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STEAM 교사연구회
결과보고서

2021. 11.

대원중학교

- 2 -

“이 보고서는 2021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목

차

1. 요약문 ········································································································································· 01
2. 서론 ·············································································································································· 01
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04
가.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 04
(1) 프로그램 개발 내용 ··············································································································· 04
(2) 프로그램 개발‧적용 결과 ······································································································ 08

나. 성과 확산 및 실천 ··················································································································· 09
(1)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 09
(2) STEAM 교사연구회 간 상호 네트워크 컨설팅 결과 ······················································ 10

다.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분석 및 조사 ········································································ 10
(1) 수혜학생 태도 조사 ············································································································· 10
(2) 교원 만족도 조사 ················································································································· 11

4. 결론 및 제언 ··························································································································· 11

[부록]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1.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교육과정 ············································································ 13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 ···································································································· 14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 15
4. 학생활동지/학생참고자료 ··································································································· 28
5. 교사자료 ································································································································ 55
6. 차시별 학생평가기준 및 방법, 생기부 기록 예시 ························································ 68

부록2. 학생 산출물 ······················································································································· 67
부록3. 회의록 ································································································································· 77

1. 요약문
본 연구는 ‘공동체의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존을 위한 그린 라이프 설계 프
로젝트]로 진행하였으며 그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융합프로그램 이해와 마인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과학, 기술, 미술,
국어, 영어, 진로 교과의 성취기준 분석하고, ‘공동체의 공존’, ‘그린 라이프’,‘체인지
메이커’라는 주제와 융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 학생들의 문제해결역량, 창의적 역량 등
을 함양시킬 수 있는 수업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공존을 위한 그린 라이프 설계 프로젝트]를 위한 융합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는 것
으로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하여 미술, 기술, 영어, 진로 교과의 융합으로 진행하는 주제통합
융합수업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래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세계시민교육, 인간성 교육, 진로교육을 그 수업 적용 과정 속에서 실
현해 보고자 하였다.
-미술 교과의 [체험]과 [표현] 창작 활동을 통해 인간이 갖추어야 할 인간 권리의 중요성을
익히고, 오감을 활용한 경험을 통해 인간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보았다.
-영어 교과의 [말하기], [쓰기] 활동을 통해 요사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인권 침해 사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현상 등을 찾아보고,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한 노
력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기술교과 [기술 활용]의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사고 기
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성취기준을 정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모두의
공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안하였다.
-과학교과의 [생물의 다양성], [화학반응]의 탐구를 우리 주변에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화합
물 중 요사이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하는 플라스틱의 공해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체험하고 그 활용방안도 탐색해 보고, 플라스
틱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통해 지구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 발표수업으로 진
행하였다.
-과학교과의 [재해․재난과 안전]애서 지구를 위협하는 재해･재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찾
아 발표하는 수업을 구안하고자 하며,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그린 라이프를 위한 해결방안 및 대책을 모색해 보았다.
-진로교과에서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우리 주변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고 실
천하는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실천하는 삶을 체험해 보도록 하였다.

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준비과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교육은
사회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사회를 앞서 내다 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교
실에 있는 학생들이 현재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15개정 교육과정은 단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창의융합

- 1 -

형 인재를 양성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필요성의 변화와 더불어 요사이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은 역량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 학교 교실에서 특히 강조될 내용에는 역량 강화 교육 교육뿐 아니
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세계시민교육, 인간성 교육, 진로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새로운 시대에는 교과 지식, 사회 현상 등을 다양한 형태로 조합, 재구성, 변형하여
창의적인 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그 깊이를 보다 폭넓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이의 연결 메카
니즘으로 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과 같은 역량이 작용하게 되므
로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이런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
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블랜디드 교육의 현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신장은 꼭 필요
한 역량이다. 각 교과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수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교과적인 성격을 넘어 생활양식의 관점에서 습관화,
내면화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글로벌 사회에서 발전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전 인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철학과 신념, 국가를 넘어 세계시민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네 번째,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
고 있다. 교육을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인간 권리의 중요성을 익히고 서로의 눈
을 맞추고 오감을 활용한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인간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
요하며, 실제로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로 갈수록 이러한 인간성 교육이 학교에서 보다 강조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다섯 번째, 개인의 다양한 역량 발휘가 중요하게 작용
하는 미래에는 개인의 적성, 흥미 등과 학습의 궤적을 빅 데이터화 한 학습 및 진로 관리 시
스템을 통해 진로 결정에 조언을 듣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인문학과의 결합을 통한 융합 수업을 근간으로 하여 모두의 공존을 위한
그린 라이프를 설계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탐구하고 실천해보고자 하며, 그 수행과정에서 창
의적인 미술 융합 창작 기법과 생각을 넓히는 마인드맵, 도구를 활용한 과학 탐구학습, 전시
장 구조 학습, 모둠 토의 학습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안하여 핵심역량이 함양될 수 있
도록 구성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참여교사는 경기도과학교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신과수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월 1회 이상 교사들과의 정기 모임을 통해 역량중심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
을 실제 수업에서 녹여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면서 통합적인 사고력을 통해 실생활 문제를 창의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합프로그램을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여, 본 STEAM 연
구회에서 개발예정인 융합 수업 자료를 신과수 연구회를 통해 보급하는 데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2015개정 교육과정 내 과학, 기술, 국어, 영어, 미술 교과 간 긴밀히 연계
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미술 교과에서 나를 찾는 여행을 통해 나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공동체 속에서의 공존하는 라이프를 위한 방안 나눔을 통해 인간성 교육에 집
중한 인문학적 접근을 하고자 하며, 영어 교과에서 모두가 공존하는 세계시민의식을 증신시
키고, 기술 교과에서 학교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안전한 삶을 위해 목공을 활용한 실천 교육
을 구안하고자 하며, 과학 교과에서 코로나19로 더욱 늘어난 플라스틱 문제, 기상이변 문제
등 지구 환경의 현 상태를 조사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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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 되어보기 활동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과정 속에서 블랜디드 수업을 적용하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안을 나누고, 과학 교과에서
이론 습득과 기술, 미술 교과에서 실생활과 접목된 학생활동중심의 융합교육을 실시한다면,
교과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진로, 미술, 영어 교과시간을 활용한
융합 수업 및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되어 학생들이 자
신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구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영어, 과학, 기술, 미술 교과 간 긴밀히 연계
되어 있으며, 실제 수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STEAM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또한 진로 교과와도 연계하여 우리를 살리는 모두가 안전한 삶을 저해하
는 우리 주변의 사건과 현상 등을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이 모여 실제 2015 교육과정에 있는 ‘화합물’, ‘화학반응’, ‘학
교 안 안전’, ‘공동체의 역할’, ‘재해와 재난’, ‘과학과 기술 문명’, ‘가정생활과 안
전’, ‘나와 공동체’, ‘세계시민의식’. ‘체인지

이커’등 관련된 학습요소를 분석하고

‘공동체의 공존’이라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우리의 삶과 지구를 위협되는 주변 상황을 탐구하고 이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공
동체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찾아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보고, 나. 우리, 지구를 심폐소
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구안 및 실
천하고자 하며, 이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신장을 위해 각 교과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수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가) 공존을 위한 그린 라이프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창의지성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인드맵, 탐구학습, 토의토론 학습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모색하여 교사의 융
합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나) 우리 주변에서 공동체의 그린 라이프를 위협하는 요소를 교과와 연계하여 탐구해 봄으
로써 사회 참여의식을 신장시킨다.
다) 블랜디드 수업 상황에 본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
시킨다.
라) 과제해결을 위한 모둠별 협업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고, 미술과 영어교과
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민주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을 신장시킨다.
마) 실생활과 연계된 콘텐츠 구성으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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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신장시킨다.
바) 융합 수업에서 발견된 현상 속에서 자신의 흥미 분야를 찾고 진로교육과 연계함으로써
자기관리능력을 신장시킨다.
사) 학교 현장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프로그램명

공존을 위한 그린 라이프 설계 프로젝트

선행
프로그램명

STEAM
프로그램
구분

해당 없음

학교급

중학교

중심과목

과학

연계과목

대상 학년(군)

2, 3학년

목표 수혜학생 수

170명

중심과목
[중학교 1~3학년] 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성취기준 영역 너. 재해․재난과 안전, 처.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국어
영어
연계과목
미술
성취기준 영역
기술가정
진로

1
2

차시
(시수)
3
3

미술(2) + 국어(1)
영어(2.5) + 과학(0.5)

3
4

3
3

과학(0.5) + 기술(2) + 미술(0.5)
과학(2) + 미술(1)

5
6

3
3

과학(2) + 국어(1)
진로(2) + 미술(0.5) + 과학(0.5)

주제 연번

개발계획

[중학교 1~3학년] 쓰기, 말하기
[중학교 1~3학년] 읽기 및 쓰기
[중학교] (2) 표현
[중학교 1~3학년]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중학교 1~3학년] [9진01-04] 효과적인 의사소통
과목 연계(안)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18차시

수업 적용 기간

2021. 7. 1주. ~ 2021. 10월. 3주.
대원중학교 60명(중학교 3학년 전교생)

(STEAM 수업) 수혜학생 수

수진중학교 2학년 60명

학생 태도검사

1차(사전) 검사

영덕중학교 1학년 50명
7월 둘째주, 4개 학급(120명) 실시완료

2차(사후) 검사

10월 셋째주, 4개 학급(120명) 실시완료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가

10월 셋째주 실시 완료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1) 프로그램 개발 내용
본 연구는 융합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세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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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 인간성 교육,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생 참여 중심수업방안을 찾아 각 교과수업에
서 [공동체 공존]과의 연계성을 증폭시키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
지하고 수업에 더 집중하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데 그 개발 방향 및 목적이 있으며, 더불어 재
미없게 느껴지는 교과수업을 다양한 융합 소재와 교과 간 연계된 활동을 통해 흥미를 느끼도
록 디자인 하였다.
기상 이변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쓰레기량의 증가, 세계 곳곳애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 등등 과거와 다르게 현대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의 공존
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고 그 원인을 탐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채인지 메이커가 되어 우리의 실천역량을 만들어가는 실제
활동을 구안해 보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각 소주제별로 과정 중심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교사 평가뿐 아니라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통해 수
업을 돌아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및 문헌 연구를 하였으며 그 개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표1. 공존을 위한 그린 라이프 설계 프로젝트 개발 내용 개요>
구 분

공존을 위한
그린 라이프

활동 내용

문헌 및
자료조사

§

STEAM 교사 연구회 추진 방향 협의회

§

융합 주제 선정 협의회

§

기 개발된 환경, 체인지메이커 관련 프로그램 분석

§

자기 탐색, 공동체의식 함양, 지구환경관련, 진로
교과의 매이커교육과련, 학교 내 캠페인 활동을

설계 프로젝트
§

위한 교과내 관련 성취기준 추출
STEAM 교수-학습 방법 및 학생 참여형 교수-학

§

습 모형 탐색
역량 중심 함양을 위한 학생 참여형 수업 방안

프로그램을
제작을 위한
환경조성

탐색을 위한 관련 전문 도서 탐구 및 자율연수
연수 및
협의회

§

공존을 위한

나를
살리자!

설계 프로젝트
우리를
살리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실제

학교를
살리자!

4-5월

매월 1회
5-6월

매월 1~2회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안 구안 협의회
나의 장점, 단점 탐구 및 ‘별을 찾아 떠나는
나’ 탐색 활동

§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와 화합하는 ‘나’의

§

필요성 탐색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 탐구

§

안전한 공동체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 사회 문제

그린 라이프

3-4월

교과별 주제와 관련된 성취기준 분석을 통한 컨
텐츠 개발 협의회

§
§

비고

탐색
§

안전한 공동체의 삶을 위한 우리의 실천

§

학교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위협하는 사례 탐색

§

여럿이 모여 공존하는 생물, 동물 등의 공존 방법 탐색

§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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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월

9월

지구를
살리자!

함께하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자!

§

우리를 살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캠

§

페인 활동
플라스틱의 효용성과 위험성

§

코로나19 로 인한 지구 쓰레기 증가 실태 분석

§
§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방안
지구 기온 변화와 기상이변 현상 탐색

§

기상이변의 원인 탐구

§

미니 테라리움 제작 활동

§
§

기상이변으로부터 지구를 살리는 방안 모색
우리 주변에서 함께하는 삶을 위협하는 요인 탐색

§

지구를 살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채인지

9월

패이커 가 되어 캠페인 활동 계획
§

9월

10월

우리를 살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캠페
인 활동 실행

위 개발 시기에 맞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2. 프로그램의 수업주제 와 주요 내용>

연번

수업주제명

주요 내용
§

나는 누구인가? 비유와 상징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

1

나를 살리자!

§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 속의 ‘나’를 표현하고 발표
하기

§
§

창의적 발상기법 및 표현효과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우리를 위협하는 사례를 찾는 활동

§

무차별적인 분노와 혐오 표출, 폭력은 정당할까? 문제점
도출하여 카드 뉴스 제작하기

2

우리를 살리자!

§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 질병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기

§

3

학교를 살리자!

다른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위협을

§

하게 된다면?
학교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위협하는 사례 탐색

§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제작

§

우리를 살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캠페
인 활동

4

지구를 살리자! (1)
(지구의 심폐소생술)

§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요인 탐색

§

플라스틱의 유용성과 위험성 탐구

§

밀도를 활용한 플라스틱의 분리 및 재활용방안 탐구실험

§

생분해 플라스틱 제작 및 활용방안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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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플라스틱의 연구 실태 및 지구 환경을 위한 플
라스틱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친환경 플라스틱의 활용
방안 모색

지구를 살리자! (2)
(지구의 심폐소생술)

5

함께하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자!
(지구의 심폐소생술)

6

§

지구를 위협하는 기상이변 사례 찾기

§

기상이변의 원인 탐구

§

효율적인 전기 에너지 활용을 위한 독서토론 활동

§

지구를 기상이변으로부터 살리는 심폐소생 방안 모색

§

공동체의 행복한 공존을 위협하는 사례 찾기

§

지구를 살리고, 인간의 공존을 위한 캠페인 도구 제작

§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체인지 메이커 실천하기

§

모두가 행복한 공존을 위한 심폐소생 방안 모색 및 나
의 진로와 연계하기

(2) 프로그램 성취기준 분석
공동체의 공존과 그린 라이프 설계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각 교과의 2015 개정교육
과정 성취기준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 표3.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분석>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

과학

[9 과 13-02] 밀도,용해도,녹는점, 어는점, 끓는점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9 과 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9과16-01] 재해･재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원인과 피해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
[9과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9영03-04]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

영어

다.

기술․
가정

미술
진로

[9 기가 02-07]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9미02-01]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다.
[9미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중학교 1~3학년] [9진01-04] 효과적인 의사소통.

(3) 연구의 범위
1) 대원중학교 3학년 학생 60명과 수진중학교 2학년 60명 학생을 대상으로 각 교과 수업
시간 중에 STEAM 수업을 실시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정의적 영역, 융합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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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력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다.
2) 영어, 과학, 기술, 미술, 진로 교과의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
적용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참여교사의 교과시간에 구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과 오
프라인 수업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안한다.

(4) 연구의 적용
1) 적용 대상 : 대원중학교 3학년 전체학생 60명,
수진중학교 2학년 2학급 60명, 영덕중학교 1학년 2학급 50명
2) 적용 인원 : 170명
3) 적용 시기 : 7월 1주 ∼ 10월 3주
4) 적용 방법 : 교과 내 수업시간 및 참여연구원이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프로그
램 전체 및 일부를 분절적으로 적용
4) 참여교사가 운영하는 동아리 시간과 자율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5) 여건에 따라 방학 중 캠프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차시로 개발한다.
6) 자유학기 주제선택 수업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17차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전
체 과정을 일시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는 분절적으로 적용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연
구한다.

(5) 연구의 개발‧적용 결과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차시(시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주제

운영
대상(학년)

개발

수업적용

학생수

1

나를 살리자!

내면의 자화상 - 나를 살
리다

3학년

완료

완료

50

3학년

완료

완료

60

3학년

완료

완료

60

3학년

완료

완료

60

완료 여부

Hate crimes against Asian

2

우리를 살리자!

American on rise in US
amid pandemic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3

학교를 살리자!

4

지구를 살리자!
(1)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과

5

지구를 살리자!
(2)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자

3학년

완료

완료

60

6

함께하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자!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복한 공
존을 위한 우리들의 역할)

1학년

완료

완료

60

원인과 해결 방안
친환경 플라스틱 탐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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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나

성과 확산 및 실천

(1)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회차

일시

장소

1차

‘21. 6. 5.

수석교사실

2차

‘21. 9. .10

참석대상

주요내용

참여연구원

- 프로그램 개발 주제 및 내용 발표

및 동료교사

- 상호 컨설팅 실시
-교내 스팀 공개 수업 실시

과학실

참여연구원

수석교사실

및 동료교사

-교내 교사 및 참여연구원과의 수업 나
눔 실시
-참여연구원의 개발 및 적용사례 나눔
-결과보고서 수정사항 논의

2021 대원중 STEAM 수업 공유 워크숍 계획
1. 목적
가. 다양한 교과 교원 간 융합을 바탕으로 현장 적합성 높은 STEAM 프로그램의 연구·개
발 및 적용을 통한 교원 협력 연구 역량 제고
나. STEAM 교사연구회에서 연구‧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실생활 문제해결력 체득‧함양
다. 교내 교사들의 협업 및 공동체 의식 및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함양

2. 세부추진계획
가.
나.
다.
라.

주
일
장
대

제
시
소
상

:
:
:
:

개발한 STEAM 수업 공유를 워크숍 실시
2021년 9월 10(금) 5교시
교내 과학실
3-1반 학생 30명

3. 워크숍 세부 추진 일정
일
9월
6일
(월)

시간
09:00

13:00
~13:30
9월

▶ STEAM 워크숍 공문 발송
▶ 교내 선생님들의 자유로운 참관을 위한 메시지 전송

담당자
이경희

▶ 사전 준비

김정후

▶ 스팀교사 연구회 참여연구위원 및 교내 참관교사 등록

이경희

▶ STEAM(과학)수업 실시 및 참관

10일
(금)

연수 세부 내용

13:30
~14:45

- 플라스틱의 유용성과 위험성 탐구
- 생분해 플라스틱을 이용한 창의적인 작품 제작
- 지구를 살리기 위한 대처 방안 토의 및 모둠별 내용 공
유(갤러리 워크 구조-스티커를 활용한 상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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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14:55
~16:55

▶ 협의회

STEAM교

- 학생들의 참여도 및 수업 흐름에 대한 토의

사연구회

- STEAM 태도 검사 및 만족도 검사 방법 토의

연구위원

- STEAM 성과 나눔

전체

나눔 협의회

수업 참관소감문

(2) STEAM 교사연구회 간 상호 네트워크 컨설팅 결과
회차

일시

장소

참석자

상호 컨설팅 결과

- 연구회 주제 발표
- 타 연구회 주제 발표를 통한 상호
1차

’21.5.31.(월)
16:30~18:00

온라인 이경희 교사(연구책임자)

컨설팅
- 연구비 사용에 관한 문답활동
- 타 연구회의 융합사례 나눔
- 온라인 커뮤티니 안내
- 연구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진

2차

’21.7.15.(목)
16:30~18:00

행 상태 발표
온라인 이경희 교사(연구책임자)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적용의 어려움
에 대한 상호 문답 활동
- 융합수업의 필요성에 공감

3차

’21.9.14.(화)
16:30~18:00

- 프로그램 적용결과 나눔
온라인

이경희 교사(연구책임자) - 예산사용에 대한 문답 활동
- 결과보조서 제출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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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분석 및 조사

(1) 수혜학생 태도 조사
구분

조사 시기

1차(사전)검사

’21. 7. 6 . ~ ’21. 7. 10.

2차(사후)검사

’21. 11월 중

내용
대원중 3학년 전체 2학급(60명) 실시완료
수진중 2학년 2학급(60명) 실시완료
대원중 3학년 전체 2학급(60명) 실시완료
수진중 2학년 2학급(60명) 실시완료

-수혜학생 선정 이유
① 연구위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자료를 적용하였으며, 대원중학교의 경우 3학년 전체
학생이 60명인 소규모 학교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영어, 과학, 기술가정, 진로 시
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후 검사까지 실시하였다.
② 타교 연구위원의 경우 과학시간을 이용해 과학교과에서 개발된 자료를 적용하였고, 동아
리 시간을 이용해 기술가정교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총 9차시를 적용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 인터뷰 내용
① 대원중 3학년 신건호 학생과의 면담내용
-스팀이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지만 여러교과에서 한가지 주제로 이런저런 활도을 한
다는게 신개했다. 친구들과 재미있었다. 특히 만들기 활동을 자주하면 좋겠다고 함
② 대원중 3학년 김우연 학생과의 면담내용
-과학내용이 어렵고 흥미가 없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니 재미가 생겼고, 진로시간과
기술시간에도 발표활동을 하면서 흥미로웠다고 함
(2) 교원 만족도 조사
①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모든 연구위원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실시간 온라인으
로 자주 소통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상황과 적용상황을 협의하였다.
② 타교 연구위원들과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협의회에 참여하였고, SNS로 자주 소통하였으
며,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1) 프로그램 보급
-본 연구회에서 개발된 내용 중 과학교과를 기반으로 개발된 6차시 수업내용을 경기도 과
학교사 동호회 [신과수]연구회(현 회원 200명 이상) 정기모임에서 소개되었으며, 파일 형태
로 배포되어 과학교사들에게 STEAM교사연구회의 활동을 홍보함
- 책임연구원의 학교 내에서 STEAM수업 공개를 홍보하고 공개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통해 연구회 활동을 안내하였음
- 동아리 및 자유학기 주제선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 학교 내 교사들에게 통
합 메신져로 자료집 보급 및 홍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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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교사들의 수업 역량
- 다양한 과목간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취기준 분석의 중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고, 성취기준분석을 통해 수업내용을 디자인하고, 이를 평가로 이어서 수업
의 과정과 평가가 일체화도록 하는 수업 역량이 증대하였다.
- 온라인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STEAM수업을 적용하기 다양한 온라인 도구에 대
한 학습을 해야 했고, 이를 통해 온라인 도구 활용능력이 향상하였다.
-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프로그램을 개뱔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의사소통능력과
협업 능력이 향상되었다.
-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위한, 수업과 일치되
는 과정평가, 그리고 학생들의 관찰 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학생을 관찰하고 피
드백하는 교사의 역량이 향상되었다

(3) 결론 및 제언
- 교과서 속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좀 더 재미있는 소재와 다양한 실험 재료를 활용해 보
는 활동이 많고, 학생들 간의 모둠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
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STEAM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학생들은 논리적인 의사
소통능력과 과학적 문제 해결력 등이 저절로 함양될 것으로 기대됨.
- 지구환경의 중요성과 나를 알아가는 기쁨과 더블어 살아가는 친구들과의 활동을 통해 흥
미를 유발하였고, 자신의 삶과 연계된 활동이라 더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디자인 뿐 아니라 에너지 측면에서의 고려도 매우 중요함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시험을 통한 성적은 산출하지 않지만 학생들의 활동
내용과 그 학생이 성장이 드러나도록 모든 학생을 서술형으로 기록해야하므로 차후 프로그
램을 개선한다면 과정 중심 평가와 생활기록부 기록방안에 대한 교사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시자료를 첨부하면 좋을 듯함.
- 2015개정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므로 프로그램에서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역량이
무엇인지, 어떤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를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역량을 함
양하는 방향으로 활동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생각됨.

주 의 문
1.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언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
과학창의재단과 사전에 상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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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 명: 공존을 위한 그린 라이프 설계 프로젝트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9 미 02-01]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1

1~3/18

2

4~6/18

3

7~9/18

국어
[중학교 1~3학년] 쓰기,
[9미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
말하기
할 수 있다.
탐색할 수 있다.

[9 영 03-0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과학
[중학교 1~3학년]
재해․재난과 안전

[9 기가 02-07]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 국어
[중학교 1~3학년] 쓰기
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
미술
에 적용한다.
[중학교] (2) 표현
[9 과 13-02] 밀도,용해도,녹는점, 어는점, 끓는점이 물질의 특
성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4

10~12/18 [9 과 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미술
[중학교 1~3 학년] 나.표현

있다.
[9 과 16-01] 재해･재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그
5

6

국어
13~15/18
[중학교 1~3학년] 쓰기,
[9과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 말하기
안을 세울 수 있다.
원인과 피해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16~18/18 [중학교 1~3학년] [9진01-04] 효과적인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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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중학교1~3학년] 나.표현
과학
[중학교 1~3학년]
재해․재난과 안전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8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내면의 자화상 - 나를 살리다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내적 동기 및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자아 탐색과 작
품 제작을 통해 감수성을 찾고 자존감과 자기 긍정의 내면의 힘을 키우며, 비유와 상징적
1~3

시각화 활동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과 통찰하고자 한다. 발표와 감상을 통해 자신을 살리

/18

는 자기수용, 나아가 타인 이해, 공동체 감각, 공존의 지혜를 갖도록 한다.
Co

나는 누구인가? 비유와 상징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

CD

창의적 발상기법 및 표현효과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ET

발표 및 상호 피드백

주제(단원)명
4~6

Co

/18

CD
ET

무차별적인 분노와 혐오 표출, 폭력은 정당할까?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 질병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기
다른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위협을 하게 된다면?

주제(단원)명
7~9
/18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 on rise in US amid pandemic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학교 생활을 주로 하는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또래 간에 문제를 자연이
나 주변 생활에서 공존하는 모습을 찾아 이를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하고 학교 생활을 건강하
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주제(단원)명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과 친환경 플라스틱 탐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플라스틱은 서로 다른 밀도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에
10~12

따라 사용하는 곳도 다양하다. 편리함 뒤에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도

/18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육과정 안의 밀도 개념을 이용해 플라스틱의 특징
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재활용방안을 탐구하고, 친환경플라스틱의 종류와 활용방안에 대해
조사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요사이 많이 보급된 친환경 플라스틱을 활용한 마그넷소품
을 창작해 보면서 지구환경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을 경험한다.
주제(단원)명

13~15
/18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자

나날이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전기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발생
됨을 인지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비전력 제품을 고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주제(단원)명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복한 공존을 위한 우리들의 역할)

16~18

Co

효과적인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활동지를 통해 체험하기

/18

CD

생활 주변과 지구 곳곳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 찾기

행복한 공존을 위한 개인별 체인지 메이커를 실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식에 변환의
기회가 되도록 캠페인 도구 제작하기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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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미술

학교급/학년(군) 중학교/1 학년

[9미02-01]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심과목
성취기준

[중학교] (2) 표현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다.

[9미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내면의 자화상 - 나를 살리다 –

차시

1~3/16

학습목표

- 자신을 비유와 상징적으로 정체성을 탐색하고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 창의적 발상기법 및 표현효과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자신에 대한 성찰과 통찰을 통해 자기수용, 타인 이해, 공동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연계과목

국어

연계과목
[중학교 1~3학년] 쓰기, 말하기
성취기준 영역

S
STEAM
요소

T
E
A 자신의 정체성 탐구를 통한 자신과 환경,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통찰
M

개발 의도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며,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
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과 세계 및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성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 단원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대상과 주변의 환경,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상 및 현상을 지각하여 미적 경험에 반응
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자신에 대한 비유와 상징의 연상을 통해 창의적 발상
방법을 적용하며, 다양한 표현 효과 및 조형 요소와 원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발표
를 통해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삶에 대한 ‘해석의 창’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경험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자기 삶을 사는 존재, 자신을 값있게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의 고
유성과 독특성을 발견하여 나를 살리는, 즉 자존감 향상과 긍정적 자아관을 형성하며 공동체 감
각, 공존의 지혜를 갖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여 확장함으로써 깊이 있는 탐
구, 상상력과 창의력,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능력 등 역량을 향상하고자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비유와 상징으로 자
신의 정체성을 탐색
하여 시각화하고 발
표 함으로써 자기 수
용, 긍정적 자아관, 타
인 이해, 공동체 감각
을 키울 수 있는 공
존의 지혜 인식하기

창
의
적
설
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비유와
상징, 이미지 연상으로 탐색하
고 창의적 발상법을 활용하여
시각화하며, 회화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상상과 창의적인 표현의
즐거움을 통한 미적 감수성 신
장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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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발표 및 감상을
통해 심미적 감수성과 감
성
타인의 생각을 읽고
적
이해하며 공감하는 타
체
인 이해와 시각적 소 험
통 능력 키우기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Co

미술로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ET

작가 작품 감상하기 [고흐의 고흐의 의자, 고갱의 의자 /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학습자료
및 유의점

PPT자료

- ‘나’를 주제로 표현한 다양한 자화상 작품 탐색하기
- 관찰 표현으로 자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도입
( 45 분)

- 모습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거나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기
-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등
ET

작품에 표현된 현 기법과 표현 재료,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 발표하기

Co

창의적 발상법의 이해와 활용하기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shot+and+edited+on+iphone
- 창의적 발상법을 적용한 광고 영상 시청 하기
Co 예시 작품을 통한 다양한 회화의 표현 효과 알아보기
Co

CD

나에 대한 다양한 탐색을 통해 나의 특성을 발견하기

- 나의 정체성 활동지 1,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는 나 탐색

동영상

PPT자료
학습지

- 나의 정체성 활동지 2, 비유와 이미지 연상으로 표현하는 나 탐색
- 연상의 세가지 방법 : 언어연상, 형태연상, 이미지 연상 방법 이해하기
- 자연물이나 사물의 형태와 구조, 용도, 생태적 특징 등을 파악하여 표현하기
전개
( 70 분)

CD

내면의 자화상 제작하기
- 주제에 맞는 창의적 발상법을 적용하여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 표현 재료와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조형 요소와 원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하기
- 색의 연상과 색의 의미와 심리 알아보기
- 색채의 상징적 의미 이해하고 작품에 적용하기
- 화면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며 완성하기

ET

작품 발표 및 토의

- 개인별 작품 발표 자료 정리하기
- 친구 작품 감상 및 발표
- 우수한 점과 느낀점, 알게 된 점 나누기
정리
( 20 분)

- 친구들의 작품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관심과 존중의 태도 갖기
ET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PPT자료

-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 삶을 통찰하고 공존의 지혜를 탐구하는 태도의 중요성
인식하기

동영상

- 배상민 교수의 디자인 철학과 공존의 미학에 대한 실천적 삶 탐구
- https://www.youtube.com/watch?v=mJkroqw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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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영어

학교급/학년(군) 중학교/3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중학교] 읽기 및 쓰기

[9영03-04]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
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
할 수 있다.

Hate crimes against Asian
주제(단원)명 American on rise in US amid

차시

4~6/18

pandemic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대상이나 주제에 관한 길고 복잡한 글을 읽고, 숫자 정보, 장소, 인물, 사건 등에 대한

학습목표

전반적인 내용을 활용하여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 일상생활에 관한 짧고 간단한
글을 다양하고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언어 형식을 활용하여 성격이나 특성이 드러나도록 문장을 쓸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중학교 1~3학년] 재해․재난과 안전
성취기준 영역

과학

S 전염성 질병의 원인과 방역에 대해 알아보기
STEAM
요소

T
E
A 증오와 혐오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기
M

개발 의도

막연하고 주관적인 증오와 혐오의 감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무차별 테러 형태의 범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남의 이야기로 흘려 버리기보다는 심각하
게 고민해보고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함

코로나-19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집합금지조치 등의 활동제한에 따른 피로감과 우울 그
리고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불안과 좌절감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폭력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함.
그 대상은 코로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무차별 폭력과 배척의 형
태로 표출되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중국인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에서 온 노동자들에 대한 막연한 두
려움과 공포감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몇 건 있었고 드러내 놓고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은 그 대상이 외국인이었을 경우 더 심각했음.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했을 때 그들의 거주지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만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일은 일부 지
각있는 시민들로부터 두고두고 지탄을 받기도 함.
이에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무리짓기 속성과 나의 불편과 불안에 대한 근거없는 분노표출에 대한 우
려와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성 질병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신문기사읽기를 통해 찾아보고자
함.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 코로나 상황에서
황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제 대한 증오범죄 증가
시

창
의
적
설
계

- 자신의 두려움이 폭력으로
해결 가능할까?
- 누군가가 나의 피부색과 국적
때문에 혐오하고 폭력을
가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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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 한국에 살고 있는
성
외국인들도 코로나
적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
체
커짐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 주제 및 목표 안내, 관련 영상 시청
Co 코로나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혐오와 폭행은 왜 일어날까?
도입
(15 분) ET 전혀 상관없는 일로 나를 비난하고 폭력을 가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영상 속의 여성과 노인은 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가?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https://yo
utu.be/br8
O_6WIZz0

주제와 관련된 Background Knowledge 활성화
주제와 관련된 단어나 표현들을 Brain-storming
Article 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이 있는 곳에 밑줄하고 Handout 의 질문에 답하기

CD

ET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이 서구국가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는 이 Article(The
K o r e a
Times)
Handout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좌절감 공감하기

CD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살게 된 이유

ET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절박함에 대해 생각해 보기

Co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

CD

세계화와 함께 여러 인종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마음 자세

Co

전개 유
(75 분)

정리
(15 분)

코로나-19 같은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

주제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평가와 마무리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체 이웃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곁에 있는 외국 노동자들은 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고 우리 공동체를 위
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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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기술‧가정

학교급/학년(군) 중학교/2 학년

[중학교]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중심과목
성취기준

[9 기가 02-07]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차시

7~9/16

학습목표

- 자연이나 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건강한 학교 생활을 ㅂ 문자화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모둠별로 작품을 소개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연계과목

국어, 미술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3학년] 쓰기
[중학교] (2) 표현

S
STEAM
요소

T

문제 해결 과정으로 창의적으로 타이포그래피 완성하기

E
A

공존을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기

M
개발 의도

학교 생활에서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들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 학생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 방안이 공감을 되어 마음 깊이 새겨 실
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학교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등으로 정신 건강을 위협 받는 부분이 있고 OCED 가입
국가 중 학생 행복지수가 하위권에 무르고 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환경에서 단체 생활을 하거나 하나의 생물의 환경 적응 방식 등을 살펴보며 해결 방안을
찾고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만들어 이미지와 문구를 하나로 디자인한다.
모둠원들과 함께 표현하고 작품을 발표하면서 또래 친구의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확실히 기억하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로 힘
들어 하는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한다.

창
의
적
설
계

자연 생물에서 서로 도우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나 환경에 적응
해 살아가기 위한 요소들이 결합
하여 현재의 모습이 된 생물을
보며 이를 글자와 형태로 시각적
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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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들이 조화를 이
루며 살아가는 자연을
보며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소개하
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도입
(10 분)

교수-학습 활동

Co

ET

Co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생물 등을 PPT 로 보여 주며, 스스로 생각하며 해결 방
법을 탐색하기

CD

수집한 동물, 생물, 또는 새롭게 만든 모양, 기호 자료 중 ‘건강한 학교생활
이미지’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을 골라 이미지 스케치하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기 해결 방법을 4 글자로 함축하여 문구 만들기
- 글자, 이미지를 합쳐 타이포그래피로 완성

전개
(30 분)

ET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며 활동지에 글자, 이미지를 그리고 이를 합쳐 새롭게
글자를 디자인하기

ET

모둠별로 개인의 생각 발표하기
- 모둠원에게 자신의 글자, 기호 등에 대해 설명하기
- 가장 좋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선택하기
- 한 개인의 아이디어보다 모둠원의 생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정리
( 5 분)

학습
과정

도입
(10 분)

교수-학습 활동

Co

타이포그래피 제작 과정 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제작 방법을 이해하기.

ET

타이포그래피 제작 순서 발표와 모둠의 표현 방법 정하기

Co

모둠의 디자인을 도화지에 스케치

CD

개인별로 받은 도화지에 개인별 채색 작업하기
- 스케치 된 도화지 뒷면을 연필을 칠해 먹지처럼 만들어 4 장의 도화지에
복사하기
- 받은 도화지에 개인별로 채색하기 (색연필, 유성펜, 반짝이펜 등)

동영상

PPT
활동지

학습자료
및 유의점

PPT

전개
(35
+35 분)

정리
( 10 분)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관련 동영상 시청
학생 자신의 스트레스 해결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ET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며 활동지에 글자, 모양을 그리고 이를 합쳐 새롭게 문
자와 이미지를 결합한다.

ET

모둠별 완성한 타이포그래피를 발표, 생각 공유하기
- 작품 감상하기
- 완성 작품 설명하기

- 20 -

활동지
준비물
(도화지,
자, 칼,
채색도구)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3 학년

∎물질의 특성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중심과목
성취기준

∎[9 과 13-02] 밀도,용해도,녹는점,
어는점, 끓는점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9 과 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차시

10~12/18

주제(단원)명 친환경 플라스틱 탐구

1. 밀도 탐구를 통해 플라스틱의 특징을 이해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학습목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플라스틱이 유용성과 함께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3. 생분해 플라스틱 소품 제작활동을 통해 활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 발표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중학교 1~3학년] 나. 표현
성취기준 영역

미술

S 플라스틱의 밀도 탐구
STEAM
요소

T 친환경 플라스틱의 연구 개발 상태 탐구
E 플라스틱 재활용방안 및 친환경 플라스틱의 특징 탐구
A 창의적인 플라스틱 소품 제작 활동
M

개발 의도

.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플라스틱의 특성을 알고, 환경에 영
향을 적게 주는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구는 지금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에 인한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5년간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약 83억 톤으로 추정되며, 폐기량은 63억 톤에
달하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총 누적 33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년간 8762톤으로 예상되고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
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을 늘리기 위해서 플라스틱의 특성을 알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와
그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우리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의
밀도가
다양하고, 이를 이용해
재활용방안 제시활동
∎친환경소품제작활동
을
통해
친환경플라스틱의
특징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 탐구활동

창
의
적
설
계

∎플라스틱의
밀도의
이용한 실험 설계활동
∎친환경
플라스틱을
창의적인
마그넷소품
위한 디자인 활동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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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이용한
제작을

∎ 플 라 스 틱 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재활용에
동참하도록 한다.
∎친환경플라스틱의
연구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친환경플라스틱의
종류와 사용처를 알고,
적극적인
활용에
참여한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호기심을 유발하는 상황 제시
1 회용 플라스
- 우리주변의 플라스틱은 모두 물에 뜰까?
틱 컵, 물, 유
- 1 회용 컵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질문 해결 실험 실시
성펜, 가위
ET 다양한 플라스틱의 종류 제시
도입
- 우리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플라스틱의 이름과 쓰임새 안내
Tip! 물에 플
(20 분)
Co 학습목표 제시
라스틱이
잘
-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사용 싵태 인지
구별되도록 유
- 플라스틱의 밀도와 그 유용성을 알고, 재활용방안 및 친환경 플라스틱의 종류 및 성펜 활용유도
그 특징 탐구함
Co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환경 오염 실태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6xlNyWPpB8&t=2s )
- 지구 환경에 주는 플라스틱의 영향
- ET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인식

Co

Ted 동영상
PET,
HDPE,
LDPE, 물,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환경 오염 실태 자료
- 멀티 플로우 맵(Multi-Flow Map)활동: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는 현상이 우리

Co

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원인과 그 결과 정리
전개
(80 분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방안을 모둠
별 토의 활동
ET

눈금실린더,
나무젓가락,
종이컵

생활 속 플라스틱 밀도 비교 탐구 활동
교사용 참
- 모둠별 탐구활동 실시
고자료
- CD 제시된 2 종류 액체와 3 가지 플라스틱의 밀도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 설계
토의 활동
3D 폴리모
- 실험 설계한 방법으로 5 종류의 밀도 크기 비교 실험 실시 및 방법 공유
프, 뜨거운
- 플라스틱의 밀도 값 및 사용되는 사례 이해
물, 종이컵,
나무젓가락,
Co 3D 폴리모프(Polymorph)를 활용한 창안품 만들기
네 오 디 움
-생분해 플라스틱 설명
자석(소형),
- CD 창의적인 마그넷 소품 제작 활동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3D 폴리모프(Polymorph)의 특징 이해
색의 안료,
- ET 3D 폴리모프(Polymorph)를 활용하고 있는 생활 속 사례 조사 발표
Co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토의
- 플라스틱 밀도 탐구활동을 통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안 토 인터넷 환
경
의 및 공유
읽기 자료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 조사 발표
제공
-모둠별 조사 발표 활동 : 친환경 플라스틱 한 가지를 정해 그 특징과 활용방안 조
Tip! 친환경
사 발표
플 라 스 틱
ET 지구 환경을 위한 대책 토의
제품
-지구를 살리는 우리의 생활 속 실천 사례 나누기
ET

정리
(50 분

에탄올,

- 22 -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2 학년

[9과16-01] 재해･재난 사례와 관련된 자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료를 조사하고, 그 원인과 피해에 대해
중심과목
성취기준

[중학교] 너. 재해 재난과 안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9과16-02]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재
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
다.

주제(단원)명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자

학습목표

1.
2.
3.
4.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설명할 수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사례를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고 그
비전력화 제품을 고안 및 제안할

연계과목

국어

차시

13~15/18

있다.
조사할 수 있다.
대안책을 제시할 수 있다.
수 있다.
[9국01-08]
연계과목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성취기준 영역
구성하여 발표한다.

S 자연현상이나 주변에서 경험한
T
STEAM
요소

E 비전력제품 아이디어 및 대체품 고안
A 글쓰기, 자기 생각 기록하기
M

개발 의도

나날이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
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비전력 제품을 구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는 산불과 대홍수 등 나날이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지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그 피해가 고
스란히 인간에게 되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이 수업의 목적이 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고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책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심각성 대두로 전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가정의 대부분이 전기에너지에 의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에너지도 생산과정에서 많은 지구온난화의 요인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
을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도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전기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비전력제품을 고안하여 전기에
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창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의
재난 상황 관련 뉴스 적
(영상) 시청
설
계

비전력제품 및 대체품 구안

감성적 체험

- 23 -

감
* 독서 활동
성
* 비전력제품 아이디어 적
내기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동기유발>
(
- 재해재난 관련 뉴스(주제:온실가스로 뜨거워진 지구.. 전 세계 이상기후 심각)를 https://
시청한다.(https://tv.naver.com/v/15264053 : 2 분 30 초)
tv.naver
.com/v/
<학습목표 및 학습과정 제시>
1526405
도입
-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3
: 2
( 45 분)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분 30 초)
-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고 그 대안책을 제시할 수 있다.
- 비전력화 제품을 고안할 수 있다.
<자료를 통한 지구 온난화 원인과 피해 알기>
Tip!
[모둠]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피해 읽기 자료를 읽고 활동지를 작성해보고 발표한다.
활동지 1
Co

<독서활동 안내>
- 활동지 2 를 배부
- 도서「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 소개
- 활동 내용 안내
독서 활동 중 교사가 알게 하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생각하며 읽게 하기
위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전개 <비전력제품 안내>
책에 나와 있는 비전력제품을 정리하여 안내한다.
(15 분)
ET <독서활동>
- 1/2 부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 시간에 따라 읽을 분량을 지정하여 읽힌다.
- 교사의 안내에 따라 생각하며 읽는다.
- 수업 중 읽기 어려운 경우 과제로 읽어오고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부터 운영할
수 있다.

도서
활동지 2

<조사활동>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제시하고 그 해답을 도서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CD <정리활동>
핸드폰 또
제시된 활동지에 독서 내용을 정리맵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흥미로운 점, 궁금한 는 컴퓨터
점 등을 정리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 제품을 비전력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리
아이디어를 고안한다.
(30 분)
CD ET <발표활동>
비전력제품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ET

활동지

소감문 쓰기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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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진로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중학교] (1) 주어진 문제를 나의
성취기준 특성과 연계하여 해결 방안 모색
영역
및 진로 찾기

중심과목
성취기준

중학교/1 학년
[중학교 1~3학년] [9진01-04] 효과적인
의사소통

주제(단원) 행복한 공존을 위한 우리들의
차시
16~18/18
명
역할은?
•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행복한 공존을 위협하는 사례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학습목표 위해 개인별 특성을 연계하여 캠페인 도구를 제작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한 행복한 공존을 위해 진로와 연결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연계과목
[중학교 1~3학년] 나. 표현
연계과목 과학, 미술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3학년] 재해․재난과 안전
S 생활주변, 지구 곳곳에서 야기되는 이상 기후 현상 등과 관련된 위협 사례 찾기
T
STEAM
E
요소
A 영상 제작, 포스터 그리기,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M
바이러스, 종교분쟁,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햔 자연 재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시스템으로 인한 행복한 공존을 위현하는 사례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개발 의도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모두가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캠페인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많은 갈등(종교갈등, 세대간의 갈등,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과
자연 재해 및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찾아보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이를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 도구를 제작하여 활동을 함으로써 인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맞게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좀 더 확장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행복한 공존이란 어떤
삶이며 현재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협적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창
의
적
설
계

행복한 공존을 방해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례 찾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점
모쇅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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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공존을
위협하는 요소를
모두가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의지를
가질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고
개인별 미래 진로와
연계하여 실천
가능한 체인지
메이커 작성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도입
( 15 분)

교수-학습 활동

Co
Co
Co

Co

행복한 공존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변 또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발표하기
뉴스를 통해 행복한 공존을 위협하는 사례 영상 시청하고 느낌 나누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Tip!

학습내용 및 학습목표 확인

공존이란 무엇인가?
-패들렛창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발표한다.
CD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 역량은?
CD

Co
ET 행복한 공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감하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활동지를 통하여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체감한다.
CD
뉴스를 통해 요즘 주변에서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찾아보고 아프카니스탄의 분쟁과 관련된 뉴스 동영상을 시청한 후 각자
의 느낀 점을 작성한 후 발표한다.
영상 1 https://www.youtube.com/watch?v=jVCaX6VYMLM
영상 2 https://www.youtube.com/watch?v=WxG9exCYqyE

동영상
전개
( 65 분)

활동지

Co 자신이 느끼는 행복한 공존을 위협하는 사례들을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
하여 제시한다.
CD 행복한 공존을 위협하는 사례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둠별 활동을
통해 모색한다.

CD

행복한 공존을 위한 인식의 변환을 위해 캠페인 도구를 제작한다.

-모둠 구성(직업흥미검사, 다중지능검사, 성격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신의
특성과 잘 부합된 도구 제작 모둠으로 편성한다.)
-모둠은 5 개 모둠으로 영역별, 개인특성별로 주제와 도구를 선택한다.
-활동은 진행자, 기록자, 발표자, 도우미로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한다.
즉, 아래표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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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흥미검사 유형

R, A, I, E, S, C

다중지능 검사 결과

신체, 언어, 예술, 공간, 논리, 자기성찰, 자연,

성격검사

16가지 유형

CD

CD

ET

모둠

구성요소

1모둠

R, 자연

2모둠

A, 공간, 예술

3모둠

I,언어, 논리

4모둠

S, 공간, 자연

5모둠

A, 언어, 예술

모둠별 특성에 맞게 캠페인 도구 제작한다.

모둠

도구

1모둠

영상 제작

2모둠

포스터 그리기

3모둠

웹툰 그리기

4모둠

공익광고 만들기

5모둠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모둠별 발표하기

-개별 활동 : 지속 가능한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가능한 일을 찾고 체인지 메이커 카드 만들기(도안 작성, 기계 사용하여 단
추로 완성한 후 가방이나 모자에 액세서리로 활용 가능)
-개별 활동 : 미래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행복한 공존에 동참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정리
( 10 분)

ET

-활동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작성하고 발표하기
-동료 및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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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18

나를
표현한다면?

나는 (

)이다.

왜냐하면

색으로
예) 나는 (노랑색)이다,

예) 왜냐하면 항상 밝은 모습이니까

물건으로
예) 컵, 펜, 책, 컴퓨터, 색연필, 선풍기, 그네, 안경 등

날씨로
예) 맑음, 흐림, 태풍, 비, 눈등

맛으로
예)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달콤함, 시큼함 등

동물
예) 원숭이, 개미, 고슴도치, 용 등

식물
예) 해바라기, 선인장, 이름 모를 들꽃 등

[1-1] 나는
성실한
이성적인
주장을 관철하는
대범한
섬세한
논리적인
분석적인
정확한
사색하는
평화로운
믿음을 주는

이다.
마음을 나누는
배려하는
사랑이 많은
진실한
양심 있는
예의 바른
유머 있는
검소한
명예로운
인내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이해심 많은
자신감 있는
행복을 주는
정직한
관찰하는
연구하는
안정적인
깊이 생각하는
발견하는
호기심이 많은
절제하는

[1-2] 이유를 구체적으로 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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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열정 있는
합리적인
신중한
창의적인
양보하는
부지런한
변화 가능한
자유로운
독자적인
도전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예술적인
독창적인
개성적인
협동하는
함께하는
혁신적인
체계적인
활동적인
봉사하는
표현력이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차시

2/18

내면의 자화상 표현하기
비유와 이미지 연상으로 표현하는 나
학년

반

번 이름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거나 추상적인 사
실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대표성을 띤 기호나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비유와 상징이란

□ 몽타주

적용 표현 기법

□ 배틱

□ 콜라주
□ 마블링

□ 프로타주
□ 번지기

□ 데칼코마니

□ 기타(

□ 몽타주

□ 모자이크

)

* 단어를 이미지로 연상하기
구분

1

2

3

4

단어
(형용사 포함)

각각
그림으로
표현하기

*구상스케치 (이미지를 조합하여 구도 잡고 스케치하기)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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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차시

3/18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발상 방법
일시

년

월

일

학년

반

번

이름

1. 아르침볼도의 작품을 감상하고 빈칸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자.
￭ 이 작품은 무엇을 그린 것일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 이제 이 작품을 거꾸로 감상해 보자. 어떻게 보이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작가의 작품 의도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일상생활 속 익숙한 사물이나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다양한 이미지를 그려 보자.
뒤집어 생각하기
(

)은 밤이고, (

크기의 변화

)은 낮이다.

(

왜곡

)을 볼펜보다 작게 하기

(

)을 매우 길게 늘이기

마그리트<빛의 제국>

낯선 곳에서 만나기
(

나무

) + (

연필

크기 바꾸기
)

나비

얼굴

(

책

결합하기

)을 확대하기

물고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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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운동화

)과 (

구름

사다리

)

찻잔

차시

(Article 1)

4~6/18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 on rise in US amid pandemic
Posted : 2021-03-03 15:55
Updated : 2021-03-04 09:11

People take part in a protest against anti-Asian hate crimes in San Mateo, Calif.,
Feb. 27. Xinhua-Yonhap

By Bahk Eun-ji
Asian American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are living in a heightened state of anxiety as
hate-fueled attacks against them have soar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in China.
Reports of assaults have been growing lately, including ones against Korean Americans. According
to U.S. media, a Korean American man in his 20s was attacked by two men when he was
walking down a Koreatown street, Feb. 16. The man, Denny Kim, said the two men used hateful
and racist language such as "Chinese virus" and assaulted him, pushing him to the ground. He
suffered a broken nose and a black eye.
"The LA Police Department also took the incident as a hate crime or criminal threat and are
investigating this,"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wrote in the posting. "Such hate crimes have
been constantly taking place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outbreak here."
It urged Korean Americans as well as Koreans visiting the city to pay attention to safety and call
911 in the case of any racist physical or verbal attacks.
At the end of January, an 84-year-old immigrant from Thailand was attacked on a street in San
Francisco and died a few days later. A 19-year-old man who assaulted him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murder and elderly abuse ― but the victim's family called the attack a hate crime
against the Asian community.
On Feb.16, three assault cases that are believed to have targeted Asian women took place in New
York City in one day alone.
Regarding the issue, Korean American Republican congresswoman Michelle Park Steel said many
families and individuals in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s (AAPI) communities are living in
fear after such attacks or harassment.
"A big problem is many of these incidents are unreported. It's important that those who commit
these types of crimes and harassment know that they will be fully prosecuted and held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stand up for our constituents and our
communities. As a congresswoman I plan to advocate on behalf of the AAPI community, so they
know they have a voice in Washington for them. Americans from coast to coast are sadde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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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hate crimes and the continued harassment that our Asian American neighbors have faced.
We can work together to make sure this stops."

People take part in a rally against anti-Asian hate crimes in San Mateo, Calif.,
Feb. 27. Xinhua-Yonhap

Rep. Steel said the resolution "condemns all manifestations of expressions of racism and
anti-Asian and Pacific Islander or ethnic intolerance" and encourages federal and local law
enforcement to work together to hold the perpetrators of these crimes accountable and bring
them to justice.

(Article 2)

HO warns there may never be a COVID-19 'silver bullet’
Posted : 2020-08-04 20:53
Updated : 2020-08-04 20:53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id Monday it had completed the groundwork in China to probe
the origins of the new coronavirus ― as it warned there might never be a "silver bullet" for
COVID-19.
WHO chief Tedros Adhanom Ghebreyesus urged governments and citizens to focus on known
basic steps to suppress the pandemic, such as testing, contact tracing, maintaining physical
distance and wearing a mask.
"We all hope to have a number of effective vaccines that can help prevent people from
infection," Tedros told a virtual press conference.
"However, there's no silver bullet at the moment ― and there might never be."
“The basics of public health" are most effective for now, Tedros added, saying that wearing a
mask in particular was sending a "powerful message to those around you that we are all in this
together.”
The WHO began pressing China in early May to invite in its experts to help investigate the
animal origins of COVID-19. The UN health agency sent an epidemiologist and an animal health
specialist to Beijing on July 10 to lay the groundwork for a probe aimed at identifying how the
virus entered the human species. Their scoping mission is now complete, said Tedros.
"Epidemiological studies will begin in Wuhan to identify the potential source of infection of the
early cases," he said.
Scientists believe the killer virus jumped from animals to humans, possibly from a market in the
city of Wuhan selling exotic animals for meat.
WHO emergencies director Michael Ryan paid tribute to the work already done by Chinese
experts but stressed that the search for the disease's origin would require much deep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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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살리자!(4차시)

Things That Threatens Our Community
Group name:

이름:

New Word and Expressions
no

new word and
expressions

clue

우리말 의미

high

1

heighten

2

soar

3

originate

origin

4

assault

attack

5

immigrant

migrate

6

abuse

7

harassment

8

stand up for

9

constituent

10

advocate

11

on behalf of

12

condemn

13

intolerance

14

silver bullet

15

groundwork

16

suppress

17

investigate

invest

18

epidemiologist

epidemic

19

manifestation

harass

constite

tol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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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for memorizing the
word

우리를 살리자!(5차시)

What Threats Our Community
Group name:

이름:

Q. Answer these questions below while reading the article. You can do this with your
group members.

1) What do you think the people in the first photo were doing?

2) What happened to Asian Americans around March, 2020. in the United States?

3) What was Denny Kim doing when he was attacked by two men?

4) What do you think the language "Chinese virus" mean?

5) How many hate crime cases were brought in detail in this article?

6) Why do you think these assault cases targeting Asians were taking place in the United States?

7) How do you feel when you were attacked by a stranger because of your skin color?

8) According to the second article, what are ‘the basics of public health’?

9) How the killer virus came to humans’ body according to scientists?

10) What kind of mindset do we need to be a good neighbor in this globalized world?

- 34 -

우리를 살리자!(6차시)

What Threats Our Community
Group name:

이름:

Q. We’ve read two articles about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 in the US and WHO
warning. Now, we’re going to make a card news that shows your message about hate
crimes.

- 35 -

차시

7~9/18

공존으로 학교를 살리자!!
2 학년

반

번

이름 :

Introduction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
방

방안을 탐색해 보자.

조건 및 안전 유의사항
※ 조건
1. 도화지, 채색도구(사인펜, 유성펜, 반짝이 펜, 색종이 등)을 이용하여 만든다.
2. 4장의 도화지를 사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3.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
※ 유의사항
1. 개인 작품 완성 후 고정이 잘 되도록 한다.
2. 도구 사용 후 뒷정리를 한다.
3. 실습 시 장난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정신 건강을 해치는 원인와 자신의 경험한 작성
1. 동영상에서 설명한 정신 건강을 해치는 원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2. 자신, 친구의 경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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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 그래피
1. 타이포 그래피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활자 서체의 배열을 말하는데, 특히 문자 또는 활판적
기호를 중심으로 한 2차원적 표현을 가리킨다. 활판으로 하는 인쇄술을 가리키는 용어
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뜻이 바뀌어 사진까지도 첨가하여 구성적인 그래픽 디자인 전
체를 가리키고 일반의 디자인과 동의어 같이 쓰이는 일도 있다. 즉, 편집 디자인 분야
에서는 활자의 서체나 글자 배치 따위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출처: 위키백과)
-> 글자를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여 내용을 확실히 기억시키는 역할을 함.
2. 타이포 그래피에서 중요한 요소
1) 판독성: 글꼴, 크기, 두께, 색 등에 따라 글자가 눈에 잘 띄는 정도
2) 가독성: 자간, 행간, 정렬 등에 따라 쉽게 읽히고 이해되는 정도
3. 타이포 그래피 예시

공존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1. 공존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케치

2. 공존을 표현할 문구 (4글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타이포 그래피 제작
1. 스케치와 문자를 하나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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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 그래피 만들기
1. 작업 안전
칼을 사용할 때에는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칼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는다.
강철자를 사용할 때에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사용한다.

2. 만드는 과정

1. 스케치

이미지를

도화지에

그린다.(예시: 곰)

2. 스케치 도안안에 글자를 넣
어 디자인한다.

4. 채색하고 꾸미기(1)

3. 도화지 뒤에 먹지 처리 후
도안 올리고 볼펜으로 선 누르
기

5. 완성

(출처:미대남TV)

자기평가/동료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공존의 의미는 이해하였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창의적으로 개인 작품을 완성하였는가?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동료평가

개별 작품이 합쳐저 공존의 의미가 잘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완성하
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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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차시

10~12/18

1. 생각 열기
1)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플라스틱은 모두 물에 뜰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3) 1회용 컵 플라스틱과 요구르트 통 플라스틱을 잘라서 물과의 밀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써보자.

[학생참고자료]

2. 생각 펼치기
1) 지구 환경과 플라스틱
- 최근 코로나 19로 지구 환경문제와 관련된 기사이다.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어떤 문제
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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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소비자 95.5% "환경오염·쓰레기 문제 심각"

만 15세에서 59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
르면 국내 소비자의 95% 이상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실제 친
환경적인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5%는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해 심각성에 절감하는 모습을 보
였다. 특히 81.6%의 응답자는 “환경문제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환경문제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웰빙과 생활방
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실천하면 좋은
행동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필환경 시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실제 생활 속에서 친환경적인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 코로나19로포장·배달 급증,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넘친다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이 '코로나 복병’을 만나 어려
움에 처했다. 반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이어지면서 감염 우려에 따른 배달 주
문량이 급증, 일회용 컵과 그릇 같은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폐기물 재활용센터에 압축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적재된 모습. /연합뉴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약 850톤으로 지난
해 상반기(732톤) 대비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코로나 19
코로나바이러스(영어: Coronavirus, 문화어: 코로나비루스)는 코로나바이러스과(영
어: Coronaviridae)의 코로나바이러스아과(Coronavirin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 사람
과 동물의 호흡기와 소화기계 감염을 유발한다. 주로 점막전염(粘膜感染), 비말전파(飛沫
傳播)로 쉽게 감염되며,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지만 치명
적인 감염을 유발하기도 하며, 소와 돼지는 설사, 닭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현대 문명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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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일명 사스가 유행해 사망률
9.6%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가
중동에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망률 약 36%로써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COVID-19)이 전
세계로 확진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치사율은 2020년 2월까지 집계된 자료
에 따르면 2.6%로 그나마 낮은 편이지만 전세계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중이다. 현재
는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
가 발생하고 있다.
①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② 우리 주변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원
인과 그 결과를 다음 멀티 플로우 맵(Multi-Flow Map)정리해 보자.

원인

현상

결과

(참고)멀티 플로우 맵(Multi-Flow Map)이란?(-원인/결과 분석하기) 멀티플로우 맵은 어떤 사건
이나 현상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어떤 일에 대한 원인분석과 영
향이나 효과를 규명하는 기법이다.

③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방안을 모둠별 토의를
통해 3가지 이상 찾아보자

2) 생활 속 플라스틱 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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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어진 실험 도구만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3종류와 액체 2종류의 밀도 크기를 비교해
보자
플라스틱 종류

PET, HDPE, LDPE

액체 종류

물, 에탄올

주어진 실험 도구

눈금실린더, 나무젓가락, 종이컵

[학생참고자료]

HDPE
PET
LDPE

① 제시된 플라스틱은 모두 물에 뜰까? 확인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써보자

② 색깔이 같은 두 액체의 밀도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험을 설계해 보자.

③ 두 액체를 이용해 플라스틱의 밀도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 보자
-에탄올 약 25mL에 세 종류의 플라스틱을 넣어보자. 어떤 현상이 관찰되는가? 그 이유
는 무엇일까?

-위 눈금실린더에 물을 서서히 넣어보자. 어떤 현상이 관찰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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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어진 플라스틱 3종류와 액체 2종류의 밀도 크기는 어떠한가?

3) 3D 폴리모프(Polymorph, 일명 물라스틱)를 활용한 창안품 만들기
가) 생분해 플라스틱이란?
생분해성 플라스틱 은 곰팡이, 조류, 박테리아와 같은 자연 발생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
되는 플라스틱 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필요성은 자연환경에서 미생물
에 의해 폐기물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분해성 플라스
틱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응용을 통해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
하는 데 효과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 준비물 : 3D 폴리모프,

뜨거운물, 종이컵, 나무젓가락, 네오디움 자석(소형), 여러 가

지 색의 안료, 여러 가지 모양 몰드,
시온폴리모프 또는 야광폴리모프로 사용 가능
다) 실험방법
① 커피포트를 이용해 뜨거운 물(60℃이상) 물과 3D 폴리모프를 종이컵애 넣는다. 나무
젓가락 등으로 저어주면서 녹인다. 색을 표현하기 위해 안료를 넣어주어도 좋다.

② 말랑말랑하다 싶으면 꺼내서 손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반죽하거나 몰드에 넣어 모양
을 만든다.
※ 주의사항 : 물에서 커낸 직후엔 뜨거우므로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
※ 참고 : 안료대신 시온 물감을 사용하면 주변의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창작물을
만들거나, 측광 안료를 넣으면 캄캄할 때 빛이 나도록 할 수도 있다.

③ 안료가 충분히 섞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뜨거운 물에 넣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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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냉장고용 마그넷을 만들기 위해 굳기 전에 뒷면에 작은 네오디움 자석을 박아 넣고,
자석 위에 물라스틱을 얇게 펴서 자석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준다.

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마그넷 작품을 만들어 보자

다) 실험 정리
① 탐구실험을 하면서 3D 폴리모프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관찰된 사실)을 써보자.

② 위 탐구실험으로 제작한 작품활동을 통해 3D 폴리모프의 특성은 어떠한지 정리해보
고,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③ 3D 폴리모프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사례를 조사해 보자

- 44 -

④ 3D 폴리모프가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해 실생활에 이용된다면 어떤 곳에 대체 가능
할지 생각해 보고, 이 때 지구환경 측면에서 어떤 잇점이 있을지 토의해 보자

3. 생각 다지기
① 밀도 탐구활동을 통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자

② 검색을 통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조사해 보자.

③ 연구가 진행 중인 친환경플라스틱의 종류를 조사해 보자

④ 모둠별로 친환경 플라스틱 한 가지를 정해 그 특징과 활용방안 조사 발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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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3~15/18

활동지 1_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피해
중국과 일본을 강타한 역대급 폭우, 세계에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 지역의 때아닌 폭염과
산불, 동아프리카와 중동을 지나 중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떼의 습격~
그리고 한국의 숲과 도심을 장악하고 있는 매미 나방과 대벌레 떼의 출몰 소식까지..
코로나 19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지구 곳곳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영향에 의한 이상 기후변화입니다.
인간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온난화 현상에 대해 알기 전 우리는 온실 효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
니다.
지구에는 질소와 산소 이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된 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는 태양
에서 받은 에너지를 지구가 다시 우주 밖으로 방출할 때 일부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 에너
지를 대기 중에 묶어 대기의 온도를 상승하게 합니다. 이 때, 대기가 온실의 유리 같은 기
능을 한다고 하여 온실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고 대기의 온실 효과 덕분에 지구는 생명체
가 살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온실효과는 지구의 대기가 형성된 순간부터
생명체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몇백 배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를 매년 배출하고 있고 각종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가축
의 배설물 등은 메탄 가스를 반도체 공정, 변압기 등은 과불화탄소와 수소화불화탄소 등을
배출하며 대기권에는 필요 이상의 기체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 밖으로 배출
되어야 할 에너지는 대기 중에 더 많이 묶기게 되었고 지구의 표면 온도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
는 문제를 포함한 현상들을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 말합니다.
온실 효과만 본다면 지구에 당연히 존재해야 할 현상이지만 인간의 욕심에 의해 발생된
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고 온난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를 일으키며 피해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자
연 재해는 한 번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온난화의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
가장 먼저 지구의 온난화는 북극과 남극에 고온 현상을 가져와 눈과 얼음을 녹이고 있습
니다. 눈과 얼음이 녹으면 북극에서는 북극곰이 빙하 위에서 사냥을 할 수 없어 굶어 죽거
나 빙산과 땅 사이의 거리가 멀여져 먹이를 착기 위해 수영을 하다 지쳐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북극곰 멸종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극의 눈과 얼음이 녹아 바다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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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 인구의 약 30%가 살고 있는 해안 지대부터 침
수가 시작되어 물에 잠겨 사라지는 섬들이 생겨나게 될것이고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음과 눈은 태양의 에너지를 반사시켜 방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녹아버려 사라지
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에너지는 반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와 지면으로 떨어져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고기들의 서식지인 산호가 표
백작용으로 죽게 되고 적조,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가로 해양 동 식물
의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수면의 온도 상승은 대기의 습도를 높여 엄청난 폭우와 슈퍼 태풍도 만들어 냅니다. 지
난해(2019) 호주를 뜨겁게 달구웠던 최악의 산불 원인이 바닷물의 수온 상승이었다는 사
실!!
당시 인도양의 해수 온도가 급격히 올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호주 쪽으로 건
조하고 가문 고온 현상을 만들어 산불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산불은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
소 배출과 이산화탄소의 정화 역할을 해주는 산림을 파괴하여 온난화의 악순환을 일으키기
도 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온실 효과만이 아닙니다. 해류는 극지방의 차가운 물과 적도
의 따뜻한 물을 순환시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빙하나 만년설이 녹아 막대한 양의
담수가 바다에 유입되면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집니다. 해수의 염도가 낮아지면 차가운 물
은 밑으로 가라앉고 염도가 낮은 물은 수면에 머물게 되어 고위도 지역의 해수 밀도를 변
화시켜 적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멕시코 만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는 물의 순환
을 멈추게 하고 고위도 지방의 해수는 더욱 차가워져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뜨거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닌 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게 됩니다. 매년 강력하게 찾아와 피해를 주고 있
는 태풍과 허리케인, 최악의 산불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뜨거워진 바다와 연관이 있어다
니 더욱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해충의 증가 요인은 기온이 높아지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할수록 해충의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급변하는 기온에 적응력이 뛰어난 해충은 지
구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위협하고 있는 지구
의 온난화 현상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역대급 폭염과 더
욱 강력해졌다는 태풍 소식을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글을 읽고 5줄로 요약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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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지구 온난화의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2가지 제안하시오.

4. 글을 읽으며 생긴 지구 온난화 및 기상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 형식으로 제
시하고 그 해답을 조사하여 서술하시오.
궁금한 점 질문:

조사하여 알게 된 해답:

5.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연관성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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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①] 독서 내용 정리
학번

2학년

반

번

이름 :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
책 제 목
글쓴이 :
주제
서평 쓴 날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
2021년 5 월

일

줄거
리
요약
하기

(1부를 읽고)
요약하기

도식
으로
표현
하기

대기
전력
(2부를 읽고)
새롭게 알게
된 과학적
지식(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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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②] 독서 내용에 대한 내 생각 보여주기

내용

평가요소
흥미로운 점

(가장 흥미로운 점은.......그 이유는..... 또는 왜냐하면~)

(2가지)

○가장 흥미롭거
나 인상 깊었
던 부분과 이
유 서술
조사연구

(질문)

(1가지)

(조사내용:출처:

○내용을 읽으며
더 알고 싶은
것을 인터넷이
나 도서를 활
용하여 조사

)

제품명

적용 가치
(1가지)

○내용을 읽고
주변에 이용
또는 적용할
수 있는 예시
나 방법
○자신의 생각
과 아이디어로
비전력제품으로
적용가능한 새
로운 아이디어

과학적 원리
용도(실용성)

(논제) 『편하면 행복하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자기 생각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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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6~18/18

의사소통의 일방통행과 쌍방통행
일방적·쌍방적 의사소통의 체험을 통해 의사 전달 방법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활동안내>
1. 일방통행
가. 2 ~4 명씩 한 모둠으로 구성하고 A4 용자를 1 인당 1 매씩 나누어 준다.
나. 모둠별로 설명할 사람을 1 명 뽑아 도형 이미지가 있는 그림을 나누어 준다.
다. 일방 통행은 설명하는사람의 설명만 듣고 질문은 받지 않는 것이 규칙임을 말한다.
라. 설명하는 사람은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생각한다(2 분정도)
마. 설명하는 사람은 모둠원들이 도형을 보지 못하도록 주의한다.
바. 설명하는 사람은 모둠원들이 도형을 그릴 수 있도록 두 번씩 설명해 준다.
사. 모둠원들은 설명하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도형을 그린다.
2. 쌍방통행
가. 2~4 명씩 한 모둠으로 구성하고 설명하는 사람에게 그림을 나누어 준다.
나. 쌍방 통행이므로 설명하는 사람과 모둠원들은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다.
3. 일방통행과 쌍방통행의 느낌 발표하기
가. 도형을 공개하여 일방통행과 쌍방통행의 그림을 비교해 보게 한다.
나.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낀 점을 말한다.
다. 도형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낀 점을 말한다.
라. 원래의 도형과 자기 도형과의 차이점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한다.

행복한 공존을 위협하는 사례 찾아보기
1.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분쟁 뉴스를 보고난 후 각자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생각을 나누어
보자.

분쟁의 원인은?
느낀점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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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공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행복한 공존을 위협하는 사례를 찾아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생각을 나누어
보자.

공존을 위협하는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하기
1. 행복한 공존을 위협하는 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해 보자.

차별

남녀차별, 인종차별, 세대간 차별, 인종차별

전쟁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분쟁으로 난민의 발생 및 빈곤층의 확대

코로나19

백신주사의 빈익빈부익부,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인간관계 어려움

환경오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의 심각성

경제능력의 차이

경제의 극심한 차이로 함께 공존하기 어려움

AI의 발달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 소통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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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둠별 토론하기

위협하는 사례

문제점

해결방안

행복한 공존을 위한 캠페인 도구 제작하기1
1. 모둠 구성하기

직업흥미검사 유형

R, A, I, E, S, C

다중지능 검사 결과

신체, 언어, 예술, 공간, 논리, 자기성찰, 자연,

성격검사

16가지 유형

2.검사결과 유형에 따라 5 모둠으로 구성

모둠

구성원

1모둠(R, 자연)

허O준, 김O재, 정O재, 김O윤, 송O호

2모둠(A, 공간, 예술))

김O희, 박O영, 오O언, 이O윤, 지O정

3모둠(I,언어, 논리)

장O빈, 장O은, 박O준, 이O원, 정O찬

4모둠(S, 공간, 자연)

이O린, 김O지, 이O은, 이O빈, 최O하

5모둠(A, 언어, 예술)

강O영, 김O혁, 이O림, 이O석, 정O서

3. 캠페인 도구

모둠

도구

모둠

도구

1모둠

영상 제작

4모둠

2모둠

포스터 그리기

5모둠

공익광고 만들기
노래가사 바꿔

3모둠

웹툰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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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기

행복한 공존을 위한 캠페인 도구 제작하기2
1. 모둠별 계획서 작성하기
(예시)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영상 제작 계획서 작성 및 발표하기(예시)

영상 제목

그린 지킴이

영상 주제

지구를 위협하는 환경오염의 요소를 찾고 문제를 인식

문제점

탄소가스 증가,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로 인한 바다오염,

해결방안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 전기 자동차 사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만든 사람들
-분야별 환경오염 사례를 찾기
역할

-대본 작성하기
-영상 편집하기

행복한 공존을 위한 캠페인 도구 제작하기3
체인지 메이커 단추 만들기(도안 작성, 기계 사용하여 단추로 완성한 후 가방이나 모자에
액세서리로 활용 가능)

준비과정
체인지 메이커 구상하기
도안작성

내용
지구 보안원, 코로나 추방, 갑질안녕,
층간갈등 스톱, 그린지킴이, 백신주사투게더..
개인별 도안 그리기(나만의 아바타나 내용의
포인트를 그림으로 그리기)

기계를 사용하여 단추 완성하기

도구 이용 시 안전에 주의

가방이나 모자에 부착하기

행복한 공존을 위한 충분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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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4~6/18

1. Korean Americans fall victim to anti-Asian hate crimes
Posted : 2021-04-04 16:07
Updated : 2021-04-05 11:33

Amid growing anti-Asian sentiment, people of Korean descent in the United States are being
exposed to a torrent of hate and violence as one Korean American-owned convenience store was
ransacked, while a Korean American couple was attacked as they were walking in the street.
Verbal harassment and physical assaults of Asian American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across
the U.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 some attribute the deadly coronavirus to China,
given that the disease was first reported in the city of Wuhan.

2. 'Chinese virus, get out!': Chinese lecturer assaulted in UK amid fears of anti-Asian
racism
Posted : 2021-03-03 14:21
Updated : 2021-03-03 15:19

A Chinese university lecturer in Britain was viciously attacked last week, renewing fears of violent
anti-Asian racism in the country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Peng Wang, who teaches financial management at the University of Southampton, was attacked
in broad daylight by four white men aged between 20 and 25 while jogging just minutes from
his home last Tuesday.
"Some crazy guys shouted at me from their car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the 37-year-old
lecturer said. "They said 'Chinese virus', get out [of] this country, f*** you."

3. Guns, racism, misogyny and deadly shootings in Atlanta
Posted : 2021-03-18 17:00
Updated : 2021-03-18 17:00

Among the eight dead were six women of Asian descent, leading the Stop AAPI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s) Hate advocacy group to describe the killings as an "unspeakable tragedy ―
for the families of the victims first and foremost, but also for the AAPI community ― which has
been reeling from high levels of racial discrimination."

4. 'It's not easy to live in Korea as foreigners’

Posted : 2021-05-30 12:23
Updated : 2021-05-31 09:16

Merita, an Iranian national working at a Korean company here, has been in Korea for 10 years.
Although she speaks Korean quite well and has adapted to Korean culture, she feels she is still
regarded as an outsider.
"Being fluent in Korean helps me to be closer, but at some point it stops, and I have never
been close or intimate with Koreans," she told The Korea Times.
"Koreans don't accept us, they see us as 'aliens,' no matter if you speak Korean or if you marry
a Korean," Merita said. "(Despite my 10 years of stay), I don't feel a real connection (with
Korean nationals) and none are categorized as my best friends."

자료출처

The Korea Times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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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12/18

1) 우리 주변의 플라스틱 종류 및 특징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내열성 우수 , 가공성은 약간 열악, 밀도 약 0.95g/cm3이상의 폴리에틸렌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결정화가 낮아 가공성과 유연성, 투명성이 우수해 농업용·포장용 투명필름, 전선피복, 각종
랩 등의 원료로 사용, 밀도 약 0.91~0.94g/cm3
-PET(polyethyleneterephthalate)
음료용기, 밀도 약 1.38g/cm3
-에탄올
밀도 0.789g/cm3(20℃)
2) 생분해성 플라스틱 종류

3) 3D 폴리모프(Polymorph, 일명 물라스틱)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3D 폴리모프로 물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보통 알갱
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플라스틱은 60℃ 정도에서 성형이 가능한 제품이며, 성분은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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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 PLC)인데, 녹는점이 60℃ 정도로 낮으며 생분해성 폴리에
스테르라고 한다.

[폴리카프로락톤 분자 구조]
부목이나 모델링, 압출식적층조형 3D프린터(FF)의 프로토타입 시스템 원료, 장난감 수리
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인체 무해하여 필러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몇 회정도는 반복 사
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생분해성이 높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게 큰 장점이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란 열을 가했을 때 유연하게 되고 온도를 더 올리면 녹고, 온도를 충
분히 낮추면 고체 상태로 되돌아가는 고분자이다. 보통의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녹지만,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고체 상태에서 다시 열을 가하면 녹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물라스틱과 같은 종류에는 장난감, 가전제품을 만드는 ABS, 의류나 밧줄, 로프 등에 사용
되는 나일론, 3D프린팅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락트산 수지, 각종 부품으로 사용하는 폴리카
보네이트 등이 있다.
물라스틱은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으며, 색을 입힐 수 있는
물라스틱 안료까지 약 3만원 내외면 구매할 수 있다. 물라스틱은 고체로 되었을 때 매우 단
단한 특징이 있어서 자동차로 밟고 지나가도 형태가 그래도 유지될 정도이다.
물라스틱은 잘 녹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
리고 여러 물질을 넣어 야광이나 시온 물라스틱도 만들 수 있다.
강도가 꽤 높고 탄성이 있어 잘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큰 힘을 받는 부품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다. 다만 뜨거운 물에 녹을 정도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원에 가까운 곳에
서는 쓰기 어렵다. 굳은 물라스틱은 자석을 붙여 마그냇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색칠
도구로 칠해서 화려한 장식품을 만들 수도 있다. 또는 몰드를 만들수도 있고, 어떤 재품의
부품이 될 수도 있는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도가 높다. 아이들의 장난감, 공예 등은 물론
신발이나 스케이트 보드의 앞코 보호용으로 물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한다.
☞ 야광물라스틱으로 스마트폰 케이스와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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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성형품, 포장제, 위생용품, 농업용품 등으로 사용한 플라스틱을 폐
기시에 소각처리 하지않고 단순히 매립하므로써 미생물의 작용 에 의해 수개월(1∼2년 ; 일
반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50년 내지 수백년) 안에 물, 이산 화탄소, 메탄가스 등으로 완전 분
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현재 이미 개발된 생분해성 수지는 무독성 천연물질인 전분 등을 범 용플라스틱 또는 개발
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혼합하여 제조하는 전분계 생분해성 플 라스틱과 젖산 또는 락타
이드로 부터 화학적 촉매 효소에 위한 고리 열림 반응을 통하 여 합성한 폴리렉타이드, 입
실론 - 카프로락톤 및 기타 디울 디액시드 계열의 지방족 폴리에스테르계 생분해성 플라스
틱으로 나뉜다. 생분해성 수지는 품질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높은 것과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우수하지 못한 것의 2가지 중 하나에 속 하며 폴리에스테르계 생분해성 수지는 전
자에, 전분계 생분해성 수지는 후자에 속한다.

자료출처

LG사이언스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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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3~15/18

1차시 읽기 자료_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피해
중국과 일본을 강타한 역대급 폭우, 세계에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 지역의 때아닌 폭염과 산
불, 동아프리카와 중동을 지나 중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떼의 습격~
그리고 한국의 숲과 도심을 장악하고 있는 매미 나방과 대벌레 떼의 출몰 소식까지..
코로나 19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지구 곳곳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영향에 의한 이상 기후변화입니다.
인간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온난화 현상에 대해 알기 전 우리는 온실 효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
다.
지구에는 질소와 산소 이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된 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는 태양
에서 받은 에너지를 지구가 다시 우주 밖으로 방출할 때 일부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 에너
지를 대기 중에 묶어 대기의 온도를 상승하게 합니다. 이 때, 대기가 온실의 유리 같은 기
능을 한다고 하여 온실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고 대기의 온실 효과 덕분에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온실효과는 지구의 대기가 형성된 순간부터 생
명체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몇백 배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를 매년 배출하고 있고 각종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가축
의 배설물 등은 메탄 가스를 반도체 공정, 변압기 등은 과불화탄소와 수소화불화탄소 등을
배출하며 대기권에는 필요 이상의 기체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 밖으로 배출되
어야 할 에너지는 대기 중에 더 많이 묶기게 되었고 지구의 표면 온도는 매년 조금씩 상승
하기 시작하면서 기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
제를 포함한 현상들을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 말합니다.
온실 효과만 본다면 지구에 당연히 존재해야 할 현상이지만 인간의 욕심에 의해 발생된 가
스 배출량의 증가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고 온난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예
상치 못한 자연 재해를 일으키며 피해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자연
재해는 한 번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온난화의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
가장 먼저 지구의 온난화는 북극과 남극에 고온 현상을 가져와 눈과 얼음을 녹이고 있습니
다. 눈과 얼음이 녹으면 북극에서는 북극곰이 빙하 위에서 사냥을 할 수 없어 굶어 죽거나
빙산과 땅 사이의 거리가 멀여져 먹이를 착기 위해 수영을 하다 지쳐 생명을 잃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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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북극곰 멸종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극의 눈과 얼음이 녹아 바다로 들어가면 해
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 인구의 약 30%가 살고 있는 해안 지대부터 침수가 시
작되어 물에 잠겨 사라지는 섬들이 생겨나게 될것이고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음과 눈은 태양의 에너지를 반사시켜 방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녹아버려 사라지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에너지는 반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와 지면으로 떨어져 지구
의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고기들의 서식지인 산호가 표백작용
으로 죽게 되고 적조,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가로 해양 동 식물의 생태
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수면의 온도 상승은 대기의 습도를 높여 엄청난 폭우와 슈퍼 태풍도 만들어 냅니다. 지난
해(2019) 호주를 뜨겁게 달구웠던 최악의 산불 원인이 바닷물의 수온 상승이었다는 사실!!
당시 인도양의 해수 온도가 급격히 올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호주 쪽으로 건
조하고 가문 고온 현상을 만들어 산불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산불은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이산화탄소의 정화 역할을 해주는 산림을 파괴하여 온난화의 악순환을 일으키기도 합
니다.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온실 효과만이 아닙니다. 해류는 극지방의 차가운 물과 적도
의 따뜻한 물을 순환시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빙하나 만년설이 녹아 막대한 양의 담
수가 바다에 유입되면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집니다. 해수의 염도가 낮아지면 차가운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염도가 낮은 물은 수면에 머물게 되어 고위도 지역의 해수 밀도를 변화시
켜 적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멕시코 만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는 물의 순환을 멈
추게 하고 고위도 지방의 해수는 더욱 차가워져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뜨거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닌 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게 됩니다. 매년 강력하게 찾아와 피해를 주고 있는 태
풍과 허리케인, 최악의 산불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뜨거워진 바다와 연관이 있어다니 더
욱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해충의 증가 요인은 기온이 높아지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할수록 해충의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급변하는 기온에 적응력이 뛰어난 해충은 지
구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위협하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역대급 폭염과 더욱 강
력해졌다는 태풍 소식을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세
계가 함께 참여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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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1. 글쓴이: 후지무라 야스 유키
2. 차례
1부 왜 플러그를 뽑아야 할까?
*비전력화란?
*사회적 기업과 비전력화
2부 전기제품의 비밀과 진실
*효율이 무려 2,000만 분의 1 전기청소기
*쓸모없이 버려지는 에너지 대기전력
*밝지 않고 뜨겁네 실내조명
*에너지의 90%를 낭비하는 전기냉장고
*1년에 1초도 틀리지 않는 전파시계
*손빨래보다 3,600배나 효율이 떨어지는 전기세탁기
*페달식보다 불편한 전자식 재봉틀
*냉장고보다 전기가 더 드는 전기포트
*당신의 엉덩이는 깨끗한가 비데
3부 지구를 살리는 비전력제품들
* 물과 별빛으로 작동하는 냉장고
* 밀고 당기면 깨끗해지는 청소기
* 3분만에 원두를 맛있게 볶아주는 커피로스터
* 물도 끓이고 밥도 짓는 태양열 조리기
* 태양열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 전기와 세제가 필요없는 세탁기
* 손으로 돌리면 소리가 나는 라디오
* 온도의 차이로 움직이는 시계
* 대나무 숯으로 만드는 무공해 탈취기
* 꽃으로 만든 습도계
* 햇빛으로 밤을 밝히는 조명
*친환경적인 반영구적인 제습기
*1000년의 지혜를 담은 환기 장치
*햇빛과 별빛으로 작동하는 패시브 솔라 하우스
*태양열로 물을 데우는 온수기
*사람의 온기로 더 따뜻해지는 장작 스토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는 초와 석유램프
*100년 동안 사용하는 주서기
*태엽을 감아주면 작동하는 면도기
*조리시간을 1/3로 줄여주는 압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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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행복한 삶, 즐거운 살림 비전력 프로젝트
*양 두 마리와 맞바꾼 냉장고
*400명의 우정으로 탄생한 채소 저장고
*나이지리아의 희망 오레지 주스공장
*자연의 모습을 닮은 비전력 주택
*250만원으로 만든 왕겨 하우스
*완벽한 에너지제로의 트리하우스와 바이오필터 시스템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빛 캔들 나이트
*전기와 플라스틱은 접근금지!비전력 공방
자료출처

출처: https://blog.naver.com/ninemc_ky/222038661216

차시

16~18/18

1.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
가. 브레인스토밍 기법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제시한 아이디어 목록을 통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스캠퍼 기법
어떤 현상을 개선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대체하기, 결합하기, 적용하기, 수정하기,
다르게 사용하기, 제거하기, 순서 바꾸기 등의 일곱 가지 질문에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다. 강제 결합법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전혀 관계강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나 물건을 강제로
연관시켜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여 아이디어로 진전시키는 방법이다.
라. PMI 기법
제안된 아이디어를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PMI 란 좋은점만 이야기 하기, 나쁜점만 이야기 하기, 아이디어에 대하여 발견한 흥미로운
점만 이야기하기를 의미한다.

자료출처

대한교육, 삼양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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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산출물평가

자기평가지
동표평가지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
지(학생용)

프로젝트
평가

자기평가지
동표평가지

내면의 자화상 그리기에서 연상, 생략, 상징, 은유 등의 다양한
상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함. 자신의 정체성에 대
한 진지한 탐색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우수한 작품을 제작함.
1~3

내면의 자화상 그리기에서 자신을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함.

/18

중 자신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작품 구상에서 제작 과
정까지 성실한 태도로 작품을 완성함.
하

내면의 자화상 그리기에서 비유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노력
함. 구도와 색채, 표현기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함.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길고 복잡한 글을 읽고,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인물이 처한 상황, 일이나 사건의 흐
름 등에 대한 사실 정보와 맥락 정보를 바탕으로 줄거리, 주

상 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다
양하고 적절한 어와 정확한 언어 형식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쓸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인물이 처한 상황, 일이나 사건의 흐름 등에 대한

4~6
/18

중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줄거리, 주제, 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적
절한 어휘와 언어 형식을 활용하여 대략적으로 쓸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
하여 읽고,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인물이 처한 상황, 일이나

하

사건의 흐름 등에 대한 단순한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줄거
리, 주제, 요지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

상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
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중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
안을 탐색할 수 있다.

하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을 말할 수 있다.

7~9
/18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액체 2가지와 생활 속 플라스틱 3가지
상
10~12

의 밀도를 비교하는 실험 설계를 창의적으로 하고, 3D 폴리

관찰 및

모프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활용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 산출물평
가
였다.
탐구보고서

/18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액체 2가지와 생활 속 플라스틱 3가지
중

평가

의 밀도를 비교하는 실험 설계를 하고, 3D 폴리모프의 특징 모둠 활동
을 이해하고 그 활용방안을 무난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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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평가

관찰평가지
탐구보고서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액체 2가지와 생활 속 플라스틱 3가지
하

의 밀도를 비교하는 실험 설계와, 3D 폴리모프의 활용방안
을 제시하였다.

독서내용을 글과 도식으로 요약할 수 있고 흥미롭고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2 가지 이상 제안할 수 있고 실용 가능한
상
비전력제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편하면 행복한가에 대한 자
신의 주장을 지구온나화의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13~15
/18

독서내용을 글이나 도식으로 요약할 수
한 점을 대략적으로 1 가지 제안할 수
중 않거나 평범한 비전력제품을 제안할 수
한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지구온난화
고 제시함
하

있고 흥미롭고 궁금
있고 실용 가능하지
있으며 편하면 행복
관점을 포함하지 않

/18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
평가

관찰평가지

독서내용을 요약, 흥미롭고 궁금한 점, 비전력제품을 제안하
지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함

상 창의적이며 설득력이 충분한가?
16~18

산출물
평가

중 활동내용이 자신의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가?
하 목적에 맞게 잘 제작되었나?

가. 자기/동료평가지(4~6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나의 역할을 잘 수행했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과제 해결에 기여했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모둠원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잘 도왔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했나요?

모둠 간
동료평가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했나요?
모둠원들이 공동으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나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을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으로 합리화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는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미국과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 측면에서 찾아보고 그들의 삶이 우리와
어떤 면에서 같고 혹은 다른지 모둠활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함. NE-Times 기사를 읽고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활동에 참여함. 이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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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동료평가지(7~9 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의 해결 방안을 찾았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창의적으로 개인 작품을 완성하였는가?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동료평가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해결 방안이 잘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완성하였는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생활 속 창의 기술) 공존으로 학교를 살리자 활동에서 학교 생

활 속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 친구들과
대화하기라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찾음. 해결책으로 찾은 생각을 ‘친구, 소통’, ‘소통하자’ 등
의 글귀 중‘소통하자’와 연필 이미지를 타이포그래피로 완성함. 모둠활동에서 모둠원이 함
께 의견을 내고 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연필심 부분에 큐빅을 붙
이고, 몸 중간은 색연필, 반짝이 풀 등을 사용하여 타이포그래피를 창의적으로 완성함.

다. 관찰평가지(10~12차시)
평가 항목

생활 속 플라스틱 밀
도 비교

3D 폴리모프를 활용
한 창의적인 마그넷
소품 제작하기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매우
그렇다(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1)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식
하고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액체 2가지와 생활 속 플라스
틱 3가지의 밀도를 비교하는 실험설계를 하였는가?
밀도를 이용한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에 과학적인 근
거가 있는가?
3D 폴리모프를 활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였는가?
3D 폴리모프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
시하였는가?
친환경 플라스틱의 특징과 종류를 조사하여 발표하
였는가?

합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색소를 사용해 물과 에탄올의 밀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생활 속 플라스틱의 밀도를 비교하는 탐구
실험을 설계하고 끈기있게 실험을 진행해 5종류의 밀도를 정확히 비교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밀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실험설계를 하는 등 문제 해결력이 뛰어남.

라. 동료평가지 및 자기평가지(10-12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모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자기평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만족스러운 마그넷 소품을 제작하였는가?
플라스틱의 재활용 방안에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친환경 플라스틱의 특징과 종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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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모둠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잘 공유하였는가?
모둠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잘 공유하였는가?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모둠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잘 제시하고 있는가?

마. 산출물 평가지 (13~15차시)
평가(매우우수4, 우수3, 보통2,
평가 영역

평가항목

미흡1)

4
사실
흥미로운 점

3

2

1

독서내용을 도식과 글로 요약하고 새롭게 알게 된 과학원리를 기록
가장 흥미롭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 이유를 2가지 제시

조사연구

책을 읽으며 궁금한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

적용 가치

비전력제품의 실용성 및 창의성

자기 의견 제시 『편하면 행복하다』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제시
합계

※ 평가 노하우:
① 학생들에게 독서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도식(정리맵)을 제공하고 매우 세세하게 안내하
여야 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풍부한 산출물을 얻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책에 있는 내용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학생들은 책에 소개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책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것이 필요하다.
바. 자기/동료평가지(16~18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결과물이 목적에 잘 일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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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부록2]
차시

1-3/18

[학생활동 결과물]

축구 선수가 꿈이라서 축구공으로 얼굴을
표현하였고 몸을 딱풀로 그린 것은 무엇을
하나 결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집념이
강하다는 의미를 담아 자신의 강점을 잘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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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3/18

[학생활동 결과물]

오묘한 우주 색깔이 좋아서
강아지 몸 색깔을 우주같은
느낌의 색채로 표현하였고
강아지를 닮아서 웃는
강아지를 그린 것은 많이
웃고 싶어서... 그리고
배경에 파란색은 슬픈 일이
너무 많고 힘든 일을 잘
이겨낸 걸 꽃이 핀 것으로
표현하였다. 반짝이는
표현은 빛나고 싶어서이다.

지우고 싶은 기억과 나쁜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자이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함.

물감과 머리를 두른 가시가
있는 철사줄, 폭탄, 바닷물,
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통찰력으로
감정 기복이 심한 자신을
독창적으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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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6/18

1. 활동 시 유의사항
가. Iceland 와 Mongolia 를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그들 나라의 자연환경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
삶의 모습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지도한다.
나.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메모하도록 한다.
다. 다른 나라의 환경과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와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생각한 바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라. 영어책에서 읽어보지 못한 다른 나라에 대해 알아보는 모둠활동을 할 계획을 공지하고 어떤
나라의 어떤 점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할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2. 모둠 구성 시 유의점
가. 모둠 구성원은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네 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나. 모둠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할 학생이 한 명 이상 고루 포함되도록 한다.
다. 모둠원 조사해 보고 싶은 나라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성되도록 한다.
라. 모둠 내 역할은 스스로 회의를 통해 정하고 1 인 1 역이 되도록 지도한다.
마. 모둠장을 통해 구체적인 교사의 지도 내용이 모둠에 전달되도록 한다.
3. 지도 시 유의점
가.
나.
다.
라.
마.

단순하고 짧은 문장이라도 모둠원들과 머리를 맞대 만들어 보도록 유도한다.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살핀다.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 알고 있으며 모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살핀다.
발표활동이 끝난 후, 이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점, 아쉬운 점 등에 대해 기록하게 한다.
발표 중간 점검을 통해 순차적으로 준비가 되도록 유도한다.

4. 평가 시 유의점
가. 자기평가 및 모둠평가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다.
나. 발표방법은 PPT, A3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 쓰기 및 말하기가 통합된 평가가 되도록 한다.
4. 발표 수업 진행 과정

1. 모둠별 계획서 작성

- 69 -

2. 개별 활동 및 아이디어 회의 모습

3. 학급 발표 장면
[학생활동 결과물]

4. 모둠별 발표 내용

- 70 -

5. 발표수업 평가 결과지

6. NE_Times 읽고 독후감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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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9/18

1. 개별 활동 및 모둠 활동
1) 개별 활동: 개인별로 ‘공존으로 학교살리자’는 주제로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이유,
경험,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활동지를 작성

2) 모둠 활동: 모둠원 각자의 생각을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한 활동지를 보여주어 설명하고 모둠원의
상의를 통해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골라 한 모둠원의 아이디어를 따르거나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재구성하여 아이디어를 최종 선택함.

2. 학생 활동 사진: 4 장의 32 절 도화지를 한 장의 도화지로 생각하여 타이포그래피의 도안을
그리고
스케치한 도화지를 4 명이 나눠가져 통일감, 개성이 드러나도록 타이포그래피를 완성해
가며 서로
협력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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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9/18

3. 학생 모둠 활동 발표: 개인에서 시작해서 모둠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한 부분, 모둠별로 완성한 타이포그래피의 의미를 학급 전체와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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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0-12/18

[신과수 연구회에서 프로그램 발표 장면]

[학생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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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3-15/18

[학생평가 결과물]
영역

상

중

요약

적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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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차시

16-18/18

[학생평가 결과물]

웹툰만화 그리기

공익광고만들기

층간소음방지위

최강 COVID

원회

WORLD

동영상 만들기

포스터 그리기

그린 지킴이조

방역 지켜조

행복한 공존을 위한 우리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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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사
바꿔부르기
존잘존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