세계에 고인의 모습을 구현하고, VR 기술을 통하여 고인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담았습니다.

▲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 프로그램

▲ <너를 만났다> 프로그램

※ 카스(CASS)와 유튜브(YouTube) 협작 인터렉티브 영화 ‘아오르비’
영화 ‘아오르비’는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등장인물의 행동을 시청자에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영화
의 전개에 시청자를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비록 AR, VR 등의 기술이 아닌 주위에서 쉽게 접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였지만 시청자에게 일방적인 스토리를 전달하는 영화 및 방송의 한계를
극복한 독특하고 신선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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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형 음악 콘텐츠
융합형 음악 콘텐츠는 기존의 음악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적 측면을 줄이면서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음악 콘텐츠에 광고
나 게임 등과 같이 다른 분야의 콘텐츠와 융합한 콘텐츠도 포함합니다.
융합형 음악 콘텐츠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애플 개러지 밴드
개러지밴드는 터치기술을 통하여 다양한 가상 악기를 연주하고 또 녹음하여 디지털 음원을 생성
할 수 있는 어플 형태의 융합형 음악 콘텐츠입니다. 개러지밴드에 적용된 터치스크린 기술은 강도를
인식할 수 있는 애플사만의 기술이며, 이는 악기를 연주할 때 실제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생생한
소리를 구현하도록 도와줍니다.
➋ 음악 찾기
구글 어시스턴트는 노래나 허밍, 휘파람으로 곡의 제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머신러
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비슷한 음악 식별 기술로는 사운드하운드(SoundHound), 샤잠
(Shazam)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음원 사이트까지
확대되어 손쉽게 노래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애플 개러지밴드7)

▲음악찾기 Shazam8)

7) 이미지 출처: https://it.donga.com/29944/
8) 이미지 출처: https://www.shazam.com/ko/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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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합형 공연, 전시 콘텐츠
융합형 공연이나 전시 콘텐츠는 기존 공연이나 전시 콘텐츠와 기술적인 지원이 결합하여 단순한
관람이 아닌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의미합니다. 시각적 효과와 함께 청각적, 촉각적인 효과를
가미하면 작가의 의도를 극대화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술 작품을
만드는 ‘뉴 미디어 아트(New Media Art)’는 다양한 ICT와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 콘텐츠를 선보이
고 있습니다.
융합형 공연, 전시 콘텐츠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융합형 공연 콘텐츠
예시

내용
l 관객이 스마트폰과 QR 코드로 극의 이야기에 적극 개입함. 투표 및 실시간 메시지

등을 통하여 관객의 선택이 극의 이야기에 반영됨
관객참여형 l 미디어 파사드: 무대와 관객의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무대에 투사된 영상과 레이저
기술이 만나 영상을 입체감있게 만듦
l 관련 직업: 관객 몰입형 공연 시스템 디자이너
l 기계가 n번 연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로봇과 연주자가 합주 공연의 형태로

로봇 합주

상호보완적 구도를 이룸
l 관련 직업: 로봇 미디어 아티스트, 로봇 연주 공연작곡가
l 현대무용과 AR기술을 접목하여 진행함. 한정된 공간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같은 공연이지만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을 감상하여 서로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음.
AR 공연

l 무용수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반영하거나, 라이더센서로 무용수의

움직임에 그래픽 효과를 주어 시각적으로 신선한 체험 가능
l 관련 직업: 초현실 융복합 공연 영상기술감독

➋ 융합형 전시 콘텐츠 : 카메라 조리개가 빛의 양에 따라 렌즈의 직경을 조절하는 원리를 이용
하여 피지컬 컴퓨팅을 접목시킨 전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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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융합형 도서 콘텐츠 -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전자화 데스크탑 PC,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즉 기존의 종이책에 비해 CT와의 융합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창의융합형 콘텐츠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기존의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
용어 사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재로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와 통합
하여 제공합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03).
디지털교과서를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단말에 탑재하여 터치 인터페이스, 증강현실(AR),
LBS, SNS 등의 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터치 인터페이스: 손가락이나 태블릿 PC 전용 펜슬을 사용하여 필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
l 증강현실기술(AR): 실제 공간에 보이는 물체와 환경을 가상의 이미지로 나타내어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시키는 기능
l LBS 기술: 야외 학습 시 학생들의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지점에서의 과제 완수와 같은

활동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SNS는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으로 학생들의 의견 교환, 공유, 공동 학습, 공동 프로젝트 등을 하는데 사용하여 사용자의
참여성을 높일 수 있음

실감형 콘텐츠와 함께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고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LBS 기술 및 SNS 기술을 활용한 공동 학습, 협력 학습에의 적용, 전자책으로 표현하였으며, 높
은 접근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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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융합형 도서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란 홀로그램, 초다시점 영상, 혼합 및 증강현실, 대화면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기
술을 기반으로 교육, 게임, 문화 등 응용 분야의 스토리와 서비스가 연결되면서 콘텐츠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포켓몬GO와 같이 증강현실을 사용한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사용한 박물관 체험 콘텐츠가 해당합
니다.

l 홀로그램(Hologram) : 사물로부터 반사된 빛을 필름에 입체적으로 구현한 현상. 객체가 있는

것처럼 구현한 기술
l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

에듀넷 티 클리어 웹사이트는 온라인으로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VR 및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움직임은 해당 체험관에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느낌을 주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 콘텐츠나 영화 콘텐츠 등에 기술을 융합하여 융합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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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수업에서 활용 예시

융합수업을 구성할 때, 필요한 교과에서 융합형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교
과가 연계하여 융합수업을 실행할 때, 일부 교과에서 융합형 콘텐츠를 사용한 예시입니다.

1. 실감형 콘텐츠를 사용한 융합수업 예시
다음은 ‘신라 시대’를 주제로 한 융합수업 중, 역사 과목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용 방안에 대한 예
시입니다.
주제

신라 시대

연계과목

대상

중학생 1학년

활동 내용

역사

신라 시대 유물을 보관한 박물관 탐색을 통한 기행문 작성하기

미술

신라 시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나만의 유물 그리기

국어
정보/사회

내가 신라 사람이라고 가정하여, 일기나 시 쓰기
-내가 신라 시대 ㅇㅇㅇ이라면? (예: 왕, 무수리 등)
신라 시대 유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무역 계획 작성하기
콘텐츠 활용 방안

실감형 콘텐츠 활용 방안
l 원격 수업 등에서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업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l 직접 경험하기 힘든 시대나 장소 등의 상황을 재현하여 학습자들의 간접 경험이 가능함
l 다양한 전시나 박물관 등 온라인으로 체험이 가능함
l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 연계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음
l 에듀넷 티클리어에서 온라인 체험VR 및 영상 콘텐츠를 제공함9)

(역사) VR 콘텐츠를 이용하여 신라시대 유물을 보관한 박물관을 체험함.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
는 문화재 및 해설을 통하여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음
예
시10)

9) 출처: https://www.edunet.net/nedu/netmap/online.do?menu_id=1110
10) 출처: https://embed.360vrmuseum.com/showcase/9tDHv3bWH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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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융합수업 예시
다음은 ‘영양소’를 주제로 한 융합수업 중, 영어와 과학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용 방안에 대한 예
시입니다.
주제

영양소

대상

중학교 1학년

연계과목

활동 내용

과학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 및 과정을 알아보고 내가 먹은 음식의 소화 과정을 발표하기

체육

영양 불균형이 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책 제시하기

가정

영양소가 잘 갖춰진 간단한 음식을 주제로 요리대회 개최하기

수학
영어
정보
진로

요리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 산정하기
요리대회에서 만든(들) 요리의 칼로리 계산하기
요리대회에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나 내가 선택한 요리를 만드는 방법 등을 친구에
게 영어로 설명하기
영양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영양 불균형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발표하기
영양소/식품과 관련된 직업 탐색하기 (예: 영양사, 요리사, 식품공학기술자, 식생
활지도사, 다이어트프로그래머 등)
콘텐츠 활용 방안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 (출처: 에듀넷 티클리어)
l 원격 수업에서 교수자는 디지털 교과서를 공유하여 함께 보면서 학습할 수 있음
l 블렌디드 수업에서 학습자는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여 예습할 수 있음
l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복습
l 학생 수가 많아 질문이 어려울 때, 학생들은 하이라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메모에서 질문을

작성하여 위두랑11)으로 전송
(영어) 상황에 대한 표현법을 익히고 실제적인 언어생활과 연계하여 적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학습자가 예·복습을 하기 위한 접근성이 낮음
(과학) 디지털교과서와 내장된 실감형 콘텐츠(AR 콘텐츠)를 이용해서 인체 속의 소화기관의 구
조 및 각 기관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음. 음식을 섭취할 때 소화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소화 효소의 작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음
예시12)

11) 한국교원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용 커뮤니티 플랫폼
12) 출처: 에듀넷 티클리어 (https://dtbook.edunet.net/viewCntl/nvDigitalUseCase?in_div=nedu#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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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및 출처
OMSE의 ‘프린트웍스 런던(Printworks London)’ https://omse.co/projects/printworks/
펩시, 듀라셀의 증강현실 광고 https://www.youtube.com/watch?v=i1Og0StsFOE
LED 기반 3D 홀로그램 광고기술 https://www.youtube.com/watch?v=dMVE3N4BMn8
Mnet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 https://www.youtube.com/watch?v=Jm0s0CEEd3Q
MBC <너를 만났다> https://www.youtube.com/watch?v=uflTK8c4w0c
카스(CASS)와 유튜브(YouTube) 협작 인터렉티브 영화 ‘아오르비’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2&v=TOv-Uq7XffM&feature=emb_logo
융합형 공연 콘텐츠 https://www.youtube.com/watch?v=97K6HTqNQC8
융합형 전시 콘텐츠 https://www.youtube.com/watch?v=QWUEPBXyj2E&t=79s
융합형 도서 콘텐츠 – 디지털 교과서 https://dtbook.edunet.net/viewCntl/dtIntro?in_div=nedu
융합형 도서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https://www.edunet.net/nedu/netmap/online.do?menu_id=1110
<이미지 출처>
애플 개러지밴드 https://it.donga.com/29944/
음악찾기 Shazam https://www.shazam.com/ko/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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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접근11

루브릭의 이해

주제의 설명
구분

내용
이론

학교급

사례

공통

초

중

고

O
평가(C)

모듈 구성

학습평가(C1)

전체 차시
차시별 구성

3차시
1~3차시

§

이론 (융합 수업 활용 예시 포함)

주제의 구성
구분
구분

내용
내용
본 프로그램은 융합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설정된 수업목표 달성 여부를 확

개요

인하기 위한 평가 도구(루브릭)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루브릭의 개
념 및 필요성을 이해하고, 개발 절차에 따라 개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

목차

참고자료

l 루브릭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l 루브릭 개발 절차에 따라 루브릭을 개발할 수 있다.

1. 루브릭(rubric)이란?
2. 루브릭의 개발 절차
l 프로그램 교재 및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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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브릭(rubric)이란?

1. 루브릭 정의

루브릭은 평가하고자 하는 수행기준에 대해 차원에 따라 기준을 작성한 것

정의된 사항에 따르면 루브릭은 평가에 대한 ‘채점 기준표’로 불리기도 합니다. 채점 기준표는 학습
자의 학습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모아 정리한 표를 의미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루브릭을 ‘채점 기
준표’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루브릭은 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따른 산출물이나 성취도 평가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습자가 활동하기 전에 사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으로서의 루브릭을 통
해 학습자는 학습의 결과로 요구되는 것, 평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루브릭 활용 평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루브릭이 없다면 산출물 형태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모호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평소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루브릭과 같은 기준표는
자세하게 평가 영역을 나누어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평가 결과에 대한 모호함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 영역을 나누어 서술하는 방식을 ‘명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루브릭의 구성요소
루브릭은 기본적으로 격자무늬 모양의 표 형태를 가집니다. 최경애(2019)는 루브릭의 기본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제명: 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평가차원1

평정수준1

평정수준2

평정수준3

...

설명1

설명2

설명3

...

평가차원2
...

제시된 내용은 루브릭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형태로 과제명(Title), 과제설명(Task Description),
평가차원(Dimensions)과 평정수준(Scale Level)으로 구분됩니다.
과제설명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평가 대상, 목적, 평가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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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되는 시점 등 평가하는 내용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차원은 평가 과제를 구성하는 평가 해야 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관련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을 평가하고자 할 때, 구분짓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하고
자 하는 산출물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적 측면(담고 있는 지식)일 수 있고, 표현된 외관적 모습(기술
한 형태 혹은 표현한 형태)의 측면일 수 있습니다.
평정수준은 각 요소에 점수를 주기 위한 성취 행동을 수준별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평정수준은
보통 3개 수준으로 하여 상, 중, 하로 점수를 구분하기도 하고, 1-10점과 같은 점수로 구간별로 나타
내기도 합니다. 본 점수는 평가자(교수자)가 루브릭을 개발할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표 내부의 각각의 셀에 해당하는 설명(Description of Scales of Dimensions)은 각 평가차원별
평정수준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각 차원에 대한 수준을 뜻하는 설명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평가자는 작성되어 있는 루브릭을 통해 깊게 고민하지 않고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셀 안에 작성된 설명(기술)은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학습자의 성취수준이 해
당하는 위치를 보여주어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스스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 다음 단계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루브릭 필요성
학습자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배점이 주어진 지필고사 형태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
다. 루브릭과 같은 주어진 산출물을 채점하기 위한 채점 기준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일까요?
루브릭은 정답이 없는 산출물을 평가할 때, 학습자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맞춤법과 같이 명확한 답이 있는 경우라면 루브릭과 같은 채점을 위한 기준표는 굳
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브릭이 없다면, 여러 평가자에 의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물건 판매를 위한 홍보 기사, 팀 워크 능력 등 정확한 평가 기준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루브릭은 평가자가 원하는 시점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학습자에게 있어 비판적인 사고
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이와 같은 루브릭을 활용한 평가를 통해 평가자가 자신의 교수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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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브릭의 개발 절차

루브릭을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Stevens와 Levi(2013)가 제안한
루브릭 개발 모형의 4단계 절차를 따라 기본 틀을 구성합니다. 4단계 개발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루브
릭 개발 절차로서 개발 참여 인원이나 루브릭의 유형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
한 상황이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개발 모형에서 마지막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세부 성취수준을 3 또는 5수준 구간별로 서술합
니다. 위 내용에 따라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4단계 절차에 따라 루브릭을 개발해보도록 합시다.

성찰하기

▶

목록 만들기

▶

분류 및
명명하기

적용하기
▶

3~5 수준 루브릭 개발

1. 성찰하기(Reflecting)
1단계 ‘성찰하기’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과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이 이루어진 수업 내용의 전
반에 걸쳐 성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찰하기 단계의 주목적은 학습 내용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전반적인 평가 내용 범위에 대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융합 교육에서 평가 내용 범위를 설정할 때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과목 내, 과제에 대해 평가하기
둘째, 여러 과목 내, 연계된 과제에 대해 평가하기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성찰해보고, 평가 내용 범위를 설정해 봅니다. 아래 8가지 질문
을 참고하여 성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이 과제를 만들었는가?
2. 이 과제와 유사하거나 같은 과제를 낸 적이 있는가?
3. 이 과제는 교수자의 다른 수업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4.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거나 길러야 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5. 설정된 과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해당 과제를 작은 종류의 다른 과제로 나눌 수 있는가?)
6. 학습자가 과제에서 교수자가 의도했던 수행 결과를 달성했음을 보여주려면 어떤 결과물을 제시해
야 하는가?
7. 이 과제에 대한 학생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기대는 무엇인가?
8. 제출된 과제물 중에서 최악의 과제 산출물은 어떤 모습인가?
<참고> 최경애(2019). 평가 루브릭의 개발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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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록 만들기(Listing)
루브릭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성찰하고 나면, 평가하고자 하는 범위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범위가 온전히 설정된 경우, 2단계 ‘목록 만들기’에서는 다음의 2개 세부 단계
를 밟습니다.
<표> 목록만들기의 세부과정 2단계
l 1단계: 학습목표 설정하기
l 2단계: 성취수준 설정하기

첫째,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융합 교육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것, 특히 성
찰하기 단계에서 고려했던, 한 개 교과 혹은 여러 개 교과에서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고자 했는지, 설정
된 범위까지 다양한 학습 목표를 나열합니다.
둘째, 나열된 학습목표 중에서 가장 높은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취수준’으로 설정합니다.
성취수준은 학습자의 현 수준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전에 학습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나열하지
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 대상이 중학교 2학년인 경우, 중학교 1학년까지의 교육과정 내용을 이
미 함양했다는 전제로 성취수준을 설정합니다.
융합교육 통합 모듈의 사례로 제시된 문제기반학습 수업에 대한 학습 목표의 내용 및 성취수준의 예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

성취 수준

l 찬반 토론을 통해 TRS의 선택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다.
l 실제 소설을 통해 미래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l 과학 기술의 영향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l 과학 기술의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l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과정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l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l 팀원과 협업하여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l 팀원과 협업하여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
l 팀원과 협업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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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조건에 나오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해결방안이 하나로 치우
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l 과학 기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설득적으로 드러났다.
l 산출물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모두 고려하였다.

l 참여자의 역할이 분명하며 적극적
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3. 분류 및 명명하기(Grouping and Labeling)
3단계 ‘분류 및 명명하기’에서는 목록 만들기 단계에서 나열한 내용에 대해 성취수준의 비슷한 내용
이나 맥락이 같은 기대사항 등을 묶어 줍니다. 서로 관련 있는 사항을 묶어 주어 평가차원을 구성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평가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평가 차원 구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취 수준

평가 차원

l 조건에 나오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해결방안이 하나로
치우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사회 문제와 해결책 제시

l 과학 기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설득적으로 드러났다.

▶

과학 기술의 영향

l 산출물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모두 고려하였다.

문제 해결형 쓰기

l 참여자의 역할이 분명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학생 협동

위왁 같은 평가 차원이 구성된 경우는 여러 개 교과의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자 평가 범위를 여
러 교과에 나누어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 문제와 해결책 제시, 과학 기술의 영향은 교과별 활동 과제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차원이며,
문제 해결형 쓰기는 글쓰기 라는 특정 활동에서 보여지는 차원입니다.
학생 활동의 경우에는 문제기반학습 팀 활동의 특징으로 나타난 평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과제
국어, 사회, 가정, 정보, 기술, 도덕 교과 등에서

사회 문제와 해결책 제시

문제기반학습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경우,

과학 기술의 영향

다양한 교과 활동에 대한 전반을 평가할 수 있다.

문제 해결형 쓰기
학생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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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하기(Applying)
4단계 ‘적용하기’는 이제까지 작성된 목록을 실제로 격자무늬 표로 만들어 루브릭을 완성 시키는 단
계입니다. 분류된 성취기대에 붙은 명칭에 따라 표의 가장 좌측 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채점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루브릭은 평정 수준 대신 평가 준거 1개 수준에 대한 설명만 존재하
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5수준 루브릭 개발>
3-5수준 루브릭의 개발을 통해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3수준(상, 중, 하)으로
평가 수준을 구성하였습니다. 평가 루브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

중

하

사회 문제와 해결책
제시

조건에 나오는 문제점
중 3가지 이상이
제시되고, 해결 방안이
하나로 치우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시됨.

조건에 나오는 문제점
중 2가지 이상이
제시되거나, 해결
방안이 다소 추상적임.

조건에 나오는 문제점
중 2가지 이상이
제시되고, 해결 방안이
추상적임.

과학 기술의 영향

과학 기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설득적으로 드러남.

과학 기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나오나
설득력이 떨어짐.

과학 기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중
하나만 제시됨.

문제해결형 쓰기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모두 고려한
산출물임.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중 3가지를
충족한 산출물임.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맞지 않는
결과물임.

학생 협동

참여자의 역할이
분명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짐.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나 역할이
불분명함.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위 표에서 평가 차원은 ‘사회 문제와 해결책 제시’, ‘과학 기술의 영향’, ‘문제해결형 쓰기’ ‘학생 협
동’에 해당하며, 각 차원에 대한 3개 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격자 문늬
표의 각 셀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루브릭을 기술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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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설계3

협동학습의 평가 구성

주제의 구성
구분

내용
이론

학교급

사례

공통

초

중

고

O
평가(C)

모듈 구성

학습평가(C1)

전체 차시
차시별 구성

3차시
1~3차시

§

이론

주제의 설명
구분
구분

내용
내용
본 프로그램은 협동학습에서 STAD를 통한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

개요

다. 평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협력 활동 기법과 향상 점수를 통한 평가 방법
을 소개합니다.

학습 목표

l 협동학습을 위한 협력 활동 기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l 협동학습의 향상점수 활용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협동학습에서의 평가
목차

2. 협동학습을 위한 협력 활동 기법
3. 협동학습에서의 향상점수 기록

학습 준비물

l 프로그램 교재 및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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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학습에서의 평가

1. 협동학습에서의 평가 STAD
Slavin (1986)은 JigsawⅠ의 집단보상 문제와 평가체제를 보완하여 JigsawⅡ 모형을 제안하였습
니다. JigsawⅠ은 과제를 세분화하여 분업으로 학습하지만, 학습결과에 따른 집단보상을 하지 않습니
다. 이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개인 평가에 집중하여 동료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초래합니다.
JigsawⅡ 모형은 평가에서 성취과제 분담모형(Student Team Achievement Division: STAD)을
도입하였습니다. STAD 모형은 [B1-접근9. 교수학습방법의 이해]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개별화와 책
무성을 강조하는 협동학습의 수업모형으로, 평가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JigsawⅡ 모형은 개별점수와
집단보상인 팀 점수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즉, 시험은 개별로 치르게 되지만 소집단 구성원들끼리 서
로 도울 수밖에 없는 평가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워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협동학습의 목적이 잘 드러납니다.
Jigsaw Ⅲ 모형도 STAD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Jigsaw Ⅲ 모형의 특징은 개별점수와 향상점수
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향상점수는 상승도, 개발향상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준에 따라
점수가 오른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팀 점수를 개인의 점수를 합산하는 형태
일 때, 학습자들이 점수가 낮은 학습자와 같은 팀을 구성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점수가 낮은 학습자들도 성취감과 보람을 쉽게 느끼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를 제공합니
다.

2. 다양한 형태로 평가하기
학습자들은 수업의 결과와 별개로 모둠 구성원들이 얼마나 협동적으로 잘 활동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료평가나 자기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교사평
가, 다른 팀이 해당 팀을 평가하는 등의 방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동료평가나 자기평가는 팀에 얼마
나 기여하였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는지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평균을 내거나 부분 비율을 설정하여 개인적으로 산출합니다.
정해진 수업시간 중에도 어느 모둠이 어떤 부분에서 활동을 잘했고, 어떤 부분은 개선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모둠 내에서 혹은 모둠 간 서로를 비난
하거나 감정이 격앙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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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학습을 위한 협력 활동 기법

협동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한 몇 가지 협력 활동 기법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기법들을
통해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촉진되어 상호 존중감을 기를 수 있으며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적
기술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상호 존중감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협력 활동에서 학생들은 동료와의 대화를 경청하면서 자신의 학습 활동을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으며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활동명

소집단
활동

방법 및 절차

학습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수집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집단
구성원의 학습상태를 판단하는 기법(Angelo&Cross, 1993)입니다.
l 소집단 활동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 문항을 작성합니다.

1.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소집단 활동은 어떠했나요?
①별로였다 ②적절했다 ③잘했다 ④ 아주 잘했다
2. 소집단 활동에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몇 명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했
나요?
①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②1명 ③2명 ④3명 ⑤4명 ⑥5명
3. 소집단 활동에서 몇 명이나 열심히 활동을 준비했습니까?
①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②1명 ③2명 ④3명 ⑤4명 ⑥5명
4. 여러분이 혼자 했으면 배울 수 없었지만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자세히 써주세요.
5. 소집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이 있다면 그 중 하나를 자세히 써주세요.
6. 소집단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면 그 중 하나를 자세히 써주세요.

l 작성한 질문지 나누어 줍니다.
l 질문지를 학습자들에게 배부하기 전에 질문지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합니다.
l 학습자들의 반응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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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활동명

방법 및 절차

비고

복습할

복습할 여러 친구를 찾아서 학습한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설명을 수업의

친구 찾기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긴밀히 협력하는 학습 활동(Dodge, 2009)입니다.

정리단계,

l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활동지를 나누어 줍니다.

배경지식
확인용

시기를 말해줄 친구

일어난 현상을 서술할
친구

이유를 설명할 친구

차이를 서술할 친구

관계를 서술할 친구

효과를 서술할 친구

방법을 서술할 친구

관점을 설명할 친구

계열을 설명할 친구

l 학습자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친구와 함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작성합니다.
l 교수자는 학습자가 교실을 돌아다니는 동안 개별 학습자의 이해도를 파악합니
다.
l 학습자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여 재정리합니다.

연극 대본

실제 연극이 아닌 등장 인물들의 말에 대한 적절한 억양, 안면 표정, 운율, 제스처 팀웍(타이밍

읽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본을 읽는 방법(Fisher&Frey, 2007)입니다.

에 맞게

l 교수자는 읽기 대본을 선정합니다.

읽어야

l 학습자는 대본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l 학습자는 여러 가지 역할을 시도해 보고 자기 역할을 선택합니다.
l 학습자는 자기가 담당할 대화를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집, 학교 등에서 연습해봅
니다.

하므로),
읽기 유창성,
어휘 지식,
이해력 증진

l 학습자는 청중 앞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의 대화를 큰 소리로 읽습니다.

종이봉투

학습 주제 관련 질문, 응답, 개념, 사실, 명칭등을 쪽지에 써서 종이봉투에 넣고 수업
응답 쪽지를 함께 찾아내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법(Greenstein, 2010)입니 정리단계
다. 질문과 응답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법입니다.

어휘, 단어,

l 교수자는 질문과 응답을 넣을 종이봉투를 소집단별로 준비합니다.

개념 정의를

l 교수자는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 응답, 개념, 사실 등을 작성합니다.

확인하기

l 소집단 별로 학습자들이 질문 쪽지를 읽고 질문 쪽지와 짝이 되는 응답 쪽지를
찾아냅니다.
l 학습자들은 핵심 개념 쪽지를 함께 선택하고, 대표 학습자가 그 개념을 설명합니
다.
l 교수자는 각 소집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체 학급과 공유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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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법

3

협력학습에서의 향상점수 기록

1. 향상점수
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을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하거나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선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전통적인 성적 평가와 보상 체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반면 교육의 목표
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라면 전통적인 성적 평가와 보상 체계를 그대로 수업
시간에 적용하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모둠학습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협동학습을 위해 이질적인 성격의
학습자 4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각 4명의 학습자는 5주간의 성적 기록에 따
라 다음과 같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학생 2와 학생 3은 결과적으로 같은 등급을 받았으니 두 학생의
성취도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표> 합산점수 평가에 따른 등급표
주

1주

2주

3주

4주

5주

등급

비고

학생 1

100

100

100

100

95

A

학생 2

100

100

100

100

75

C

3번의 100점 기록 후 75점

학생 3

35

45

55

65

75

C

35점에서 점점 향상되어 75점

학생 4

15

20

25

30

35

F

학생 3의 경우는 35점에서 시작하여 75점을 기록했습니다. 학생 2는 100점을 꾸준히 받다가 마지
막에 75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학생의 최종 성적은 같지만 두 학생이 받아야 할 평가와 격려는 달라야
합니다.

2. 향상점수와 협동학습의 관계
모둠학습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도 향상점수 기록은 꼭 필요합니다. 합산점수만으로는 낮은 성취자의
기여도가 떨어져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다른 학습자들이 같은 모둠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
다. 전통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면 개인별 백분율 점수를 합한 것이 모둠 점수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학습
자의 성취 정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표> 합산점수 평가(왼) 향상점수 평가(오)
주

1주

2주

3주

4주

5주

등급

주

1주

2주

3주

4주

5주

향상점수

학생 1

100

100

100

100

95

A

학생 1

100

100

100

100

95

3*

학생 2

100

100

100

100

75

C

학생 2

100

100

100

100

75

0

학생 3

35

45

55

65

75

C

학생 3

35

45

55

65

75

3

학생 4

15

20

25

30

35

F

학생 4

15

20

25

30

35

2

*향상점수 기록 시 계속 만점을 받은 학생은 향상점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만점을 받는다면 향상점수로 3점
을 부여합니다.

위 표와 같이 이 집단에서 5주에 걸친 수업시간마다 시험을 시행하여 향상점수를 기록하여 이를 모
둠 점수로 환산한다면 모둠에 속한 모든 학생의 성적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낮은 성취자 자신도
모둠 활동에서 가치 있는 일원으로서 활동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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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상점수의 기록 절차
향상점수는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향상점수는 4단계에 걸쳐
기록하고 평균을 내어 평가에 반영합니다.

가. 1단계 : 매주 시험 보기
매주 10문제 정도의 시험을 봅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매주 비슷해야 하며,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가 골고루 섞여 있어 점수 분포가 적당해야 합니다. 문제 형식은 단답형, 서술형, 줄잇기, 선다형 문제
등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습니다.

나. 2단계 : 평균 점수 내기
평균 점수는 지난 시험의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첫 번째 시험이라면 그 점
수가 평균 점수가 됩니다.

다. 3단계 : 향상점수 계산하기
시험 점수를 평균 점수와 비교해 향상점수를 다음 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향상점수
평균 점수 –5점 이하

0

평균 점수 ±4

1

평균 점수 +5~9

2

10점 이상 또는 만점

3

95~99점

2점 이상

100점

3점

라. 4단계 : 새로운 평균 점수 계산하기
2주간의 시험 평균 점수를 구한 후 새로운 평균 점수를 계산합니다.
평균

시험

향상

시험

향상

평균

시험

향상

시험

향상

평균

시험

점수

1

점수

2

점수

점수

3

점수

4

점수

점수

5

학생 1

72

학생 2

62

개인 성적표는 개인의 수행 정도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모둠의 결과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처럼 향상점수를 통한 개인 성취에 보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에 상관없이 학습자가 자신의 성취에 보람을 느끼고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내적 동
기를 유발할 협동과제를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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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1-설계6

융합 주제를 활용한 수업의 구성

주제의 구성
구분

내용
이론

학교급

사례

공통

초

중

O

O

교육과정(A)

모듈 구성
전체 차시
차시별 구성

고

교수학습(B)

맥락적
실천적
지식연결(A1) 재구성(A2) 시나리오(B1) ICT 융합(B2)

평가(C)

융합
콘텐츠(B3)

교구
활용(B4)

학습평가(C1)

OO차시
1~2차시

중학교 사례

§

주제의 설명
구분

내용
본 프로그램은 융합 주제를 활용하여 실제로 어떻게 융합 수업을 설계하는지에

개요

대한 사례입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A교사가 융합 수업을 설계한
다는 가정을 하고, 이를 따라가며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 목표

목차

l 융합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l 융합 수업 설계 순서를 고려하여 융합수업을 기획할 수 있다.

1. 주제 선정

5. 교수학습방법 선정

2. 키워드 추출

6. 수업의 진행

3. 교과의 키워드 매칭

7. 평가

4. 교과의 수업 구성
학습 준비물

l 프로그램 교재 및 강의자료

※ 융합 주제를 활용한 수업을 구성은 다음 절차로 구성됩니다.
주제 선정

▶

키워드 추출

▶ 교수학습방법 선정

▶

▶

교과의
키워드 매칭

수업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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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의 수업 구성

평가

1

주제 선정

첫 단계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국어교사인 A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주제(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
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중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교과 주제가
실제 수업에서 구현되기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여 주제를 ‘과학 기술과 인공지능 로봇’으로
좁혀 보기로 했습니다. A교사가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학생
들과 함께 고민하는 융합 수업을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세부 주제가 매우 다양한데, A교사가 왜 인공지능으로 주제를
정했는지 좀더 부연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첫째, A교사는 SF문학에 관심이 많고, 교육적 활용도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A교사는 평소 SF영화, SF소설을 좋아하고 이를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는 SF소설의 미래적 상상력이 교육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많다고 봅니다. SF소설로 수업
을 하다 보면, 소설을 매개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과학 기술 발전의 윤리성, 인간 실존과 존엄성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SF문학에 대한 학생의 관심이 높고 활용한 좋은
작품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SF문학은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고, 작가
층과 독자층도 매우 두텁게 되었습니다. 특히, A교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SF문학을 선호하는 중고등학
생이 많다는 점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A교사는 ‘과학 기술과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주제를 흥미롭게 형상화하고 있는 SF소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교사는 국어과 중심의 융합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설 텍스트는
맥락성, 실제성을 제공하는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황과 맥락으로 유도하는 매개로 문
학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SF소설은 매우 많습니다.
이 중에서 A교사가 고민하고 있는 융합 수업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작품이 무엇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
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A교사는 먼저 융합 수업에서 학생들과 고민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정
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A교사는 우리 사회가 더욱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긍정
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동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의 갈등, 경제적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A교사
는 다음 세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를 미리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A교사의 머릿속에 몇 편의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위 주제를 훌륭하게 구현한 소설이 많았지만, 중학
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기에 너무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작품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융합 수업의
목적을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읽는 것 자체에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작품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해
서 독해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후 이루어져야 하는 융합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A교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작품은 김혜진 작가의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라
는 소설입니다. 소설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데, 요양병원이 급증하여 사람을 대신하여 간병 로
봇이 환자를 돌봅니다. 간병 로봇 TRS는 고도의 기능을 탑재한 로봇으로, 10년간의 간병에 지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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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살을 암시하자 환자와 보호자 중 누구를 살려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환자의 연명 장치를 제거하
고 보호자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 소설은 과학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여러 사회 변동과 이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A교사는 중학생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를 중심에 놓고 융합 수업을 설계한 것입니다. 학교나 교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작품을 선택해
도 무방하고 다른 경로를 따라 주제를 선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

키워드 추출

‘과학 기술과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키워드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
레인스토밍이나 생각 그물을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키워드를 메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키
워드 추출은 교사 혼자 할 수도 있고, 동료 교사나 학생들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교사는 몇
몇 동료와 함께 소설을 읽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어 교사는 자
신이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다른 교사들이 제안해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 단계에 참여한다면, 이로 인해 학생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융합 수업이 되겠다고 생
각합니다. 일단, A교사는 혼자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을 끄적여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어두는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마인드 맵의 형태로
정리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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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의 키워드 매칭

주제를 선정하고 키워드를 추출하였다면, 이제 이 내용을 교과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
론 키워드 추출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는 이미 어떤 교과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인구
변동의 특징인 고령화’는 사회과 내용에 해당하고, ‘과학 기술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도덕과, 기
술과와 관련이 됩니다.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 맵 단계에서 해당 키워드가 어떤 교과와 연결되는지 어
렴풋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키워드와 교과를 보다 명시적으로 매칭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A교사는 융합 수업을 계획하는 첫 단계부터 과학과, 도덕과, 정보과 등과의 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기대 정도였습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 유기적, 체계적으로 구
성된 융합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다른 교과의 시각과 관점에서 SF소설을 다시 읽고 브
레인스토밍 결과도 다시 관찰하였습니다. A교사는 다른 교과의 담당 교사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생
각을 해보았습니다.
‘과학 교사인 B, 정보 교사인 C, 도덕 교사인 D는 인공지능 돌봄 로봇 TR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까?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과학 교사는 이 소설에 나오는 TRS가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
을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B가 인공지능의 현황을 말하던 게 떠오르는군. B라면 이 소설을
그저 허구로 볼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발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고 할거야. 정보 교사 C도 인공지
능이 의료와 복지, 교육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었지. 고령층의 건강을 체크하는 웨어러블
기기, 노인 돌봄 안부전화 시스템, 반려 강아지 로봇이 이미 상품으로 존재했다고 했었지. 하지만 상품
개발에서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었지. 도덕 교사인 C는 아무래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그는 인간/기계의 경계에 의문을 던지는 포스트휴머니즘, 트랜스휴
머니즘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 B, C, D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려고 할까? 이들과 이야기를 한
번 나누어 보면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겠어.’
또한, A교사는 교과 매칭을 시도하기 위해 다른 교과에서 ‘과학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
하여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합니다. 먼저, 표의 오른쪽에 키워드를 나열하고 이것을
교과별로 배정하여 보았습니다. 어떤 교과로 배치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위해 그는 2015 개정 교육과
정 모든 과목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교과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일단, A교사는 다양한 교과와의 매칭
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가급적 다양한 교과와의 매칭을 시도한 일차적인 이유는 여러 교과와의 융합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번 융합 수업에서 다루는 ‘과학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로봇’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다른 교과에서 무엇을, 어떤 관점과 수준에서 배웠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A교사는
해당 주제를 국어과, 사회과, 가정과, 정보과, 기술과, 도덕과 성취기준과 관련지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
다. 그는 이 단계에서도 교사간 공동 작업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양한 교과의 교사가 협업을
하게 된다면, 키워드를 교과와 매칭하는 작업이 매우 수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예컨대, 키워드를 보기만 해도 담당 교과 교사는 이 주제와 자신의 교과가 어떻게 연결되
는지를 자동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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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8 교과의 키워드 매칭
키워드
갈등,

교과

로봇이

▶ 국어

학습 요소

키워드 배정

성취기준

-소설 속 갈등의 사회적 의미

갈등/

9국05-03

등장하는 문학

-갈등의 진행과 해결 방안

문학작품/

9국03-01

작품, 과학 기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쓰기

소설의 사회적 성

술 발달, 직업
변화,

인간/비

인간의

격
사회

경계,

인간/로봇의 차
이,

-우리나라 사회 변동의 방향과 미

고령화/

9사(지리)07-03

래 예측

노년층 소외/

9사(일사)12-02

-고령화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직업 변화/

개인정보,

인간의 존엄성,

사회 변동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와 기

가족의 구조와 기

9기가01-06

능의 변화

능/

9기가01-04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가족 관계 갈등 원

원인과 해결 방안

인과 해결 방안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 사

직업 변동/

9정01-01

유토피아, 디스

회와 직업의 변화

개인정보/

9정01-02

토피아,

-정보기술 발달이 개인정보 침해

유토피아/

문제와 해결 방법

디스토피아

-생명기술의 발전과 윤리

생명 연장/

9기가04-08

-개인 정보 유출

과학 기술/

9기가04-09

존엄한

죽음,

가정

고통, 책임, 가
치 갈등, 과학
기술의

영향,

의료와

복지,

치료,

정보

연명
안락사,

윤리,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 소설의
사회적

성격,

의료와 복지/

고령화, 노년층

인공지능 상용화/

소외,

윤리

사회변

동, 가정 역할,
돌봄,

도덕

유토피

-과학 기술과 윤리

연명 치료/

9도04-02

-인간의 존엄성(삶, 죽음, 고통)

안락사/

9도03-01

아, 디스토피아

윤리/
인간 존엄성
기타

-인공지능 발전 단계

과학 기술 발달/

-인공지능의 문제점

인공지능 단계/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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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가 선택한 교과별 관련 성취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국어

성 취 기 준
9국05-03
9국03-01

[9국05-03]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9국03-01]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
해하고 글을 쓴다.
[9사(지리)07-03]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비교

사회

9사(지리)07-03

하여 분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다.

9사(일사)12-02

[9사(일사)12-02]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
안을 탐구한다.
[9기가01-06]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효과적

가정

9기가01-06

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9기가01-04

[9기가01-04]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정보

9정01-01
9정01-02

가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9정01-02]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방법을 실천한다.
[9기가04-08] 생명 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 및 생명 기술의 활용

기술

9기가04-08

분야를 이해하고 생명 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한다.

9기가04-09

[9기가04-09] 생명 기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생명 기술의 발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9도04-02]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명하
고, 동시에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도덕

9도04-02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9도03-01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
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 단계 추출된 키워드가 교과로 모두 매칭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
등학교 때 다룬 내용이거나 중학교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교과
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학습 과정에서 교상의 설명 등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A교사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현 단계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간단한 자료나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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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의 수업 구성

주제에서 추출한 추출한 키워드를 교과별로 배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교과별 학습 요소를 추출하
였다면, 이제 교과의 수업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각 교과에서 어떤 수업 내용과 활동을 다루게 될지 구
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는 교과를 기준으로 하여 활동을 구
성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학습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활동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에서는 각
교과별 활동이 명료하게 확인된다는 장점이 있고, 후자에서는 학습요소와 활동이 중심이 되어 자연스
러운 교과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의 변화는 사회과, 정보과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교과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보과에서는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겨난다고 설명하며, 소프트웨어 발달에 따라 의료 헬스 케어 전문가, 빅 데이터 전문가, 핀테크
보안 전문가, 미디어 아티스트 등의 직업이 생겨나고, 소프트웨어 기술 발달로 학생이 선택할 직업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한편, 사회과에서는 산업화에서 정보화로의 사회 변동에 보다 초점을 두
면서, 사라진 직업과 새로 등장한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른 학생의 직업 탐색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사회과와 정보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과별로 학습
활동을 구서하게 되면 교육과정이 반복, 중첩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복 내
용이 없도록 활동 기준으로 교과 융합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A교사는 일단 교과를 기준으로 학습 요소와 학습 활동을 구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융
합 수업을 위해 활동 기준으로 다시 재편해야 하더라도, 먼저 교과별 학습 내용과 활동을 확인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과별 키워드를 매칭한 표에서 성취기준을 확인하면서 수업 내
용과 활동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표> 교과 기준 학습 요소와 학습 활동
교과
국어

키워드

학습 요소

갈등

-사회문화적

문학작품
문제해결

학습 활동
맥락

성취기준

-소설 속 인물의 갈등과 해결과정 파악하기

9국05-03

을 고려하여 문학작

-환자보다 보호자를 살리기로 결정한 TRS의 선

9국03-01

품 읽기

택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갈등의 진행과 해

-소설에 드러난 사회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방

결과정 파악

안 제시하는 글쓰기

-적절한 매체를 활

-주제, 목적, 매체, 독자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용하여 효과적인 글

표현하기(영상, 카드뉴스 등)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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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사회

키워드

학습 요소

학습 활동

고령화

-한국 사회 변동의

-모둠별로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9

사회비용

경향과 미래 예측

조사하기

리)07-03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

9

생기는 문제점 발표하기

사)12-02

노인 소외

성취기준
사
사

(
(

지
일

-고령화 속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중의 변화,
노년 부양비의 변화 등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 변동 특성 발표하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적, 정책적 대응
방안 토의하기
가정

돌봄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고령화, 과학 기술 발달)가 가족의

9기가01-06

가정

가족 구조와 기능의

구조와 기능에 끼치는 영향 조사하기

9기가01-04

변화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가족 갈등과 문제점 찾

-가족 관계에서 발

아보고 해결 방안 발표하기

생하는 갈등의 원인
과 해결 방안
정보

직업 소멸

-정보기술의

개인정보

-‘워크넷’에서 미래 직업 찾아보기

9정01-01

로 인한 미래사회와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에서 직업 적성 검사하고

9정01-02

직업의 변화

나의 직업 탐색하기

-정보기술

발달

발달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

-인공지능 로봇 상용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 조사하고 해결 방안 토론하기

와 해결 방법
기술

생명 연장

-생명기술

기술 의료
복지

발달의

-생명기술을 활용한 로봇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9기가04-08

영향

전망, 사례 조사하기

9기가04-09

-생명기술과 윤리

-생명기술 발달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과 문제점 분석하고 해결 방안 토론하기

도덕

연명 치료

-과학 기술과 윤리

-TRS의 선택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9도04-02

안락사

-인간의 존엄성(삶,

-TRS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왜 문제

9도03-01

죽음, 고통)

인지 토론하기
-환자나 보호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
지 토론하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살인이 용납될 수 있는
지 토론하기
-인간을 연민하고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로봇
을 학대하는 것이 옳은지 토론하기
-인간과 비인간(인공지능 로봇)의 차이 토론하기

물론 모든 교과가 참여하여 융합 수업을 구성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의 표는 가능한 한
여러 교과를 끌어들여 학습 요소, 학습 활동으로 추출해 본 것입니다. 융합 수업의 규모나 참여 교과
현황에 따라, 유연한 수업 구성을 유연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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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학습방법 선정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언제나 옳은 교수학습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교사는 교수 목
적, 내용, 상황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선택하는 해야 한다보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융합 수업의 목적
이 학생이 자신의 배움을 활용하여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으므로 교사 주도
형 수업을 지양하고자 했습니다. 교사 주도 수업보다는 학생의 역할이 많아지는 협동학습, 토의·토론
수업, 찬반 토론 수업, 조사와 발표하기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기반학습을 적극 활용하
여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유하고 학생 주도의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A교사는 학습 활
동별 교수학습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표> 학습 활동에 따른 교수학습방법
교과

학습 요소

학습 활동

교수학습방법

국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

-소설 속 인물의 갈등과 해결과정 파악하기

문제해결 모형

려하여 문학작품 읽기

-환자보다 보호자를 살리기로 결정한 TRS의 선택에 대

찬반 토론

-갈등의 진행과 해결과

한 찬반 토론하기

정 파악

-소설에 드러난 사회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방안 제시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

하는 글쓰기

여 효과적인 글쓰기

-주제, 목적, 매체, 독자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
기(영상, 카드뉴스 등)

사회

-한국 사회 변동의 경

-모둠별로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조사하

조사하기

향과 미래 예측

기

발표하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토의·토론

문제점 발표하기
-고령화 속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중의 변화, 노년 부
양비의 변화 등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 변동 특성 발표하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적, 정책적 대응 방안 토
의하기
가정

-사회 변화에 따른 가

-사회 변화(고령화, 과학 기술 발달)가 가족의 구조와

조사하기

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기능에 끼치는 영향 조사하기

토의·토론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가족 갈등과 문제점 찾아보고

문제해결 모형

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

해결 방안 발표하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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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학습 요소

학습 활동

교수학습방법

정보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

-‘워크넷’에서 미래 직업 찾아보기

조사하기

한 미래사회와 직업의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에서 직업 적성 검사하고 나의

토의·토론

변화

직업 탐색하기

문제해결 모형

-정보기술 발달이 개인

-인공지능 로봇 상용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

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

조사하고 해결 방안 토론하기

방법
기술

-생명기술 발달의 영향

-생명기술을 활용한 로봇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전망,

조사하기

-생명기술과 윤리

사례 조사하기

토의·토론

-생명기술 발달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과

문제해결 모형

문제점 분석하고 해결 방안 토론하기
도덕

-과학 기술과 윤리

-TRS의 선택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조사하기

-인간의 존엄성(삶, 죽

-TRS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토

토의·토론

음, 고통)

론하기

문제해결 모형

-환자나 보호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지 토론
하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살인이 용납될 수 있는지 토론
하기
-인간을 연민하고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로봇을 학대
하는 것이 옳은지 토론하기
-인간과 비인간(인공지능 로봇)의 차이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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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업의 진행

A교사는 문제기반학습을 활용하여 융합 수업을 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
능 로봇’을 교과 내용 지식 차원으로 배우는 것은 의미도 없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
과 분리된 지식으로 배우게 된다면, 학생들은 ‘과학 기술의 부정적, 긍정적 영향’이 자신의 삶과 실제
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식 중심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왜 이 죽어 있는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A교사는 평소에도 교육의 ‘비
실제성’,‘탈맥락화’가 학생의 학습 의욕을 좌절시키는 중요 요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기반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A교사는 문제기반학습에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융합 수업을 위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A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검 과정을 거치며 문제를 다
듬어 갔습니다. A교사는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제, 배움이 극대화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처음에는 학습 요소만을 고려하여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1. 문제 초안 만들기
문제 초안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김혜진)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 SF소설이다. 이 소설은 가까운 미래에 벌
어지게 될 사회적 문제인 ‘고령화’, ‘직업 변동’, ‘돌봄 로봇 상용화’, ‘개인 정보 유출’를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 문제점, 그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자.

A교사는 자신의 만든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학생의 학습 동기와 의욕
을 고취할 수 있는가, 학생의 배움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등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체크리
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초안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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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초안 체크리스트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

학습자의 경험과 배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수준의

아니오. 학습자의 경험, 배경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인가?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니오. 학생이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흥

인가?

미와 관심이 생기는데 초안의 문제는 그저 공부해야
할 목록입니다.

문제해결안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오. 추상적이고 막연한 해결안이 나올 것입니다.

실제 삶과 연계된 실제적인(authentic)문제인가?

아니오. 학생이 문제를 자신의 실제 삶과 연결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문제가 비구조적이고 복잡한가?

아니오. 이미 학습할 요소를 부여하고 있는 구조화된
문제입니다.

주인공의 역할과 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명시되어

아니오. 학생의 역할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있는가?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사고 과정이 그 분야의 전문

아니오.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는 사고과정이 나타나지

가나 직업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가?

않습니다.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오. 문제가 불확실하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3. 초안의 문제점 체크
A교사는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자신이 구성한 초안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문제점 체크
§

문제기반학습의 문제는 학생의 학습 동기와 욕구를 자극해야 하는데, 지금 작성한 문제는 지식 중심 수
업에서 해오던 수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배우는 내용이 학생의 실제 삶과 직결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학습 의욕이 고취되는데, 초안에서는 적절
한 시나리오가 제공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학생이 해야 할 역할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아마도 이 과제는 레포트로 제출해야 할 듯한데, 이미 목차가 구성된 것이나 마찬가이다. 학생은 소설
을 읽고 그것에 기반해서 문제점 4가지와 그것을 해결할 방안 4가지를 적어내면 될 것이다. 문제기반
학습에서는 구조화된 문제를 지양하는데, 초안은 구조화된 문제이다.

§

SF소설이 흥미 부여, 맥락 구성을 위해 활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배움에서 어떤 역할을 하
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융합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어과 수업 따로, 사회과, 도덕과, 정보과 수업
따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진정한 융합 수업이 아니라, 기계적 융합 수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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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자신이 작성한 초안이 문제기반학습의 문제로서 많은 결함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A
교사는 학생이 흥미를 갖고 자신의 과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는 학생에게 적절한 상황에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A교사에게 과학의 달 행사
가 떠올랐고, 융합 수업 결과물을 과학의 날 행사의 작품으로 제출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생각났습니
다.

4. 문제의 개선
A교사는 체크리스트에서 지적된 사항에 유념하며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문제 수정
OO중학교에서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달, 30년 후 우리 세상은 어떨까?’라는 주제로 ‘과
학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OO중학교 2학년 학생은 학급별(또는 모둠별)로 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
였다. 미래 사회의 갈등과 문제가 잘 드러난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를 읽고, 과학 기술의 발전이 우
리 삶에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 한계와 문제점, 대응 방안을 영상이나 카드 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제출
해야 한다. 학급(또는 모둠)은 공동으로 출품작을 제출하여 하는데, 아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건>
1. 소설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김혜진)에 드러난 미래의 사회적 문제와 갈등에 기반하도록 한다.
2. 사회 변동으로 인한 문제로 ‘고령화’, ‘인공지능 상용화’, ‘사생활 침해’, ‘안락사’, ‘과학 기술의 발전’,
‘인간/비인간 경계’ 중 3개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3. 과학 기술이 삶에 끼치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4. 해결 방안은 2가지 이상 다루어야 하며, 대응 방안은 개인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으로 나뉘어 구체
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5. 산출물로 보고서, 포스터, 동영상, 카드 뉴스 중 하나를 선택하되,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
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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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 확인
A교사는 융합 수업 주제 및 키워드가 교과별 성취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활동 예시

국어

[9국05-03]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

-소설 속 인물의 갈등과 해결과정 파악하기

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환자보다 보호자를 살리기로 결정한 TRS의 선택

[9국03-01]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

-소설에 드러난 사회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방안

을 쓴다.

제시하는 글쓰기
-주제, 목적, 매체, 독자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영상, 카드뉴스 등)

사회

[9사(지리)07-03]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모둠별로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조

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비교하여 분석하

사하기

고, 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

[9사(일사)12-02]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

생기는 문제점 발표하기

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구한

-고령화 속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중의 변화, 노

다.

년 부양비의 변화 등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고 이
를 토대로 한국 사회 변동 특성 발표하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적, 정책적 대응 방
안 토의하기

가정

[9기가01-06]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사회 변화(고령화, 과학 기술 발달)가 가족의 구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조와 기능에 끼치는 영향 조사하기

통해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가족 갈등과 문제점 찾아

실천한다.

보고 해결 방안 발표하기

[9기가01-04]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
와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정보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워크넷’에서 미래 직업 찾아보기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가치를 분석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에서 직업 적성 검사하고

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

나의 직업 탐색하기

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인공지능 로봇 상용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9정01-02]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정보

문제점 조사하고 해결방안 토론하기

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방법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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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활동 예시

기술

[9기가04-08] 생명 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생명기술을 활용한 로봇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전

세부 요소 및 생명 기술의 활용 분야를 이해

망, 사례 조사하기

하고 생명 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한다.

-생명기술 발달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9기가04-09] 생명 기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영향과 문제점 분석하고 해결 방안 토론하기

생명 기술의 발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덕

[9도04-02]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

-TRS의 선택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명하고, 동시에

-TRS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왜 문제인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지 토론하기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환자나 보호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지

있다.

토론하기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살인이 용납될 수 있는지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토론하기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인간을 연민하고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로봇을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학대하는 것이 옳은지 토론하기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인간과 비인간(인공지능 로봇)의 차이 토론하기

6. 문제기반 학습 진행
제시된 문제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틀에 학습자들이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기반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합니다.
가설/해결안
l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됨.

알고 있는 사실들
l 알파고 등의 인공지능
l 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과 가
족 구조 변화

l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갈등이 발생

더 알아야 할 것들
l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쓰기 절
차와 방법
l 과학 기술 발전의 긍정적, 부정
적 측면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l 고령화 시대 돌봄의 의미
l 과학기술 발전의 윤리적 문제와
한계
l 인공 지능 로봇의 상용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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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융합 수업 전체 흐름과 전개 정리
A교사는 문제기반학습의 순서에 따라 문제와 수업 내용, 활동을 정리한 후,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융
합 수업의 전체 차시와 전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교과를 기준으로 학습내용과 활동을 구성하였지
만, 그것이 융합 수업의 순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교과의 내용이 중첩되는 것을 덜어내고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아래와 같이 전체 수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 5, 6차시에는
사회/가정, 정보/기술, 정보/도덕의 내용이 주가 되는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확인하고, 교
과 교사의 협조도 구하였습니다.

<표> 융합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전체 계획

교과

키워드

1차시

안내

2차시

텍스트 이해
(토의·토론)

교과

성취기준

-

-

국어

9국05-03

l 찬반 토론
-TRS의 선택은 옳은가?
-환자와 보호자 중 누구를 살려야 하나?
-인공지능이 생사를 선택할 수 있는가?

국어

9국05-03

미래 사회 문제
이해
(조사와 발표)

l 미래 사회의 문제와 해결책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과 문제점
-고령화 추세와 문제점
-인구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
-사회 변화가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로 인한 가족간 갈등과 문제점, 해결 방안

사회
가정

9사(지리)07-03
9사(일사)12-02
9기가01-06
9기가01-04

5차시

미래 사회의
변동과 직업
(조사와 발표)

l 사회 변동과 직업 변화
-과학 기술 발달로 인한 직업 변화
-사회 변동으로 인한 사라진 직업, 새로운 직업
-나의 직업 탐색
-생명기술 발달

정보
기술

9기가04-08
9기가04-09
9정01-01

6차시

과학 기술과
윤리
(토의·토론)

l 과학 기술의 영향과 윤리
-환자나 보호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과학 기술의 영향
-인공지능 발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정보
도덕

9정01-02
9도04-02
9도03-01

7-8차시

과학 축제
출품작 제작하기
(제작)

l 출품작 제작하기
-포스트, 동영상, 카드 뉴스 중 선택
-주제, 목적, 매체, 독자에 맞게 글쓰기
-내용 구성과 표현하기

국어

9국03-01

9차시

결과물 공유

-

-

3차시

4차시

딜레마 토론
(찬반 토론)

학습 내용 및 활동
l 수업 안내 및 문제 공유
l 과제 설명
l 내용 이해하기
l 인물, 사건 이해하기
l 갈등의 전개와 해결 과정 이해하기

l 결과물 공유 및 감상
-결과물 공유하기
-감상 및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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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융합 수업에서 학급(또는 모둠)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결과물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기준을 융합 수업 1차시에서 미리 공유하여, 학생들이 과제물에 포함될 내용과
평가 기준을 미리 숙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최종 결과물 외에 루브릭 만들기 3, 4, 5, 6차시 토의·토
론의 평가 기준을 미리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조사하기, 발표하기, 토의·토론하기 등 학생 참여가
활발하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루브릭은 문제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
습니다.

상

중

하

사회 문제와 해결책
제시

조건에 나오는 문제점 중
3가지 이상이 제시되고,
해결방안이 하나로 치우치
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시
됨

조건에 나오는 문제점 중
2가지 이상이 제시되거나,
해결방안이 다소 추상적임

조건에 나오는 문제점 중
2가지 이상이 제시되고,
해결방안이 추상적임

과학 기술의 영향

과학 기술의 긍정적, 부정
적 측면이 모두 설득적으
로 드러남

과학 기술의 긍정적, 부정
적 측면이 나오나 설득력
이 떨어짐

과학 기술의 긍정적, 부정
적 측면 중 하나만 제시됨

문제 해결형 쓰기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모두 고려한 산출물임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중 3가지를 충족한 산출
물임.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맞지 않는 결과물임

학생 협동

참여자의 역할이 분명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짐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나 역할이 불분명함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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