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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COVID 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대믹 상황에서도 ICT기술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방역 및
확진자 진단기기의 활용기술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과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과학
기술을 학습용 교재를 통해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접하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접하고 활용해보는 학문간 융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서 STEAM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용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교재의 집필 목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능력과 변화능력을
키우자], [첨단과학에서 사용하는 지능정보기술을 접해보자], [자연결핍 학습생태계를
벗어나 자연으로 나가보자] 이다. 이런 개발목표에 의거하여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은
첨단과학기술과 접촉하면서 자연속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자연으로 나가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여,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능력과 변화능력을 겸비한 4차 산업 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차시대체형 프로그램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각 주제들은 자연으로 나가서 진행되는 Hands-on 활동들과 연관지어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을 접해 보면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보았다는 Minds-on의
자신감과 긍지를 고취시켜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능력과 변화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또한 교사용 및 학생용을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으며,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다음 그림은 학교급에 따른
주제들을 도식화하였다.

[첨단과학기술과의 만남]
초·중등 STEAM 프로그램

2020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상황 제시]

1차시

우리 지역 지층 관찰하기
1.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지층 사진입니다.

① 지층-전남 해남군 우항리

② 지층-전남 화순군 백아면

③ 지층-전남 여수시 사도

④ 지층-전북 군산시 말도

2. 지층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각 지층의 특징을 적어봅시다. 또, 지층의 특징을 살려 이름을 지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봅시다.
지층
특징

지층 모양 특징

이름짓기

①
지층
②
지층
③
지층
④
지층

3. 관찰한 여러 가지 모양의 지층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지층
특징
공통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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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적어보기

학교급_초등학교군

2. 지층을 이루고 있는 지층의 사진 및 표본을 관찰하고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퇴적암 표본을 관찰해 봅시다.

역암

사암

이암

2) 퇴적암을 관찰하고 특징을 적어봅시다.
구분

역암

사암

이암

지층의
색깔
지층을 이루는
알갱이 크기
그 밖의
특징

3. 우리 동네 및 지역에서 발견했던 퇴적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퇴적암 분류 웹 사이트
http://sciencej1.cafe24.com/html5/Rockclassification/Rockclassification.html

퇴적암 발견 장소

퇴적암의 특징
2가지 이상 써보기

퇴적암의 이름
어플로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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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2차시

우리지역 지층 소개 VR 영상 대본 작성하기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정보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해 우리 지역의 지층을 사전 조사합니다. 사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VR 촬영하고,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지층을 선정합니다.
1) 우리 지역 지층 사전 조사하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지질정보서비스 시스템 활용

2) 우리 지역 지층 선정하기

① 지층-전남 여수 추도
<수평인 지층>

② 지층-전남 화순군 백아면
<기울어진 지층>

③ 지층-전남 고흥군 수문동
<단층>

2. 선정한 지층을 대상으로 소개 영상 대본을 작성해 봅시다.
1) 소개할 지층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지층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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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층-전북 군산시 말도
<습곡>

학교급_초등학교군

3) 소개할 지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4)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지층 소개 영상 대본을 작성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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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3차시

우리지역 지층 소개 VR 영상 촬영하기
1. 모바일 가상현실(VR)을 체험해 봅시다.
- Google expeditons으로 세계여행하기

카드보드 제작하기

Google expeditions 접속하기

가상현실 체험

2. 가상현실(VR) 영상 촬영을 위한 360도 카메라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구분

① 360도
카메라 준비

② 어플 gear 360을
내려받는다.

③ 블루투스로
연결한다.

④ 촬영 및
업로드한다.

사용방법

360도를 촬영할 수 있는 가상현실 촬영 카메라를 준비한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기어 360앱을 다운받는다.

스마트폰과 360도 카메라를 블루투스로 서로 연결한다.

촬영 버튼을 누르고 가상현실(VR) 영상을 촬영한 뒤,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mistyfriday.kr/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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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위성 지도를 활용해 소개할 우리지역 지층의 위치 표시하기
1)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 우리 지역 위성지도를 검색해 봅시다. 검색한 뒤 소개할 우리지역 지층의 위치를
표시하고 촬영 이동 순서를 계획합니다.

2) 야외 촬영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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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4차시

지층의 특징을 살려 영상 썸네일 만들기
1. 나의 영상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썸네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 썸네일이란 유튜브에서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보이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잘 만들어진 썸네일 하나가
클릭을 유도하기도 하고, 영상의 내용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나의 영상을 대표하는 이미지 썸네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썸네일 제작 시 주의할 점
1. 썸네일이 해당 동영상을 대표할 것.
2. 썸네일이 호기심을 유발할 것.
3. 고화질 이미지를 사용할 것.
4. 글자가 들어간 경우 작은 글자도 잘 보일 것.

2. 내가

촬영한 지층 영상에 대해 친구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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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지역 지층의 특징을 살려 썸네일을
그려봅시다.

4. 내가 그린 썸네일을 PMI 기법을 활용해 평가한 후 수정해봅시다.
구분

평가내용

Plus
썸네일 장점

Minus
부족한 점

Interesting
다른 친구들에
비해 흥미로운 점
(보완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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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5차시

작품 발표하기
학습한 결과물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가상현실(VR) 영상 체험을 해봅시다. 영상을 체험할 때는 친구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며, 결과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평가표에 체크합니다.

발표내용
1. 제작한 우리지역 지층 가상현실 영상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봅시다.
2. 발표한 영상을 돌아가며 체험해 봅시다.
3. 자기평가표 및 동료평가표를 작성하여 토의해봅시다.

결과물 유튜브 공유

카드보드와 크로마키 활용 발표하기

※ 이 프로그램을 마치며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써 봅시다.

12_학생용

산출물 자료

내 직업은 지층 VR 크리에이터!!!_학생용
발 행 일_ 2020년 12월

대표저자_ 김형범(충북대학교)

인 쇄 일_ 2020년 12월

김용기(충북대학교)

발 행 처_ 충북대학교

한도윤(현경초등학교)

인 쇄 처_ 정우COM. (042-636-1630)

이 보고서는 2020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
본 연구서는 비매품으로서 교육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