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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인간의 모든 활동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텔
레비전, 자동차가 달리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며, 경제 , 문화, 과학 등
우리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도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현재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는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
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를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해 안간힘
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연구하고 발전
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차 에너지의 3.18%를 차지했
으며, 이 중 폐기물(폐가스, 정제연료유, 산업폐기물 등 비재생에너지 포
함)의 비중이 67.8%로 가장 크고 바이오(15.1%), 수력(9.2%), 태양광, 풍
력 순으로 보급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35년에는 우리나라 신재생에
너지 발전량 비중이 15%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태양광(22%)과 풍력
(29%)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용량 면에서는 태양광(17GW)이 신
재생 발전설비의 45%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미래 사회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보다는 재생 가능한 에너
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같은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중 연료전지는 연료의 산화(酸化)에 의해서 생기
는 화학에너지를 직업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전지로, 일종의 발전장치
(發電裝置)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전형적인 예로 수소-산소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연료 전지는 수소 외에 메탄과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化石燃料)를 사
용하는 기체연료와, 메탄올(메틸알코올) 및 히드라진과 같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의 연료전지가 나왔습니다.
또, 발전효율의 향상을 꾀한 것이나, 귀금속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고
온 형의 용융탄산염 연료전지를 제2세대, 보다 높은 효율로 발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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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전해질 연료전지를 제3세대 의 연료전지라고 하며, 고분자 전해질 형
은 제4세대 연료전지입니다.
연료 전지의 원리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 직
접 발전하는 것으로 ① 연료 극(양극)에 공급된 수소는 수소이온과 전자
로 분리 → ② 수소이온은 전해질 층을 통해 공기 극으로 이동하고 전자
는 외부회로를 통해 공기 극으로 이동 → ③ 공기 극(음극)쪽에서 산소이
온과 수소이온이 만나 반응생성물(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반응
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전기와 물, 열을 생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1~3학년군 과학 교과 ‘여러 가지 화학 반응’ 단
원, 기술·가정 교과 ‘에너지와 수송 기술’ 단원, 미술 교과의 ‘조형 요소
와 원리’, 수학 교과의 ‘수와 연산’의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생
들이 ‘재생 에너지 전문가’로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업은 연료 전지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전기를 얻
고 LED 전등을 켜는 실험을 해 봄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실험해보고
오늘날 재생 에너지 전문가가 하는 일을 이해하며, 이와 더불어 자신이
가진 강･약점과 길러야 할 능력을 생각하며 진로탐색을 시작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본 차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생 에너지 전문가가 되어 탐구하는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
도록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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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목표
가. 내용 목표
1) 연료 전지의 뜻과 쓰임새,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연료 전지의 발전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연료 전지를 이용하여 LED 전등을 조형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만
들 수 있다.
4) 연료 전지와 같은 친환경 전지와 관련된 직업을 설명 할 수 있다.
5) 나의 장래 희망을 커리어패스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나. 과정 목표
1) 나와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전기의 발생과 이용을 이해하고, 전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연료 전지 만들기를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필요성을 이해
할 수 있다.
4) 연료 전지 만들기를 통하여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다.
5) 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관련된 다른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와 관련성
1) 과학
중학교 1~3학년군 ‘물질의 구성’
2) 기술/공학
중학교 1~3학년군 ‘에너지와 수송 기술’
3) 미술
중학교 1~3학년군 비상교과서
‘자유로운 발상과 표현’, ‘아름답고 편리한 제품’
4) 수학
중학교 1~3학년군 ‘기하’
- 3 -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Prologue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 2011년의 전력난에
의해 정전 등 전기의 이용에 대한 예를 들어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
미 유발
‣ 1차시 전기, 전지와 관련한 직업 세계 탐색으로 진로에 대한 소개
‣ 2~3차시 기존 전지의 단점 및 연료에 대한 필요성을 소개하며 녹색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학생의 흥미 유발
○ 창의적 설계

‣ 구제적인 과학적, 기술적 탐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 연료 전
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며 관련 산업 및 진로를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함
‣ 연료 전지 만들기 과정을 통해 연료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
득하도록 함
‣ 제시된 방법 이외에 연료 전지를 제작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
○ 감성적 체험

‣ 연료 전지를 이용한 LED 전등 만들기 과정과 자기 평가, 동료 평가를
통하여 과정에 대한 성취, 성공의 체험
‣ 성공의 체험을 통한 미래 사회의 유망 직업 및 녹색 에너지 관련 직업
탐색
‣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한 커리어 패스 설계와 장래 희망에 대한 다양
한 조사활동 하기를 통한 진로 탐색하기
‣ 전체 수업을 통해 설계한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발표하고 자신과 동료
들의 커리어 패스를 비교하고 자신의 커리어 패스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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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안 총괄표
가. 수업 모듈
모듈

단계

차시
1차시

모듈 1

활동내용 및 주제

수업 방법

▶전기의 발생과 이용

강의

▶기존 전지의 문제점

강의

▶연료전지의 필요성

조사

▶신재생 에너지란

강의

상황
제시
2차시

3차시
창의적

토의

설계
모듈 2
감성적
체험

▶친환경 연료전지 만들기

5차시

▶친환경 연료 전지 평가하기

체험활동

▶행복의 조건

체험활동

6차시

7차시
진로
활동
모듈 3

▶너 자신을 알라

▶미래의 유망 직업
▶녹색 에너지 관련 직업 탐색

8차시

9차시

체험

발표

▶전기와 직업

하기

체험활동

▶나의 진로 설계하기

감성적

조사

4차시

조사활동

▶녹색 에너지 전문가 준비하기
▶job shadowing

10차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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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나. 총괄표
과목

과학, 기술․가정, 미술, 수학

총차시

10

1) 과학 : 중학교 1~3학년군 ‘물질의 구성’

단원

2) 기술/공학 : 중학교 1~3학년군 ‘에너지와 수송 기술’
3) 미술 : 중학교 1~3학년군 ‘조형 요소와 원리’
4) 수학 : 중학교 1~3학년군 ‘기하’
1) 과학
과학, 기술, 사회의 관계를 인식한다.
2) 기술
생활 속에서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여 창의적으로 해결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며, 또한 미래의 직업과 일의 세계에 대한 건전한 가치

교육과정

관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
3) 미술
주어진 조건과 재료를 가지고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구조와 형태미를 표현할 수 있다.
4) 수학
사회 및 자연의 수학적 현상에서 파악된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
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가. 내용 목표
1) 연료 전지의 뜻과 쓰임새,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연료 전지의 발전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연료 전지를 이용하여 LED 전등을 조형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제작 할 수 있다.
4) 연료 전지와 같은 친환경 전지와 관련된 직업을 설명 할 수 있다.
5) 나의 장래 희망을 커리어패스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나 과정 목표
1) 나와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전기의 발생과 이용을 이해하고, 전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
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연료 전지 만들기를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4) 연료 전지 만들기를 통하여 에너지 분야에 관련 직업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를 갖을 수 있다.
5) 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관련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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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기존 전지의 단점

<상황 제시>

Ⓣ/Ⓔ 연료 전지의 필요성

Ⓒ 전지, 전지와 관련한 직업 세계 탐색
(1/10차시)

Ⓢ 기본적인 전기 특성 이해하기

▸전기의 발생 및 전달 이용에 대해 이해하
기
▸전기와 관련된 직업 파악하기
‣ PPT
▸한국표준직업표의 각 대분류에서 전기 관
련 직업 찾아보기

‣ 학생용 교재

▸배터리가 빨리 닳는 이유 찾아보기
▸현재 사용되는 전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탐색하기
▸연료전지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전지 사용 시 주의사항과 취급 시 주의사
항을 알고 생활에 적용하기
Ⓣ/Ⓔ 기존 전지의 단점

<상황 제시>

Ⓣ/Ⓔ 연료 전지의 필요성

Ⓒ 전지, 전지와 관련한 직업 세계 탐색
(2/10차시)

Ⓢ 기본적인 전기 특성 이해하기

▸전기의 발생 및 전달 이용에 대해 이해하 ‣ PPT
기
‣ 학생용 교재
▸전기와 관련한 직업 파악하기
▸한국표준직업표 각 대분류의 전기 관련 직
업 찾아보기
▸배터리가 빨리 닳는 이유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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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어지는 전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탐색하기
▸연료전지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전지 사용시의 주의사항과 취급시 주의사
항을 알고 생활에 적용하기
Ⓢ 연료 전지를 이용한 LED 전등 만들기 아이

<창의적 설계> 디어 구상
Ⓣ/Ⓔ 연료 전지 제작하기
(3~4/10차시)

Ⓐ 제작할 연료 전지의 구조를 계획하고 재료
및 구조에 따른 최적의 형태를 제안하기
Ⓜ 연료 전지를 통해 발생한 전기량 계산하기

▸에너지와 관련한 현재와 미래 생활에 대하
여 생각해 보기
‣ PPT
▸연료 전지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기
‣ 학생용 교재
▸연료 전지를 이용한 LED 전등 만들기의
아이디어 구상하기
▸구상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디자인하기
▸계획한 연료 전지를 제작하기
▸연료 전지로 발생시킨 전기에너지의 양을
계산하기
<감성적 체험> Ⓢ,Ⓣ/Ⓔ,Ⓐ,Ⓜ 연료 전지 결과물 평가하기
(5/10차시)

▸교사에 의한 연료 전지 완성품 평가하기
▸학생에 의한 연료 전지 완성품 평가하기
(자기평가,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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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 학생용 교재

<진로 활동>
(6/10차시)

Ⓒ 나에 대한 이해

‣ PPT

▸나를 찾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 흥
미, 성격, 가치관 등을 확인하기

‣ 학생용 교재

Ⓒ 미래 사회의 유망직업 및 녹색 에너지 관련

<진로 활동>

직업 탐색하기
Ⓒ 장래희망 커리어 패스 만들기

(7~9/10차시)

Ⓒ 커리어넷에 나온 직업 선택하여 조사하기
Ⓒ 커리어 패스에 나온 직무 따라잡기

▸미래의 유망직업과 과학기술분야 10대 신
직업군 알아보기
▸커리어넷을 이용한 녹색 에너지 직업 탐색 ‣ PPT
하기
‣ 개인용 PC
▸녹색 에너지 관련 자신의 진로 설계하기
‣ 학생용 교재
‣ 나의 진로에 당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 탐
색하기
‣ 나의 인생 로드맵 설계하기
▸나의 진로 목표 설정하기
▸나의 생애 곡선 그래프 작성하기
<감성적 체험>
(10/10차시)

Ⓢ,Ⓣ/Ⓔ,Ⓐ,Ⓜ 나의 커리어 패스 발표하기

▸녹색 에너지 전문가의 자질 파악하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강점, 부족한
점, 내게 필요한 능력 파악하기
▸내게 적합한 녹색 에너지 전문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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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 학생용 교재

알아보기
▸녹색 에너지 전문가 직업 세계 탐색하기
▸자신이 선택한 녹색 에너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계획 발표하기
▸다른 친구들이 발표하는 녹색 에너지 전문
가가 되기 위한 발표 경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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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가. 체험활동 평가 계획
학생에 의한 평가

학생에 의한 평가

방법
관찰 완제품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비율(%)

10

50

20

자기 평가

동료 평가

10

10

□ 관찰
구분

평가내용
흥미를 보이며, 도전과제를 잘 인식하고 스스로 작업한다.

참여도
(3)

도전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작업에 다소 집중하지 못
했다.

과정
(3)

표현 정도
(2)

3
2

과제해결에 흥미가 없고, 불성실한 작업태도를 보인다.

1

지식과 학습을 관련시키고, 지식의 전달과 표현을 잘한다.

2

학습과 지식 정보와 필요한 지식을 찾을 수는 있으나 표현과 전달에 보
(2)

배점 점수

완이 필요하다.

1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르고, 지식 전달이 잘 안된다.

0

적합한 전략을 찾아 도전하고 변화와 창의성이 돋보인다.

3

도전과제 해결 과정이 불확실하지만, 도움을 구하며 해결
해나가고자 한다.

2

도전과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포기하며, 의욕이 없다.

1

과정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전달한다.

2

몇 가지를 진술할 줄 알지만, 조직적인 표현이 부족하다.

1

과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부정확하다.

0

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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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 평가
항 목

등 급

세 부 사 항

배점 점수

① 연료전지, ② LED 전등, ③ 연료전지를 이용한 LED 전등(?)
기능성
(작동여부)
(30점)

창의성과
디자인
(10점)

견고성
(10점)

A

①, ②, ③ 모두 작동

30

B

①, ② 각기 작동했고 ③은 작동하지 않음

26

C

①, ② 중 한가지만 작동하고 ③도 작동하지 않음

22

D

①, ②, ③ 모두 작동하지 않음

18

E

미완성

14

A

아이디어가 새롭고 디자인이 우수함

10

B

아이디어는 새로우나 디자인이 일반적임

8

C

아이디어가 평범하고 디자인이 일반적임

6

D

아이디어도 디자인도 미흡함

4

A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견고함

10

B

기능의 발휘되기에는 튼튼하지만 파손될 위험이 있음

8

C

튼튼하지 못해 평가하면서 파손되었음

6

점수

□ 포트폴리오 평가
평가내용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수업과정 및 결과를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정리는 깔끔하게 되어 있으나, 수업과정 및 결과의 기록이 조금은 부족하
다.

점수
20
17

깔끔하기는 하지만, 수업과정 및 결과의 기록이 미흡하다.

14

많은 수업과정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고, 정리 상태도 미흡하다.

11

수업과정을 기록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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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기 평가
구분

평가내용
미흡[ 1 ]

활동과제 ∘과제에 흥미가 없었다.
이해

∘과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점수

보통[ 2 ]
우수[ 3 ]
∘과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과제에 흥미가 있었다.
어려웠다.

∘스스로 알아서 수행하였다.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원
했다.

(3점)
미흡[ 1 ]

보통[ 2 ]

우수[ 3 ]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은 알았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얻는지 몰랐다.

으나 부족함을 느꼈다.

알았다.

제작 준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도전과제 해결에 대한 아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
및 계획
(3점)

확신할 수 없었다.

이디어가 몇 가지 있었

을 많이 알고, 다른 것들도

∘설계가 엉망이고 무엇인지
다.
시도하였다.
모르겠다.
∘좌절감을 느꼈지만 설계 ∘설계를 비교적 정확하고 꼼
를 끝냈다.

꼼하게 하였으며, 다른 조
에 비해 우수하였다.

미흡[ 2 ]
보통[ 3 ]
우수[ 4 ]
∘설계에 맞게 제작하는데 ∘제작하는데 가끔은 어려 ∘설계에 대한 제작 과정을
어려움이 많았다.

움을 호소하였고, 선생님

다른 친구들에게 자세하게

제작

∘조원끼리 협동하지 않았 의 도움을 받았다.
설명할 수 있다.
다.
∘조원끼리 협동하는데 어 ∘조원끼리 협동하여 완벽하

(4점)

∘제품을 완성하지 못했다.

려움이 있었다.

게 조직적으로 제작에 임하

∘제품을 완성하였으나, 왠 였다.
지 부족함이 있다.
∘설계에 맞는 제품을 정확하
게 만들어 냈다.

계

□ 동료 평가
동료 관찰 평가
평가 항목

발표(홍보) 평가
모둠명

평가 항목

(이룸)

체험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제작 과정과 완제품을 가장 잘

참여한 모둠(5점)

발표한 모둠(5점)

체험 활동에 적절히 참여한 모

제작 과정과 완제품을 일반적

둠(3점)

으로 잘 발표한 모둠(3점)

체험활동에 참여가 미흡한 모

제작 과정과 완제품의 발표가

둠(1점)

미흡한 모둠(1점)
계(5점)

계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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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명
(이룸)

7. 학습 내용

▶ 전력예비용량에 따른
비상대책
- 1단계 준비단계
전력예비용량이 500만㎾
이하로 내려갈 경우
- 2단계 관심단계
전력예비용량이 400만㎾
이하로 내려갈 경우
- 3단계 주의단계
전력예비용량이 300만㎾
이하로 내려갈 경우
- 4단계 경계단계
전력예비용량이 200만㎾
이하로 내려갈 경우
- 5단계 심각단계
전력예비용량이 100만㎾
이하로 내려갈 경우
▶ 블랙 아웃
넓은 지역의 전기가 동
시에 모두 끊겨 도시기능
이 마비되는 최악의 정전
사태
http://www.youtube.co
m/watch?v=emOTqurkXO
E&feature=player_detailpa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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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지
방전을 모두 한 뒤에 충
전으로 본래의 상태로 되
돌 수 없는 비가격적 화학
반응을 하는 전지

▶2차 전지
충전을 해서 반영구적으
로 사용을 하는 전지.
충전물질의 종류에 따라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리튬폴리머 등등 구분함.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구분
1차 전지

한번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1회용 전지

망간 전지 : 플래쉬, 리모콘, 시계, 가스 탐지기, 인터폰, 계산기
알카라인 전지 : 면도기, 장난감,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2차 전지

충전을 하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지

연축 전지 : 자동차 전지
니카드 전지 : 면도기, 무선전화기용 전지
리튬 전지 : 휴대폰,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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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의 원리
http://www.youtube.com/
watch?v=-2Jr0yGSGS4&f
eature=player_detailpage

원자력발전의 원리
http://www.youtube.co
m/watch?v=_V4KE3_U
uiU&feature=player_de
tailpage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시에서 16 km 떨어
진 도핀 카운티의 서스쿼해나 강 가운데 있는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2호기(TMI-2)에서 일어난 노심 용융(meltdown)사고로 미국 상업 원자력산
업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고이다.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em_nom&ch_userid=y
unhap&prgid=41816366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1시 24분에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 SSR의 체르노
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에 의한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이 사고로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 강하물이 우크라이나 SSR과 벨라루스 SSR, 러
시아 SFSR 등에 떨어져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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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단위 : TOE/인,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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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분류
- 한국고용직업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고용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 커리어넷
http://www.career.go.kr/

지도시 유의사항
-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미리 준비하여 학생들이 정확한 직업명을 알수 있
도록 유도한다.
- 컴퓨터실 이용이 가능하다면 ‘워크넷 직업사전’에 접속하여 스스로 찾아
보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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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
단계별 항목 수
- 대분류 10개
- 중분류 52개
- 소분류 149개
- 세분류 426개
- 세세분류 1206개

▶ 워크넷 직업사전
http://www.work.go.kr/co
nsltJobCarpa/srch/jobDic
/jobDicIntro.do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전기와 관련된 직업 및 찾기
한국직업사전 > 한국표준산업분류별 >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전기업 > 직업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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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시 유의사항
학생에 의한 자기 평가는 교사의 관찰이나 완제품 또는 포트폴리오를 통
하여 알기 어려운 내용, 즉 학생들의 발달 정도, 이해 정도, 정의적 영역의
태도, 감정 등을 평가할 때 적극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신뢰
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료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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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배터리
http://www.youtube.com/
watch?v=UpSkX-zKzK8&f
eature=player_detailpage

스마트폰 배터리 관리 요령
- 배터리를 밤새 충전하는 것은 괜찮다.
- 0%까지 떨어지게 하지 말라.
- 배터리를 자주 충전 시키자.
- 일반 충전기 대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함께 오는 충전기를 이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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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화(degrating)
부품과 재료의 품질 또
는 특성이 나빠져 가는 현
상
▶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
를 변경하여 만들어진 배
터리로, 작동원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동일

http://www.youtube.co
m/watch?v=GynxX_ZN
Yv8&feature=player_de
tailpage
▶ 중합체
단위체가 반복되어 연결
된 고분자의 한 종류이다

▶ 리튬 이온 전지
이차 전지의 일종으로서,
방전 과정에서 리튬 이온
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
동하는 전지

▶ 니켈 카드뮴 전지
알칼리 축전지로 양의 활물질은 산화 니켈이고 음의 활물질은 카드뮴인
2차 전지
▶ 니켈 수소 전지
중금속인 카드뮴이 일으키는 환경문제와 메모리 효과, 에너지 밀도가 낮
은 니켈-카드뮴 배터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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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의 화학적 원리
내부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의 “화학에너지”를 화
학변화나 물리변화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서
공급해 주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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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의 역사
- 1800년 : 볼타(Volta) 전
지 발명 →화학자 볼타에
의해 발명된 최초의 전지
- 1836년 : Daniel 전지
(구리, 아연) 제조
- 1859년 : 연(납)축전지
제조
- 1864년 : 르크란체 망간
전지 제조 → 현재 사용되
는 전지의 원조
- 1960년 : 알카리 전지
제조

전지의 단점
전지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현대 생활에 중요한 필수품이지만 아직
도 단점이 많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망간 건전지의 경우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1회용으로 재충전할 수 없고, 수명이 짧다. 또한 함
부로 버려진 전지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충전이 가능한 전지 중에도
중금속을 사용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전기가 있다.
또한 전지가 소형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겁고 크기가 큰 전지도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전지를 소형화하면 전압이 낮아지고 수명이 짧아지므로
높은 전압을 필요로 하는 전지는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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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fuel cell)
탄소의 연소에 의한 유
리(遊離) 에너지 변화를 직
접

전기적으로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는 전지.
연료전지 원리
http://www.youtube.com/
watch?v=uesiwk85pCY
&feature=player_detail
page
▶ 연료전지의 작동 원리
연료인 수소가스를 연료
극 쪽으로 공급하면, 수소
는

연료극의

수소이온(H+)과

촉매층에서
전자(e-)

로 산화되며, 공기극에서는
공급된
통해

산소와
이동한

전해질을
수소이온과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한
전자가 결합하여 물을 생
성시키는 산소 환원 반응
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외부 흐름이 전류
를 형성하여 전기를 발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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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의 종류
사용하는 전해질의 종류
에 따라 구분되며 제1,2,3
세대 전지가 있음.
제1세대 인산염을 전해
질로

사용하는

인산염형

연료전지
제2세대 Na, K, Li등의
용융탄산엄을 전해질로 사
용하는 용융탄산염형 연료
전지
제3세대 고체 산화질코
늄 혹은 이성다중산 물질
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고
체 전해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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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시 유의사항
전지의 사용시 주의 사항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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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2조 정의 발췌)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
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햇빛·물·지열(地熱)·강수
(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
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
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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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시 유의사항
- 학생들이 심사숙고하여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정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추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 모둠별, 개인별 토의와 발표시 학습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스스로에 대
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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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시 유의사항
- 학생들이 심사숙고하여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정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추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 모둠별, 개인별 토의와 발표시 학습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스스로에 대
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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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발광다이오드)
갈륨(Ga),

인(P),

비소

(As) 등을 재료로 한 다이
오드로서 전류를 흘려주면
빛을 내는 다이오드의 일
종

▶ LED의 극성
LED는 +, - 가

있으므

로 극성에 유의하여 연결

지도시 유의사항
- 체험활동의 진행순서를 설명하여 준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전달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진
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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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생각해 보자
단단한 샤프심이나 연필
심을 황산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여

전지를

만들면,

전기 분해의 원리도 배우
고, 약간의 전기를 발생시
킬 수 있는 전지도 만들
수 있다. 물론 조그만 연필
심을 이용하면 발광다이오
드는 켜기 힘들지만 멜로
디 키트 정도는 작동시킬
수 있다.
두드렸을

때

쇳소리가

나는 단단한 백탄숯에 알
루미늄 호일을 감아 수용
액에 담궈 전기 분해를 시
켜도 된다. 팔뚝 크기만 한
백탄숯의 경우 LED 전등
을 손쉽게 켤 수 있다.

재료의 변화
활성탄은 목재나 갈탄에 염화아연이나 인산과 같은 약품으로 처리한 숯
을 말한다. 황산나트륨 수용액에 담궈둔 활성탄을 재료로 이용한다. 황산
나트륨 수용액 대신에 소금물을 사용해도 되지만 LED를 점등할 만한 전기
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 회로시험기를 이용하여 전류의 양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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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항
산에 의한 화상
화상을 입은 곳을 즉시
다량의 물로 씻은 다음 묽
은 탄산수소나트륨 용액으
로 씻어낸다. 화상이 심할
때는 의사가 검진하기 전
에는 기름 등을 바르지 말
아야 한다.
알칼리에 의한 화상
즉시 다량의 물로 씻은
다음 아주 묽은 초산 용약
으로 씻는다. 화상이 심할
때는 의사가 검진하기 전
에 기름 등을 바르지 말아
야 한다.
눈에 약품이 들어 갔을 때
알칼리가 눈에 들어 갔
을 때는 붕산 세안액으로
씻고 산이 눈에 들어 갔을
때는 묽은 탄산수소나트륨
용액으로 씻는다.

그런 처

치를 한 다음에는 다량의
물로 씻고 지체없이 의사
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르게 생각해 보자
주어진 조건과 재료를 활용하여 연료전지의
형태, 구조를 새롭게 구성해보도록 한다. LED
를 장착하는 부분에 대한 형태를 연료전지의
형태와 함께 고려하여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독창미를 갖춘 LED 전등을 디자인한다. 추구
하는 조형미에 따라 표면적인 장식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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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생각해 보기
첫째, 황산나트륨 수용액
을 구하기 힘들다면 소금
물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
지만 소금물은 제대로 성
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발
광다이오드를

켜기

힘들

수도 있으므로 농도를 진
하게 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반드시

사용해야

활성탄을

합니다.

목재나

갈탄에 염화아연이나 인산
과 같은 약품으로 처리한
숯이 활성탄입니다. 활성탄
을 구하기 어려우면 일반
나무 숯을 잘게 부숴 사용
해도 됩니다.

지도시 유의사항
- 학생들이 심사숙고하여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정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추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 모둠별, 개인별 토의와 발표시 학습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스스로에 대
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학생들의 발표를 마친 후 기존 전지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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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시 유의사항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되 학교의 규모, 수
업의

형태(정규,

동아리,

방과후)에 따라 평가의 수
를 달리하여 운영함.
정규수업

동아리 활동

방과후 학교

대규모학교

소규모학교

(발명반)

교사용 점검표

○

◎

◎

◎

완제품 평가

◎

◎

◎

◎

포트폴리오

◎

◎

◎

◎

자기 평가표

○

○

◎

◎

동료 평가표

○

○

◎

◎

학교 규모, 수업 운영 시간에 따른 평가 도구의 사용
◎ : 필수, ○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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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시 유의사항
- 학생들이 심사숙고하여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정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추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 모둠별, 개인별 토의와 발표시 학습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스스로에 대
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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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시 유의사항
- 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발문한다.
- ‘생각 쑥쑥’을 작성할 때 심사숙고하여 응답하도록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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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능, 성공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잠재 능력으로 표
준화된 적성 검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음
천재의 적성
http://www.youtube.com/
watch?v=bYwswgE98qw&
feature=player_detailpage
▶ 흥미
어떤
대하여

활동이나
특별한

사물에
관심이나

주의를 가지게 되는 행동
으로 어떤 일을 좋아하거
나 하고 싶어 하는 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그리스어: γνῶθι σε
αυτόν, 그노티 세아우톤)”는 고대 그리
스의 유명한 격언으로, 그리스의 여행담
작가인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델포이
의 아폴론 신전의 프로나오스(앞마당)에
새겨져 있던 것이라 한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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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

지도시 유의사항
- 나에 대한 이해 검사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미리 준비하여, 학생들이 산
업과 직업을 구분하지 못할 시 스스로 찾아보도록 한다.
(예, 운수업 vs 버스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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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플러스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기
이해 및 관심직업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 아로플러스 접속방법
커리어넷 > 진로심리검
사 > 진로탐색프로그램 >
아로플러스

▶ 커리어넷
http://www.career.go.kr/

지도시 유의사항
- 나에 대한 이해 검사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심리검사 시 유의사항
- 심리검사의 결과는 진로 탐색 및 준비 시 참고자료임을 학생들에게 꼭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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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에너지의 한 가지 형태
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두
종류가

있으며

발생하는

형태에 따라 압전기, 접촉
전기, 열전기 등이 있음

▶ 직무와 직업
직무(Job)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
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
는 수행해야할 일련의 업
무와

과업(tasks

and

duties)
직업(Occupation)
유사한 직무의 집합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 분류 원칙
-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 수입 우선의 원칙
- 조사시 최근의 직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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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 직업사전
http://www.work.go.kr/co
nsltJobCarpa/srch/jobDic
/jobDicIntro.do

직업사전 수록 직업 현황
2013년 말 현재, 워크넷 직업사전에 수록된 직업의 수는 총 10,971개로
본직업명 5,594개, 관력직업명 5,377개가 포함되어 있다. 직업명 기준으로
는 10,971개의 직업에 유사직업명 2,634개를 더한 13,605개의 직업명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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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직업
사회의 변화에 따라 최
근 새롭게 생긴 직업, 혹은
과거부터 있었으나 잘 알
려지지 않은 이색 직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

지도시 유의사항
- 학생들이 진지하게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정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추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 모둠별, 개인별 토의와 발표시 학습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스스로에 대
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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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

지도시 유의사항
- 학생들이 진지하게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정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추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 모둠별, 개인별 토의와 발표시 학습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스스로에 대
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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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시 유의사항
- 가급적 컴퓨터실을 이용하여 직접
녹색 에너지 관련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컴퓨터 이상시 즉각적으로 대처하
며 수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상
시 순회지도한다.

안전사항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업을 탐색할
때에는 젖은 손이나 맨발로 전기기
기 및 전기배선에 접촉하지 않는다.
또한 컴퓨터실에는 음료 등 액체 물
질은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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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시 유의사항
- 학생들이 진지하게 활동지를 작성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정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유
롭게 쓸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추가적인 생각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둠별, 개인별 토의와 발표시 학
습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스스로
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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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시 유의사항
- 학생들이 진지하게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른 학생의 발표를 경청하고, 조언해 줄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진지
한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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