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STEAM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진로체험을
위한 학교밖 스팀 교육

서울교육대학교

■ 활동의 구성
- steam적 사고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활동을 구성
<교실

플랜테리어(planterior)하기>

프로그램은

각각

교실용

‘wall

garden’,

‘hanging garden’, ‘vertical garden 만들기’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교실 플랜
테리어’ 라는 한 개의 주제 하에 다양한 상황과 공간 및 기능에 맞는 3가지 형태
의 플랜테리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함
<종자발아 키트 만들기> 프로그램은 ‘종자발아’라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에 따른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는데‘지피코트(giffy pot)를 활용한 종자발아
키트 만들기와 같이 발아매질을 달리하여 씨앗발아 상황을 다양하게 종류별로 경험
할 수 있도록 구성함.
- <교실용 wall garden 만들기> 1차시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되고
upgrade 되도록 구성함. 즉, STEAM의 융합적 사고로 출발하되‘wall garden 관리를
위한 coding 교육’ 및 월가든(wall garden)을 더욱 변형할 수 있도록 wall garden
을 module화하고 공기정화기능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구성.
- steam적 사고와 같은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창의적 설계를 가능케 하고, 만족
할 만한 결과물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함

<프로그램의 구성 및 변형 가능성 모식도>

<학교밖 스팀 프로그램명과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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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포트를 활용한 종자발아
키트 만들기
(토종씨앗과 수입씨앗의 발아
력 검정)

부직포를 활용한 종자발아 키
트 만들기 (미실행)

주요내용

LED 소형조명, 타공판, 공기정화관엽식물,
소형물통, 화분용 심지, 마사토, 배양토 등
을 활용한 LED wall garden 만들기
공기정화식물, 모듈형 wall garden 키트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제거를 위한 모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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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식물(틸란드시아 등의 극지 착생식물),
행잉용 device 등을 활용한 hanging
garden 만들기
덩굴형 식물(클로로파이텀, 고사리류 식물,
관엽 덩굴식물 등), 시판용 행어, 행잉용
device(조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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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포트, 투명컵, 토종종자와 수입종자 등
을 활용한 종자특성 알기 및 종자발아력
비교하기

부직포, 종이가습기, 종자 등을 활용한 종
자발아키트 마들기

<프로그램의 개념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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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지도안
가. 다육식물 석고화분 월가든 만들기
<수업지도안>

프로그램명

다육식물 석고화분 월가든 만들기

적용학년/시기

초등학교 3-4, 5-6학년

관련과목

실과, 과학,

관련단원

실과 5학년 식물과 함께 하는 생활

1. 주제 및 제작의도
‘월 가든 만들기’ 프로그램은 서울교육대학교 생활 과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및 탐구중심 활동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탐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 아동들에 있어
학교와 집과 같은 주변환경에 실내정원을 만드는 것은 멀어진 자연을 가깝게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실내식물의 공기정화효과
와 식물이 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
과학적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주제 개요
월 가든(Wall garden)혹은 버티컬 가든(Vertical garden)은 수평적으로만 식물을 심는
다는 발상에서 전환하여 수직적으로 식물을 식재한 정원을 의미한다. 본 수업에서
는 실내공간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식물 소정원을 만들고 이러
한 월 가든을 만들 경우에 인테리어 효과 외에도 자연이 실내공간에 도입됨으로서
심리안정에 도움이 되고 최근 우리나라 환경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 미세
먼지제거나 기타 공기오염물질 제거 및 소음 공해 흡수 등의 장점을 제공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실내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식물재배 및 과학
적 관리기술을 알고, 공기정화식물의 공기정화기작을 이해하고 이를 꾸미는데 요구
되는 심미안적 관점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실과 동식물 기르기
를 통하여 노작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하고 에코스피어 설계 및 제작에서 미적 감

수성을 발휘하고 나만의 월가든이라는 구체적 생산물을 제작하고 관찰 및 탐구하도
록 구성되었다.

3.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실내정원으로서의 월가든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 월가든 소재인 다육식물(succulent plant)의 효과와 관리방법을 알 수 있다.
- 월가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태계의 변화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첨가한 변형된 모습의 월가든을 설계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월가든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내정원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다.
- 다육식물의 재배법을 익히고 다양한 기능을 알게 됨으로써 식물키우기에
관한 호기심과 관찰력 및 심미안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 나만의 다양한 월가든을 설계 및 제작함으로서 디자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4. STEAM 과목 요소
○ S : 다육식물의 생태적 환경, 다육식물의 성장과 번식에 관한 탐구활동
○ T/E : 다육식물의 재배관리법과 월가든 설계에 대한 기본 기술 알기
○ A : 나만의 월가든 설계하여 그리고 제작하기
○ M : 월가든을 통해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관찰 요소를 적용하여 누적관찰하기
5.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패트릭 블랑(Patric Blanc)이 설계한 세계적인 월가든 감상하기
- 내가 월 가든을 성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까?
- 스토리 텔링을 통해 설계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자신만의 월가든을 상
상해 보기

○ 창의적 설계
- 실내공간에서의 다육식물재배조건과 관리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나만의 월가든 설계해 보기
- 실내공간에서의 건강한 생태순환,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는 월가든에 대
해 친구와 이야기 나누어 보기
- 나만의 월가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하고 대응해 보기
- 더 발전적인 월가든 모델을 구상하기
○ 감성적 체험
- 다육식물과 관련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 갖기
- 식물의 성장과 죽음에 대한 관심 갖기
- 설계 제작 관찰 수정 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와 디자인의 즐거
움 느끼기

6. 제작의도
월 가든(wall garden)만들기를 통해서 다육식물에 대한 이해와 이와 연관된 재배
법과 환경문제 등을 실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디
자인적인 요소와 식물재배체험을 통해 풍부한 감성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월가든 제작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과 생태계의 평형과 지속가능성을 월
가든 제작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그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심미적인 자유
탐구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식물을 키우는 체험
을 통해 생명의 순환과정 전체를 짧은 시간을 통해 간접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끼
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업과정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제작
하여 관찰하는 일련의 과학적 탐구과정도 아울러 체험하여 과학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7. 수업 지도안

주제명
수업차
시
활동유
형
학습재
료
차시
학습목
표
STEAM
연계성

다육식물 석고화분 월가든 만들기
1~2차시

차시
명
지도대
상

다육식물

석고화분

월가든 만들기
3,4학년

토의, 실험 및 실습
석고 몰드, 석고 가루, 석고 색소, 다육식물, 색깔 모래
월가든의 구성요소와 역할을 이해하고 나만의 월가든을 만들 수 있
다.
S: 다육식물의 생태와 재배방법이해하기
T: 석고화분 제작과정과 착생식물의 이해
A: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다양한 화분의 모양을 구상해 보기

단
계

수업의
흐름

과정

시
지도상의유의점
간
(※) 및 자료(▷)
(분)

◈ 경험 이야기하기
동기유발 ▸다양한 다육식물의 생육환경 보여주기

10 ▷PPT 자료

▸다양한 다육식물이 심겨진 화분, 정원 보여주고 이야기
도
입

해보기
▸벽정원을 보고 떠오로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기
활동목표 ◈ 활동목표 확인하기
확인

◉ 벽정원을 이해하기
◉다육식물과 석고화분으로 벽정원 만들기
◈ 활동안내하기

활동안내 [활동1] 다육식물 석고화분 만들기
활동

[활동2] 다육식물을 화분에 심기
[활동1] 월가든용 석고화분 만들기
▸만들고자 하는 석고화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제작 과
정 이해하기
▸석고화분 만들기

전
개

-석고와 물을 적정비율(100:30)로 잘 저어줍니다.
-석고색소를 이용해서 원하는 색으로 조색합니다.
-몰드에 석고를 부어서 완성될 때까지 건조시킵니다.
▸화분 뒷면에 네오디움 부착하기

5 ▷PPT 자료
20
※ 다양한 월가든
사진과 영상을 준
비한다.
※다육식물의 생태
와 생육환경에 관
한 자료를 준비한
다.

[활동2] 다육식물을 화분에 심기
▸[활동1]에서 만든 석고화분을 준비한다.
▸석고화분에 마사토를 반 정도 채운다.

※ 석고몰드를 원
하는 다양한 몰드
잘 털어 줍니다.
35 틀을 활용하여 만
들어 볼 수 있다.
▸석고화분에 다육식물을 마사토를 더 넣어 심어주고 표
※ 부착용 소재는
면은 색 모래를 덮어 마무리 한다.
모두 양면테이프를
▸다 만들어진 다육식물 석고화분에 물을 준다.
15 사용한다.

▸다육식물을 기존의 화분에서 잘 분리하여 뿌리의 흙을

▸철제 타공판에 다육식물 석고화분을 붙여 준다.
◈ 완성된 다육식물 월가든 관리법을 듣고 이해하기**
마무리 ▸월가든에 사용된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생육환경관리법 10 ※ 심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관리
에 관해서 이야기 해본다.
정
방법을 알도록 한
◈ 월가든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 발표해보기
리
다.
▸ 월가든이 있기 전, 후의 느낌을 이야기 해본다.
**월가든 관리법: Iot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 생각해본다.
◈공기정화용 월가든에 대해 알아보기
차시예고 ▸ 공기정화용 월가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 교사용 참고 자료

○ 도입
동기유발
◈ 경험 이야기하기
▸다육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다양한 생육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 다육식물이란?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의 지역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줄기나
잎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말하며 선인장이 대표적인 식물이다. 선인장류는 대부분
라틴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대하여, 다육식물은 남아프리카의 각지, 사하라·카나리아제도·
아라비아·마다가스카르섬·인도 등의 사막에 특수하게 생존하고 있다. 다육식물은 잎이 다
육인 것과 줄기가 다육인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건조한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잎이 변형
되거나 퇴화하면 유포르비아 같은 식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줄기만으로 된 것이 생긴
다.
다육잎을 가진 식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세덤· 메셈브리안세마· 리소프스· 크라술라
등과 같이 잎면에 공모양 또는 원통형으로 된 것, 털이 있는 것 등 건조하고 극한 상황에서
증산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형태가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종류로는
에케베리아
(Echeveria)속, 두들레야(Dudleya)속, 하월시아(Haworthia)속, 세덤(Sedum)속, 선인장(Cactus)속,
리톱스(Lithops)속, 메셈(Mesemb)속, 코노피튬(Conopitum)속, 에오니움(Aeonium)속, 그랍토페탈
룸(Graptopetalum)속, 코틸레돈(Cotyledon)속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매우 넓
다. 번식은 종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잎 가장자리에서 주아와 같이 어린 식물을 활용해서
영양번식을 실시하기도 한다.

<다육식물의 종류와 번식방법>

○ 전개
활동안내
◈ 활동안내하기
[활동1] 월가든용 석고화분 만들기
▸만들고자 하는 석고화분의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고 제작과정 이해하기
- 다양한 석고화분 재료를 소개한다. 석고는 방향제, 장식품 등과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을
석고틀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소재이다. 석고화분을 만들기 위한 석고는 다양한 종류가
시판되고 있으나 최근 유해물질 논란으로 기존의 석고는 가급적 피하고 천연성분이 포함된
석고를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 시 필수적이다. 석고몰드는 석고를 굳히기 위한 틀로서
수제몰드와 일반몰드로 구분되며 다양한 모양이 시판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
그램이 가능하다.
▸석고화분 만들기
-석고와 물을 적정비율(100:30)로 잘 저어줍니다.
-석고색소를 이용해서 원하는 색으로 조색합니다.
-몰드에 석고를 부어서 완성될 때까지 건조시킵니다.

<석고화분 만들기>
- 석고화분은 다른 일반 화분과는 달리 원하는 색과 디자인으로 몰드(mold)를 만들어 창의

성 높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확산적 사고를 통해 미술과 디자인과 관련된 상상력을
높이고 스팀적 사고력 증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석고화분

석고화분과 몰드 틀

다육식물용 석고화분

<석고로 만든 다양한 화분과 성형 몰드 틀>
▸화분 뒷면에 네오디움 부착하기

<네오디움을 부착한 석고화분>
- 교실 벽정원에 화분을 부착하는 방식은 일반 벽정원과 같은 시스템화를 하지 않
고 비용절감을 위해 주변에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분을 벽에 매달

아 볼 수 있다.

<모듈키트형 화분>

[활동2] 다육식물을 화분에 심기
▸다육식물 심는 방법을 잘 활용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식물을 심는다.
1. 다육식물은 뿌리통기가 중요한 식물이므로 화분 식재재료는 마사토를 준비한다.
이때 배양토와 마사토의 비율을 1: 1로 조절하여 넣어주는 것도 식물체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 최근에는 다육식물을 위한 전용 ‘다육이 상토’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2. 다육식물은 뿌리가 질기고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트에서 뽑아서 어
느 정도는 뿌리를 적당힌 잘라주고 정리한 다음에 포트에 심는 것이 좋다, 특히 석
고몰드용 화분은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이에 맞추어 적당하게 뿌리를 손질하여 심
는 것이 좋다. 포트에 다육식물을 심을 때는 마사를 사용하므로 식물체 유지를 위
하여 손가락이나 핀셋으로 식물을 잡고 심도록 하고 이때 화분에 빈 곳이 없도록
흙을 잘 채워주어 고정시킨다.
3. 흙을 단단하게 채워서 식물을 고정시킨 후에는 마지막으로 장식돌이나 마사로
윗부분을 덮어서 마무리 한다,
4. 학교에서 식재할 경우에는 각자의 이름과 품종을 적은 라벨을 꽂아서 표시하도
록 한다.

<석고화분 다육식물 월가든 만들기>

[수직적 활동(Vertical activity)] 부착용 심지화분 만들기

○ 교실에서 적용가능한 다양한 up/down 형태의 벽정원 만들기에 대한 이해
를 다양하게 해본다(어떻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학교현장에 맞게 다양하게 분리와 해체, 보관, 이동이 용이한 벽정원에 대해 이야

기 해본다. 학 교현장에서의 정원 및 식물관리의 용이
- STEAM 교육에서의 창의적 사고와 감성적 체험을 주기 위한 사고의 확장적 개념에

대

해서 생각 해 본다.
- 앞서 제작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biowall garden의 downward vertical activity에 해당하
는 기본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한 을 만들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벽정원에는 부착해서 키운다는 특성 때문에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용 벽정원
에는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심지관수나 파이프형의 관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파이프 정원>
- 교실용 벽정원에는 가격이나 관리 면에서 현실성으로 고려하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학생들과 고려해 볼 수 있는 Steam 교육적 측면이 강하다.

○ 정리
마무리
◈ 완성된 월가든 관리법을 듣고 이해하기
▸완성된 월가든을 관리할 수 있는 생육환경관리법을 반드시 잘 숙지하도록 한다, 월가든은
실내.외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므로 실내관리법을 잘 숙지하도록 한다. 월가든 식재 재료 중 다육식물은 열대사바
나 지역을 원산지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알맞은 생육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 광조건: 열대사바나(tropical rain forest)원산이므로 사막을 연상시키는 밝은 햇빛조건
을 유지하도록 한다.

- 온도조건: 열대원산의 식물이므로 년 중 일정한 고온(약 20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열대 사바나 지역과 기후>

- 수분조건: 열대사바나 지역을 연중 강수량 이 극히 낮은 건조지역이므로 물 주는 횟
수는 제한하고 건조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다만 다육식물류는 공중습도 30-40%
정도의 습도유지가 중요하므로 이를 충족시키면서 분무를 하는 것이 좋다.

●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한 Iot device를 활용하여 월가든 만들기 활동의 상향수직
적 활용(upward vertical activity)으로 구성할 수 있다(Iot를 활용한 수업)

나) LED 월가든 만들기

<수업 지도안>
프로그램명

LED 월가든 만들기

적용학년/시기

초등학교 3-4, 5-6학년

관련과목

실과, 과학,

관련단원

실과 5학년: 식물과 함께하는 생활 , 실과 6학년:절차적 문
제 해결, 프로그래밍의 요소

1. 주제 및 제작의도
‘월 가든 만들기’ 프로그램은 서울교육대학교 생활 과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및 탐구중심 활동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탐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 아동들에 있어
학교와 집과 같은 주변환경에 실내정원을 만드는 것은 멀어진 자연을 가깝게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실내식물의 공기정화효과
와 식물이 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
과학적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주제 개요
월 가든(Wall garden)혹은 버티컬 가든(Vertical garden)은 수평적으로만 식물을 심는
다는 발상에서 전환하여 수직적으로 식물을 식재한 정원을 의미한다. 본 수업에서
는 실내공간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인테리어용 실내 식물 월가든을
만드는 외에 인공광원을 사용하는 기존의 월가든에서 착안한 간단히 구안할 수 있
는 소형 LED 조명을 사용하여 왈가든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
시된 <인테리어용 월가든 만들기>의 variation에 해당하는 수직적 상향활동(Vertical
Upward Activity)으로서 교실용 월가든을 제작하는 활동이다. 이는 Steam적 사고로
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감성적 체험과 확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
이다.
일반적인 인테리어용 월가든은 많은 비용과 시스템화된 설비 등을 다수 사용하고
있지만 본 프로그램은 부착형으로 제작된다는 점과 LED를 사용하고 이를 통한 공
기정화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관엽식물을 타공판을 활용한 월가든을 만들어 봄으로

서 월가든의 다양한 변형을 제시하고 과학적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STEAM적 프
로그램으로 제공한다.
3.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실내정원으로서의 월가든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 월가든 소재인 실내식물의 효과와 관리방법을 알 수 있다.
- 월가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태계의 변화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첨가한 변형된 모습의 월가든을 설계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월가든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내정원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다.
- 실내식물의 재배법을 익히고 다양한 기능을 알게 됨으로써 식물키우기에
관한 호기심과 관찰력 및 심미안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 나만의 다양한 월가든을 설계 및 제작함으로서 디자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4. STEAM 과목 요소
○ S : 식물의 생육환경, LED 조명과 식물 생육의 연관성
○ T/E : 식물의 재배관리법과 월가든 설계에 대한 기본 기술 알기
○ A : 나만의 월가든 설계하여 그리고 제작하기
○ M : 월가든을 통해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관찰의 요소를 적용하여 누적관찰하기
5.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패트릭 블랑(Patric Blanc)이 설계한 세계적인 월가든 감상하기
- 내가 LED 월 가든을 성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까?
- 스토리텔링을 통해 설계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자신만의 월가든을 상상
해 보기
○ 창의적 설계
- 실내공간에서의 식물재배조건과 관리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
을 이용하

여 나만의 LED월가든을 설계해 보기

- 실내공간에서의 건강한 생태순환,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는 월가든에 대
해 친구와 이야기 나누어 보기
- 나만의 월가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하고 대응해 보기
- 더 발전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월가든 모델을 구상하기
○ 감성적 체험
- 실내식물과 관련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 갖기
- 식물의 성장과 죽음에 대한 관심 갖기
- 설계 제작 관찰 수정 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와 디자인의 즐거
움 느끼기

6. 제작의도
LED 월 가든 만들기를 통해서 실내식물에 대한 이해와 이와 연관된 재배법과
환경문제 등을 실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디자인
적인 요소와 식물재배체험을 통해 풍부한 감성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월가든 제작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과 생태계의 평형과 지속가능성을 월가
든 제작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그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심미적인 자유 탐
구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식물을 키우는 체험을
통해 생명의 순환과정 전체를 짧은 시간을 통해 간접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업과정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제작하
여 관찰하는 일련의 과학적 탐구과정도 아울러 체험하여 과학하는 즐거움을 느
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7. 수업 지도안

주제명

LED 월가든 만들기

차시명 LED 월가든 만들기
지도대
3,4학년
상

수업차시

1~2차시

활동유형

실습, 협동학습
LED 부착형 월가든: LED전지, 틴캔화분, 심지, 소형물통, 마사, 배양

학습재료

토, 네오디움, 피토니아
커패팩 월가든: 커피팩(크기별), 네오디움, 마사, 배양토, 켄챠야자

차시
학습목표

월가든의 구성요소와 역할을 이해하고 나만의 월가든을 만들 수 있다.
S: 식물생육에 미치는 LED 광원의 역할과 광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STEAM
연계성

T: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을 주변에 심고 즐길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Wall garden, Vertical garden 제작기술)
A: 식물생육에 유리한 광원을 미관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계

수업의
흐름

과정

시
간 지도상의유의점
( (※) 및 자료(▷)
분)

◈ 경험 이야기하기
동기유 ▸여러나라, 도시들의 정원사진 보여주기
발
도
입

▸벽정원을 보고 떠오로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기
활동목 ◈ 활동목표 확인하기
표
확인

전
개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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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나 도쿄의 벽 정원 보여주기

◉ 벽정원을 이해하기
◉ 다양한 소재로 벽정원을 만들기

◈ 활동안내하기
활동안 [활동1] LED 화분 꾸미기
내
[활동2] 심지관수 LED화분에 식물 심기
활동 [활동1] LED 화분 꾸미기
▸월가든의 완성된 이미지를 보여주기
▸틴캔화분에 배양토 넣기
-틴캔화분은 배수공이 없으므로 밑바닥에 마사를 넣어
준다.
▸틴캔화분 뒷면에 네오디움 부착하기
▸틴캔화분 아랫면에 LED 광원을 부착하기
[활동2] LED 월가든용 화분에 식물 심기 만들기
▸LED 화분에 식물 식재하기
-마사토를 화분바닥에 깔아서 배수가 잘되게 한다.
-피토니아를 심지관수용 화분에 심고 흙을 채운다.
-화분표면에 색자갈을 덮어 마무리 한다.
▸심지관수 화분 만들기
-심지화분용 심지를 잘라서 심지관수용 화분* 밑바닥에
부착시킨다(양면테이프 활용).
-심지를 소형물통에 담근다.
-네오디움을 화분벽에 부착시킨다(양면테이프 활용).
*월가든용 화분: 다양한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다.
◈ 완성된 월가든 관리법을 듣고 이해하기**
마무리 ▸월가든에 사용된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생육환경관리법
에 관해서 이야기 해본다.
◈ 월가든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 발표해보기
▸ 월가든이 있기 전, 후의 느낌을 이야기 해본다.
**월가든 관리법: Iot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 생각해본다.
차시예 ◈공기정화용 월가든에 대해 알아보기
고
▸ 공기정화용 월가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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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다양한 월가든
사진과 영상을 준
비한다.

※ 심지관수화분에
나만의
스티커
장식을 한다. 스
티커, 색깔펜 등
으로 장식하고 식
35 재날짜 등을 표기
한다.
※ 부착용 소재는
양면테이프
를 사용한다.

15 모두

10 ※ 심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관
리방법을 알도록
한다.

※ 교사용 참고 자료

○ 도입
동기유발
◈ 경험 이야기하기
▸다양한 도시에 있는 실내.외 벽정원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준다 .

기네스북에 등재된 서울시청의 벽정원(좌), 싱가폴보태닉 가든의 벽정원(우)
▸월가든과 패트릭 블랑

월가든(wall garden)은 일반적인 수평적 식물심기가 아닌 수직적으로 벽에 식물을
심는 식재법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는 벽에 꽃이나 나무를 심는 ‘월 가든’ 열풍
이 불고 있는데 이는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가드닝을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정원 만들기 방법이다. 이러한 월가든은 공기정화를 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더
불어 실내 아파트나 학교 등에 자연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영받
고 있다. 월가든 (Wall Garden) 혹은 버티컬 가든 (Vertical Garden)이 사람들의 관
심을 끌게 된 것은식물학자이자 조경학자인 패트릭 블랑(Patrick Blanc) 덕분으로 그
는 한남동의 삼성 리움 미술관을 비롯 파리 케브랑리 박물관, 퍼싱홀 호텔, 방콕
시암 파라곤 등 세계 유수의 건물 외벽을 정원으로 꾸몄다.

▸벽정원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기
월가든 제작의 핵심원리와 식물식재방법을 이해한다
(우리는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월가든 제작에 필요한 식물의 종류와 이에 적합한 식재방법들을 이해한다.

-교실환경에 적합한 식물의 종류, 배양토의 종류, 식재방법 등에 관해서 이해한다.

-제한된 공간으로서 벽에 식물을 붙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네오디움 등
을 이용해서 식물화분을 벽에 붙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다.
-벽에 걸 수 있는 화분을 다양하게 구상해 본다. 무게, 재질, 디자인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도록 한다.
-벽에 정원을 붙이려면 어떤 소재를 화분으로 활용하면 될까?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다양한 소재의 벽정원 화분소재들>

○ 전개
활동안내
◈ 활동안내하기
[활동1] LED 화분 꾸미기
▸틴캔화분에 마사와 배양토 넣기

▸틴캔화분 뒷면에 네오디움과 LED광원 부착하기

- LED 와 식물생육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백색 LED가 식
물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다양한 색상의 LED는 위 그림과 같이 시중에 식물 육성용 인공광원의 대표적인 광
원으로 다양하게 시판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백열등이나 형광들과는 달리 식물 가
시광선(visible light)중 식물생육에 적합한 파장을 조합하여 광원으로 사용하는 현재
식물 재배용 인공광원의 대표적인 종류이다. 이는 파장대 별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식물생장에 미치는 작용을 하며 필요에 따라 Led 종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는 백색 Led 이다.

<식물재배에 이용되는 다양한 색상의 LED>

<광질(Light quality)이 식물생육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파장(nm)

식물에 대한 작용

1000 이상

.특별한 작용 없고

1,000~700

.식물을 신장시키는 작용과 기공의 개폐를 촉진시킴

700~610(빨강)

.광합성에 가장 유효하고 광주성에도 유효함

610~510

.광합성에 그다지 유효하지 않음

510~400(청색)

.광합성에 비교적 유효하며, 광주성에도 유효함

400~315

.키를 짧게 하고 잎을 두껍게 하며 안토시안을 생성함

315~280

.식물에 유해함

280이하

.식물을 고사시킴

식물체에 흡수되면 열로 변함

<가시광선(Visible Light)과 식물생육>

[활동 2] LED 월가든용 화분에 식물 심고 타공판에 부착하기
▸LED 화분에 식물 식재하기
- 피토니아를 일반화분에서 뿌리를 조심스럽게 분리해내어 조성해 둔 틴캔화분에
심는다.
- 피토니아를 심은 한쪽 구석에 심지관수화분을 같이 넣어 준다.
▸LED 화분을 타공판에 부착하기
- 만들어진 LED화분을 네오디움을 이용하여 타공판에 부착한다.

- 이때 양면 타공판일 경우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장식하거나 다른 소재(커피팩)로 만든
화분을 네오디움을 붙여 양면 월가든을 만들 수도 있다.

[수평적 활동(Horizontal activity)] 커피팩 월가든 만들기

○ 교실에서 적용가능한 다양한 up/down 형태의 벽정원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다

양하게 해본다(스팀적 사고력: 어떻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 커피팩 월가든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다양한 커피팩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크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
한 크기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
-커피팩에는 배수공이 없으므로 마사토를 적당량 화분 밑에 깔아주고 커피팩 뒷면에 있
는 환기공을 막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면테이프로 네오디움을 부착시킨다.

커피팩을 화분으로 사용하고 뒷면에 네오디움을 부착한 후 타공판에 매단다.

- 철제 타공판에 부착하여 벽에 걸어 월가든을 완성한다.
○ 월가든에 식물을 부탁하려면 또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 월가든에 사용하는 식물은 전체 식물을 이용하는 경우 크기가 크고 무겁기 때문
에 꺾꽂이모를 사용하여 부피가 작게 만드는 것이 좋다.

Monstera obliqua

Monstera obliqua

Monstera obliqua의

Monstera obliqua

의 자람

기근(aerial root)

삽목(커피팩 정원)

<삽목의 다양한 방법>
- 꺽꽂이란?
꺽꽂이(삽목)는 나뭇가지를 땅에 심는다고 하여 한자어로 삽목(揷木)이라고 부른다. 식물은
동물과는 달리 모든 세포에서 개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인 전분화능(totipotency)이 있기 때문
이며 흔히 무성생식, 영양생식이란 표현을 쓴다.
삽목묘의 체내에는 식물의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카이닌 등 여러종
류의 식물 호르몬이 있어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히 호르몬간의 농도차이에 의해서
생장, 세포분열, 개화, 결실, 낙엽 등 식물의 모든 현상에 관여하게 된다. 삽목을 위해서 가지
를 잘라내면 삽수는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호르몬을 조절해서 뿌리나 잎을 만들게 된다.

<꺾꽂이발근 이론>

○정리
마무리
◈ 완성된 월가든 관리법을 듣고 이해하기
▸완성된 월가든을 관리할 수 있는 생육환경관리법을 반드시 잘 숙지하도록 한다, 월가든은
실내.외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므로 실내관리법을 잘 숙지하도록 한다. 실내용 월가든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은 열
대우림(tropical rain forest)원산의 관엽식물 등이 대부분이므로 이에 맞는 재배법을 익혀
두도록 한다.

- 광조건: 열대우림(tropical rain forest)원산이므로 햇빛 보다는 우거진 정글을 연상하
게 하는 반그늘이나 지나치지 않은 그늘조건을 유지한다.
- 온도조건: 열대원산의 식물이므로 년 중 일정한 고온(약 20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수분조건: 열대우림(tropical rain forest)원산이므로 물을 흙이 마르는 것과 동시에 듬
뿍 주도록 한다. 이때 열대성 강우인 스콜을 연상하게 하는 분무(water spray)를 하루
에 한두번 정도 해주는 것이 좋다.

◯ 열대 우림 또는 적도 우림은 열대, 아열대 숲의 생활 군계로, 한 해에 걸쳐 따뜻하고
비가 많 이 내리는 곳에 형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를테면 동남아시아, 중앙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 에서 볼 수 있다. 식물생태학에서는 아열대우림 또는 열대우림이라는 표
현이 사용된다.

<열대우림 기후와 식생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에 분포하는 열대우림지역>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제시 방향: 벽정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갖
도록 한다.
- 창의적 설계 방향: 교실에서 식물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 이해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방향의 폭을 넓혀서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
는 것과 Iot 등 식물관리 device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더불어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성적 체험의 방향: 학생들이 다양한 토양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색모래, 하이드로젤,
물을 컵에 넣어 매질을 조성하게 할 때 아름다운 토양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색모래와
하이드로젤의 색을 달리하여 꾸밀 수 있도록 지도,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게 될 자신이
번식시킨 식물이 어떻게 자랄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한다. 더불어 교
실 안에서 식물생명이 자라나는데 대한 감성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한다.

다) 교실용 Vertical/ hanging garden 만들기

<수업지도안>

프로그램명

교실용 vertical/ hanging garden 만들기

적용학년/시기

초등학교 3-4, 5-6학년

관련과목

실과, 과학,

관련단원

실과 6 생활속의 농업체험, 실과 6 발명과 문제해결

1. 주제 및 제작의도
‘매달기 정원(vertical garden) 만들기’ 프로그램은 서울교육대학교 생활 과학과
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및 탐구중심 활동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함
에 있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탐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현대 아동들에 있어 학교와 집과 같은 주변환경에 실내정원을 만드는 것은
멀어진 자연을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나아
가 화분을 직접 조립하고 걸어서 정원을 만들 수 있고 이에 적합한 착생식물, 특히
극지식물에 관한 생리생태적인 과학적 이해를 할 수 있다.

2. 주제 개요
월 가든(Wall garden)혹은 버티컬 가든(Vertical garden)은 수평적으로만 식물을 심는
다는 발상에서 전환하여 수직적으로 식물을 식재한 정원을 의미한다. 본 수업에서
는 실내공간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식물 소정원을 만들고 이러
한 월 가든을 만들 경우에 인테리어 효과 외에도 자연이 실내공간에 도입됨으로서
심리안정에 도움이 되고 최근 우리나라 환경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 미세
먼지제거나 기타 공기오염물질 제거 및 소음 공해 흡수 등의 장점을 제공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실과 동식물 기르기를 통하여 노작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하고 에코스피어 설계 및 제작에서 미적 감수성을 발휘하고
나만의 매달기 정원(vertical wall)이라는 구체적 생산물을 제작하고 관찰 및 탐구하
도록 구성되었다.

3.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실내정원으로서의 매달기 정원(Vertical garden)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매달기용 화분의 원리와 제작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매달기 정원 소재이며 먼지를 먹는 식물로 알려지고 있는 틸란드시아
(Thillandsia spp)와 기타 일반적인 관엽식물의 관리방법을 알 수 있다.
-매달기 정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태계의 변화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첨가한 변형된 모습의 매달기 정원을 설계할 수 있
다.
○ 과정 목표
-매달기 정원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내정원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다.
-착생식물의 재배법을 익히고 다양한 기능을 알게 됨으로써 식물키우기에 관
한 호기심과 관찰력 및 심미안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나만의 다양한 월가든을 설계 및 제작함으로서 디자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4. STEAM 과목 요소
○ S : 착생식물의 생태적 환경, 관엽식물의 성장과 번식에 관한 탐구활동
○ T/E : 착생식물의 재배관리법과 매달기 정원설계에 대한 기본 기술 알기
○ A : 나만의 매달기 정원 설계하여 그리고 제작하기
○ M : 매달기 정원을 통한 상호작용을 관찰의 요소를 적용하여 누적관찰하기
5.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실내정원의 종류를 이해하고 다양한 종류로서 월가든, 매달기 정원을 이해
하기
- 우리 교실에 매달기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스토리텔링을 통해 설계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자신만의 매달기 정원을
상상해 보기

○ 창의적 설계
- 실내공간에서의 착생식물재배조건과 관리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나만의 월가든 설계해 보기

- 실내공간에서의 건강한 생태순환,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는 월가든에 대
해 친

구와 이야기 나누어 보기

- 나만의 매달기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하고 대응해 보기
- 더 발전적인 매달기 정원 및 실내정원 모델을 구상하기
○ 감성적 체험
- 착생식물과 관련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 갖기
- 식물의 성장과 죽음에 대한 관심 갖기
- 설계 제작 관찰 수정 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와 디자인의 즐거
움 느끼기

6. 제작의도
매달기 정원(Vertical garden)만들기를 통해서 다육식물에 대한 이해와 이와 연관
된 재배법과 환경문제 등을 실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디자인적인 요소와 식물재배체험을 통해 풍부한 감성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월가든 제작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과 생태계의 평형과 지속가능
성을 월가든 제작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그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심미적
인 자유 탐구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식물을 키우
는 체험을 통해 생명의 순환과정 전체를 짧은 시간을 통해 간접체험하고 소중함
을 느끼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업과정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하
고 제작하여 관찰하는 일련의 과학적 탐구과정도 아울러 체험하여 과학하는 즐
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7. 수업 지도안

주제명
수업차
시
활동유
형
학습재
료
차시
학습목

매달기 정원 만들기 + 착생식물
생태 이해하기
1~2차시

차시명 매달기 정원 만들기
지도대
상

3,4학년

토의
조립용 화분, 화분 설계도, 배양토, 마사, 관엽식물, 착생극지식물(틸란드
시아), 투명컵
매달기 정원의 구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나만의 월가든을 만들 수 있다.

표
S: 착생식물과 극지식물의 생래생태를 이해한다.

STEAM
연계성

T: 매달기용 화분의 특성과 조립 및 다른 방법으로 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다양한 식재기술에 관해 이해한다.
A: 매달아서 만든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이해한다.

단
계

수업의
흐름

과정

시
지도상의유의점(※)
간
및 자료(▷)
(분)

◈ 경험 이야기하기
동기유 ▸다양한 매달기 정원의 사례를 보여주기
발
도
입

10 ▷PPT 자료

▸착생식물과 극지식물의 생태를 이해하기

▸매달기정원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활동목 ◈ 활동목표 확인하기
표
확인

◉ 매달기 정원을 이해하기
◉ 관엽, 착생식물과 석고화분으로 매달기정원 만들기
◈ 활동안내하기

활동안 [활동1] 매달기 정원용 화분 만들기
내
활동

전
개

정
리

5 ▷PPT 자료

[활동2] 관엽/ 착생식물(틸란)을 화분에 심기

[활동1] 매달기용 화분 조립하기
▸만들고자 하는 매달기 정원의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
고 제작 과정 이해하기
▸매달기용 화분 조립하기
- 조립용으로 시판되거나 제작된 매달기용 화분을 조립
한다.
▸조립된 매달기용 화분을 조립틀에 끼운다.
[활동2] 다육식물을 화분에 심기
▸[활동1]에서 만든 매달기용 화분을 준비한다.
▸매달기용 화분에 마사토를 반 정도 채운다.
▸관엽식물을 기존의 화분에서 잘 분리하여 뿌리의 흙을
잘 털어 준다.
▸화분에 관엽식물을 마사토를 더 넣어 심어주고 표면은
색 모래를 덮어 마무리 한다.
(틸란드시아를 사용할 경우는 빈 화분에 넣어준다)
▸다 만들어진 매달기용 화분에 물을 준다.
▸매달기용 화분틀에 화분을 걸어 준다.
◈ 완성된 매달기용 정원 관리법을 듣고 이해하기**
마무리 ▸매달기 정원에 사용된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생육환경
관리법에 관해서 이야기 해본다.
◈ 매달기 정원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 발표해보기
▸ 정원이 있기 전, 후의 느낌을 이야기 해본다.
** 매달기 정원 관리법: Iot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 생각
해본다.
차시예 ◈공기정화용 월가든에 대해 알아보기
고
▸ 공기정화용 월가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20
※ 다양한 월가든
사진과 영상을 준
비한다.
※다육식물의 생태
와 생육환경에 관
한 자료를 준비한
다.
※ 석고몰드를 원
하는 다양한 몰드
틀을 활용하여 만
35 들어 볼 수 있다.
※ 부착용 소재는
모두 양면테이프
를 사용한다.

15

10 ※ 심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관
리방법을 알도록
한다.

※ 교사용 참고 자료

○ 도입
동기유발
◈ 경험 이야기하기
▸다양한 매달기 정원의 사례를 보여주기
정원은 도시화에 따라 더욱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자연친화적인 삶의 형태에 맞게 발
달되어 오고 있다. 특히 실내활동을 많이 하는 생활스타일에 맞추어 발달되고 있는 다양한
플랜테리어(planteria) 방법들을 실내에서도 정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학
습할 수 있다.
월가든(Wall garden), 버티칼 가든(Vertical garden)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버티칼 가든
(Vertical garden)은 의미대로 매달아서 공간을 식물로 장식하는 기법이다.

스탠드 형 매달기 정원(vertical garden)

걸이형 매달기 정원

<매달기 정원의 예시>
▸착생식물의 생태를 이해하기
매달기용 화분은 크게 보아 흙이 있는 화분을 사용하는 경우와 흙이 없는 틀에 식물을 걸어
두는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분을 제작하거나 선택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흙이 있는 화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실내조건임을 감안하여 열대우림 원산의 관
엽식물을 사용하면 된다. 흙을 사용하지 않고 화분틀에 식물을 걸어두고 감상하는 형태의 걸
이정원이나 화분은 착생식물이나 틸란드시아(Thillandsia spp.)와 같은 극지식물을 이용한다.
-착생식물(着生植物 , epiphyte)이란?

식물의 표면이나 노출된 바위면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로 기근(氣根)과 같은 특별한 기관이
발달해 있는 것도 있는데 빗물이나 수증기 또는 여기에 녹아 있는 영양염류를 뿌리와 잎면
으로 흡수한다.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지대에 많다. 기근(氣根)과 같은 특별한 기관이 발
달해 있는 것도 있다. 빗물이나 수증기 또는 여기에 녹아 있는 영양염류를 뿌리와 잎면으로
흡수한다. 뿌리에는 수분을 저장하고 잎면에는 수분을 흡수하거나 배출하는 조직이 발달한
것도 있다. 겨우살이와 같이 다른 식물에서 수분이나 영양분을 뺏지 않는다. 대부분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지대에 많으며 위도가 높은 지역과 고산지대에는 없다. 난초과식물 ·양치
식물 ·선태식물 및 지의류에 많다.

<다양한 착생식물의 형태>

◈ 활동안내하기
[활동1] 매달기용 화분 조립하기
▸매달기용 화분 조립하기
- 조립용으로 시판되거나 제작된 매달기용 화분을 조립한다.

스탠드 형 매달기 정원(vertical garden)

걸이형 매달기 정원

▸조립된 매달기용 화분을 조립틀에 끼운다.
○ 전개
활동안내
◈ 활동안내하기
[활동1] 매달기용 화분 조립하기
▸만들고자 하는 매달기 화분의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고 제작과정 이해하기
- 만들고자 하는 매달기 화분의 원형을 보고 직접 조립해서 화분을 제작한다.
▸조립된 매달기용 화분을 조립틀에 끼운다.

조립용 매달기 화분

[활동2] 식물을 화분에 심기

화분조립

▸[활동1]에서 만든 매달기용 화분을 준비한다.
▸매달기용 화분에 식물을 심는다.
-관엽식물을 기존의 화분에서 잘 분리하여 뿌리의 흙을 잘 털어준다.
-화분에 관엽식물을 마사토를 더 넣어 심어주고 표면은 색모래를 덮어 마무리 한다.
-다 만들어진 매달기용 화분에 물을 주고 화분을 걸어준다.

식물 흙을 잘 털어준다.

마사토를 넣고 심는다

완성된 매달기 화분을 건
다

▸매달기 용 화분에 틸란드시아를 심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빈 화분에 넣어주거나 매달아
서 키우는 방법을 선택 하면 된다.

착생식물인 틸란드시아(Thillandsia spp)

- 틸란드시아 키우는 방법
틸란드시아는 중남미(에콰도르)가 원산지인 파인애플과의 기생형 식물로서 크기는 30cm
내외까지 자라고 줄기는 엽장 20~30cm 내외, 엽폭 1cm 정도로 길게 선형으로 뻗어 있고 잎
은 혁질로 두껍고 뻣뻣하다. 특히 틸란드시아 계통은 뿌리가 있는 편이지만 기근 위주로 식
물체에 착생하기 위한 뿌리 위주이며 이를 이용해 실제 플랜테리어에서는 공중에 매달아서
재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흙없이 화분 표면에 얹어 두고 재배를 하게된다. 꽃대는 줄기 정
단부에서 길게 올라오며 자주빛의 포엽대 사이로
보라/자주빛 꽃이 밑에서부터 위로 핀
다.
빛은 반간접광을 주고 물은 공중습도가 높아야 마르지 않고 생장이 가능하며 습도 60~70%
이하의 실내공간에서는 수시로 스프레이가 필요하고 주 1회 정도는 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토양은 착생식물이므로 토양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바크나 공중에
매달아서 식재한다. 필요양분은 액비 등을 연하게 희석하여 스프레이로 공급한다. 온도는 온
난한 것을 좋아하고 저온에서는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통상 15도 이상에서 월동 권장하며
최저 10도까지도 견딜 수 있으나 지속적인 저온은 삼가는 것이 좋다.

<Hanging plants>

[수평적 활동(Horizontal activity)] 1 부착용 심지화분 만들기

○ 교실에서 적용가능한 다양한 up/down 형태의 벽정원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다
양하게 해본다(어떻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학교현장에 맞게 다양하게 분리와 해체, 보관, 이동이 용이한 벽정원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학교현장에서의 정원 및 식물관리의 용이하다.
- STEAM 교육에서의 창의적 사고와 감성적 체험을 주기 위한 사고의 확장적 개념에 대해
서 생각 해 본다.
- 앞서 제작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biowall garden의 downward vertical activity에 해당하
는 기본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한 을 만들 수 있다.
- 시중에 판매하는 심지화분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면으로 된 심지, 물통 등을 이용하여
심지화분을 만들어 본다.

시판용 심지

식물재배용 심지

제작한 간이 심지화분

- LED 월가든에 적용된 간이 식물재배용 device

완성된 LED

월정원

간이 심지화분

간이 LED 램프 부착

○ 정리
마무리
◈ 완성된 월가든 관리법을 듣고 이해하기
▸완성된 월가든을 관리할 수 있는 생육환경관리법을 반드시 잘 숙지하도록 한다, 월가든은
실내.외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므로 실내관리법을 잘 숙지하도록 한다. 월가든 식재 재료 중 다육식물은 열대사바
나 지역을 원산지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알맞은 생육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 광조건: 열대사바나(tropical rain forest)원산이므로 사막을 연상시키는 밝은 햇빛조건
을 유지하도록 한다.
- 온도조건: 열대원산의 식물이므로 년 중 일정한 고온(약 20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수분조건: 열대사바나 지역을 연중 강수량 이 극히 낮은 건조지역이므로 물 주는 횟
수는 제한하고 건조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다만 다육식물류는 공중습도 30-40%
정도의 습도유지가 중요하므로 이를 충족시키면서 분무를 하는 것이 좋다.
●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한 Iot device를 활용하여 월가든 만들기 활동의 상향수직
적 활용(upward vertical activity)으로 구성할 수 있다(Iot를 활용한 수업)

[수평적 활동(Horizontal activity)] 2 매달기용 조립화분 만들기

○ 교실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up/down 형태의 벽정원 만들기에 대한 이해
를 다양하게 해본다(어떻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학교현장에 맞게 다양하게 분리와 해체, 보관, 이동이 용이한 벽정원에 대해 이야
기 해본다. 학교현장에서의 정원 및 식물관리가 용이하다.
- STEAM 교육에서의 창의적 사고와 감성적 체험을 주기 위한 사고의 확장적 개념에

대

해서 생각 해 본다.
- STEAM 교육에 있어 디자인과 ART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매달기용 조립화분을 구상해 본다.
(‘큰숲’ 제작 판매 예정)
-다음 그림과 같이 매달기용 화분을 조립하여 만들어 본다

mdf 판에 digital cutting

화분구성품을 분리해낸다

화분을 구성대로 조립한다

화분을 구성대로 조립한다

화분 받침대를 조립한다

완성된 걸이 화분

<시판예정인 걸이화분들(큰숲 판매)>

라) 공기정화용 월가든 모듈 이해하기

<수업지도안>

프로그램명

공기정화용 월가든 모듈 이해하기

적용학년/시기

초등학교 3-4, 5-6학년

관련과목

실과, 과학,

관련단원

실과 5학년 식물 가꾸기, 6학년 생활속의 농업체험
실과 5학년 기술 발명과 문제해결

1. 주제 및 제작의도
교실용 미세먼지 제거용 biowall garden 만들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 중
가장 자주 언급되고 문제시 되는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인 biowall system을 장착
한 biowall 정원 만들기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제거용 ‘biowall garden 만들기’프
로그램은 서울교육대학교 생활 과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및 탐구중심 활동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
여 탐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 아동들에 있어 학교와 집과 같은 주
변환경에 실내정원을 만드는 것은 멀어진 자연을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효
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실내식물의 공기정화효과와 식물이 생활에 미
치는 다양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과학적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주제 개요
먼지제거용 바이오월 가든(biowall garden)은 실내 환기 및 냉난방 시스템과 공기정
화 식물을 이용하여 공기정화를 하는 벽정원의 형태로 기존의 공기정화 시스템과는
다른 식물재배형 공기정화시스템이다. 본 수업에서는 ‘실내공기정화 시스템을 장
착한 실내 공기정화시스템 모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Biowall garden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교실에
Biowall garden을 설치했을 때의 교실환경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
지시킬 수 있는 식물관리방안을 알 수 있는가? 에 관한 주제를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오염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 Biowall garden의 형태와 시스템을 일반 벽정원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
다.
- Biowall garden 과 공기정화식물의 공기정화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첨가한 변형된 모습의 월가든을 설계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공기오염물질에 관해 이해할 수 있다.
- Biowall garden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내식물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다.

- 다양한 Biowall garden을 이해하고 이러한 모듈시스템이 갖는 다양성과 상
상력 및 심미안적 관점을 익힐 수 있다.

4. STEAM 과목 요소
○ S : 미세먼지 제거용 biowall garden의 다양한 형태와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 T/E : 공기정화식물의 재배관리법과 biowall garden설계에 대한 기본 기술 알기
○ A : 나만의 biowall garden 설계하여 그리고 제작하기
○ M : 월가든을 통해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관찰의 요소를 적용하여 누적관찰하기

5.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패트릭 블랑(Patric Blanc)이 설계한 세계적인 월가든 감상하기
- 내가 Biowall garden system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 스토리 텔링을 통해 설계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자신만의 biowall
garden 상상해 보기

○ 창의적 설계
- 실내공간에서의 공기식물재배조건과 관리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나만의 biowall garden 설계해 보기
- 실내공간에서의 건강한 생태순환,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는 biowall
garden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 나누어 보기
- 나만의 biowall garden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하고 대응해 보기
- 더 발전적인 biowall garden모델 구상하기
○ 감성적 체험
- 공기정화식물과 관련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 갖기
- 식물의 성장과 죽음에 대한 관심 갖기
- 설계 제작 관찰 수정 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와 디자인의 즐거
움 느끼기

6. 제작의도
Biowall garden만들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설계(모듈키트)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와 연관된 Biowall garden module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디자인적인 요소와 식물재배체험을 통해 풍부한 감성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월가든 제작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과 생태계의 평형과 지속가능
성을 월가든 제작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그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심미적
인 자유 탐구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식물을 키우
는 체험을 통해 생명의 순환과정 전체를 짧은 시간을 통해 간접체험하고 소중함
을 느끼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업과정을 통해 실험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관찰
하는 일련의 과학적 탐구과정도 아울러 체험하여 과학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7. 수업 지도안
주제명
수업차
시
활동유
형
학습재
료
차시
학습목
표

차시

공기정화용 월가든 모듈 이해하기

1~2차시

명
지도대
상

공기정화용 월
가든 모듈 이
해하기

3,4학년

토의
공기정화용 월가든 모듈정원, 관엽식물, 마사토, 배양토
공기정화용 월가든의 구성요소와 역할을 이해하고 나만의 월가든을 만
들 수 있다.
S: 먼지제거, 온, 습도 조절 등과 관련된 공기정화시스템을 이해한다.

STEAM
연계성

T: 공기정화용 월가든 모듈의 원리와 공기정화 식물재배법의 이해
E: 공기정화 시스템의 이해
A: 모듈형 키트정원의 디자인
M: 모듈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화분과 식물의 갯수

단
계

수업의
흐름

과정

◈ 경험 이야기하기
동기유발 ▸최근 환경오염문제 이야기 해보기
▸교실 환경오염 수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Biowall garden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기
도 활동목표 ◈ 활동목표 확인하기
확인
입
◉환경오염문제와 교실환경이해하기

시
지도상의유의점
간
(※) 및 자료(▷)
(분)
10 ▷PPT 자료

◉미세먼지 제거용 Biowall garden 이해하기
◉모듈화분에 식물심기
◈ 활동안내하기
활동안내 [활동1] 환경오염문제와 교실환경 이해하기
5 ▷PPT 자료
[활동2] 미세먼지 제거용 Biowall garden 이해하기
[활동3] 모듈 화분에 식물 심기
활동 [활동1] 환경오염문제와 교실환경 이해하기
20
※ 다양한 월가든
▸최근 문제시 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사진과 영상을 준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기
비한다.
- 공기정화식물의 기능에 관해 생각해 보기
- 측정한 교실환경오염도에 관해 이해하기
※다육식물의 생태
전
[활동2] 공기정화용 Biowall garden 이해하기
와 생육환경에 관
개
▸공기정화용 biowall garden 구조와 각 구분별 기능을
한 자료를 준비한
이해한다.
다.
- 물요소, 공기청정필터, 가습기, LED 패널 설명하기
[활동3] 모듈화분에 식물심기
▸공기정화식물을 기존의 화분에서 잘 분리하여 뿌리의
흙을 잘 털어 줍니다.
▸모듈화분 밑바닥에 마사토를 넣어주고 식물을 넣은 후 35 ※ 석고몰드를 원
하는 다양한 몰드
배양토를 채워준다. 흙 표면은 마사를 덮어 마무리 한
틀을 활용하여 만
다.
들어 볼 수 있다.
▸다 심어진 모듈화분에 물을 준다.
15 ※ 부착용 소재는
▸철제화분판에 네오디움이 부착된 모듈화분을 붙여 준
모두 양면테이프를
다.
사용한다.
◈ 완성된 Biowall garden 관리법을 듣고 이해하기**
▸Biowall garden에 사용된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생육 10 ※ 심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관리
환경관리법에 관해서 이야기 해본다.
방법을 알도록 한
◈ 월가든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 발표해보기
다.
▸ 월가든이 있기 전, 후의 느낌을 이야기 해본다.
정
**월가든 관리법: Iot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생각해본다.
리
◈다양한 형태의 교실정원에 대해 생각해보기
차시예고 ▸ 다양한 형태의 교실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마무리

※ 교사용 참고 자료
○ 도입
동기유발
◈ 경험 이야기하기
▸최근의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 자연환경은 인간의 활동으로 훼손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오염을 대기와 해양의 순
환 과정을 통해 스스로 회복하는 자정 능력이 있다. 산업 혁명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 체제가 확대되면서, 자정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자원 개발
과 함께 자원의 소비가 증가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최근의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국가에 걸쳐서
나타나는 피해로써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열대 우림 파괴 등이 있다.
- 세계인들의 환경문제 순위는 지구온난화․기후변화(37%), 대기오염(35%), 쓰레기
처리(34%), 수질오염(25%), 삼림벌목(24%), 천연자원 고갈(22%) 등의 순서이며 한국
민은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 때문에 70%가 ‘대기오염’을 꼽았다.

<최근의 환경오염문제와 심각성>
▸교실 환경오염 수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수치로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측정한다.

< 교실 내 온, 습도, 미세먼지(PM 2.5, PM 10), CO2 농도 측정 >

○ 전개
활동안내
◈ 활동안내하기
[활동 2] 미세먼지 제거용 Biowall garden 이해하기

▸공기정화용 biowall garden 구조와 각 부분별 기능을 이해한다.

▸공기정화식물의 기작과 원리를 이해한다.
◯ NASA의 Biodome 실험
-미 항공우주극(NASA)애서는 80년대부터 우주탐험 연구를 진행하면서 식물의 잠재력을 재발
견함, 승무원이 머무는 우주선 내부 공기에는 300가지가 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존재한다
는 것이 밝혀짐.
-1980년 NASA의 존 C. 스테니스 우주센터에서 처음으로 실내식물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실내식물이 밀페된 공간에서 포름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효과
가 있다고 보고함.
-NASA의 biodome 실험에서 직접적인 정밀한 결과를 억기 위해서 NASA에서는 BIO-home 실
험을 실시하게 됨. 바이오 홈은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에 의해 배출된 폐기물(대, 소변), 오염
됨 공기 등 정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주대신 지상에서 실험한 1인 거주 건물로 초기의 오
염물질 제거는 물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07종에 대한 식물의 제거효과가 인정되었는
데 각종 실내식물을 배치한 공기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가 확인되었으며 Wolverton 박사
는 NASA와 공동으로 50가지 공기정화식물을 선정하였음.

<NASA의 공기정화식물 선정과 biodome 실험>
◯ 식물의 공기정화방식
- 식물은 크게 분류해볼 때 지상부와 근권부로 나뉘어 공기를 정화한다. 지상부는 주로 잎에
의해서 증산작용이 발생하여 수증기를 방출하여 습도를 조절하고, 공기중의 오염물질이나 먼
지는 주로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흡수하며 야간에는 주로 토양근권부 주변에 사는
토양 내 뿌리 미생물에 의해서 토양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흡수된다.

<식물의 공기정화 방식과 기작>

1. 식물필터링 효과

식물체는 주로 잎에 존재하고 있는 기공이나 흙 표면을 통해 각종 실내 오염물질을
생화학적으로 직접 흡수하거나 미생물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 흡수하는 '식물필터
링(phytofilteration)'효과를 통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잎을 주 관
상대상으로 하는 관엽식물은 공기 중의 먼지나 오염물질 및 유해휘발성 물질의 가
스제거효과가 높은 일종의 자연적 ‘공기정화기’로서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대두
되고 있다.
2. 향기(휘발성 유기물 또는 파이톤 사이드)의 방출
파이톤사이드는 식물을 의미하는 phyton과 다른 생물을 죽인다는 뜻의 cide가 합성
된 말로서어떤 특정한 화학성분이 아니라 숲식물이 만들어 내는 정유를 포함한 테
르펜 물질과 살균성질을 가진 모든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는 식물이 가지는
방어 및 치료기술을 의미하며

인간의 방어능력을 촉진시킨다. 생활 속 예로서는

송편을 찔 때의 솔잎, 생선회와 겨자(살리신산), 마늘(알리신) 등과 같은 독특한 향
기를 의미하며 침엽수로서 전나무, 소나무, 측백 등의 식물에서 다수 발생한다.
3. 온, 습도의 조절
식물은 기공을 통한 증산, 생장배지와 배수된 용기표면으로부터의 증발에 의해 실
내습도를 증가시킨다. 식물의 온. 습도조절은 기계적장치에 의한 제어시 의 경우와
같은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자기조절적(Self control: 더울때는 방출되는 수분은 기
화열을 타고 주위의 온도상승을 막고, 추울 때는 열을 방출하여 온도저하를 막는다)
이다. 파키라, 몬스테라, 벤자민, 쉐플레라 등의 관엽류는 상대습도를 유발하는 작용
이 활발한 식물종류로서 보통 실내에 보통크기(1m안팎)의 관엽식물 3화분을 두는
것은 24시간 가습기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4.음이온의 상승
음이온이란 대기중의 부유미립자가 전기를 띤 것이며 태양의 자외선, 폭포, 계곡의
물가,분수 등 물분자가 격렬히 운동하는 곳과 삼림 등과 같이 식물의 광합성 및 증
산작용이 활발한 곳에서 다량 발생하며 자율신경을 진정시키며 불면증을 없애고 신
진대사를 촉진시킨다. 숲에 많이 있는 음이온은 사람의 양이온을 상쇄하여 자율신
경을 안정시킨다.

숲에 존재하는 음이온의 양은 활엽수림보다 소나무와 같은 침엽

수림에서 더욱 많으며 도심에 존재하는 양에 비하여 14배에서 최고 70배 가량 많
다.

▸수업에 사용한 공기정화용 biowall 구조를 이해한다.
- 교실(서울교육대학교 부설처등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제거용 biowall은 아래 그림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실(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설치된 교실용 미세먼지제거 biowall(국립원예특작원
협찬)
- 미세먼지 Biowall 키트별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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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습도, CO2, 미세먼지(PM 2.5, PM 10) 등과 관련된 디바이스들
<교실에 설치된 미세먼지 제거용 biowall 부속품과 모듈화된 화분들>

<월가든 부착용 모듈형 화분에 식물 심기>

정리
마무리

◈ 완성된 월가든 관리법을 듣고 이해하기
▸완성된 월가든을 관리할 수 있는 생육환경관리법을 반드시 잘 숙지하도록 한다, 월가든은
실내.외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므로 실내관리법을 잘 숙지하도록 한다. 월가든 식재 재료 중 관엽식물(foliage
plant)은 열대우림(tropical rain forest) 지역을 원산지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알맞은 생육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그림 28>.
- 광조건: 열대우림(tropical rain forest)원산이므로 정글을 연상시키는 그늘진 숲의 환
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온도조건: 열대원산의 식물이므로 년 중 일정한 고온(약 20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수분조건: 열대우림 지역을 연중 강수량 이 매우 높은 습한 지역이므로 물 주는 횟수
는 증가하고 분무를 해주면서 상대습도 60-7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열대우림 지역에서 자라는 관엽식물 키우기에 대해 알아보기
◯ 열대 우림 또는 적도 우림은 열대, 아열대 숲의 생활 군계로, 한 해에 걸쳐 따뜻하고
비가 많 이 내리는 곳에 형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를테면 동남아시아, 중앙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 에서 볼 수 있다. 식물생태학에서는 아열대우림 또는 열대우림이라는 표
현이 사용된다.

<열대우림 기후와 식생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에 분포하는 열대우림지역>

<열대우림(tropical rain forest)의 식생>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한 Iot device를 활용하여 월가든 만들기 활동의 상향수직
적 활용(upward vertical activity)으로 구성할 수 있다(Iot를 활용한 수업).

폰에 동기화

샤오미 플라워 케어

식물명의 검색(app 설치후)

검색한 식물의 재배법 알려줌

< Iot 를 활용한 식물 수업(샤오미 플라워케어 사용예)>

마) 지피포트를 활용한 종자 키트 만들기
수업지도안
프로그램명

지피포트를 활용한 종자 키트 만들기

적용학년/시기

초등학교 5-6학년

관련과목

실과, 과학,

관련단원

초 6 과학. 생태계와 환경
초 6 실과. 식물과 함께하는 생활

1. 주제 및 제작의도
지피포트를 활용한 종자 키트 만들기 프로그램은 서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및 탐구중심 활동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함에 있
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탐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자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종자 생명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종자의 다양성과 종자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토종종자와 개량종자에 대한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
- 종자발아 키트를 만들어 본다.
○ 과정 목표
- 다양한 종자들을 관찰하고 종자의 이름을 알아보며 호기심을 기른다.
- 토종종자와 개량종자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종
자를 분류해본다.
- 종자를 발아할 수 있는 나만의 키트를 만들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종자의 발아를 위한 조건 알아보기
○ T/E : 종자발아 과정 및 발아키트 기술 이해하기
○ A : 나만의 종자발아 키트를 위한 케이스 꾸미기

○ M : 미립종자의 수 세기 방법 토론하기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토종종자가 사라진다(경제적, 사회문화적 손실, 토종종자보관 사업 추진)
-

종자 전쟁(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병충해 및 기후 악조건에 강함)

○ 창의적 설계
- 건강한 종자에 대하여 알아보기
- 건강한 종자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기
- 건강한 종자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
- 건강한 종자(활력이 좋은)를 구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기
- ppt를 통해 건강한 종자 구별법 알아보기
○ 감성적 체험
- 지구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 갖기
- 동물과 식물의 성장과 죽음에 대한 관심 갖기
- 설계 제작 관찰 수정 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의 즐거움 느끼기

5. 수업 지도안
주제명

지피포트를 활용한 종자 키트 만들기

수업차시

1~2차시

활동재료

일회용 종이컵(테이크아웃 커피컵), 지피포트, 종자(채소, 허브),
스티커, 색연필, 물

차시
학습목표
교과
연계성

지도대상

5학년

종자의 중요성을 알고 종자발아 키트를 만들 수 있다
초 6 과학. 생태계와 환경
초 6 실과. 식물과 함께하는 생활

수업

활동 자료

단계

(

수업 자료

)

소요시간

○ 종자의 다양한 종류를 알도록 여러 종류 종자 보여주기
도 입

(

).

PPT

○ 종자의 종류와 구분방법 생각해보기

5분

○ 토종종자와 개량종자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 생각해보기
<활동 1> 종자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중요성
○ 토종종자와 개량(수입)종자에 대한 이야기 (

).

* 토종종자와 개량(수입)종자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지 학

ppt

10분

활동지

10분

ppt

10분

ppt

15분

활동지

10분

생들이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종자(유전자원)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여러 종류의 씨앗
을 두고 구분해본다 (

).

○ 토종종자와 개량(수입)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본다.
○ 건강한 종자를 구별하는 종자 활력 검사에 대하여 알아본
다
(
).
<활동 2> 나만의 지피포트를 활용한 종자발아 키트 만들기
○ 토종종자와 개량(수입)종자 발아의 비교(
전 개

)

* 토종종자와 개량종자의 발아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
해보기.
○ 발아를 위한 키트를 만들기 위하여 종이컵에 그림 그리기,
스티커 붙이기로 나만의 키트를 꾸민다(

).

종이컵,
스티커

10분

○ 토종종자와 개량종자 키트를 각각 만든다.
○ 종이컵에 지피포트 1개를 넣은 후 물을 10ml를 넣어 준
다.
○ 물이 스며들면 지피포트의 부피가 6-7배 정도로 커진다.
○ 부피가 커진 지피포트에 토종종자와 개량종자를 각각 심

30분

는다(1cm 정도의 깊이로, 손가락 1마디 정도)
○ 종자를 심은 후 날짜와 종자의 이름을 적는다.
○ 지피포트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매일 점검 후 물을 준다.
○ 각 키트에서 발아하는 날짜를 각각 적고 비교한다(
).
○ 토종종자와 개량종자의 발아의 양상(발아 일수, 발아율)을
정 리

비교한다.
○ 지피포트에 물을 주는 방법을 선생님에게 듣는다.
○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 교사용 참고 자료
도입
○ 토종종자와 개량종자에 대한 이야기

5분

○ 종자의 유전자원으로의 중요성 이야기
○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에 대한 이야기
○ 종자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종자 살펴보기
전개
활동 1: 종자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중요성
○ 토종 종자는 왜 중요할까?
- 종간 경쟁, 약한 종자는 도태된다.
- 건강한 종자의 보존 싸움, 종자전쟁, 로열티
- 유전자원으로서의 종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토종종자와 개량종자의 개념을 설명한
다.
- 건강한 종자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고 건강한 종자의 조건에 대
하여 설명한다.
- 그렇다면 토종종자의 장점과 토종종자의 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 및 수명과 발아율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건강한 종자(활력이 좋은 종자)의 구별방법에 대하여 종자활력 검사 방법을
ppt를 통하여 설명해준다.

<종자활력검사; TTC test>
* 건강한 종자에 대하여 알아보기(ppt)
종자 활력 검사
* 테트라졸리움 검사
- 생화학적 검사방법으로 휴면종자나 장시간 발아종자도 효과적 검정
- 세포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이온과 결합하면 붉은색으로 변함
- 검사시약 농도는 0.1~1% 수용액, 산도는 6.0-7.0으로 조정 이용
- 용액 산도변화를 최소화를 위하여 완충용액과 혼합 조제
* 검사과정
- 물에 충분히 침종하여 물을 흡수, 침종시간이 24시간 최과하면 물을 교환
- 충분히 부푼 종자를 꺼내어 배어 붙어있는 부위에 1/2-1/3 정도를 절단
- 절단된 종자를 테트라졸리움 용액에 침지하여 반응
- 종자를 꺼내어 물로 씻고 절단면의 착색 정도와 위치를 검사
- 배부위가 특히 진하게 착색되면 활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
- 활성종자를 백분율로 표시

- 우리나라의 콩자급률은 어떻게 될까?
- 5%, 우리가 먹는 콩 100알 중 5알만이 국산콩이다.
- 자급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은 토종 콩
- 유전자조작에 의하여 개량된 GMO콩은 병충해, 자연재해에 강하고 단위면적당 수

확량이 높음, 이로인한 슈퍼해충과 슈퍼잡초 발생, 종자의 불임성 강하다.
- 탄저병이 심한 고추 농사
- 고추 농사의 50%는 탄저병과 기후 악조건으로 실패
- 병충해와 악조건에서 살아남는 고추 종자는 토종종자
- 토종종자는 그 땅에서 본래 나는 종자, 그 지역에서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을 말
하고 농업에서는 씨앗을 받아 재배할 수 있는 토착화된 종자를 의미한다.

< 건강하게 자란 고추(왼쪽)와 탄저병에 걸린 고추(오른쪽) >

활동 2: 나만의 지피포트를 활용한 발아 키트 만들기
○ 토종종자와 개량종자의 발아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키트를 만들어 발아를 시켜
본다.
- 내가 직접 만든 발아 키트를 활용한다.
- 지피포트와 같은 휴대가 간편하고 이동성이 쉬운 토양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기존의 일반 배양토를 발아키트에 활용할 경우 흙이 쏟아지거나 흘릴 수 있으나
지피포트는 물을 머금기 전에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흙이 떨어지지 않아 편리
하다.

< 기존의 일반 배양토를 넣은 발아키트 >

< 지피포트; 크기 44mm >

< 지피포트를 활용한 발아키트 >

<나만의 지피포트를 활용한 발아 키트>

- 커피컵을 스티커, 색연필로 장식한다.
- 지피포트를 커피컵 안에 넣고 물을 넣는다.
- 지피포트가 물을 흡수한 후 종자를 심는다.
- 두 개의 키트(개량종자, 토종종자)에서 발아될 수 있도록 지피포트가 마르지 않게 물을
주는 법을 설명한다.
- 지피포트는 물을 부어 저면관수의 방법으로 물을 줄 수 있다.

○ 마무리
- 지피포트에 물을 주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한다.
- 발아 되면 발아 일시를 적도록 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 상황제시 방향: 토종종자가 사라진다(경제적, 사회문화적 손실, 토종종자보관 사업 추진),
종자 전쟁(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병충해 및 기후 악조건에 강함)

- 창의적 설계 방향: 건강한 종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건강한 종자란 어떤 것일까,
건강한 종자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건강한 종자(활력이 좋은)를 구별하는 방법을 생각

해보도록 한다.
- 감성적 체험의 방향: 나만의 종자 발아키트를 만들기 위하여 종이컵에 식물 그림, 식물이
름, 발아 날짜 등을 그리고 발아노트를 겸한 장식을 해보도로 한다. 종자발아 키트를 포
장하는 포장지와 발아노트를 겸한 장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