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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교수학습지도안, 교사용 참고자료, 학생용 활동지)
부록2. 교사 연구회 스팀 행사 개최
부록3. 회의록
부록4. STEAM 확산 실천

1. 요약문
자연 생태 환경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공릉천 생태 탐방로를 중심으로 체험
중심 교육 활동 공간을 마련하였다. 생명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분과적 학습이었던 수학, 한국
사, 지구과학, 영어, 진로와 직업 교과를 융합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고등학교 1, 2학년
성취 기준 영역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융합한 공릉천 자연 환경 이해
나. 생명과학과 수학을 융합한 생물 다양성 파악
다. 생명과학과 한국사를 융합한 인문학적 요소와 생물 다양성의 의미 파악
라. 생명과학, 한국사, 진로와 직업을, 영어 교과를 융합한 미래의 직업 세계 대비
마. 생명과학, 지구과학, 영어, 진로와 직업을 융합한 미시적·거시적인 관점으로 세상 바라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6개의 교과를 융합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선 2개 교과에서 시
작하여 4개 교과를 연결하는 수업 지도안은 작성하였다. 각 교과의 학생 활동지도 제작하여 교
내 수업에서 적용하였다. 나아가 공릉천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현장 수업도 진행하였
다. 추후 동아리 활동, 체험 학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 서론
◦ 자연 생태 환경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공릉천 생태 탐방로 개발

- 체험 중심 교육 활동 공간 마련

◦ 분과적 학습을 융합한 학습 경험 기회 제공
-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신장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현장 체험형 STEAM 융합 교육

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자연 하천인 공릉천을 학교에서 배우는 생명과학, 한국사 영어, 수학, 지구과학, 진로와
직업 교과를 융합하여 생태 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6개의 교과를
융합하다 보니 학습자의 혼란함이 예상되어 문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2개 교과를 시작으
로 4개 교과로 순차적으로 융합함.
프로그램 개발의 중점사항은 생태 교육 현장에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구과학 교과와의
융합에 초점을 맞춤. 나아가 생물 다양성과 관련하여 수학 교과를 적용하였고 인문학적 요소인
한국사, 영어, 진로와 직업 교과를 융합함.
나. STEAM교육 확산을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교내와 교외에서 적용하는 행사를 개최함.
교내 프로그램은 2021년 9월 27일(월) 14:00-16:00에 1학년 5개반 15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함. 공릉천의 자연환경, 생물 다양성, 인문학적 요소와 생태 환경 종합적 이해, 미래
의 직업 세계 이해, 영어 지문을 활용한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함.
교외 프로그램은 2021년 11월 6일(토) 09:00-13:00에 1, 2학년 18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함. 식물, 동물, 하천 환경, 인문학적 요소, 직업, 영어 설명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여 공릉
천을 바라보는 시간이 됨.
다.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분석 및 조사 협조와 관련하여 교내 스팀 개발 프로그램 수
업을 함께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사전과 사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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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릉천 하천길을 활용한 스팀 교육 프로그램

선행
프로그램명

<2020년 STEAM 교사연구회>
돌봉산(한민고등학교 뒷산) 둘레길 생태탐방로 개발과 이를 이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학교급

연계과목

1, 2학년

목표 수혜학생 수

200명

[고등학교 2학년]Ⅴ. 생태계와 상호작용
중심과목
생명과학
([통학과학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성취기준 영역
Ⅲ 변화와 다양성 2.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

중심과목

STEAM
프로그램
구분

대상 학년(군)
고등학교

1. 수학 : [고등학교 2학년] Ⅲ. 통계 (3)통계적 추정
2. 한국사 : [고등학교 1학년] Ⅰ.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수학,
Ⅲ.대한민국의 발전
한국사,
3.
지구과학Ⅰ:[고등학교
2학년] Ⅰ. 고체 지구
지구과학,
연계과목
4.
영어
독해와
작문
: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성취기준
영역
Lesson 1 The Power of
진로와직업
,
Believing You Can Do Better
창체(진로)
5. 진로 : [고등학교 1, 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
Ⅱ.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1

생명과학(0.5) + 지구과학(0.5)

2

1

생명과학(0.5) + 수학(0.5)

3

1

생명과학(0.5) + 한국사(0.5)

4

2

생명과학(0.5) + 한국사(0.5) + 진로(0.5) + 영어(0.5)

5

2

생명과학(0.5) + 지구과학(0.5) + 진로(0.5) + 영어(0.5)

개발계획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7차시

수업 적용 기간

2021. 9. 27, 2021. 11. 06

(STEAM 수업) 수혜학생 수

한민고등학교 150명(고등학교 1, 2학년)

1차(사전) 검사

8월 23일, 5개 학급(150명) 실시완료

2차(사후) 검사

9월 30일, 5개 학급(150명) 실시완료

학생 태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논문 게재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

학술대회 참가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

특허출원(국외, 국내)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

11월 16일 실시 완료
학회명
게재여부
행사명
일자/장소
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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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1) 프로그램 개발 내용
- 공릉천의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구과학의 지질 분야 융합
- 공릉천의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수학 통계 분야 융합
- 공릉천의 인문학적 요소를 이해하는 한국사 건축과 기념탑 분야 융합
- 공릉천의 직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진로와 직업 융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연 하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어 분야 융합
(2) 프로그램 개발‧적용 결과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차시(시수)

1
1
1

프로그램명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으로 본 공릉천
생명과학과 수학으로
본 공릉천

2

개발

수업적용

학생수

생물 다양성과 퇴적 환경

1학년

완료

완료

25

생물 다양성과 통계적 추정

1학년

완료

완료

25

1학년

완료

완료

25

1학년

완료

완료

25

1학년

완료

완료

25

생물 다양성과 대한민국의

본 공릉천

발전

진로와 직업, 영어로
본 공릉천

지구과학, 한국사,
진로와 직업, 영어로
본 공릉천

생물 다양성과
대한민국의 발전, 일과
직업의 세계, 공릉천
영문 소개

생명과학과
2

운영
대상(학년)

생명과학과 한국사로

생명과학과 한국사,

완료 여부

프로그램 주제

생물 다양성과
퇴적 구조, 일과 직업의
세계, 공릉천 영문 소개
합계

125

※ STEAM 수업 적용 학생 성취도 평가 방법 개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별도 제시

나. 성과 확산 및 실천
(1) STEAM 교사연구회 간 상호 네트워크 컨설팅 결과

회차
1차

2차

일시
’21.5.31.(월)
16:30~18:00
’21.7.15.(목)
16:30~18:00

장소

참석자

온라인

김형태 교사(연구책임자)

온라인

김형태 교사(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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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컨설팅 결과

- 연구 방향성 점검
- 스팀 프로그램 교수학습방법 개발
점검

(2)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회차

일시

장소

참석대상

주요 내용 및 행사 사진
- 개발한 스팀 프로그램 적용

1차

‘21.9.24. 14:00-16:00

교내 교실

1학년 5개반 학생
교사 6명

- 개발한 스팀 프로그램 적용
- 전문가 컨설팅

2차

‘21.11.6. 09:00-13:00

공릉천 하천

교내 2개 동아리 18명
교사 4명, 전문가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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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분석 및 조사
(1) 수혜학생 태도 조사
스팀 수혜 학생 선정은 진로 탐색을 하는 시기인 1학년 학생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STEAM 수업) 수혜학생 수
학생 태도검사

한민고등학교 150명(고등학교 1, 2학년)

1차(사전) 검사

8월 23일, 5개 학급(150명) 실시완료

2차(사후) 검사

9월 30일, 5개 학급(150명) 실시완료

공릉천이라는 공간을 6개의 교과의 종합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함. 다만 스팀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 주
제는 하나이나 관련 교과가 6개이기에 혼란함이 있었다고 함. 더불어 현장 적용 프로그램이 많
으면 스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2) 교원 만족도 조사
교사 만족도조사

11월 16일 실시 완료

평상시에 해당 과목 수업만 하다가 타 교과와 연계하여 융합 수업을 진행하여 보다 넓은 시각
에서 교과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함. 다만 분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에 학생들에게
융합이 된 연결 고리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함. 더불어 교내 프로그램 적용보다는 현장
적용 프로그램이 2회 정도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4. 결론 및 제언
※ 교과의 벽을 허물고 타 교과의 의견을 경청하고 융합하려는 노력을 함.
※ 교사연구회를 통해 참여 교사들이 타 교과의 수업 요소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이후에도 타 분야의 내용을 적용할 계획임.
※ STEAM 교사연구회의 결과물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혹은 자료실이 있었으면 함.
※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은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깊이가 있었음.

5. 참고문헌
※ LG 사이언스랜드 제작, ‘물순환송’
※ 통계교육원, ‘샘이랑 통그라미하자’
※ 통그라미(http://tong.kostat.go.kr)
※ “1만리, 한반도 둘레길”, “네이버 백과사전”
※ 최희섭.「영어 관광 안내판의 번역 오류: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2008).
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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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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 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릉천 하천길을 활용한 스팀 교육
프로그램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1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1/7

[12지과Ⅰ02-01]
지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의 관 [고등학교 2학년] [12생과 05-03]
계를 설명할 수 있다.

[12생과 05-03] 군집 내에서 중요치와 우점종의 개념을 이
2

2/7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해하고, 식물의 군집 조사 방법을 통해 우점종을 결정할 수

수학 [고등학교 2 학년] (20) 통계적
추정

있다.

3

4

5

3/7

[12생과 05-04] 군집의 천이를 이해하고 천이 과정에 영향 (한국사) [고등학교 1 학년] (1) 전근
대 한국사의 이해
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4~5/7

[12영독03-02]
다양한 주제 읽기 및 요지
파악
[12영독03-01]
[12생과Ⅰ05-01] 생태계, 군집, 개체군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 세부정보 파악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사) [고등학교 1학년]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 3 학년] (2)
일과 직업 세계 이해

6~7/7

[12영독03-02]
다양한 주제 읽기 및 요지
파악
[12영독03-01]
다양한 주제 세부정보 파악
[12생과Ⅰ05-01] 생태계, 군집, 개체군 관계를 이해하고, [12지과Ⅰ02-01]
지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적 구조와 퇴적 환경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 3 학년] (2)
일과 직업 세계 이해
(한국사) [고등학교 1학년]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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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7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7

※ 공릉천의 생명 다양성과 연계하여 지층의 다양성으로 시각 확대
※ 생명 다양성에 영향을 준 퇴적 환경 요인 탐색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상황 제시: 공릉천 하천길을 생태탐방로로 삼아 도보 보행
CD 창의적 설계 : 생태탐방로의 생명 다양성과 퇴적 환경 연결
ET 감성적 체험 : 생태탐방로의 식물과 흙을 만지면서 감각적 경험
주제(단원)명

2/7

생명과학과 한국사, 진로와 직업, 영어로 본 공릉천

※ 공릉천의 생명 다양성과 연계하여 인문학적 시각 확대
※ 생명 다양성에 영향을 준 인문학적 사건 탐색
Co 상황 제시: 공릉천 하천길을 생태탐방로로 삼아 도보 보행
CD 창의적 설계 : 생태탐방로의 생명 다양성과 인문학을 연결
ET 감성적 체험 : 생태탐방로의 식물을 만지면서 역사 유적지를 보는 감각적 경험
주제(단원)명

6~7/7

생명과학과 한국사로 본 공릉천

※ 공릉천의 생명 다양성과 연계하여 역사적 시각 확대
※ 생명 다양성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 탐색
Co 상황 제시: 공릉천 하천길을 생태탐방로로 삼아 도보 보행
CD 창의적 설계 : 생태탐방로의 생명 다양성과 역사를 연결
ET 감성적 체험 : 생태탐방로의 식물을 만지면서 인간의 영향에 관한 감각적 경험
주제(단원)명

4~5/7

생명과학과 수학으로 본 공릉천

※ 공릉천의 생명 다양성과 연계하여 통계적 추정으로 식생 군집 분석
※ 생명 다양성을 식생 군집 분석으로 통계적 이해
Co 상황 제시: 공릉천 하천길을 생태탐방로로 삼아 도보 보행
CD 창의적 설계 : 생태탐방로의 생명 다양성과 통계를 연결
ET 감성적 체험 : 생태탐방로의 식물을 만지면서 식생 군집을 감각적 경험
주제(단원)명

3/7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으로 본 공릉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한국사, 진로와 직업, 영어로 본 공릉천

※ 공릉천의 생명 다양성과 연계하여 간학문적 시각 확대
※ 생명 다양성에 영향을 준 간학문적 요인 탐색
Co 상황 제시: 공릉천 하천길을 생태탐방로로 삼아 도보 보행
CD 창의적 설계 : 생태탐방로의 생명 다양성과 지질, 직업, 역사, 영어를 연결
ET 감성적 체험 : 생태탐방로의 식물과 흙을 만지고 유산과 인간의 활동을 감각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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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1st CLASS] 지구과학+생명과학
중심과목

지구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지구과학]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2. 지구의 역사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물의 순환과 퇴적 환경 하천을

차시

중심으로 분석

[12지과Ⅰ02-01]
지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7

1. 물의 순환을 통해 지형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생태계에 나타나는 지형을
분석할 수 있다.
2. 육상 퇴적 환경 중 자연 하천에서 나타나는 곡류의 특징을 이해하고 퇴적 구조와
지형적 특징을 식물군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생명과학

[12생과 05-03] 군집 내에서 중요치와
연계과목
우점종의 개념을 이해하고, 식물의 군집
성취기준 영역 조사 방법을 통해 우점종을 결정할 수
있다.

S 지구과학, 생명과학
T
STEAM
요소

E
A 음악
M
물의 순환 송을 듣고 물의 순환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주변 해당 지역을 찾는 능력을 향상시킨

개발 의도

다. 위성 사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물의 순환으로 인해 나타난 퇴적 환경의 변화 과정을 그려
보게 한다.

음악 속 물의 순환과정을 이해하고 지표에 그려진 지형을 탐구하여 퇴적 구조 및 환경을 분석하게 능력을
키운다. 이후 곡류 지형에서 나타나는 식물을 만져보며 공릉천 생태 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
험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창
상
물의 순환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공릉천을 걸으며, 물
의
황
지형의 변화와 퇴적 구조를
순환 송 듣고 알게 된 적
제
위성 사진을 통해 찾게 하고
점을 정리해 본다.
설
시
실제 지역과 연관시킨다.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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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순환을 통해
나타나는 지형을
배우고 해당 지형의
순환 방향을 직접
그려 볼 수 있게 한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도보 보행
시 유의 사
Co : 공릉천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공릉천 생태 탐방로를 도보 보행
도입
항을 전달
ET : 물 순환 송을 들으며 물의 순환을 통해 나타나는 지역 하천의 모습을 떠올리 하고
(
관련
10 분) 게 한다.
복장 착용
을 권장

[사전 창의적 설계 과제]
CD : 공릉천 생태 탐방로를 도보 보행을 통해 몸소 체험하면서 물의 순환 송 음악
을 듣고 가사 속에 있는 과학적 사실을 실제 지형에서 찾을 수 있게 한다. 이후 위
성 사진을 통해 하천의 모양과 이동 방향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Tip!

도 보 보 행
중 안전사
고에 유의
Co : 노래를 통해 알게 된 점을 조원들과 토의하며 알게 된 점을 정리한다.
전개
하고 자기
(
분) ET : 가사 속 과학적 지식을 찾아내고 이를 실생활에 연관 지어 실제 나타나는 지 주도적 문
형을 찾을 수 있게 함.
제 인 식 과
문제해결을
[사후 창의적 설계 과제]
시도할 것
을 주문
CD : 공릉천 위성 사진을 통해 물의 순환 방향을 찾아내고 하천의 안쪽 지형과 바
깥쪽 지형의 특징을 몸소 체험하게 한다. 이후 각 지형에서 나타나는 식물의 특징을
확인하고 만져보는 시간을 갖는다.
[상황 제시 및 체험]

Tip!

내용
ET 공릉천의 물의 방향이 북에서 남이 아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개 관련
정리
을 보고서
념을 확인하고 실제 지도에서 찾은 방향과 실제 방향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해주
(
분)
형 식 으 로
고 자연 하천에서 나타나는 지형적 특징과 식물 군종을 직접 체험해 본다.
작 성 하 고
소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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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7

1. 물 순환 송을 듣고 물음을 해결하여 봅시다.
햇빛이 비춰지면 기온이 올라(복사!)
지구상의 물은 수증기가 되고(증발!)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 구름 되고(응결!)
더 합쳐져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강수!)
강이 되고 지하수 되어 바다로 간다.
공기 중의 수증기는 구름 되려다
새벽 되어 추워지면 이슬이 되고(응결!)
무거워진 수증기는 비가 되려다
겨울 되어 추워지면 눈으로 내린다!(응고!)
시냇물 강과 바다 호수 지하수
물은 흘러 흘러 동식물을 먹이고
수증기 안개구름 눈비에 얼음까지
모습을 바꾸면서 지구를 맴 돈다!
지표와 대기 사이 어디나 있는 물
고체 얼음 액체 물 기체 수증기
지구상의 물의 양은 변치 않아
지구의 물의 순환 끊이지 않아
(*곡: LG사이언스랜드 제작)

물 순환 장치와 물 순환 송을 통해 알게 된 점을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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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7

2. 우리 주변 지역의 물의 위치와 이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우리 학교의 위치를 표시해 봅시다.
● 공릉천 탐방할 길을 표시해 봅시다.
● 공릉천서 관찰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 공릉천에 관찰할 수 있는 퇴적 구조 및 식물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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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CLASS] 생명과학+수학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

생명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 학년

[고등학교] (5) 생태계와 상호 작용

중심과목
성취기준

[12생과 05-03] 군집 내에서 중요치와 우점
종의 개념을 이해하고, 식물의 군집 조사 방법
을 통해 우점종을 결정할 수 있다.

공릉천 생태탐방로의 수학적 요소

차시

분석

2/7

1. 공릉천 생태탐방로 걷기를 통해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생태탐방로 주변 식생 군집의 특성을 통계적 추정을 통해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수학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수학) [고등학교 2 학년] (20) 통계적 추정

생명과학(생태학)

T
STEAM
요소

E
A
M

개발 의도

수학
학교 뒷산인 돌봉산 자락에 위치한 생태탐방로 둘레길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학습하고,
국지적인 생태환경 차이에 따른 식생 군집을 파악함으로써 돌봉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
탐방로의 식생 군집의 특성을 통계적 추정을 통해 수학적으로 계산하고자 함.

※ (개발 의도 및 교수·학습 내용 상세설명) 보완 예정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창
의 생태탐방로 주변의 식생 군집의
공릉천생태탐방로로
적 특성을 통계적 추정을 통해 수학
삼아 도보 보행
설 적으로 계산하고자 함.
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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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공릉천 생태탐방로를
성
도보 보행하면서 몸소
적
생태계와 주변의 식생
체
군집의 특성을 체험
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도보
보행
시 유
Co :
공릉천 생태탐방로의 기본 정보(위치, 고도, 규모 면적 등)를 제공하고 도보
의
사항을
도입 보행
( 10 분) ET : 교내 생태탐방로와 돌봉산 정상을 중심으로 생태탐방로, 돌봉산 둘레길에 이 전 달 하 고
관련 복장
어 제 4 의 생태탐방로를 몸소 체험을 통해 개척한다는 의미를 제공
착용을 권
장
Tip!

[사전 창의적 설계 과제]
CD : 공릉천 생태탐방로를 도보 보행을 통해 몸소 체험하면서 주변의 다양한 국지
자연생태환경 차이에 따른 식생 군집의 특징을 통계적 추정을 통해 수학적으로 계
산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자기주도적으로 익힘.

전개
(70 분)

[상황 제시 및 체험 1]
Co : 지도 상에 나와 있는 공릉천 하천길의 전체 길이와 도보 보행의 예상 시간 Tip!
: 도보
안내
보행 중 안
ET : 둘레길 주변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 생태 환경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사 고 에
공장과 마을 등 인간의 거주와 개발의 흔적이 다양하게 남아 있음을 체험함.
유 의 하 고
자기주도적
[상황 제시 및 체험 2]
문제인식과
Co : 생태탐방로 주변의 식생 군집은 국지적인 생태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몸 문 제 해 결 을
소 체험하도록 함.
시도할 것
ET : 둘레길 생태탐방로 주변의 식생 군집은 국지적인 생태환경 조건에 따라 다름 을 주문
을 이해함.
[사후 창의적 설계 과제]
CD : 공릉천 생태탐방로를 도보 보행을 통해 몸소 체험하면서 주변의 자연생태계
의 특징 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자연생태환경 차이에 따라 식생 군집의 구성이 다름
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전체적 특성을 통계적 추정을 통해 수학적으로 계산함.

:
ET : 공를천 생태탐방로가 지역 내 개발 및 보존의 가치가 있는 하천길인지 몸소 내용을
정리
고서
체험을 통해 검증하고 주변 식생 군집의 전체적인 특성을 통계적 추정을 통해 수학
( 20 분)
으로
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수학적 개념 및 이론의 실제를 몸소 체험하고 익힘.
하고
발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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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
형식
작성
소개

학습 지도안
관련 교과

[고등학교] 실용통계

관련 단원

Ⅱ. 자료의 분석과 해석 1. 자료의 요약과 표현 3) 상자그림

활동

ü 상자그림의 구성 요소와 특징을 알고 자료를 입력하여 상자그림을 그릴 수 있다.

목표

ü 상자그림을 통해 자료의 분포에 관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활동 개요
① 자료에 관한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수치형 자료를 사용하여 상자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② 상자그림의 구성 요소와 특징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며 표현된 상자그림을 통해 자료의 분포에 관한 특징을 탐
구합니다.
③ 두 집단에 관한 상자그림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합니다.

2. 학습 과정
① 도입
Ÿ

두 회사의 LED 조명 제품에 관한 히스토그램을 보고, 범위와 분포의 특징을 설명하기

② 전개
Ÿ

상자그림 알기

Ÿ

상자그림과 관련된 용어(중앙값, 사분위수, 다섯숫자요약) 이해하기

Ÿ

상자그림 그려보기

Ÿ

상자그림을 보고 자료집단의 분포 파악하기

Ÿ

상자그림을 보고 제품 선택하기

③ 정리
Ÿ

마무리 활동

3. 참고문헌
① 샘이랑 통그라미하자 / 통계교육원
② 통그라미 (http://tong.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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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히스토그램, 상자그림을 사용한 자료의 분포 탐색

히스토그램
★ 함께 알아보기 ①
다음은 A, B 두 회사의 LED 조명 제품 50개의 수명(일수)
에 관한 자료를 히스토그램으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함께 알아보기 ②
다음은 14종의 아이스크림에 포함된 당 함량(g)을 조사한
자료이다. 단계에 따라 자료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시오.

[1단계] 제시된 값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두 회사의 LED 조명 제품의 수명에 관한 자료의 범위와
분포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단계] 나열된 값을 아래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나
타내시오.

② 어느 회사의 LED 조명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선택하고,
[3단계] 최솟값, 제1사분위수, 중앙값, 제3사분위수, 최

그 이유를 말하시오.

댓값, 사분위수범위를 구하시오.

상자그림

[4단계] 다섯숫자요약을 참고하여 상자그림을 그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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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알아보기 ③

★ 해보기

다음은 어느 학급의 학생 40명이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의

< 통그라미 > https://tong.kostat.go.kr/

권수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통그라미를 사용하여 두 회사의 LED 조명 제품의 수
명에 관한 자료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시오.

1. ⓒ구간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는 얼마인지 답하고, 그 이
유를 말하시오.

2. 작은 것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17번째 자료가 속
하는 구간은 어디인지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2. 아래의 두 상자그림에서 두 회사 조명 제품의 수명의
특징을 설명하고, 당신이 LED 조명 제품을 구입한다면,
A, B 두 회사의 제품 중 어떤 것을 구입할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3. 위의 상자그림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개형은
어떤 모양인지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 참고문헌｣ 샘이랑 통그라미하자 / 통계교육원
통그라미 (http://tong.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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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CLASS] 생명과학+역사
중심과목

생명과학

중심과목
[고등학교]
성취기준 영역 상호 작용

학교급/학년(군)

(5)

생태계와

중심과목 성취기준

고등학교/1 학년

[12생과 05-04] 군집의 천이를 이해하고 천이 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공릉천 생태탐방로의
주제(단원)명

역사 유적지의 조성 배경과

차시

3/7

특징 탐구

1. 공릉천 생태탐방로 걷기를 통해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생태탐방로 주변에 위치한 역사 유적지의 조성 배경 및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학습목표

연계과목

역사

S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한국사) [고등학교 1 학년]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생명과학(생태학)

T
STEAM
요소

E
A

역사학

M

개발 의도

공릉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고, 생태탐방로 주변에 위치한 역사 유적지의 조성
배경 및 특징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석하고자 함.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황 공릉천을 생태탐방로로
제시 삼아 도보 보행

창의 생태탐방로 주변에 조성된 역사 유
적 적지의 조성 배경과 특징을 자기주
설계 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함.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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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을 도보 보행하
감성
면서 주변에 조성된 역
적
사 유적지의 특징을 감
체험
상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 도보 보
: 공릉천의 기본 정보(위치, 고도, 규모 면적 등)을 제공하고 산자락의 둘레길을 생
행 시 유의 사
태탐방로 삼아 함께 도보 보행
항을 전달하고
ET
: 교내 생태탐방로와 돌봉산 정상을 중심으로 생태탐방로, 돌봉산 둘레길에 이어
관련 복장 착용
제 3 의 생태탐방로를 몸소 체험을 통해 개척한다는 의미를 제공
을 권장
Co

도입
( 10 분)

[사전 창의적 설계 과제]
CD : 공릉천 하천길 도보 보행을 통해 몸소 체험하면서 주변에 조성된 역사 유적지를
탐색하고 이들의 조성 배경과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그 의미를 역사적 관점에서 자기주
도적으로 해석하고 조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전개
(120 분)

[상황 제시 및 체험 1]
Co : 지도 상에 나와 있는 공릉천의 전체 길이와 도보 보행의 예상 시간 안내
Tip! : 도보 보
ET : 둘레길 주변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 생태 환경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
행 중 안전사고
과 마을 등 인간의 거주와 개발의 흔적이 다양하게 남아 있음을 체험함.
에 유의하고 자
기주도적 문제
[상황 제시 및 체험 2]
인식과 문제해
Co : 생태탐방로 주변에서 다양한 역사 유적지가 있음을 몸소 체험하도록 함.
결을 시도할 것
ET
: 공릉천 주변에 조성된 역사 유적지는 저마다의 조성 배경과 특징이 제각각임을 을 주문
이해하고 감상함.
[사후 창의적 설계 과제]
CD : 공릉천 하천길을 도보 보행을 통해 몸소 체험하면서 주변의 자연생태계의 특징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성된 다양한 역사 유적지의 배경과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그 의미
를 역사적 관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조명하도록 독려함.

정리
( 20 분)

Tip! : 관련 내
: 공릉천 하천길이 지역 내 개발 및 보존의 가치가 있는 둘레길인지 몸소 체험을
용을 보고서 형
통해 검증하고 주변에 조성된 역사 유적지의 배경과 특징을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
식으로 작성하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역사적 관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조명함.
고 소개 발표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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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3/7

1. 공릉천(恭陵川) 이란?
- 한강 권역의 한강 수계에 속하며, 한강의 제 1 지류 / 경기도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에 걸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 이름은 파주시에 있는

(공릉,순릉,영릉)의 공릉(조선시대 예종의 원비 능)에서 유래하였으나 일

제강점기 때 구부러진 하천의 모양을 보고 곡릉천(曲陵川)으로 바꿔 불렀으며, 경기도 파주시는 하천의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결과 2009 년 1 월 1 일부터 공릉천으로 원래의 명칭으로 변경
- 국가하천, 지방 2 급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양주시 챌봉(516m)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장흥면(長興面) 부곡리에
서 지방 2 급하천이 시작되며,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仙遊洞), 덕양구 내유동(奈遊洞)을 거쳐, 일산동구 지영동(芝英
洞), 파주시 조리읍의 경계지점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고, 파주시 오도동 북쪽에서 서쪽을 향해 흘러 한강으로 합류

<공릉천의 주요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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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 환경 교육
-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인 생태 환경에 대한 교육
- 생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
- 한민고의 생태 교육 프로그램(내 고장 생태환경 사랑하기) 운영
① 개요 : 한민고 재학생에게 폭넓은 체험 중심의 생태교육의 기회와 생태환경 해설가 등 관련 분야
진로 탐색 및 자질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초중등 학생들에게는 자기 고장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
를 통해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생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② 주요활동 : 정기적인 교내 생태환경 조사 및 탐구, 실내 탐구 활동, 외부 생태환경 교육 장소 방문,
식물 표찰 제작 및 양서류 탐구학습장 설치, 수료식을 경함 생태환경 해설왕 경연대회 등등

『내고장 사랑하기 생태환경체험』 발대식(좌) 및 교육활동(우)

3. 교내 생태탐방로 및 주변 생물상
① 특징 : 학교가 자리한 산자락의 경계부에 교내 생태탐방로 조성되어 있으며, 교내 및 주변에 다양한
수생태계가 존재함 / 한반도 평균의 생태환경과 생물상의 특징을 보이며, 다양한 유형의 습지 면적의 비율이 높아
멸종 위기종(멸종위기종 2 급인

)이 일부 관찰됨

② 전경

한민고와 돌봉산 등산로 및 주변

한민고 앞 논습지와 하천습지

4. 공릉천의 생태 환경
① 공릉천 주변으로 도보와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공릉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
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찾고 있음
② 공릉천 하구는 주변의 장항습지, 산남습지, 성동습지, 시암리승지 등 한강 하구의 다양한 습지 보호 구역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③ 생태 환경의 특성이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짐
- 1st 구역 : 영천배수갑문부터 자유로 송촌대교 부근까지 / 공릉천 하류로서 바닷물인 염수가 유입

- 2 -

되는 경계 / 다양한 철새들이 쉬어가는 도래지
- 2nd 구역 : 영천배수갑문 너머

공릉천

중, 상류

부근 / 담수생태계로서

십여 킬로나 되는

긴

하천의 특징을 보임
- 기수 구역 :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특성 상 수심의 고저에 따른 갯벌과 습지가 발달되어 있음

공릉천 주변의 도보 및 자전거 도로가 있는 수변 공원

5. 공릉천 주변 식생의 특징

① 하천 주변으로 다양한

과(科)의 식물들이 자생

② 수변 지역 중심으로 염도에 강한

가 우점하고 있음

③ 양안 위로는 농도 형태의 비포장 둑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둔치의 경사진 곳에는 단품잎돼지풀과 칡넝쿨이 우
점하며 국화과 망초류와 사초과 식물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음
④ 둔치 넘어서는 드넓은 인공습지인 농경지가 있어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배후 습지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텃새화된 백로류와 일부 철새의 도래지가 되고 있음

공릉천 주변의 식생 환경

※ 방형구
- 식물군락의 소밀, 종류 및 조성 그리고 각 구성종의 군락 내에서의 상태 및 생산량 등 구성에 관한 성질을 연
구할 때 사용한 일정한 면적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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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도에 따른 기후 식생대

방형구

- 방형구별로 식생 구성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지역의 평균 식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형구
에 대한 평균을 산출해야 함.

< 방형구 별로 식생 구성이 다른 경우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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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릉천 주변 역사
① 공릉(恭陵, 예종비 장순왕후)
1) 능의 구성
공릉은 조선 8대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 한씨의 단릉이다. 왕세자빈의 신분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묘제의 형식에 맞게 조성하였다. 진입 및 제향공간에는 홍살문, 판위, 향로, 정자각,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홍
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있는 향로는 직선축이 아닌 절선축으로 조성되었다. 능침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였
고, 문석인 ․ 석마 ․ 장명등 ․ 혼유석 ․ 석양과 석호 1쌍씩 배치하였다. 조선전기 묘제의 형식에 맞게 조성하였기
때문에 망주석을 생략하였고, 봉분을 크게 조성하였다.
2) 능의 역사
1461년(세조 7) 장순왕후 한씨가 왕세자빈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인 1462년(세조 8) 파주 보시동
(普施洞)인 현재의 자리에 묘를 조성하였다. 이후 1470년(성종 1) 장순왕후로 추존하고 능의 이름을 공릉이라
하였다.
3) 장순왕후(章順王后)
장순왕후 한씨는 본관이 청주인 상당부원군 한명회와 황려부부인 민씨의 셋째 딸로 1445년(세종 27) 사저에서
태어났다. 1460년(세조 6)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이듬해 원손 인성대군을 낳았으나, 산후병으로 1461년(세
조 7) 안기(安耆)의 사저에서 1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세조는 세상을 떠난 왕세자빈에서 장순(章順)이라
는 시호를 내렸고, 성종 즉위 후 1470년(성종 1)에 장순왕후로 추존되었다.
② 순릉(順陵, 성종비 공혜왕후)
1) 능의 구성
순릉은 조선 9대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혜왕후 한씨의 단릉이다. 파주 삼릉 내에 있는 3기의 능 중에서 유일
하게 왕릉의 형식으로 조성한 능인데, 공혜왕후는 중전의 신분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진입 및 제향공간에는 홍살문 ․ 판위 ․ 향로 ․ 수라간 ․ 수복방 ․ 정자각 ․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비각에는 한 기
의 능표석이 있는데 ‘조선국 공혜왕후 순릉(朝鮮國 恭惠王后 順陵)’이라고 새겨져 있다. 능침은 병풍석을 생략
하고 난간석만 둘렀고, 문무석인 ․ 석마 ․ 장명등 ․ 혼유석 ․ 망주석 ․ 석양과 석호 2쌍씩 배치하였다.
2) 능의 역사
1475년(성종 5) 공혜왕후 한씨가 세상을 떠나자, 장순왕후의 공릉이 있는 파주에 능을 조성하였다.
3) 공혜왕후(恭惠王后)
공혜왕후 한씨는 본관이 청주인 상당부원군 한명회와 황려부부인 민씨의 넷째 딸로 1456년(세조 2) 연화방 사
저에서 태어났다.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와는 자매지간이 된다. 1467년(세조 13) 자을산군(者乙山君, 성
종)과 가례를 올려 천안군부인에 봉해졌다. 1469년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성종 사이에서는
소생을 낳지 못하였으며, 1474년(성종 5) 창덕궁 구현전에서 19세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고
사는 데는 천명이 있으니, 세 왕후를 모시고 끝내 효도를 다하지 못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을 한탄할
뿐이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한다.
③ 영릉(永陵, 추존 진종과 효순황후)
1) 능의 구성
영릉은 추존 진종소황제와 효순소황후 조씨의 능이다. 영릉은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의 형식으로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진종소황제, 오른쪽이 효순소황후의 능이다. 왕세자와 왕
세자빈의 신분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능은 검소하게 조성되었다.
진입 및 제향공간에는 홍살문 ․ 판위 ․ 향로 ․ 정자각 ․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영릉의 비각은 총 2개로 비각 안
에는 세 기의 능표석이 있다. 1비는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비, 2비는 진종대왕(眞宗大王)의 비, 3비는 진종소황
제(眞宗昭皇帝)의 비로 진종이 추존될 때마다 능표석을 새로 세웠다. 능침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였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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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 ․ 석마 ․ 장명등 ․ 혼유석 ․ 망주석 ․ 석양과 석호 1쌍씩 배치하였다.
2) 능의 역사
1728년(영조 4) 진종이 왕세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인 1729년(영조 5) 파주 순릉 왼쪽언덕인 지
금의 자리에 묘를 조성하였다. 이후 1751년(영조 27) 효순소황후가 왕세자빈(현빈)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인 1752년(영조 28) 효장세자묘 왼쪽에 묘를 조성하였다. 그 후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왕
위에 오르자 정조의 계승상 아버지가 되는 효장세자가 진종으로 추존되면서 능의 이름을 영릉이라 하였다.
3) 진종소황제(眞宗昭皇帝)
진종소황제는 영조와 정빈 이씨의 아들로 1719년(숙종 45) 창의궁에서 태어났다. 1724년 영조가 왕위에 오르
자 경의군(敬義君)에 봉해졌다가 이듬해인 1725년(영조 1)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1728년(영조 4) 창경궁
진수당에서 10세로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왕세자에게 효장세자(孝章世子)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후 1776년(영
조 52) 영조의 명으로 이복동생 장조(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정조)이 양자로 입적이 되자, 효장승통세자(孝章
承統世子)라 하였다.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진종으로 추존되었다. 그 후 1908년(융희 2) 진종소황제로
추존되었다.
4) 효순소황후(孝純昭皇后)
효순소황후 조씨는 본관이 풍양인 풍릉부원군 조문명과 완흥부부인 이씨의 딸로 1715년(숙종 41) 숭교방 사저
에서 태어났다. 1727년(영조 3)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나, 1729년(영조 5) 진종이 세상을 떠나자 1735년(영조
11) 현빈(賢嬪)에 봉해졌다. 이후 1751년(영조 27) 창경궁 건극당에서 37세로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왕세자빈
에게 효순(孝純)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세손 정조가 진종의 양자로 입적되자 효순승통세자빈(孝純承統世子嬪)이
라 하였다.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효순왕후로 추존되었고, 1908년(융희 2) 효순소황후로 추존되었다.

7. 공릉천 접근 개선 방안
① 공릉천 주변에 조성된 수변공원과 도보 및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도로와 연결되는 접근 경로 개발 및 조성
② 인근 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사람조차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구역 별 공영주차장 설치
③ 공릉천 주변의 도보영 및 자전거 주행용 도로의 정비와 끊긴 부위 연결

8.

『공릉천 하천길을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의 교육학적 가치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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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료
차시

3/7

1. 공릉천(恭陵川) 이란?
- 한강 권역의 한강 수계에 속하며, 한강의 제 1 지류 / 경기도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에 걸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 이름은 파주시에 있는 파주 삼릉(공릉,순릉,영릉)의 공릉(조선시대 예종의 원비 능)에서 유래하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구부러진 하천의 모양을 보고 곡릉천(曲陵川)으로 바꿔 불렀으며, 경기도 파주시는 하천의 명칭을 바로잡기 위
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결과 2009 년 1 월 1 일부터 공릉천으로 원래의 명칭으로 변경
- 국가하천, 지방 2 급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양주시 챌봉(516m)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장흥면(長興面) 부곡리
에서 지방 2 급하천이 시작되며,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仙遊洞), 덕양구 내유동(奈遊洞)을 거쳐, 일산동구 지영동
(芝英洞), 파주시 조리읍의 경계지점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고, 파주시 오도동 북쪽에서 서쪽을 향해 흘러 한강으
로 합류

-

<공릉천의 주요 줄기>

2. 생태 환경 교육
-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인 생태 환경에 대한 교육
- 생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
- 한민고의 생태 교육 프로그램(내 고장 생태환경 사랑하기) 운영
① 개요 : 한민고 재학생에게 폭넓은 체험 중심의 생태교육의 기회와 생태환경 해설가 등 관련 분야
진로 탐색 및 자질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초중등 학생들에게는 자기 고장의
생태 환경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생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고취
시키기 위한 교육 프
로그램
② 주요활동 : 정기적인 교내 생태환경 조사 및 탐구, 실내 탐구 활동, 외부 생태환경 교육 장소 방문,
식물 표찰 제작 및 양서류 탐구학습장 설치, 수료식을 경함 생태환경 해설왕 경연대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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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사랑하기 생태환경체험』 발대식(좌) 및 교육활동(우)

3. 교내 생태탐방로 및 주변 생물상
① 특징 : 학교가 자리한 산자락의 경계부에 교내 생태탐방로 조성되어 있으며, 교내 및 주변에 다양한
수생태계가 존재함 / 한반도 평균의 생태환경과 생물상의 특징을 보이며, 다양한 유형의
습지 면적
의 비율이 높아 멸종 위기종(멸종위기종 2 급인 맹꽁이)이 일부 관찰됨
② 전경

한민고와 돌봉산 등산로 및 주변

한민고 앞 논습지와 하천습지

4. 공릉천의 생태 환경
① 공릉천 주변으로 도보와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공릉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찾고 있음
② 공릉천 하구는 주변의 장항습지, 산남습지, 성동습지, 시암리승지 등 한강 하구의 다양한 습지 보호
구역
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③ 생태 환경의 특성이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짐
- 1st 구역 : 영천배수갑문부터 자유로 송촌대교 부근까지 / 공릉천 하류로서 바닷물인 염수가 유입
되는 경계 / 다양한 철새들이 쉬어가는 도래지
- 2nd 구역 : 영천배수갑문 너머 공릉천 중, 상류 부근 / 담수생태계로서 십여 킬로나 되는 긴
하천의 특징을 보임
- 기수 구역 :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특성 상 수심의 고저에 따른 갯벌과 습지가 발달되어 있음

공릉천 주변의 도보 및 자전거 도로가 있는 수변 공원

5. 공릉천 주변 식생의 특징
① 하천 주변으로 다양한 벼과의 식물들이 자생
② 수변 지역 중심으로 염도에 강한 갈대가 우점하고 있음
③ 양안 위로는 농도 형태의 비포장 둑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둔치의 경사진 곳에는 단품잎돼지풀과 칡넝쿨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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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며 국화과 망초류와 사초과 식물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음
④ 둔치 넘어서는 드넓은 인공습지인 농경지가 있어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배후 습지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텃새화된 백로류와 일부 철새의 도래지가 되고 있음

공릉천 주변의 식생 환경

※ 방형구
- 식물군락의 소밀, 종류 및 조성 그리고 각 구성종의 군락 내에서의 상태 및 생산량 등 구성에 관한 성질을 연
구할 때 사용한 일정한 면적 테두리

한반도 위도에 따른 기후 식생대

방형구

- 방형구별로 식생 구성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지역의 평균 식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형구에
대한 평균을 산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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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형구 별로 식생 구성이 다른 경우의 예시 >

6. 공릉천 주변 역사
① 공릉(恭陵, 예종비 장순왕후)
1) 능의 구성
공릉은 조선 8대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 한씨의 단릉이다. 왕세자빈의 신분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묘제의 형식에 맞게 조성하였다. 진입 및 제향공간에는 홍살문, 판위, 향로, 정자각,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홍
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있는 향로는 직선축이 아닌 절선축으로 조성되었다. 능침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였
고, 문석인 ․ 석마 ․ 장명등 ․ 혼유석 ․ 석양과 석호 1쌍씩 배치하였다. 조선전기 묘제의 형식에 맞게 조성하였기
때문에 망주석을 생략하였고, 봉분을 크게 조성하였다.
2) 능의 역사
1461년(세조 7) 장순왕후 한씨가 왕세자빈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인 1462년(세조 8) 파주 보시동(普
施洞)인 현재의 자리에 묘를 조성하였다. 이후 1470년(성종 1) 장순왕후로 추존하고 능의 이름을 공릉이라 하였다.
3) 장순왕후(章順王后)
장순왕후 한씨는 본관이 청주인 상당부원군 한명회와 황려부부인 민씨의 셋째 딸로 1445년(세종 27) 사저에서
태어났다. 1460년(세조 6)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이듬해 원손 인성대군을 낳았으나, 산후병으로 1461년(세조
7) 안기(安耆)의 사저에서 1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세조는 세상을 떠난 왕세자빈에서 장순(章順)이라는 시
호를 내렸고, 성종 즉위 후 1470년(성종 1)에 장순왕후로 추존되었다.
② 순릉(順陵, 성종비 공혜왕후)
1) 능의 구성
순릉은 조선 9대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혜왕후 한씨의 단릉이다. 파주 삼릉 내에 있는 3기의 능 중에서 유일
하게 왕릉의 형식으로 조성한 능인데, 공혜왕후는 중전의 신분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진입 및 제향공간에는 홍살문 ․ 판위 ․ 향로 ․ 수라간 ․ 수복방 ․ 정자각 ․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비각에는 한 기의
능표석이 있는데 ‘조선국 공혜왕후 순릉(朝鮮國 恭惠王后 順陵)’이라고 새겨져 있다. 능침은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둘렀고, 문무석인 ․ 석마 ․ 장명등 ․ 혼유석 ․ 망주석 ․ 석양과 석호 2쌍씩 배치하였다.
2) 능의 역사
1475년(성종 5) 공혜왕후 한씨가 세상을 떠나자, 장순왕후의 공릉이 있는 파주에 능을 조성하였다.
3) 공혜왕후(恭惠王后)
공혜왕후 한씨는 본관이 청주인 상당부원군 한명회와 황려부부인 민씨의 넷째 딸로 1456년(세조 2) 연화방 사
저에서 태어났다.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와는 자매지간이 된다. 1467년(세조 13) 자을산군(者乙山君, 성
종)과 가례를 올려 천안군부인에 봉해졌다. 1469년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성종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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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을 낳지 못하였으며, 1474년(성종 5) 창덕궁 구현전에서 19세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고
사는 데는 천명이 있으니, 세 왕후를 모시고 끝내 효도를 다하지 못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을 한탄할 뿐
이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한다.
③ 영릉(永陵, 추존 진종과 효순황후)
1) 능의 구성
영릉은 추존 진종소황제와 효순소황후 조씨의 능이다. 영릉은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의 형식으로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진종소황제, 오른쪽이 효순소황후의 능이다. 왕세자와 왕
세자빈의 신분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능은 검소하게 조성되었다.
진입 및 제향공간에는 홍살문 ․ 판위 ․ 향로 ․ 정자각 ․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영릉의 비각은 총 2개로 비각 안
에는 세 기의 능표석이 있다. 1비는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비, 2비는 진종대왕(眞宗大王)의 비, 3비는 진종소황
제(眞宗昭皇帝)의 비로 진종이 추존될 때마다 능표석을 새로 세웠다. 능침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였고, 문
석인 ․ 석마 ․ 장명등 ․ 혼유석 ․ 망주석 ․ 석양과 석호 1쌍씩 배치하였다.
2) 능의 역사
1728년(영조 4) 진종이 왕세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인 1729년(영조 5) 파주 순릉 왼쪽언덕인 지
금의 자리에 묘를 조성하였다. 이후 1751년(영조 27) 효순소황후가 왕세자빈(현빈)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
듬해인 1752년(영조 28) 효장세자묘 왼쪽에 묘를 조성하였다. 그 후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정조의 계승상 아버지가 되는 효장세자가 진종으로 추존되면서 능의 이름을 영릉이라 하였다.
3) 진종소황제(眞宗昭皇帝)
진종소황제는 영조와 정빈 이씨의 아들로 1719년(숙종 45) 창의궁에서 태어났다. 1724년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경의군(敬義君)에 봉해졌다가 이듬해인 1725년(영조 1)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1728년(영조 4) 창경궁 진수
당에서 10세로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왕세자에게 효장세자(孝章世子)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후 1776년(영조 52)
영조의 명으로 이복동생 장조(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정조)이 양자로 입적이 되자, 효장승통세자(孝章承統世子)
라 하였다.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진종으로 추존되었다. 그 후 1908년(융희 2) 진종소황제로 추존되었다.
4) 효순소황후(孝純昭皇后)
효순소황후 조씨는 본관이 풍양인 풍릉부원군 조문명과 완흥부부인 이씨의 딸로 1715년(숙종 41) 숭교방 사저
에서 태어났다. 1727년(영조 3)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나, 1729년(영조 5) 진종이 세상을 떠나자 1735년(영조
11) 현빈(賢嬪)에 봉해졌다. 이후 1751년(영조 27) 창경궁 건극당에서 37세로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왕세자빈에
게 효순(孝純)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세손 정조가 진종의 양자로 입적되자 효순승통세자빈(孝純承統世子嬪)이라
하였다.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효순왕후로 추존되었고, 1908년(융희 2) 효순소황후로 추존되었다.

7. 공릉천 접근 개선 방안
① 공릉천 주변에 조성된 수변공원과 도보 및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도로와 연결되는 접근 경로 개발 및 조성
② 인근 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사람조차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구역 별 공영주차장 설치
③ 공릉천 주변의 도보영 및 자전거 주행용 도로의 정비와 끊긴 부위 연결

8. 『공릉천 하천길을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의 교육학적 가치
① 여러 광역시도를 망라하는 강의 규모가 아닌 여러 소규모 행정 단위를 포괄하는 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한 체험 중심의 STEAM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②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이 가능한 길이 정비되어 있어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
③ 지리적으로 과거 서울 한양과 가까워 많은 왕족과 위인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역사 유적지를
만날 수
있어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음.
④ 북쪽의 고양 평화누리까지 연결되어 있어 통일교육을 위한 체험 장소로도 활용 가능

자료출처

“1만리, 한반도 둘레길”, “네이버 백과사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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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CLASS] 생명과학+한국사+진로+영어
중심과목

생명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생명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Ⅴ.생태계와 상호작용
주제(단원)명

중심과목
성취기준

공릉천 생태탐방로의 인문학적 요소 분석

차시

[12생과Ⅰ05-01] 생태계, 군집, 개체군 관계
를 이해하고,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4~5/7

학습목표

1.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고, 영어로 생태 탐방로를 소개하며
생태탐방로 주변에 위치한 역사 유적지의 조성 배경 및 특징에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과 자연을
통합하는 생태문화해설사 등 관련 진로의 실제와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
2.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고, 영어로 생태 탐방로를 세부적으로
스팀 요소를 개괄하며 생태탐방로와 그 주변 지형의 지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통합과학적 시각을 제공하는 생태 전문가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 영어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공릉천을 소개하는 영문자료를 제작하여 외국인들도 보다 주변 지역의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연계과목

[12영독03-0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연계과목
정보를 파악
성취기준 영역 (한국사) [고등학교 1학년]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 3 학년] (2)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영어, 한국사, 진로와 직업

S

생명과학(생태학)

T
STEAM
요소

E
A

인문

M

개발 의도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고, 영어로 생태 탐방로를 소개하고 생태
탐방로를 세부적으로 스팀 요소를 개괄한다.

공릉천 주변을 영어로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자료가 부재하고 생태탐방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유적지에
대한 설명의 영문 안내판에 오류가 있어 이를 해결하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해외 관광객들이 보다 원활하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돕는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공릉천 생태 탐방로를
상황 도보 보행하면서 각종
제시 유적지에 대한 영문
안내판 관찰.

창의적 설계
영문안내판의 오류를 찾아보고 이를
바로잡고자 함. 아울러 공릉천
주변을 안내하는 영문 소개 자료도
창의 제작함.
적
설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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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 생태 탐방로를
도보 보행하면서 주변
유적지에 대한 영문
게시판의 오류를 바로
잡으면서 주변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실을 정확히
왜곡 없이 전달해야
함을 깨달음.

감성
적
체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도보 보행 시 유
: 공릉천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공릉천 생태탐방로를 도보 보행
의 사항을 전달
도입
ET : 교내 생태탐방로와 돌봉산 정상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탐방로에 이어 제 3 의 생태 하고 관련 복장
(
10 분)
탐방로를 몸소 체험을 통해 개척한다는 의미를 제공
착용을 권장
Co

[사전 창의적 설계 과제]
CD : 공릉천 생태탐방로를 도보 보행을 통해 몸소 체험하면서 주변에 조성된 역사 유
적지를 탐색하고 유적지에 대한 영문 안내판의 내용을 조사하고 안내판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역사 유적에 대한 사실이 외국인들에게도 왜곡이나 잘못 이해하는 내용 없
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상황 제시 및 체험]

(

전개
분)

Tip!

도보보행 중 안
: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에 조성된 역사 유적지를 설명하는 영문 안내판을 자세히 전사고에 유의하
살펴보고 내용적, 문법적 오류가 없는 지 분석함.
고
자기주도적
ET : 영어로 번역할 때 사실을 정확하게 오류 없고 의미의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한 문제인식과 문제
방안을 고민함.
해결을
시도할
것을 주문
[사후 창의적 설계 과제]
Co

: 공릉천을 안내하는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하천의 영문 소개 자료를 참고하여 공
릉천생태탐방로 도보 보행을 통해 몸소 체험하면서 학습한 주변의 자연생태계의 특징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성된 다양한 역사 유적지의 배경과 특징을 바탕으로 영문 소개
자료를 제작함으로써 그 의미를 자기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조명하도록 독려함.
CD

Tip!

공릉천 생태탐방로가 지역 내 개발 및 보존의 가치가 있는 둘레길인지 몸소 체험
관련 내용을 보
을 통해 검증하고 주변에 조성된 역사 유적지의 배경과 특징을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
고서
형식으로
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역사적 관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조명
작성하고
소개
함.
발표
ET

정리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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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4~5/7

파주 삼릉
Signage Correction:
Original Text: English
Paju Samneung (파주 삼릉) consists of the Gongneung, Sulleung, and Yeongneung
tombs.
Gongneung (공릉) is the royal tomb of Queen Jangsun (1445-1461), consort of King
Yejong, the 8th ruler of the Joseon Dynasty. She died when she was still a crown
princess, so her tomb is very simple. There is not even a “Mangjuseok”, which is
the name for the pair of stones that stand on either side of the mound.
Sulleung (순릉) is the tomb of Queen Gonghye (1456-1474), a consort of King
Seongjong, the 9th ruler of the Joseon Dynasty. Sulleung is similar to Gongneung in
many ways, but it has more stonework. Queen Gonghye was the 4th daughter of Han
Myeong-Hoe,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er, and a sister of Queen Jangsun, who
is buried in Gongneung. This was the only time in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that two sisters both became queen.
Yeongneung (영릉) is the tomb of the posthumously designated king, King Jinjong
(1719-1728), the first son of King Yeongjo, and Queen Hyosun (1715-1751). King
Jinjong became the crown prince at the age of 7, but he died when he was only 13
in Changgyeonggung Palace. Queen Hyosun became the crown princess when she
was 13 years old. In 1751, she died at the age of 37 without an heir.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문법적 오류 수정/ 의미 전달을 위한 더 좋은 표현 찾아보기 / 누락된 내용
보충하기

Possibl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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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 주변 산업
1) 공릉천 주변 산업 및 직업 탐색
① 농업, 축산업
② 공장
③ 자영업(정미소, 주유소, 식당, 옷가게 등)
2) 파주 지역의 직업 변천
과거
현재

농업, 축산업, 자영업, 공장(악기)

주유소, 옷가게

3) 파주의 미래 직업
여행비디오창작자(Tour Video Creator)
해외에서 창직(創職: Job Creation)으로 발굴된 신직업인 여행비디오창작자(Tour Video Creator)를 소
개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창직 가이드북인 '2015 우리들의 직업만들기'를 통해 창직 아이디어 도출에 참
고할 수 있는 외국직업 등을 소개했습니다. 해외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거나 국내 시장에
적용 가능한 직업들입니다. 이러한 직업들을 통해 새로운 창직 아이디어를 얻거나 국내 상황에 맞게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 다 가는 휴양지, 지겹지 않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그대로의 여행지 정보를 구할 수는 없을까?”
내년이면 직장생활 10년차가 되는 이미혜씨는 회사에서 한 달 간의 안식월 휴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에 있다. 미혜씨가 원하는 여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남들 다 가는 곳
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다녀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각종 여행사 사이트, 여행 관련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중적인 여행지 정보를 멋지게 포장해 소개하고 있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던 중 미혜씨는 회사 동료로부터 ‘백패커유니버스(Backpackeruniverse)’라는 페이스
북 페이지를 소개받았다. 배낭여행객(backpacker)을 위해 세계 각지의 여행지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
은 곳만을 영상으로 촬영해 올려둔 페이지였다.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미혜씨처럼 ‘특별한’ 여행을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남들 다 가본 곳에
가서 쾌적한 호텔에 묵으며 남들과 비슷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덜 알려진 장소로 가서 새로운 경험
을 해보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나 그곳의 시설 등 꾸미지 않은 모습을 동영상 등으로 남겨 다른 사
람들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주목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여행비디오
창작자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인구가 늘고, 남과 다른 특별한 여행지와 여행지 시설을 원하
는 사람들이 늘면서 희소가치 있는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생배경
스마트폰으로 여행지 정보 알 수 있잖아!
여행이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특별하고 차별화된 여행을 꿈꾼다. 여행지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유명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시설을 이용해보려는 사람들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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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인위적으로 예쁘게 편집한 관광지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적인 여행지 모습을 그대로 보고 여행
여부를 결정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SNS 등이 일반화되고, 이런 창
구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되면서부터 여행비디오창작자가 주목받고 있
다. 해외에서는 2013년에 설립된 백패커유니버스(Backpackeruniverse)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수행직무
여행지 숙박정보부터 교통시설 정보까지!
여행비디오창작자는 여행지의 실제 풍경, 문화, 역사 등을 촬영하여 기록하는 일을 한다. 여행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유명 관광지, 교통 시설 등을 직접 촬영해 전문 사이트나 SNS 등에 업로드해 다른
여행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영상이 업로드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기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요구능력
간단한 동영상 촬영 기술 + SNS 사용 능력
여행비디오창작자로 활동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때 촬영하는 여행지 정보는
현실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갖췄거나 간단한 동영상 촬영 기법만 알고 있어
도 된다. 단, 실시간으로 정보를 SNS 등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활용 능
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 직업
해외여행기획자, 영상감독 등 있어
여행비디오창작자와 관련된 직업으로는 해외여행기획자, 여행사무원,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방송
영상감독, 영상그래픽디자이너 등이 있다. 이들은 여행지 정보를 더욱 아름답게 소개하기 위해 가공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준비해야 할 때가 많다. 또 영상미를 보여주기 위해 각종촬영기법 등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여행비디오창작자는 관광지에 대한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되므로 특별한 기술력이나 편집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해외현황
오스트리아·뉴욕 등 비디오크리에이터 있어
오스트리아, 뉴욕 등에서는 비디오크리에이터(Video Creator)를 모집해 여행비디오를 찍도록 하고 있
다. 한 여행사에서는 나라별로 여행비디오창작자를 채용해 전문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여행비디오창작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백패커유니버스(Backpackeruniverse)소속 창작자들이 유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창작자들은 각국의 취업 정보포털을 통해 채용된다. 이 사이트에는 2013
년 설립 이후 약 2만5,000건 이상의 동영상이 업로드되었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행비디오창작 분야는 세계적으로 SNS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성장하고 있다. 특별한 자격이 요구
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다. 국가별 임금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로 업로드
건당 또는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월 500유로를, 필리핀은 월 1만5,000 페소를 지
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현황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여행정보 제공
국내에서 관광지에 대한 정보는 보통, 방송이나 기사 등 언론과 관광공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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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관련 상품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
역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여행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관광과 등 관련 부서, 지역 관
광정보센터 등에서 확인 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미디어 시대를 맞아 모바일 활용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블로그기자단, SNS서포터스 등을 모집하여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행정보 커뮤니티나 개인 경험담 등을 담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서로 다른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일부는 상업적 마케팅에 활용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잘못
된 선택을 하게도 한다.
진출가능분야
미지의 지역, 숙박 및 음식점 정보 발굴 활동도 가능해
지자체에서 각 지역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때 프리랜서로 활동
하거나 지자체의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단순 촬영업무뿐 아니
라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지역, 숙박시설, 관광지, 음식점 등을 발굴하는 작업 등을 병행할 수도 있
다. 특별한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 시 연령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
외에 실버층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향후전망
해외에 우리 관광지 소개할 계기 마련할 듯
숨겨진 여행지의 맛과 멋을 찾아다니는 답사 여행객이 늘어나고, 구석구석 숨겨진 여행지를 소개한
여행정보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
람들 바글거리는 여행지 보다는 숨겨진 명소에서 조용히 여유를 즐기려는 이들도 많아져서 이와 관련
된 여행정보를 찾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말, 전 시계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세계 인구수와 맞먹는 수준에 달해 이는 ‘1인당 휴대전
화 1대 보유시대’가 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스마트폰, 개발도상국에서는 피처
폰이 주를 이루는데, 스마트폰의 가격이 하락하면 개발도상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더 늘어날 것
이다.
이렇듯 여가생활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증가,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등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좀 더
쉽게 여행 정보를 접하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여행비디오 분야가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관광지를 촬영하고, 관련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 외에도 국내
소개되지 않았던 미지의 여행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발굴하는 등 직무를 확대하여 일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SNS의 활용을 통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여행지
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
키는 데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할 만한 정보
백패커유니버스 http://backpackeruniverse.com
투어비디오스 www.tourvideos.com
[내용출처: 2015 우리들의 직업만들기,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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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CLASS] 생명과학+지구과학+진로+영어
중심과목

생명과학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고등학교] (5) 생태계와 상호 작용
성취기준 영역

중심과목 성취기준

고등학교/1 학년

[12생과 05-06]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
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돌봉산(한민고등학교 뒷산) 둘레길
주제(단원)명

생태탐방로의 물리적 요소 분석을
통한 통학과학적 생태지질전문가

차시

6~7/7

체험하기
1. 공릉천 생태탐방로 걷기를 통해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생태탐방로와 주변 지형의 지질적 특성을 탐색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
3. 생태탐방로 걷기 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통합과학적 식견을 가진 자연생태지질전문가 로서의
자질 함양과 역량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

학습목표

연계과목

영어, 진로와 직업, 지구과학

S

[12영독03-0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
연계과목 성취기준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 3 학년] (2) 일과 직업 세계 이
영역
해
[12지과Ⅰ02-01]
지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

생명과학(생태학), 지구과학

T
STEAM
요소

E
A

진로, 영어

M

개발 의도

공릉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고, 생태탐방로와 그 주변 지형의 물리적 특성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통합과학적 식견을 두루 갖춘 자연생태지질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
양 및 역량을 배우고 익히고자 함.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공릉천 주변 지형의 지질적 특성에
창의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과학적
상황 공릉천을 생태탐방로로
적 식견을 두루 갗준 생태 전문가로서
제시 삼아 도보 보행
설계 의 자질 함양 및 역량을 신장할 수
계기를 가짐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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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을 도보 보행하
면서 주변 지형의 지질 감성
적 특성을 탐색하고 이 적
를 통해 통합과학적 식 체험
견의 형성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 도보 보
: 공릉천 기본 정보(위치, 고도, 규모 면적 등)을 제공하고 도보 보행
행 시 유의 사
ET : 교내 생태탐방로와 돌봉산 정상을 중심으로 생태탑방로에 이어 제 3 의 생태탐방 항을
전달하고
로를 몸소 체험을 통해 개척한다는 의미를 제공
관련 복장 착용
을 권장
Tip!

도입
( 20 분)

Co

[사전 창의적 설계 과제]
CD : 공릉천 도보 보행을 통해 몸소 체험하면서 주변의 자연생태계 특징 뿐만 아니라
지형의 지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둘레길 생탐방로에 대한 통합과학적 시각
을 형성하도록 유도함.

전개
(150 분)

[상황 제시 및 체험 1]
Co : 지도 상에 나와 있는 공릉천의 전체 길이와 도보 보행의 예상 시간 안내
Tip! : 도보 보
ET : 공릉천 주변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 생태 환경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
행 중 안전사고
과 마을 등 인간의 거주와 개발의 흔적이 다양하게 남아있음.
에 유의하고 자
기주도적 문제
[상황 제시 및 체험 2]
인식과 문제해
Co : 과학 학문의 경계를 융합하는 통합과학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미래 직업에 대한 결을 시도할 것
필요성 제시
을 주문
ET : 공릉천 주변 지형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까지를 포함한 통합과학적 견해 형
성
[사후 창의적 설계 과제]
CD : 자연에 대한 통합과학적 식견을 갖춘 전문적 해설을 담당하는 자연생태지질해설
사로서의 자질 함양 및 역량 신장

정리
( 30 분)

Tip! : 관련 내
: 공릉천이 생태 탐방로가 지역 내 개발 및 보존의 가치가 있는 길인지 몸소 체험
용을 보고서 형
을 통해 검증하고 주변 지형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까지도 두루 갖춘 통합과학적
식으로 작성하
시각의 자연생태지질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미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봄.
고 소개 발표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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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Ⅰ

6/7

공릉천

- 한강 권역의 한강 수계에 속하며, 한강의 제1지류
-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양주시 챌봉(516m)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장흥
면(長興面) 부곡리에서 지방2급하천이 시작되며,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仙遊洞), 덕양구 내유동
(奈遊洞)을 거쳐, 일산동구 지영동(芝英洞), 파주시 조리읍의 경계지점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고,
파주시 오도동 북쪽에서 서쪽을 향해 흘러 한강으로 합류
- 조선시대 예종의 원비 능인 '공릉'에서 유래하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구부러진 하천의 모양을 보
고 곡릉천(曲陵川)으로 바꿔 불렀으며, 경기도 파주시는 하천의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하
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결과 2009년 1월 1일부터 공릉천으로 원래의 명칭으로 변경

<공릉천의 주요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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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릉천의 지질 환경

3. 우리 지역의 물의 순환과 이동 방향을 표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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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릉천의 생태 환경

1. 공릉천 주변으로 도보와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공릉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가까운 곳
에서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찾고 있음
2. 공릉천 하구는 주변의 장항습지, 산남습지, 성동습지, 시암리승지 등 한강 하구의 다양한 습
지 보호구역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3. 생태 환경의 특성이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짐
- 1st 구역 : 영천배수갑문부터 자유로 송촌대교 부근까지 / 공릉천 하류로서 바닷물인 염수
가 유입되는 경계 / 다양한 철새들이 쉬어가는 도래지
nd
- 2 구역 : 영천배수갑문 너머 공릉천 중, 상류 부근 / 담수생태계로서 십여 킬로나 되는
긴 하천의 특징을 보임
- 기수 구역 :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특성 상 수심의 고저에 따른 갯벌과 습지가 발달
되어 있음
4. 하천 주변으로 다양한 벼과의 식물들이 자생
5. 수변 지역 중심으로 염도에 강한 갈대가 우점하고 있음
6. 양안 위로는 농도 형태의 비포장 둑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둔치의 경사진 곳에는 단품잎
돼지풀과 칡넝쿨이 우점하며 국화과 망초류와 사초과 식물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음
7. 둔치 넘어서는 드넓은 인공습지인 농경지가 있어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배후 습지로서의 기
능 뿐만 아니라 텃새화된 백로류와 일부 철새의 도래지가 되고 있음

1. 역사적으로 서울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곳이라 많은 왕족과 위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
음(조선왕릉인 서삼릉과 서오릉 외 고려 시대의 공양왕릉, 최영 장군묘 그리고 원산대군과
송강 정철의 숨결을 만날 수 있어 역사문화길의 의미가 있음)
2. 북쪽의 고양 평화누리에서 공릉천을 지나 남쪽의 창릉천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중장거리 라이딩 장소로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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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천 소개 영문 번역

<위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할 수 있을까?>
모듬별로 번역하고 / 번역의 주안점, 특별히 고려한 점 등 발표하기
예시- 안양천 소개
The Anyangcheon is a river in Gyeonggi-do and Seoul, South Korea. It has its source on
the slopes of Mount Gwanggyo in the city of Uiwang[1] and flows north, through the
city of Gunpo, where a major cleanup operation saw several species of birds return to
the area in 2005.[2] Here, though, the water table remains depleted.[3] The river then
flows through Anyang City,[4] where it is met by its major tributary, the Hakuicheon
stream. From here, it loops around to the west before continuing north to the border
with Gwangmyeong City. As the river passes to the west of Mount Gwanak, it forms the
border between Gwangmyeong and Seoul, where it is lined on the Gwangmyeong side
with rape fields and cherry blossom trees.[5] After the stream is joined near Guil Station
from the west by the Mokgamcheon stream, which forms another border between
Gwangmyeong and Seoul, it is then totally within the capital. Here, it is also joined from
the east by the Dorimcheon and passes through a conservation zone for migratory
birds[6] which was established after a 2005 cleanup operation,[7] whereafter it joins the
Han. Most of the length of the river has a path alongside providing easy access, the
only parts without this lying in Uiwang. Seoul City Council has embarked on a
programme of exclusive cycle path creation alongside its waterways, including the
Anyangcheon, to be completed in 2010.[8]
Wildlife
The Anyangcheon is home to a variety of wildlife. The dominant fish of the river are
Zacco platypus (freshwater minnow) and Rhynchocypris oxycephalus in the more upstream
areas

near

the

source,

and

Carassius

auratus

(goldfish)

further

downstream,

by

Gwangmyeong.[3] The river also houses a number of species of birds, including the
egrets, the grey heron, northern shoveler, common teal and mallard.[9] A conservation
area has been established close to the confluence with the Han River, where the footpath
is set back from the riverside to leave migratory birds a more natural setti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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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사자료 (※ 학생활동지 해설, 교사참고자료 등)
차시

8~11/15

[유적지 영어 설명 게시물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사례]
1. 관사의 오류

2. 문맥 파악 잘못에 의한 오류

주절의 시제가 과거시제인데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시제로 되어있다. 시제의 오류-> 문맥 파악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면 시간상 전후관계 명확히 파악
예외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나 현재까지 계속되는 습관은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 시제로 쓰고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경치가 “광한청허부”의 경치를 닮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나 현재까지 계속되는
습관으로 보기 어렵다. 과거나 그 이전의 시제로 바뀌어야 한다.

3. 과도한 삽입과 생략에 의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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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소의 이해 부족에 의한 오류

여기서 단심문은 영어에 없는 원천 언어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소에 해당하므로 의미만 번역하면 원천 텍스트의
문화적인 요소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장내에서 주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내문 번역 수정 예시]

Original Sign:
The Legend of Yongmiri stone Buddhist Statue
There has been a legend on the Yongmiri stone Buddhist Statue designated as Treasure No. 93
by the government. Seonjong (1083-1094), the thirteenth king in the middle of Corea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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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had no children until he got married to his third wife Yi, Mistress Wonsin. But she did not
have borne him any child at first. While worrying about it, she dreamed a strange dream. Two
Buddhist monks appeared in her dream and said “We are in the chasm of a rock at the south
foot of Mt. Jangji.” When the king was told the dream from her, he sent his servants to make a
full and detailed report about Mt. Jangji. He was informed this: there are two masses of rock at
the foot of Mt. Jangji. Immediately he got the servants to carve Buddha figure on the rock and
ordered them to worship Buddha at the newly-built temple. It didn’t take long before Mistress
Wonsin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Prince Hansanhu.

Identifying errors:
The Legend of Yongmiri 1. stone Buddhist 2. Statue
There 3. has been a legend 4. on the Yongmiri stone Buddhist 5. Statue designated as Treasure
No. 93 by the government. Seonjong (1083-1094), the thirteenth king in the middle of 6. (____ )
Corea Dynasty, had had no children until he 7. got married to his third wife 8. Yi, Mistress
Wonsin. 9. But she 10. did not have borne him any child 11. at first. While worrying about it,
she dreamed a strange dream 12 . Two Buddhist monks appeared 13. in her dream and said 14.
(___) “We are in the chasm of a rock at the 15. south foot of Mt. Jangji.”16. When the king
was told the dream from her, he sent his servants to make a full and detailed report about Mt.
Jangji. 17. He was informed this: there are two masses of rock at the foot of Mt. Jangji. 18.
(___) Immediately he 19. got the servants to carve 20. (___) Buddha 21. figure on the rock 22.
and ordered them to worship Buddha at the newly-built temple. It didn’t take long before
Mistress Wonsin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Prince Hansanhu.
1.

In a title, all words should be capitalized, except prepositions, coordinating conjunctions and
articles.

2.

There are two statues, so the plural is needed here.

3.

Since the legend is from past times, the correct term here is “was”

4.

As in the title, “of” should be used here.

5.

Again, the plural is needed here.

6.

Since there was only one Corea Dynasty, it should be referred to as the Corea Dynasty

7.

The use of the word “got” is discouraged in general. Using “married” here by itself is better.

8.

In English, official titles always come first. Her name should be Mistress Yi Wonsin, or
Mistress Wonsin Yi.

9.

Try to avoid starting sentences with “But”. It is preferable to use “However”.

10.

The writer has mixed up their tenses – “did not bear” or “had not borne” are acceptable.

11.

“At first” is unnecessary and redundant.

12.

As the following sentence actually provides further explanation about the dream, it is better
to use a semi-colon (;)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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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ince we already know that this happened in her dream, this is redundant and can be removed.

14.

Use a comma (,) before introducing quoted speech.

15.

“Southern” is the proper form to describe the location of something in relation to
something else.

16.

Since it was the Queen’s dream, she should be the one to tell the king.

17.

Clumsy writing. It can be refined. Avoid colons and semi-colons in writing, where possible.

18.

“He immediately” is better, here.

19.

He issued two orders, and try to avoid the word “got” so we can rewrite this sentence in
a better way.

20.

There are two statues, so the sign is missing this detail.

21.

This should be plural, since there are two figures.

1.

This should be moved to earlier in the sentence.
최희섭.「영어 관광 안내판의 번역 오류: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2008).
자료출처

215-238.

5-3. 교사자료
차시

7/7

공릉천에 대한 설명 영어 possible translati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around Gongneungcheon area>

Ⅰ. Gongneungcheon
- The first branch of the Han River, which belongs to Han River basin of Han River area.
- It is divided by the national river and the local class 2 river, starts from the southern valley of
Yangju-Si Chalbong(516m). The local class 2 river starts from BuGok-li and it changes into the
nationall river at the boundary of Jiyoung-Dong, Ilsan Dong-Gu and Jori-Eup, Paju-Si, through
NaeYoo-Dong, DeokYang-Gu. And it is joined to the Han River, flowing from the north of
OhDo-Dong to the south of that area.
- The name was from ‘Gongneung’, the royal tomb of Queen Jangsun (1445-1461), consort of King
Yejong, but it was changed as ‘Gokeneungcheon’, because of the curved shape of the river,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name has been changed into the present name at 1st
of January 2009, after putting forward for discussion and acceptance for the Regional Stream
Management Committee.

Ⅱ. The ecological environmet of Gongneungcheon
1. Many people travel to this place because there is Gongneungcheon watersidepark, where people
can walk and ride bicycles around Gongneungcheon area.
2. The outfall of Gongneungcheon forms one branch of various wetland reserve areas such as
Janghang, Sannam, Seongdong, and Siamli wetland.
3. The characterisc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is largely divided by two areas.
- 1st area: From Yeongcheon drain lock to Songchon bridge, which is the downstrea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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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neungcheon, the boundary of the salty sea water and migratory bird sanctuary of various
migratory birds
- 2st area: Mid and upper stream of Gongneungcheon over Yeongcheon drain lock, features
freshwater ecosystem, which is ten kilometers long.
- Brackish zone:

Mudflast and wetlands are develped due to the difference of water level for the

crossing of sea water and fresh water.

Ⅲ. History of Gongneungcheon
1. There remains many traces of many royal families and great people because historically, it was not
that far from Seoul(Hanyang).
2. It can be used as a mid-long distanceriding course with the bicycle road from Peace Nuri ,
Goyang to the southern Changneungcheon through Gongneungcheon.

Ⅳ. Plant ecology of Gongneungcheon
1. There are various Gramineae Plants near the stream.
2. Reeds resistant to salinity dominate, focusing on the basin area.
3. Dirt causeways in the form of rural way have been created over the both sides of the river.
Ragweeds and arrowroot vines dominate the sideway of the bank and horseweeds and sedge
plants fill the empty spaces.
4. There are braod range of farmlands which is artificial wetland over the bank, which functions as
back marsh to mange flood and draught as well as a sanctuary of sedantarized egrets and partial
migratory birds.

Ⅴ. Measure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Gongneungcheon
1. Develop and build more roads which link to the waterside park near the river and the roads of
walking and bicycle riding.
2. Install public parking lots by zone for the people outside of the region as well as nearby residents.
3. Manage the pedestrain road and bicycle road near Gongneungcheon and connect the cut parts.

자료출처

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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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학습하고, 생태탐

상

방로의 지질 환경 등 모두를 스스로 지구과학적으로 관찰함
으로써 지질학의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다.

1
/7

중

하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학습하고, 생태탐
방로의 지질 환경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학습하고, 국지적

상

인 생태환경 차이에 따른 식생 군집을 파악함으로써 공릉천
의 식생 군집의 특성을 스스로 수학적으로 측정하고 추정할
수 있다.

2~3
/7
중

하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학습하고, 국지적
인 생태환경 차이에 따른 식생 군집을 파악할 수 있다.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

상

고, 생태탐방로 주변에 위치한 역사 유적지의 조성 배경 및
특징을 이해하고 생태학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을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4~5
/7

중

고, 생태탐방로 주변에 위치한 역사 유적지의 조성 배경 및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하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에 위치한 역사 유적지의 조성 배경
및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
고, 생태탐방로 주변에 위치한 역사 유적지의 조성 배경 및

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과 자연을 통합하는 생태
지질문화해설사 등 관련 진로의 실제와 필요한 역량을 배우
고 스스로 익힐 수 있다.

6~7

모둠별 토론평가

/7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생태계 특성을 몸소 체험 학습하

중

고, 생태탐방로 주변에 위치한 역사 유적지의 조성 배경 및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진로를 파악할 수 있다.

하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관련 산업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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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동료평가지(학
생용)

가. 관찰평가지(1차시) - 예시

모둠

모둠원

적용
생태탐방로의 실제 보호 및

태도
모둠원과 원만한 의사소통하고

지질 환경 등을 관찰할 수

협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상

있다.
중

하

상

수 있다.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나. 관찰평가지(2~3차시)

모둠

모둠원

적용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의

태도

국지적인 생태환경 차이에

모둠원과 원만한 의사소통하고

따른 식생 군집의 특성을

협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학적으로 측정 추정할 수

수 있다.

상

있다.
중

하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다. 관찰평가지(4~5차시)
적용
공릉천 생태탐방로 주변에
모둠

모둠원

위치한 역사 유적지의 조성
배경 및 특징을 역사적

태도
모둠원과 원만한 의사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배움과 성장의 기록

수 있다.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상
중
하

상

중

하

라. 자기/동료평가지(6~7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모둠원 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
모원원의 일원으로 활동에 적극 참여했는가?
주어진 과제를 모둠원과 함께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모둠원들이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였는가?
모둠원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 등 협업은 잘 되었는가?
모둠의 활동을 잘 표현하였는가?
주어진 과제의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 등 협업을 잘 되었는가?

※ 평가 노하우: 자기평가와 모둠 내 동료평가의 평가 기준은 동일해야 하며, 타 도둠에 대한 평가는 평가
기준은 자기평가 및 모둠 내 동료평가와 동일하되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뤄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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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생명과학)공릉천 주변을 탐사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직접 관찰함. 생태 탐방로의 생
태계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지층의 다양성과 연계하여 통합적
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가짐.

(지구과학)공릉천 주변을 탐방하고 물의 순환에 의해 나타나는 곡류를 직접 관찰함.
이후 곡류의 안쪽 지형과 바깥쪽 지형에서 나타나는 퇴적과 침식의 흔적을 찾아내고
관련 식물군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가짐.

(수학)공릉천 생태탐방로를 탐방하며 주변의 식생 군집을 관찰하고 조사함. 이를
토대로 자료의 통계값을 산출하고 결과를 다른 군집과 비교함으로써 생태계 군집의
분포 특성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한국사) 공릉천 주변의 역사 유적지 분포를 확인하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인간의 개성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접합 지점을 모색하여 인문학과 타학문(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 진로와 직업)을 융합하는 능력이 탁월한 학생임.

(진로와 직업) 공릉천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생명과학, 수학, 지구과학, 영어,
한국사를 진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탐색하고 심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영어) 공릉천 주변의 문화유적지의 영문 안내판을 관찰하고 본래 유적지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어법상 어색한 부분은 없는 지 파악하고 수정할 부분을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함. 공릉천 주변의 다양한 문화 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
유적지의 내용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자연 환경, 인문 환경을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교과를
적용하여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체험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상상력이 풍부하고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임. 다양한 생각으로 인간의 삶이 풍부해져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 학교 생활을 함.

(동아리) 한민생태도감
공릉천 주변의 식물상, 조류상 등 하천 습지의 생태계 특성을 직접 관찰하고, 생물다양성을 조
사함으로써 하천 습지의 중요성을 학습한 후 교내 동료에게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습지 보전의 필요성을 홍보함.

- 31 -

[부록2]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회차

일시

장소

참석대상

주요 내용 및 행사 사진
- 개발한 스팀 프로그램 교내 적용

1학년
‘21.9.24.
1차

14:00
-16:00

교내
교실

5개반
학생,
교사
6명

- 개발한 스팀 프로그램 적용
교내
2개
‘21.11.6.
2차

09:00
-13:00

동아리
공릉천

18명,

하천

교사
4명,
전문가
1명

- 32 -

-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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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스팀 확산 실천 사례
일시

장소

참석대상

주요 내용 및 행사 사진

- 스팀 프로그램 대중 홍보

‘21.11.6.
13:00
-14:00

학생
공릉천

18명,

하천

교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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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리 체험 등

